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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용정시는 1877 년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조선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조선
족의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 전체 인구의
66%가 조선족이고 중국내 조선족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용정은
중국 조선족 문화의 발상지로서 조선족 민속문화가 현재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역 내에는 조선족 민족문화와 항일운동 등 관련 역사유적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용정지명기원지우물, 일송정, 서진서숙, 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간도 일본총영사관 등이 있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속에 초기의 경
제무역, 공업의 발달로 번영기를 맞았었던 도시는 점차 공업의 쇠퇴와 경제무역
의 침체로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점차 낙후해 졌다. 도
시인구는 개혁개방(1978)과 중한수교(1992)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의 자체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
였고 현재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부(州府)인 연길시에 가려져 용정시만의 정체
성이 더욱 희미해져 있다. 하지만 2014 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접경지역개
발개방 가속화에 관한 의견”에 따라 길림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용정시
를 개발개방중점현시(開發開放重點縣市)로 명확히 지정하면서 용정은 새로운 발
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용정은 이러한 국가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역특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의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정책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도심부로 설정하고 도
심활성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우선 도심내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연결요소인 가로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자 한다. 현재 용정시의 역사문화자원들은 도심부와 도시외각에 흩어져 분포되
어 있다. 그중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일부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되
고 있지만 일부는 접근 불가 혹은 방치되어있는 현상이 존재한다. 또한 도시내
곳곳에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연결하는 가로공간은 물리적
환경이 낙후하고 대부분 가로가 자동차 위주로 계획되었기에 보행환경이 열악

i

하고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역사문화자원들간의
연결성이 결여되고 특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행위만 일어나기에 도심내에
서의 역사문화관광의 소요시간은 매우 짧고 이동수단으로 차를 주로 사용하기
에 역사문화관광으로 인한 부가 혜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방법을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연결가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연결가로의 공간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
의 틀로 하여 미국 보스턴, 한국 군산, 중국 상하이의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들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구축원칙과 가로공간 설계원칙을
기반으로 대상지의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역사문화자원 네트워
크의 연결가로를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점적인 보존과 관리에서 선
적인 활용방법으로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자원들간의 관련성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심내에서의 활발한 관광행위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혜
택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구축한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연결가로공간에 대해 설계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는 용정시의
낙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새로운 도시이미지
를 형성하여 구도심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데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다.

주요어 : 도심활성화,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연결가로
학 번 : 2018-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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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 지방 소도시의 도심부 쇠퇴
지방 소도시는 대부분 단핵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로 상업, 업무 등 활동이
상대적으로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도심부는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
서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공간이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지방 소도시들은 극심한 사회경제의 쇠퇴와 인구감소
를 겪고 있다. 1978 년, 중국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용정시와 같은 중국 지방소도
시들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대규모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도시 외각으로의 개발을 위주로 진행하면서 기존의 도심부는 기능을 잃어가
게 되고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와 외부투자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사회·공간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사회·도시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차주영 외,
2009) 1)
본 연구의 대상지인 용정시의 도심부 쇠퇴원인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이고, 두번째로는 오픈스페이스 부족, 공공문화시설과 도
시기반시설의 물리적 쇠퇴이며, 세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 쇠퇴를 초래
하고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재유실이 심각해진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새로운 개발이 도시외각으로 집중되면서 도심의 기능이 쇠퇴된 것 이다. 이러한
쇠퇴원인 중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연구하여 쇠퇴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차주영 외,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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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활성화 매개로써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필요성
지방소도시는 대도시나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도시발전을 위한 물질적, 경
제적 기반과 역량이 매우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소도시들에서 도심활성화의 전략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
역을 홍보하고 지역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보호와 보
전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주변환경의 훼손으로 인
해 자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인 역사문화자원들도 점적인
관리만 이루어 질 뿐 도시내 기타 자원들 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
어진다. (권영상 외, 2009)2)
현재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을 도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용정시는 이러한 자
원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활발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사문화자원
들의 개별적 매력도는 서로 차이가 있다. 개별적 매력도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반면 다소 매력도가 약한 자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 도시내 개별적 자
원의 매력도가 약할 때 여러가지 자원을 묶어 줌으로써 도시내에서의 관광객의
관광체험 시간을 연장시키고 관광소비를 유도할수 있다. 즉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지
역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비용에 대한 수혜대상을 넓은 영역으
로 균일하게 분포될수 있도록 한다.(서구원 외, 2005) 3)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
사문화자원에 대해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포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물리적 공
간에서 연결시키고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여

2) 권영상 외,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p.62.
3) 서구원 외, 『도시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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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역사문화관광루트를 조성한다.

3) 역사문화자원의 연결요소인 가로공간의 중요성
가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케빈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 1960)』에서 가로는 통로(paths)로서 관찰자들이 움직이는 길(길, 전차
길, 운하 등)이라고 해석하였다. 린치는 통로가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
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도시 내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 특정 용도가 집중되
어 있다는 점, 전체 소통구조에서 위치가 좋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
서 주요 통로가 특징이 없고 다른 도로들과 구분이 잘 안될 때 도시의 이미지
도 불명확해진다. (Matthew Carmona 외, 강홍빈 외 역, 2009) 4)
가로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만이 아닌 판매의 장소, 산
책로, 만남의 장소, 조깅 코스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수 있는 공공공간이고 또
사회, 문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가
로공간 만이 사람들을 흡인할수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 공간이 더 활력을 가진
다.
본 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로공간은 연결하
는 자원들 사이의 공간으로서 역사문화관광의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주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한 관광지점에서 다른 관광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통과하는
가로공간이 무미건조하면 그 공간은 빠르게 통과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관광객
의 도심내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아지게 되면서 소비행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된
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기타 산업의 경제력의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 하여 용정시의 이러한 가로공간
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Matthew Carmona 외, 강홍빈 외 공역,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울:
대가, 2006, p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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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용정시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과 자원들간
의 연결성을 평가하고 도심내 가로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새로운 가로공
간을 계획하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
운 가로공간 설계방안을 제안하여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심을 활
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
로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례분석과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하여 가로
공간의 설계요소와 설계원칙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1.2.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용정시의 지역 역사문화자원 연결를 목적으로 역
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기성시가지의 가로공간에 적용 가능한 설계
요소와 설계원칙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와 가로
공간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를 위한 가로공간의 특성과 설계원
칙을 도출한다. 또한 대상지의 가로공간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
여 앞으로 설계할 가로에 대한 설계원칙을 제시한다. 다양한 가로의 현황을 이
해하고 적합한 가로공간 설계를 제안하여 용정시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
결하는 네트워크계획과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가로에 대한 기본 설계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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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생활·문화·경제의 중심이자 용정의 상징들이 밀
집되어 있는 용정시의 구시가지 일대이다. 도심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방치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발굴과 재이용을 통해 더 넓은 범
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가
로공간의 도로, 가로시설물,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등 물리적 요소들을 연구의
공간적 요소로 본다.

5

5

2.
)

(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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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방법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연결가로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방법과 가로공간
설계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이를 분석의 틀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네트워크구
축 원칙과 가로공간 설계원칙을 수립한다.
대상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지도제작 등을 통해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현황과 문제점, 잠재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요소인 연결가로에 대해 앞서 도출한 가로공간 설계원칙
에 따라 설계를 진행한다.

