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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들어 生熊系 (ecosystem) r파라다임」이 都市計劃이나 地域計劃에서 다른 어떤 「파라다

임」보다 우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 計劃家들을 위한 計劃理論의

「파라다임」변천을 美國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美國에서 計劃이 학문의 일부로서 태동하기 시작하던 시기는 1950년대이다. 이우렵 計훌l
은 법 학， 행 정 학 그리 고 초경 이 나 건축분야의 物理的 設計 (physical design) 에 서

파생되 었

다. 農業用 土地와 資源을 利用해감에 따라 여러 問題點들이 야기되는 가운데， 保存의 原
理 (principles of conservation) 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計劃이 必훨했다.
1960年代에는 餐困退治戰 (war on poverty) 과 더불어 計劃家들은 A間을 위한 「서 비스」부
족을 치각하기 시작했다. 아무렵 社會政策 (social policy) r파라다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후 1970년대에는 開發計훌U (development plan) 理論이 計劃敎育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도 제 3 세계에서 미국으로 計劃理論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自國의 개발을 위해

* College of Environmental Desig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ulbright Professor,
1981"'1982, Graduate School of Enviromneptlll $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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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론을 연구하고 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計劃理論 (planning theory) 은 여러

社會科學의 理論들을

일시적

혹은 기회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팽배하면서 뚜렷이 우위를 차지하는 計劃理論의 「파라다
엄」이 없다가， ÁI頭腦學 (cybernetics) 과 體系分析 (systems analysis) 에 대한 陽究와 「컴퓨

터」의 광범한 利用등으로 計劃家들을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 즉 體系 (systems) I파라다임」
이 計劃理짧에 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體系接近法 (systems approach) 은 여러 計劃分野에
서 널리 아용되고 있다.

最近들어 環境主義(environmentalism) 가 대두되고 있으나 技術利用에 따른 生物學的， 心

理學的 영향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環境主義는 광법한 지지를 받고있으나 아직은
蘇合的이 고 確固한 環覆計劃理論 (environmental planning theory) 으로는 定立되 지

못한 상

태 이 다. 하지 만 環境主義는 生熊學 (ecology) 을 生熊系接近法 (ecosystem approach) 으로 융화
시키려는데 큰 意義가 있다(1)

그러면 都市計劃的 측면에서 生熊系 (ecosystem) 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體

系와 生願系의 의미를 파악해 본후 이들과 연계성을 갖는 都市體系 (urban system) 와 都市
生願系 (urban ecosystem) 의 의미를 都市計劃的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都市를 隔究하거나 都市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都市를 體系로파악하거나커다란生熊系의
一部로 파악하기 도 한다. 體系란 한 集團을 이 루는 構成要素들 (elements) 이 라 간략히 정 의
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同一集團내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2) 體系接近法은 최근들어 우리 주변의 自然環境과

文化環境의 복잡성을

좀더 쉽 게 이 해 하기 위 해 생 겨 난 접 근방법 이 다. 生理學으로부터 O. R. (operation research) 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體系擺念은 諸學文間의 정보전달과

연구를 위해

統-‘된 理論 (unifying theory) 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生熊系란 生物系 흑은 自然系內의 특정 水準 (level) 의 組織( organiza tion) 을 설명하기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生熊學을 연구하기위한 기본단위로써 生熊系란 A間과 環境間의

상호

작용을 체 계 적 으로 分析하기 위 한 하나의 組織「모댈 J (a model of organization) 이 라 할 수
있다. 生熊系의 특정은 에너지의 이통과 물질의 이동이 순환로 (cyclic pathway) 를 따라 일
어 난다는 정 이 다. 太陽은 外部에 너 지 원 (extenal energy resources) 으로서

生館系內의 物質

을 이 동시 키 는데 必要하다. 物質資源 (material resources) 과는 다르게 에 너 지 는 體系內를 線

形 (linear) 으로 이동하며 열역학 제 2 법학을 따르면서 體系內에 신진대사열 (metabolic heat)
로 퍼져나간다.

(1) Richard L. Meier, The comping paradigm /or planners: community ecology, Institute of

,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nv. of california , Berkeley. 1981,
(2) Forest Strans Tom Ceds.) , The urban Eços"tem A RoUstic Apphoach , Shnud&bura;. :Oowden
Hutchison & Ross. Inc. 1974.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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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環覆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擺念인 通制 (control) 를 生願系의 진행과정에서는 規制 (re
gulation) 라고도 표현한다.

예를들어 정온동물은 항상 거의 일정한 옹도를 유지하려 한다.