7

<그림 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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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2.1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2.1.1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및 차별성
전명진(1994)은 “서울시 도심부 역사탐방로 계획”에서 고도(古都) 서울의
도심에 산재한 역사환경의 물리적, 비 물리적인 역사문화자원들을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탐방로를 계획하였다. 총 4 개 구간으
로 구분하여 보행을 전제로 각 장소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건물 계획, 가로시설물 계획, 식재 배치 계획,
도로포장 계획 등 요소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김복영(1996)은 “김해시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조성계획”에서 기존 환경
설계상의 한정적 접근방법으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의 개선만이
루어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적 요소들을 도시공간속에서 연
결시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해 새로운 방향
과 시각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접근성과 공간네트워크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해
석할수 있는 연구 방법의 한계로 각각의 자원들간의 선적인 연결을 계획하였으
나 개별적인 거점에 대한 설계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준우(2006)는 “서울 도심부 문화재간 연계방안”에서 문화재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방법의 문제점들을 찾고 문화재들 사이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건물과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건축물 매스관
리, 입면 관리, 오픈스페이스와 접근로 조성 등의 연결계획을 제안 하였다.
한범수 외(2008)는 “문화관광콘텐츠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소성 강화-청계
천, 인사동, 북촌, 삼청동 테마거리를 사례로”에서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의미를 탐색하였고 서울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인 청계천과 주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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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원의 장소성을 강화하여 장소상품화의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涂細蘭(2010)은 “城市歷史文化空間網絡研究-以長沙市為例”에서 도시의 역
사문화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창사(長沙)의 고대 도시 건설과 현
대 도시의 공간적 형태의 발전을 이해하고, 역사문화자원과 공간적 맥락을 정리
하여 창사의 역사문화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네트워크의 통합
은 역사문화공간이 도시의 공공공간에 더 잘 침투될 수 있도록 하였다.
李偉 외(2005)는 “世界文化遺產保護的新動向-文化線路”에서 세계유산 보호
의 새로운 동향인 ‘문화루트’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heritage corridor 의 보호방법과 비교하면서 중국 국정에 맞는 보호방법을
제안하였다.
邢雨林 외(2014)는 “城市標誌性文化旅遊線路的設計與開發研究-以‘晨鐘暮鼓’
北京騎行一日遊為例”에서는 중국의 관광코스의 개발과 실천에서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보스턴·프리덤 트레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징적 문화관광코스의
선정과 개발의 원칙을 도출하고 실제적 사례에 적용하였다.
張玲 외(2016)는 “基於地域文化的淮安樂水之旅線路規劃與設計”에서 스토리
텔링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인 ‘물문화’에 대해 현황분석을 진행하고
‘물문화’ 관광자원에 대해 분류하여 ‘물문화’를 테마로 하는 5 가지 관광코스를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의 내용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네트
워크화 하여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주로 관광루트 혹은 관광코스를 제안하고 있
다. 이는 대부분 보행관광을 염두에 두고 접근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의 연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가로망에서 관광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연결가로는
어떠한 공간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도시내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가로공간 설계방안을 제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보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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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네트워크 구축기법 도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수 있다싶이 문화관광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스토리텔링기법은 한정적인 관광자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관
광자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관광객에게 흥미로움을 제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지역내 자원들
을 조사, 분류하고 자원의 특성과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해
관광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또한 지역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 테마를 선정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2 이론적 고찰
2.2.1 도시환경에서의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효과
네트워크의 개념은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개별적 장소들의 체계적 연결을
위하여 가로망, 오픈스페이스, 광장, 공원, 보행로 및 주차장 계획 등에 도입되
고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이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데 도입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첫째, 도시공간속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
는 개개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속되고 중첩되
면서 개체가 가진 매력과 특성이 강화된다. 둘째,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에 상부
상조의 효과가 있고 관련성이 높아진다. 셋째, 도시 전체에서 각 자원들 간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도시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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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효과를 비롯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수 있다.(김복영, 1996) 5)
2.2.2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연결가로 설계시 고려사항

1) 이용자 측면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이자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다. 역사
문화자원의 이용자들은 관광목적의 관광객, 지역의 도시민, 단순 통과객, 교육목
적의 탐방자(학생) 등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한 목적의 이용자는 각각의 활동범
위와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다양한 활동에 따른 가로공간에서 구비하여야 할
6)

조건도 다양하다.(전명진, 1994) 부동한 이용자의 주요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도
시공간속에서 많은 활동들이 서로 겹치는 현상을 볼수 있다. 따라서 가로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할수 있어
야 한다.

<그림 3> 이용객 주요활동

5) 김복영, “김해시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조성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6) 전명진, “서울시 도심부 역사탐방로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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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활동의 구비요건7)

주요활동

요구조건

관광

•
•
•

풍부한 볼거리, 체험공간 제공
쾌적한 보행환경
명확한 안내방식

쇼핑/음식

•
•
•

지역특산물의 구매효과 증진
작은 상점들의 활성화
상가의 전시효과 강화

휴식

•
•

일정 구간마다 휴식공간 제공
휴식을 위한 공공가로 시설물 설치

만남

•
•

공간 인지도, 식별성 강화
만남의 장소 제공

학습

•
•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 전시
문화자원 자체가 갖는 교육적 가치 부가

안내

•
•

SIGN SYSTEM의

놀이

•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주차

•
•

공동주차장 확보
보차공존가로의 안전성 확보

적절한 제공
의사전달의 용이

이상의 공간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연결가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다.

7) 전명진(1994), 앞의 책 pp.39 참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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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본과제8)

이용객

과제

•
•
•
•
•
•

역사문화자원의 인지도 강화
안내방식의 계층에 따른 차별화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확보
다양한 활동의 도입
보행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탐방자

•
•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 도입
역사문화자원의 교육적 가치 강화

통과객

•
•

공간의 인지성과 식별성 강화
만남을 위한 공간 조성

관광객 측면

지역 도시민

2) 연결가로의 구성요소 도출
네트워크의 연결가로를 계획,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명진(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로공간에 담겨질 구성요소들을 크게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
로 분류하였고 물리적 요소는 건물부분과 옥외공간 두 부분으로 나눴고 비물리
적 요소는 도입활동과 이벤트로 나눴다.

8) 전명진(1994), 앞의 책 pp.39 참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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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결가로의 구성요소9)

구분

건물
부분

물리적

내용

건물

•
•
•

건물 입면 정비
광고물
적합 & 부적합 건물

대지

•

대지내 공지의 공공활용방안 모색 (소광장, 휴게공원)

도로
시설

•
•
•
•

차량의 주정차계획
도로횡단시설
도로구조 조정(가각부)
대중교통과의 연계

도로
포장

•
•

포장재료
패턴

•
•

조명시설: 가로등, 장식등, 보행등
표지시설: 교통안내표지, 지역안내, 시설안내표지, 문화
관광지에 표기된 자원을 해설하는 SIGN SYSTEM과 SIGN

옥외
공간
가로
시설
물

식재

BOARD

•
•
•
•

편의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조경시설:

•
•

가로수, 경관수, 차폐식재
관광: 역사문화자원을 해설하는 내용과 전달방식에 대
한 프로그램 제공
쇼핑/음식: 가로주변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지역 특산물
을 구입하고자 하는 활동 발생
휴식: 연결가로의 보행동선을 따라 적당한 거리마다 휴
식공간 필요
만남: 광장, 공원, 교차로나 주요 가로시설물을 중심으
로 발생
학습: 역사, 역사문화자원의 교육적 가치 제공
전시: 가로 공간을 지역 문화에 관한 전시공간으로 활
용

•

비물
리적

도입
활동

•
•
•
•

이벤트

•

휴지통, SHELTER
벤치, 파고라
판매대
식수대, 화분대, 환경조각(상징물)

가로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

9) 전명진(1994), 앞의 책 pp.39 참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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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분석
2.3.1 보스턴·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
1) 사례지역 선정배경
미국 보스턴의 프리덤 트레일은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를 통과하는 약
4km 의 보행관광코스로 도시내 16 개의 주요 유적지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 트
레일은 1951 년, 중요한 지역 랜드마크를 연결하는 보행 트레일 건설을 제안한
현지의 언론인인 William Schofield 에 의해 고안 되었고 시장인 John Hynes 에
의해 실천되었다. 1953 년까지 매년 약 4 만명이 이 길을 걷고 있었다. 10)
프리덤 트레일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보스턴의 풍부한 역사를 배
울수 있도록 계획한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에서 시작되어 벙커힐 기념탑
(Bunker Hill Monument)으로 끝나는 관광코스이다. 이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을
가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축하여 하나로 할수 있게
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러한 활용은 도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역의 한 자산으로서 도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고 도시경쟁
력을 강화 시켜 전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10) O’Connor. Et al, 『Building a new Boston: politics and urban renewal,19501970』,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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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reedom Trail Map11)

<그림 5> Freedom Trail12)

11) 출처: https://jwel.mit.edu/assets/document/boston-freedom-trail-map
12) 출처: https://thefreedomtra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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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설계요소 분석
프리덤 트레일의 보도에는 붉은 색 벽돌과 페인트 라인, 바닥 방향표시 심
벌인 메달리온 등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코스의 일부 구간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원과 공
중화장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코스를 따라 배치된 기념품샵과 상점들은
지역에 지속적인 관광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는 문화를 체험하면서 주변
상권에서 소비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프리덤 트레일의 가로요소들을 물리적 요소로는 건물과 옥외공간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또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서 도입가능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표 4> “프리덤 트레일” 가로 설계요소

구분

내용

건물

•
•

대부분 역사건축물은 전시관, 박물관으로 사용
가로를 따라 지역의 소상점, 기념품점, 시장, 음
식점 등 소비시설 분포

•

건물부분

도로
시설

•
•
•

일정 구간내 휴게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공
간, 시설 적절히 배치.
보행자 중심의 가로위주
관광가로구간내 주차공간부족, 외부지역 주차
도시내 기타 강변보행로, 녹화가로 등과 연결

도로
포장

•

붉은 색 벽돌 혹은 페인트로 관광경로 표시

가로
시설물

•
•
•

관광노선에 대한 안내판 곳곳에 설치
각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판 설치
기념적 상징물 풍부

대지

옥외공간

도입활동

관광, 쇼핑/
음식, 휴식,
만남, 학습,
전시

프리덤 트레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시피 현재 테마관광가
로는 많지만 도시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빨간색 벽
돌이나 페인트로 안내하는 가로로 연결하여 역사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례
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프리덤 트레일은 적은 투자로 관광객을 모이게 하였
고 따라서 구시가지의 인기도 향상되어 더 많은 투자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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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한 관광노선과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관광산업으로 인
한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여 주었다.

2.3.2 군산·탁류길

1) 사례지역 선정배경
‘근대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재생방안
이 국정과제와 정책들을 통해 제시되면서 지역자원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보전
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사례인 군산도 군산내항 일원의 근대산업시
설의 보존과 정비를 통해 예술창작벨트와 근대역사경관의 조성을 통해 구도심
권의 재생과 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군산시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문화컨텐츠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테마별
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수 있는 “구불길 군산도보여행”을 실시하였
다. 군산 탁류길은 ‘군산 구불길’의 핵심 구간이고 군산 구불길은 군산 도심을
순환하는 10 개의 탐방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불길은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
진 길을 여유·자유·풍요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길
을 뜻한다.” 13)
탁류길은 백릉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의 구도심을 중심으
로 일제시대 남겨진 역사흔적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고 과거를 되새겨
보는 길이다. 탁류길은 문학·역사·영화 스토리텔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크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시, 관람시설의 풍부함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13)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추천여행-구불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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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군산 탁류길 지도14)

2) 가로설계요소 분석
탁류길의 총 거리는 약 6km, 이동시간은 약 102 분 정도 소요된다. 탁류길
은 박물관, 전시관, 일본식 가옥, 공원 등 체험가능한 시설들을 연결하고 군산의
대표적인 음식점, 빵집, 사진관 등 지역특유의 소비시설들이 가로변에 위치하였
기에 풍부한 관광활동공간을 창조할수 있었다.

<표 5> “탁류길” 가로설계요소

구분

내용

•
건물부분

건물

•
•

보존된 건축물은 예술공간, 전시공간, 음식점
등 용도로 재활용
보수, 복원을 거쳐 건축입면 원모습으로 회복
가로를 따라 지역의 맛집, 오래된 사진관 등 소
비시설 분포

14) 지도출처: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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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활동

관광, 쇼핑/
음식, 휴식,
만남, 학습,
전시

옥외공간

대지

•

맹지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소공원)

도로
시설

•

보행자 중심의 가로위주

가로
시설물

•
•
•

관광노선에 따른 안내판 곳곳에 설치
각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설명 안내판 설치
기념적 상징물 풍부

<그림 7> 군산 탁류길15)

탁류길은 근대역사문화 건축물에 대한 보수, 복원을 거쳐 건축입면을 원 모
습으로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모습을 강조하였고, 방치되어있는 부지를 소공원
등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을
위한 안내시설과 장치를 편리하게 적절히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15) 사진출처: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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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hanghai·Yangshupu Road
1) 사례지역 선정배경
상하이 양쑤푸루(楊樹浦路)는 1869 년, 상하이의 첫번째 근대도시가로이다.
150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가로는 중국 근현대 백년 공업, 백년 시정(市政)
의 발원과 흥성을 대동(帶動)하였다. 가로를 따라서 당시 원동지역(遠東地區) 16 )
에서 가장 큰 물공장, 전기공장, 가스공장, 조선소 등 공업시설들이 건설되었는
데 현재까지 대량의 역사유적으로 남아있다. 양쑤푸루의 총 길이는 약 5km 이
고 가로의 북쪽은 낡은 주택건축물들이 분포되어 있고 남쪽은 주로 공장들이
분포되어 있다.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이 지역의 백년공업벨트는 새로운 전형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한 면으로
는 이 지역의 총 65 개 역사적 건축물을 모색하여 보존작업을 시작하였고 다른
한 면으로는 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가로를 통하여 연결시
키고 관광지도나 건축물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게 구상하면서 흥미로운 관광노선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전체 가로구
간을 노천 박물관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그림 8> 가로변 건축물 및 역사보존구역17)

16) 원동지역(遠東地區)은 아시아 동부지역을 말한다. 주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인도네
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가 포함된다.
17) 사진출처: goog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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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거+공업융합분포18)

18) 李華治，“基於歷史文化保護的街道設計實踐-以上海市楊樹浦路為例”，中國城市規
劃年會論文，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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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역사건축유적 분포19)

<그림 11> 관광결절점20)