이처럼 변화가 얼어나는 것을 통제하거나 변화에 저항하는 작용을 Homeostasis라 일컬으며
이 것을 生物學的 負의 環流體系 (negative feedback system) 라고도 한다. 한펀 모든 種 (spe
cies) 은 環境內에서 지속적으로 기하학적증식 (geometric growth) 을 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
다. 이 런 증식 현 상을 正의

環流體系 (positive feedback system) 라 한다. 生願系內의 구성 요

소들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은 正과 負의 環짧「루프」에 의 해 통제 한다.

만약 어 떤

體系가 安定을 유지하려면 이 正과 負의 還流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3)

生熊系의 Homeostaticl메 카니 즘」 혹은 負의 還流統制는 A間이 生顯系에 가하는
흡수해주는 구실을 하나 이 흡수력에는 한계점이 있다.‘

영 향을

따라서 A間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生熊系가 갖고있는 限界能力內에서 開發戰略을 세워야 한다.
都市體系 (urban system) 란 A間이 都市內에 창조해 놓은 쩌理的 環境과 社會文化的 環境

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都市란 A間이 이룩한 技術發達과 A間의 文化的 進化를 말해 주

는 곳이 다. 都市體系를 구성 하고 있는 훨素들 가운데 두드러 지 게 나타나는 홍용素들-住~，
交通網， 기타 시설과 서비스， 사업과 제도-은 각각 매우 복잡한 하부체계를 지니고 있다.
都市體系와 生熊系 또는 어떤 방대하고 복잡한 體系사이에는 서로 공통된 특성이 었다.

어떤 水準에서는 都市體系와 生顯系는

똑같이 에너지， 물질，

정보들의 흐름이 있어 이들

흐름을 통해 상호연결되는 下部體系 (subsystem) 를 갖고있으며， 또한 都市體系와

상호작용을 하는 構成훨素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都市體系를 生熊系分析을

이해할 수 있으나， 生熊系分析으로부터 추출된 모든

生領系는

통해 더 잘

개념들이 都市體系에 적용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 體系에 내재해있는 統制 「메차니즙」의 특성을

것은

선택적으로 비교해 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生熊系는 負의 還流影響下에 놓여있을때 安定된다. 生願系內의 統

制의 程度는 優勢種의 유전적 특성 과 생 리 적 능력 에 크게 좌우되 나， 都市體系의 기 본적 鏡

制「메카니즘」은 사회적 • 문화적 유기체인 A間의 속성에 의해 좌우된다.Á間은 사고능력
을 통해 사회적 ·제도적 통제를 창조해 낼 수 있다. 또한 생물적 ·물리적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는 인간은 A間個體群을 위해 자연적 負의 還流를 선별적으로 감소시키

거나 제거할 수 있다. 自然環覆을 구성하고있는 個體群과는 달리 A間個體群은 正의 遺流
結果인 기 하학적 증식 을 이 룩해 깐다는데

그 특징 이 있으며

Á間生活의 質을 높여주는데

기여하는 경제성장이라 일컴는 物質成長도 正의 遺流 특성을 갖는다.
歷史的으로 인간은 生龍系를 A間社會體系를 위한 環境 즉 資源의 寶庫나 폐기물을 처리