19) 李華治(2018) 앞의 책.
20) 李華治(2018)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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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설계요소 분석
<표 6> “Yangshupu Road” 가로 설계요소

구분

내용

•
•
•
건물
부분

•
•
•

대부분 공장건축물은 박물관, 전시관으로 사용
일부 주택건축물은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로 사용
위험한 건축물 철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보수, 재활용
건축입면 원모습으로 보존
주택건축물의 저층부는 상업으로 사용
건물들 사이로 강변으로 향하는 시선통로 조성

•

여유있는 공간에 소광장 조성

•
•
•

차도의 다이어트, 보도폭 확대
도로 가각부 반경 축소로 횡단구역 대기공간 확
대
가로의 수직방향으로 강변통로 조성

도로
포장

•

구간별 서로 다른 도로 포장으로 특색 강조

가로
시설물

•
•

각 문화자원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알코드 안내판 설치

•

PLATANUS HISPANICA로 차도와 보도사이의 격리대
조성

건물

대지
도로
시설
옥외
공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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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활동

관광,
쇼핑/음식,
휴식, 만남,
학습, 전시

<그림 12> 공공공간 조성21)

<그림 13> 도로 가각부 처리22)

21) 李華治(2018) 앞의 책.
22) 사진출처: 楊浦區建管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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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Yangshupu 가로 사례는 기존의 역사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가로
에 대한 재생사례이다. 따라서 가로공간에 대한 정비와 재설계를 통하여 가로를
활성화 시키고 가로로 주변지역의 역사문화보존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연결시켜
전체 지역을 노천박물관으로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로공간에 대한 구체적
인 설계를 살펴보면 사람위주의 설계가 가장 중심이었다. 보행공간, 휴식공간,
관람안내 등에 대한 설계는 가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2.3.4 소결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
법으로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 조사, 분류하고 주
제별 자원들의 특성과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테마를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용정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분류하
여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물리적 공간에서 연결
가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인도
하는 안내성 강한 표시나 장치이다. 또한 보행 위주인 가로변을 따라 지역적 특
색이 있는 소매업, 기념품점, 시장, 음식점 등 소비가능한 시설들이 연결되어 지
역의 경제를 촉진시켜야 한다. 보행관광을 위주하는 가로로서 일정 거리마다 휴
게공원이나 소광장 등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로공간 설계원칙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용정시만의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연결가로에 대한 설계안을 제안한다.

<표 7>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연결가로를 위한 설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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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
부분

내용

건물

대지

도로
시설
옥외
공간

도로
포장
가로
시설물
식재

•
•
•
•
•

역사건축물은 박물관, 전시, 기타 용도로 재활용
건축 입면 보존
가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상업용도로 계획
가로변에 지역특색의 소상점, 음식점 등 소비시설 연결
가로에서 조망가능한 경관에 대한 시선통로 보장

•

일정 거리마다 혹은 유휴공간에 휴게공원, 소광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조성

•
•
•
•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노면 주차구역 재설계
도로 가각부 반경 축소로 횡단구역 대기공간 확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연결가로와 기타 가로의
연결 활성화

•
•
•
•
•

구간별 특색의 도로포장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가로에 대한 안내성 도로포장 표시 필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설명안내판 설치
가로 분기점에서의 방향 안내시설물 설치
기념적 상징물에 대한 설명장치 필요

•

가로구간의 특성에 따른 가로수 선택 (차폐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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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 분석

3.1 용정시 일반현황
3.1.1 용정시 개요

용정은 중국동북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동부에 위치하여 있는 현급
(縣級)도시이다. 용정의 동남부는 두만강(圖們江)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
도 온성군·회령시와 마주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변경도시로서 용정은 국
가균형발전의 정책하에 기타 변경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지역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으로 도시의 새로운 전형기를 맞
이하게 되었다.

<그림 14> 용정시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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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시는 인구 15 만명의 지방소도시로서 전체면적은 약 2,207km2 이고 개발
된 도시지역의 면적은 약 18km2 이다. 23) 구도심은 용정의 생활·문화·경제의 중
심이자 1877 년, 조선이주민의 정착생활이 시작한 이래 140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조선족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방소도시
가 그러하듯 용정 또한 신시가지 개발과 일부 공공기관의 교외로의 이주로 역
사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온 구도심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시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도심의 쇠퇴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림 15> 용정시 개요

23) 용정시의 전체변적은 서울시(605km2)의 3.5배이고 도시면적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과 비슷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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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용정시 도심부 쇠퇴원인

용정 도심부의 쇠퇴 원인은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한
수교이후, 대량의 인구가 일자리를 위해 대도시와 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
고 지역 내에서는 교외택지개발과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상주인구
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노후한 주거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와 공공문화시설 등 물리적환경
의 쇠퇴는 삶의 질에 대한 추구를 만족시킬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주변도시로
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산업구조의 불합리화와 국유기업체제의 경직상태로 많은 국유기업들
이 문을 닫고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성장은 정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인재유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는 “경제쇠퇴-인구감소
- 도시활력 악화”의 나선식수축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쇠퇴와 자원불균등분
배의 문제는 도시쇠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교외화개발로 도시의 중심지
가 분산되면서 도심부는 자체 기능을 잃게 되었고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다.
용정시의 도심부의 쇠퇴는 이미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는 교외개발지역과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부는 자생력을 상실하고 지역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 용정시 전체
발전에 영향을 준다. 현재 용정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 새로운 도시전형시기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서 지역 내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의 연결가로에 대한 설계를 통하여 도심내 물
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정시의 도심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내 산재하여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가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나아가 연결가로의 물리
적 공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주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개선을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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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용정시 인구변화 (1949-2018)

3.2 용정시 공간구조 분석
3.2.1 토지이용

용정시는 주거지 중심의 단조로운 토지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용등광
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상업지역은 존재하지만 뚜렷한 중심업무지역은 존재하
지 않는다. 또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로 숙박시설, 문화
시설 등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등광장과 건설거리를 따
라 상업거리와 미식거리가 형성되었고 전통시장인 서시장까지 연결되어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도심부의 외각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주거지는
도시외각에 새로 조성된 단지형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고 도심내에는 나홀로 건
축물이거나 단지를 형성하지 않은 개방형 주거가 다수이다. 시정도로에 면해있
는 대부분 주택건축물의 저층부 1-3 층은 주로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2

<그림 17> 건축물 용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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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도로·교통

1) 도로교통
용정시는 버스터미널 1 개와 기차역 1 개를 보유하고 있고 주로 연길과 화
룡, 용정 동성용진 등 지역과 철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가까운 연길
과는 30 분, 화룡과 1 시간, 삼합변경 통상구까지 1 시간 만에 접근 가능하다. 연
길과의 가까운 입지로 인해 용정시는 도시개발방향이 연길방향으로 확장되고
있고 용정-연길사이에는 새로운 관광도시가 계획되고 있어 두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내 주요간선도로는 4 차선으로 구성되여 있고 보조간선도로는 2 차선과
도로면 주차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가로는 7-10m 좌우의 차도와
1m 이상의 보도가 공존하는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용정시내의 보행전용도
로는 2019 년 새로 계획된 해란상업가로와 해란강변 산책로의 일부구간이 유일
하다. 2018 년 시작된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일부 가로의 보행환경은 많이 개선
되었지만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수와 기존의 자동차중심으로 계획되었던 가로의
보행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용정시의 지형은 주로 평지로 이루어졌기에 보행과
자전거에 유리한 지형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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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도로교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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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내 대중교통
용정시 도시내 대중교통은 공공버스이다. 주로 용정역을 시점으로 하여 동
북쪽으로 동성용진, 동남쪽으로 신화촌까지 도달하고 서북쪽은 삼봉동, 서남쪽
은 비암산(일송정)까지 연결되어있다. 도심내에서는 주로 민성거리(民聲街)와 용
정거리(龍井街)를 가장 많이 통과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을 경유한다. 도시의 규
모가 작기에 대중교통이 닫지 않는 지역은 보행과 자전거 등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용정시의 시내 대중교통은 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용
정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노
선, 배차시간 등에 관한 안내시설과 장치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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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대중교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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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오픈스페이스 분석

현재 도심부에는 소수의 광장과 소규모 공원이 유일한 오픈스페이스이다.
이는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서로의 연결성이 떨어지며 도시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혜택을 받는 자들과 아닌 자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일부
공원은 접근성이 낮아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이용되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
다. 최근에는 해란로를 따라 서쪽으로 해란교와 동쪽으로 동산공원(계획중)까지
연결하는 보행산책로의 조성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일 연결로 다른 오픈스페이스들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해란강과 육도하를 따라 조성된 강변산책로는 산책로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만 수공간에서 즐길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에 다소 단조롭다. 용정시의 도심을
통과하는 자연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해란강과 육도하의 수변공간에
대한 흥미로운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용정시 도심부에 존재하는 오픈스페이스들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내 개발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해 오픈스페이스 조성계
획을 제안하고 각각의 자원들이 활발히 이용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픈스페이
스의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에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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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오픈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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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3.3.1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

용정시 도심내 역사문화자원들은 주로 건축물, 옛터 기념비들로서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도시외각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주로 역사적 인물들의 생가, 묘소,
집 옛터 등으로 새로 복원된 자원들도 있고 방치되었던 자원들을 발굴하여 보
수하고 있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외각지역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자동차
를 이용한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는 광역적으로 도심내, 도시외각의 자원들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연결가
로에 대한 설계적 범위는 주로 도심부를 위주로 한다. 따라서 도심부에서의 역
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용정시에 산재해 있
는 역사문화자원들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 <그림 21>과 같이 도심
부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8> 용정시 역사문화자원 일람표

구분

명칭

역사문화
자원24)

서진서숙, 대성중학교, 용정지명기원지 우물, 일송정(비암산), 용문교, 간도일
본총영사관, 15만원 탈취사건 기념비, 5.30 폭동 지휘부 옛터, 3.13 반일시위
기념비(서전대야),3.13 반일 의사릉, 명동학교, 윤동주생가, 명동교회, 문익환
집 옛터, 규암재, 김약연묘소, 주덕해 옛집터, 송몽규생가, 김창걸문학비, 윤동
주묘소, 송몽규묘소, 한락연기념비, 강경애문학비, 심연수시비, 대포산, 선바
위, 장암동참사유적기념비, 정동서숙, 정동학교 옛터, 창동학교, 명신여학교,
제창병원옛터, 은진중학교옛터, 동산교회옛터, 광명학원, 김약연 용정옛집터,
용정광명실천여학교농장옛터, 히다카헤이지로 옛집터, 광명실천여학교옛터,
조선은행 간도지점, 용정중앙교회옛터, 용정촌 당지부 유적지, 민성보사옛터,
동흥중학교 옛터

24) 김해영, “보존과 전승의 방법: 연변지역 한민족 역사유적지의 스토리텔링개발 및 교육
적 활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no.61, 2017, pp.257-289. 내용참고, 저자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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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역사문화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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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들은 일상생활보다는 주로 관광의 요소로만 사용되
고 있었고 일부 자원들은 주변과 단절되어 접근이 어렵다. 또한 도심내 산발적
으로 분포되어있기에 각 자원들간의 공간적 연결성이 부족하다. 일부 자원은 오
래동안 방치되어 횔용되고 있지 않는 현상을 볼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
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도화점으로 하는 도심가로를 활성화 하여 도심에 산재되
어 있는 자원들을 기타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개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각 자원들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연결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자원들을 연결하는 도시가로공간은 자동차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기에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한 관광지점에서 다른 한 관광지점으
로 향하는 안내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도심내에서의 관광도 주로 차로 지점들
을 이동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이 도심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관광으로
인한 소비활동을 감소시킨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가로에 대한 새로
운 설계안을 제안하여 가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각 자원들간의 연결
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해주어 도심내에서의 도보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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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한락연 기념비 (락연공원)

대성중학교 입구 (윤동주 시비)

접근성이 떨어짐

안내성이 부족

조선은행 간도지점

3.13 반일시위 기념비 “서전대야”

방치되어 사용안함

접근 불가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비)

용정 박물관

관광요소로만 사용

부족한 공공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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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결가로 현황

“3.13 반일시위 기념비” 앞 가로

대성중학교 입구 앞 가로

주차로 점유당한 가로, 협소한 보행공간

자동차 위주의 가로공간

용등광장

조선은행 간도지점 앞 가로

주차장으로 점령당한 광장, 부족한 휴식공간

간이 점포들로 점유당한 보행공간

3.3.2 역사문화관광코스의 현황

현재 용정시의 공식적인 역사문화관광코스는 주로 조선족 역사문화관광과
혁명 역사문화관광 두가지로 나뉜다. 2008 년, 제 13 회 중국북방관광교역회가 끝
난후 “내 고향 사랑” 1 일 관광코스와 홍색관광코스, 생태관광코스를 개통하였
다. 이 중 “내 고향 사랑” 1 일 관광코스와 홍색관광코스는 용정 조선족의 역사
와 문화를 반영하는 용정시만이 개발할수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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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용정시 역사문화관광코스 일람표

코스명

세부코스25)

“내 고향 사랑”
1일 코스

비암산·일송정-용정지명기원지 우물-용정 조선족민속 박물관-대성중학
교 혁명투쟁관-윤동주 생가
용정촌 당지부 유적지-대성중학교-3.13 반일 의사릉-15만원 탈취 유
적지-연변초대 주장 주덕해 옛집-윤동주 생가-일본간도 영사관 지하감
옥전시관

홍색관광
코스

<표 12> 용정시 관광코스

“내 고향 사랑” 1일 코스

홍색관광코스

자동차로의 이동 위주, 도심부 체류시간 짧음, 도시외각의 관광지 위주

기존의 관광코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두가지 모두 도심부에서의 관광점이

25) 『연변일보』, 2008.08.21 기사내용 참고인용. (시기에 따라 코스에 관광지가 추가되
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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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도시외각의 관광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도심부에서의 체류기간이 짧다.
이러한 원인으로 용정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부가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관광산업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넓은 범위에
서 받을 수 없었다. 지방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도시외각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도심부에 대한 중시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심내에서의 관광행위를 활발히 할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의 기타 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여 도심 전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 년 제기된
관광코스를 바탕으로 개발가능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하여 더 풍부한 볼거리
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스토리의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3.4 대상지 종합평가
용정은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의 발원지이자 조선족민족문화자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심과 도시외각에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지만 현재
까지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은 도시외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도심부까
지 관광행위가 이어지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하여 용정시의 도시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의 현황분석을 통해 대상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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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용정시 SWOT 분석

구분

키포인트

•

•
강점
STRENGTH
•

•
약점
WEAKNESS

•
•
•

기회

•

OPPORTUNITY
•
•
위협
THREAT

•

문화관광도시: 지역 특유의 조선족 민족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
화자원이 풍부하므로 내외국인의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도시인
프라의 재정비의 기회가 주어지고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이 기대
도시의 이미지: 중국 조선족 문화의 발원지, 사과배 고향, 송이 고
향 과 같은 용정시의 명확한 도시 이미지가 도시의 정체성 형성, 매
년 다양한 관광목적으로 용정을 찾는 관광객 증가, 2009년부터, 매
년 개최되는 중국 조선족 농부절은 조선족 문화를 체험, 홍보, 발전
시키는 매개, 지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증대
소규모 도심: 지방 소도시로서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 전체가 2KM
반경에 포함되며, 상업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도심내 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보행 접근성이 높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에 점유된 도시공간
과 열악한 보행환경
도심내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양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오픈
스페이스들 사이의 연결성이 떨어지며 도심내 불균형적으로 분포
역사문화자원들간의 연계와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 부족
보행 및 자전거 교통에 유리한 도시규모와 지형: 반경 약 2KM이내
의 평평한 도시지역과 역사문화자원들을 연결하는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수변공간 적극적으로 활용: 도시를 통과하는 해란강과 육도하의 수
변공간 계획
도심내 잠재적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발, 활용
다양한 축제의 개최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인한 도시관광산업 발
전
도심부 빈집 증가: 도심내 주거의 노후화로 인한 외각으로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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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및
연결가로 기본설계

4.1 네트워크 계획목표
본 연구에서 계획하는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는 용정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용정시의 공간적·기능적 약점
을 수정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
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계획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첫번째는, 역사문화자원의 연결강화이다. 우선 도심내 방치되었거나 활용되
고 있지 않는 잠재적 역사문화자원들을 조사 및 개발하여 풍부한 볼거리를 제
공한다. 다음 물리적 요소인 가로를 통하여 지역의 흩어진 역사문화자원을 공간
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용정의 역사를 읽을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두번째는, 도심부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과 주변도시
공간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소비
의 혜택을 받는 도시공간범위를 확대시키며 도심내 다양한 활동공간,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도심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한다.

4.2 네트워크 구축원칙
앞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구축원칙에 따라 스토
리텔링의 기법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따라서 대상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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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과 역사문화자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도심내 역사문화
자원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주제별 특성과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해영(2017)연구를 참고하여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원에 한해서 앞서 조
사한 역사문화자원을 조선족 역사발전 이야기로 만든다는 맥락으로 다음과 같
은 4 가지 유적지로 분류하였다. 조선족 선조들이 용정으로 첫 이주했을 당시의
개척상황과 생활을 담고 있는 이주생활 유적지,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항일 유적지, 개척자들의 신앙을 품고있는 교육 유적지, 그리고 이러한 역사속
에서 어떤 인물들이 함께 싸워 왔는지에 대한 인물 유적지이다.
<표 14> 용정시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구분

이주생활 유적지

명칭

일송정(비암산), 용문교, 용정지명 기원지우물, 명동유적지, 선바위

항일 유적지

용정촌 당지부유적지, 3.13 반일시위 기념비(서전대야), 조선은행 간
도지점, 간도 일본총영사관, 15만원 탈취사건 기념비, 5.30폭동 지휘
부 옛터, 3.13 반일 의사릉

인물 유적지

강경애 문학비, 한락연 기념비, 윤동주 시비(대성중학교), 윤동주 묘
소, 윤동주 생가, 주덕해 옛집터

교육 유적지

대성중학교, 광명중학교 옛터, 서진서숙, 은진중학교 옛터(영국 조계
지), 명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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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주생활 유적지

<그림 23> 항일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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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물 유적지

<그림 25> 교육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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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용정시 역사문화자원 종합

조선인들이 용정으로의 본격적인 이주, 정착 및 생산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불과 약 140 년전인 19 세기 중후반이므로 용정시의 조선족 역사문화의 개념은
고고학적 개념보다는 근대의 조선족 활동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용
정의 발자취”를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테마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역사문
화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실시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다.

4.3 네트워크 구축

앞서 선정한 테마인 “근대용정의 발자취”에 근거하여 도시외각지역과 도심
부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와 지역의 기타
용도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
심부에서 도시외각으로 통하는 도로 및 대중교통의 정류장 위치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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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네트워크의 시작점은 문화광장(Visitor Inforamtion)으로 정하고 종점은
일본간도 총영사관으로 정하였다.

<그림 27> 용정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본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심밖의 역사문
화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결한 네트워크이고 일송정으로부터 명동유적지까지 전
체 코스의 길이는 약 27.9km 이다. 일송정(비암산)의 등하산 거리는 약 5.2km
이고 약 90 분(관람시간 미포함) 소요된다. 일송정에서 도심부의 문화광장까지
거리는 약 3.2km 이고 차로 약 5 분 걸린다. 도심부에서는 문화광장(Visitor
Information)을 시점으로 간도 일본총영사관까지 거리가 약 4.6km 이고 보행으
로 약 70 분(관람시간 미포함) 걸린다. 이어서 간도 일본총영사관에서 도시외각
의 명동촌까지는 거리가 약 14.9km 이고 차로 약 18 분 걸린다. 본 연구의 범위
는 도심부로서 전체 광역적 네트워크에서 가로공간설계는 문화광장(Visitor
Information)에서 간도 일본총영사관사이의 구간에 대해 진행한다. 도심부에 산
재하여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은 <표 15>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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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용정시 도심부 주요 역사문화자원 현황

역사문화자원

시대

특징

1928년

1928년 2월, 연변지역의 당공작
을 개척하기 위해 동만주의 첫번
째 중공당지부를 세움

1910년대

1910년대 북간도 용정에 설립되
었던 조선인 중학교, 전신은
1921년 5월 설립된 영신 중학교.
현재는 북안소학교 운동장에 옛터
기념비로 유적 남김

대성중학교

1921년

간도 이주 조선인들이 설립한 민
족사학으로 시인 윤동주의 모교이
며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
한 학교, 1946년 대성, 동흥, 은
진, 영신, 광명여고, 영신여자중학
6개 중학교를 통합하여 길림성립
용정중학교를 설립. 현재는 용정
중학교역사전람관으로 사용

3.13반일
시위 기념비
(서전대야)

1919년

1919년 3월 13일 북간도에서 최
초로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

1906년
10월

1900년대초 애국지사 이상설에
의해 세워진 연변최초의 조선족
근대학교, 현재는 용정실험소학교
가 위치한 자리에 기념비로 유적
남김

1917년
3월

1917년, 간도 지역의 화폐를 통
일하여 만주에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특권을 유지하며, 식민지 경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설립, 건물
외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사용되지않고 현재는 방치되어 있
는 상황

용정촌
당지부
유적지

광명 중학교
옛터

서전서숙
옛터

조선은행
간도지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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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지명
기원지 우물

1934년

1879년 전후 처음 용정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팠던 우물로서 용정이
라는 이름의 유래인 이 우물을 기
념하기위해 세운 기념비

간도 일본
총영사관

1909년,
일제강점기
(1926년
재건)

1909년, 일제가 간도 용정에 대
륙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세운 총
영사관, 현재는 조선족 항일투쟁
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사용

은진중학교
옛터
(영국조계지)

1920년

한락연
기념비

2010년

용문교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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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계지었던 ‘영국덕’에 영국
국적의 캐나다 선교부에서 설립한
학교로 만주국의 지배전 북간도에
서 치외법권을 누릴수 있었던 지
역, 현재는 용정제4중학교 운동장
에 옛터 기념비로 유적 남김
중국의 첫 조선족 출신의 화가이
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첫 조선
족으로서 조선족 예술가이면서
3.13용정 항일시위를 주도한 항
일 운동가인 한락연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와 락연공원 조성
용정의 첫 교량으로서 1917년 목
조교량으로 처음 건설되었고,
1969년 새롭게 탄생, 현재의 용
문교는 1988년 세워진 모습을 유
지

<그림 28> 용정시 도심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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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결가로 기본설계
4.4.1 전략적 거점 선정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연결요소로서 가로공간은 각 자원들을 공간적으
로 연결해주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위하여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가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
하는 것은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더 큰 흡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과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점
을 선정하여 구간별 특성있는 공간 활용과 공간 연출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략적 거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근거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맥락상에서 용정시의 관문이자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시작점
인 문화광장과 육도하·해란강 수변공간을 포함한 면적 공간이다.
둘째, 공간적 맥락에 따른 기존의 구간이다. 역사문화자원인 “대성중학교”와
지역중심상권인 “용등광장”을 이어주는 선적 공간이다.
셋째, 방치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점적 공간이다. 조선
은행 간도지점 역사건축물은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
하고 있기에 새로운 설계를 통해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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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략적 거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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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거점별 현황분석 및 설계목표와 원칙
1) 거점 1: 문화광장
거점 1 은 육도하와 해란강이 만나는 하구(河口)지역에 위치한 문화광장이
다. 문화광장은 용정시의 교외지역과 도심부를 연결하고, 주변도시로 통하는 주
요한 가로변에 위치한 용정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 문화광
장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고 광장내 야외무대는 지역행사를 진행하는 공간
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야간에는 강변을 따라 야시장이 개장되어
문화광장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근년래 도시내 기타
광장에 대한 대규모 건설과 야시장의 이전으로 문화광장은 기존의 활발한 역할
을 할수 없었고 점차 활력을 일어가고 있었다. 기존의 대형활동의 진행이 가능
하도록 계획된 공간은 현재 방치된 빈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고 광장내 일부 녹
지공간에 설치된 벤치와 정자에서 소규모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광장은 새
로운 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동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
여야 한다. 또한 광장은 남쪽으로 육도하와 락연공원과 인접해 있지만 수변공간
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락연공원은 시각적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연결 교량이
공농교만 존재하기에 두 오픈스페이스 사이의 편리한 공간적 연결이 필요하다.
문화광장은 주변의 우월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주변 오
픈스페이스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수변활성화 광장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네트워
크의 시작점으로서 용정의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관문으로 조성하는 것을 설계
목표로 한다. 설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원칙에 따라 공간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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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거점 1 현황분석 및 설계목표와 원칙

거점 1 현황 (문화광장)

1

2

3

4

문제점

설계목표

설계원칙

•
•
•
•
•

광장입구는 주차공간으로 점유되어 시각적 접근이 어려움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분수대
광장내 차양가능한 녹지공간에서만 주로 활동
일반가로에 의해 단절된 광장과 수변공간
접근성이 낮은 락연공원, 서로 단절된 오픈스페이스

•

용정의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관문 조성
남쪽의 육도하와 연계한 수변활성화 광장 조성

•
•
•

•

관광객을 위한 안내시설, 편의시설 계획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휴게광장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활동공간
조성
보행교로 문화광장과 락연공원을 공간적으로 편리하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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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점 2: 대성중학교-용등광장
거점 2 는 도심내 역사문화자원인 대성중학교와 지역중심상권인 용등광장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한 구간이다. 대성중학교는 도심부
에 위치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자 문화관광의 필수코스이다. 하지만 도시공간
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이 부족하고 장소성이 약하다. 중심상
업지역인 용등광장은 광장 중심에 용정을 상징하는 용탑이 자리잡고 있고 남쪽
으로 해란상업가로와 미식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광장을 둘러싼 건축물의 대부
분은 전체건물이 상업용도로 개발되어 있고 주거건축물의 경우 저층부가 상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소비공간이자 관
광객의 소비활동을 촉진할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광장은
대량의 주차공간에 의해 점령당해 있고 가로변 점포들의 가로면은 노면주차로
막혀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대성중학교와 용등광장을 연결하는 중광로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가로변의 노면주차공간으로 인해 보행공간도 협소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안은 가로와 연결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안내성을 강조하고 도로폭의 부분적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
여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 광장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기존의 주차공간을 다양한 실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이 구간에 대한 설계원칙을 <표 17>과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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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거점 2 현황분석 및 설계목표와 원칙

거점 2 현황 (대성중학교-용등광장)

1

2

3

4

5

문제점

설계목표

•
•
•

가로변에 연결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 부족
가로변 주차로 인한 보행공간 협소
주차장으로 점령당한 광장공간

•
•

가로와 연결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 강화
보행자중심의 가로공간 조성
광장에서의 다양한 실외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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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원칙

•
•

가로 분기점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설명 안내판 설치
도로폭 다이어트로 일부 도로변 주차구역을 축소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차양 식재와 함께 벤치, 파라솔 등 가로시설물 설치

3) 거점 3: 조선은행 간도지점
거점 3 은 역사문화자원의 하나인 조선은행 간도지점이 었던 역사건축물이
다. 건축물 자체는 중요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나 타당한 관리와 활용이 부
재한 원인으로 오랜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다. 현재, 건축물의 측면에 기타 건축
물을 부착하여 증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면부의 보행공간은 약 1.6m 미만의
폭으로서 다소 협소하고 이 공간은 현재 간이의 신수선점포들이 점유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역사문화자원의 모습을 흐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거점 3 의 설계목표는 주요가로에서 보행으로 접근가능하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
고 기존의 역사건축물의 건축적 입면을 보존하고 재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성화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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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거점 3 현황분석 및 설계목표와 원칙

거점 3 현황 (조선은행 간도지점)

1

2

3
문제점

•
•
•

가로변에 연결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 부족
방치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무질서한 간이점포에 의한 공간 점유
가로변 간이 설치물로 인한 보행공간 협소

설계목표

•
•
•
•

가로변
방치된
쾌적한
역사적

•

가로 분기점에서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판 설치 및 빨간색 도로 페
인트 라인으로 방향 안내
건축물의 원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입면 타일 교체, 완전한 입면 유지
지역 박물관으로 활용
필요한 철거로 인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설계원칙

•
•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성 강조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보행공간 확보
건축물의 원모습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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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거점별 기본설계 제안

1) 거점 1
기존의 문화광장의 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을 광장 안쪽에 조성하여 입구의
개방성, 시각적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구에 위치한 기존의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센터건물을 건축하여 용정의 “근대 용정의 발자
취” 관광코스를 위한 안내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문화광장의 새로운 역할과 수요를 위하여 기존의 큰 면적의 빈 공간과 분
수대를 작은 부분으로 나뉘는 대면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광
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입구에서 강변
까지의 시선통로를 뚫어주어 광장에서 수변공간까지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설계
하였다.
광장과 수변공간을 단절하는 일반가로는 차량통제 구간으로 설정하고 광장
과 수변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광장면과 수변친수공간의 고
도차이를 다양한 단차의 계단을 이용한 강변휴식처로 조성하고 돌출데크를 설
계하여 풍부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문화광장의 남쪽에 위치한 락연공원은 기존의 도로로는 공농교가 유일한
접근통로이다.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이 떨어지
는 원인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방문율과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장에서 락연공원까지 보행으로 연결하는 목
조다리를 구축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락연공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락연공원의 3 층 높이의 정자에서는 북쪽으로 근거리의 용문교와 원거리
의 모아산까지 조망가능하고 남쪽으로는 비암산이 조망가능한 중요한 조망점이
다. 공원과 광장의 편리한 공간적 연결은 이러한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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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거점 1 평면도

거점 1 평면도

현황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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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거점 1 투시도

거점 1 투시도

현황 (1)

설계안 (1)

현황 (2)

설계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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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점 2
도심내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대성중학교의 장소성과 안내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연결가로변과 입구에 보행자시야에서의 역사자원에 대한 설명장치
와 안내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가로에서 진입하는 입구구간은 보행로와 다른 패
턴의 바닥포장을 사용하여 전이공간을 조성한다. 구축한 네트워크에 따라 바닥
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여 코스를 안내한다.
대성중학교에서 용등광장으로 향하는 가로인 중광로는 기존 도로변의 양방
향의 주차공간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도로폭 다이어트를 통해 협소했던 보행
공간을 쾌적하게 하였다. 보행공간의 확보는 가로변의 지역맛집, 상점 등 상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킨다. 또한 확장된 보행공
간에 차양가능한 가로수를 심고 가로변에 벤치, 파라솔 등 가로시설물을 설치하
여 보행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가로변 상권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용등광장은 해란상업거리에 연결된 주차장을 제외한 각 가각부에 조성했던
주차공간을 실외활동공간으로 전환하여 보행자가로인 해란상업거리의 보행활동
범위를 광장공간까지 연속시켜 더 활력있는 활동공간으로 재편한다. 또한 보행
자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대성중학교에서 3.13 반일시위기념비로 이동
하는 과정에 근대용정의 발자취를 따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현재 용정시의 가
장 활성화한 도시공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소비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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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거점 2 평면도

거점 2 평면도

현황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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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거점 2 A-A’ 단면 세부설계

거점 2 A-A’ 단면 세부설계

현황

설계안

<표 23> 거점 2 부분 1 투시도

거점 2 부분 1 투시도

현황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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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거점 2 부분 2 조감도

거점 2 부분 2 조감도

현황

설계안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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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점 3
조선은행 간도지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위해 역사자료를 참고
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증축하여 건축입면을 훼손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 ‘용정박물관’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에 박물관을 이전함으로서 더 풍부한 역사이야기를 제공한다. 철거로 인해 생긴
유휴공간에 투명한 유리건축물을 신축하여 협소한 공간에 오픈된 느낌을 주도
록 하였고 기념품점과 카페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이 가로변에 약 1.6m 의 보행로를 사이두고 차도와 접해 있
기에 입구공간이 비교적 협소하다. 따라서 철거에 의해 생긴 공간에 개방공간을
조성하여 입구의 전이공간으로 활용한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장치와 네트
워크 노선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에 편리를 준다. 또한 가로변
에 자리잡고 있던 신수선점포들은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공간에 배치하였고 입
구의 방향을 따로 두어 접근동선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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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거점 3 평면도

거점 3 평면도

현황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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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거점 3 투시도

거점 3 투시도

현황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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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용정시의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도시내 산재해 있는 역
사문화자원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연결가
로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통하여 도심부의 낙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문
화관광도시로서 용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
다. 과거 용정시는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조선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조선족의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되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발전속에 도시
는 산업구조의 변화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업이 쇠퇴하고 경제무역이
침체되면서 도시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도시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도
점차 낙후해졌다. 하지만 용정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한 관광사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어 용정시는 새로운 도시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하에 본 연구에서는 용정시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
원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활용가능한 역사문화자원들을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가로공간의 물리
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퇴하고 있는 지방소도시인 용정시의 쇠퇴원인을 살펴보고 도시설계
적 관점에서 해결가능한 문제점을 찾고자 했다는 점이다.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용정시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도심공간의 문제점을 도출
하여 가로공간설계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과 활용현황
에 대해 알수 있었고 방치되어 있는 잠재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할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을 활발히 하도록 하였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연결가로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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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도시내 가로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낙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쇠퇴해가는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정시만의 도시 정체성과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할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공간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논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보완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개
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단기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계획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로공간설계원칙과 부분적 거점의 설계를 바
탕으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용정시의 전반적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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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 a Network of Historic Cultural
Resources and Design of the
Connecting Streets
– Focused on Longjing City, China
Ying, Ma
Graduated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jing City was the initial settlement of Koreans who migrated from
North Korea in 1877 and became the center of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 of Koreans. In addition, 66% of the city's total population is KoreanChinese, with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Korean-Chinese in China. Longjing
is the birthplace of Korean-Chinese culture and is the region where the Korean
folk culture is best preserved to date. In the region, there are many Korean
ethnic cultures, anti-Japanese movements and related historical monuments.
For Example, there are ‘The well of Longjing Place of Origin’, ‘Ilsongjeong’,
‘Seojin Seosuk’, ‘Birthplace of Yoon Dongjoo’, ‘Dae-sung Middle school’,
‘Japanese Colonial Government-General in Jiandao’. The city, which has
flourished with the early economic trad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midst of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times, is gradually declining due
80

to the decline of industry and economic trade, and the urban physical
environment is gradually falling behind. The urban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continuously since the opening of the Reformation (1978) and the
Korea-China Bridge (1992). These problems caused the city to lose its own
competitiveness, and now it is hidden in Yanji, the capital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However, in 2014, according to China's State Council's
"Opinion on Accelerating the Opening of the Border Area", Jilin Province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learly designated Longjing as the
center of development and openness. Got Longjing intends to revitalize the
decaying city by developing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of the city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Under such a large polic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study as the downtown area and to realize the vitalization of the city center do.
At presen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Longjing are scattered in
the city center and outside of the city. Among them, som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downtown are well utilized as cultural tourism
resources, but some are inaccessible or neglected. In addition, the horizontal
space that connect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has a poor physical environment and mostly streets are designed for
automobiles. Due to this,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only visits to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ccur. Therefore, the time required for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in the
city is very short, and since the car is mainly used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e added benefit of historical cultural tourism rarely occu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derives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network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rough the
previous study on the network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onnect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city, and theoretically examines the
network of streets. The spatial componen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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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of Boston (USA), Gunsan (South Korea) and Shanghai (China) were
analyzed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the network construction
principles and the horizontal space design principles derived from these case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historic cultural resources of the site will be
identified and the cross-section of the historic cultural resources network will
be desig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economic benefits of active tourism in
the city by establishing a network that connects resources with each other and
improves the relations between resources through the use of ships in the point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 get a
wider range. In addition, based on the network, we would like to propose a
design plan for the connected street, which can give concrete directions for
Longjing to restore the city's identity and form a new city image to lead the
revitalization of the old town.

Keywords : Revitalization, Historic Cultural Resources, Network, Storytelling,
Connecting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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