하는곳 청도로 다루어 왔다. 과거에는 A閒의 적절한 賢源利用을

(3) ibid p. 26.

~~~系의 탄성이 흡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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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기 때문에 환경에는 제약이 없다는 환상을 가져왔으나， 이제 우리는 인간의 영향이 生

tth園에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약이 없는 무한청한 환경에나 어

울리는 正의 還流體系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딩然生熊系에 내재하고 있는
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A間이 生熊系內에서

負의 還流統制와

生存하려면 새로운 戰略을 세워야 하며

이런 천략은 都市體系를 확대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都市生龍系 개념은， 사회 • 경제체계가 의존하고 있는 自然生熊系를 구성하는 物理的 環覆
과 文化的 環境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都市生願系에는 자연적 통제 「메카니즘」과 사회

적 • 문화적 통제 「메카니즘」이 함께 존재하며， 이들중 사회적 • 문화적 통제 「메카니즘」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특정이 었다. 都市生館系의 「다이나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

간의 목적과 언간이 열망하는 바는 물론， 인간의 목적과 열망을 반영해 주는 사회적 • 정치
적 과정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都市生熊系內의 사회적 • 문화적 통제과청도 중요하지만，

都市生願系를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자연적 통제작용의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本鎬에서는 都市를 生命系(1iving

systems) 측면에서 論한다. 그 이유는 生命系의 구조가

개념에 있어 多段階的이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개별적으로 언식된 이론
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生命系接近法 (living systems approach) 에

서는 경제이론들은 생태학이론의 특수한 경우로， 청치와 문화는 개발잠재력으로 파악되며，
技術은 우위를 차지하는대신 도와주는 업장이 된다. 生態學은 분명히 生物學보다는 더
절한 논리의 틀이된다. 왜냐하면 都市란 거의 언제나 生物體에서 나타나는

적

合텀的的 통제

가 부족한 상태이며 都市를 위한 미래계획들은 거시적 예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4)
生命系의 특징은 入力 (input or resources) 과 出力 (output)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5) 生命
系는 인콩두뇌학적 (cybenetically) 으로 安定되고 다양한 連結路 (pathways) 를 가지고 있어 이

연결로를 통해 變形 (transformation) 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都市는 寶源을 무언가 다른 것
으로 변형시키며， 賢源은 都市에 內在하는 制度的 環境 (institutional evironment) 과 더불어
A閒成長을 위해 利用된다. 都市는 A間을 포함하여

生命을 가진 모든

種 (species) 들에게

安定되고 自然的인 環境을 제공해주어 그들이 進化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않은 옛날의 都市들은 접근이 용이한 周邊環樓으로부터 生活必
須品을 직접 획득하여 生活했으며， 그후 都市들은 現在까지 化石戰料에 의존하여 生活해 오

고 있다. 하지만 都市들은 머지 않아 再生可能한 寶源에 의존해서 生活해야만 할 것이다.
서울의 都市生熊系를 論함에 있어 지금으로부터 긍世代前과 後의 서울의 都市生熊系를 隔

究範圍로 한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三世代前에야 비로소 서울은 서울이 必훌로하는生
必品의 99%를 太陽熱로부터 획 득하여 生活하던 都市生願系로부터 ,

태 양열 의 존도가 점점

(4) Richard L. Meier , Planning fQr aπ Urban world, Mass. , MIT press , 1974. p. 1.
(5)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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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都市生願系로 변형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期間내에

生必

品의 70'"'-'90%를 太陽에너지에 의존하는 都市生熊系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
리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는 닥쳐올 全世界的안 資源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는 의 미 이 다. 高度로 組織化되 고 용의 주도하게 計劃 • 設計왼 그리 고 全世界的으로 상호연결

된 都市만이 장차 다가올 資源不足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韓國의 文化와 生活樣式을 보존하면서 어 떻게 이 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立地 (site) 에 生龍學的으로 가장 잘 적 응함과 동시 에 효율적 인 再生塵過程을

?

우리는

도입 함으로써

대부분의 연료， 많은 식량， 물 및 건설재료등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국내의 다른 지
역으로부터 끌어 들이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解決方案은 次後에 찾을 수 있겠‘지만 올바른 方向으로의 전환은 차
기 經濟社會開發 五個年計劃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먼저 李朝末 서울은 어떻게 自身을 유지했으며 서울이 太陽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했을때 서울은 과연 어떤 都市生願系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문헌초사를 통해 알아 본
후， 未來의 서 울을 위 한 最善의 戰略을 全世界的 맥 락속에 서 제 기 해 보고， 計劃 (project or
program) 의 Ø1J틀을 제 시 해 보고자 한다.

第二童

朝蘇末 서울의 都市生態系

本鎬에서 朝解末期란 지금으로부터 1세기전인 1880년대전후 즉 高宗元年(1 864년)부터 隆
熙 3年(1 909) 까지를 치칭한다. 이 기간을 선정한 이유는 現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1세기후에는 서울이 太陽에너지에 적어도 70'"'-'90%는 의존하는 都市生熊系로

되돌아 가리

라는 예측속에， 서울이 太陽에너지에 全的으로 의존해 살던 都市生熊系로부터 셔서히 都市
生熊系를 바꾸기 시작하던 시기이기 때푼이다.

朝蘇末은 開化期에 접어들던 때로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임진왜란과
병 자호란을 겪 고난 조선은 國政全般이 쇠 퇴 하기

시 작하여 철종말기 세 도청 치 의

등장으로

王朝體制의 붕괴를 촉진했을뿐 아니라 국민에게 社會的 不安과 經濟的被害를주고있었다.

이무렵은 天主敎의 국내전파 및 東學의 등장으로 思想的으로도 危機에 처해있던 시기이다.
朝離末 서울의 都市生館系를 여러 측면에서 論하기는 寶料의 불충분으로 어렵다. 本橋에
서는 주로 에너지측면에 중점을 두어 論하기로 한다.

1.

^

口

本橋에서 말하는 朝蘇末 서울(漢城府)이란 漢城 5部를 지칭한다. 高宗 元年 (1864년)부터
隆熙 3년 0909년)까지 漢城部의 戶와 A 口를 살펴보면 대체로 戶가 4, .300, . Å 口가 20만야

었다(l) 딱라서 朝解末

서 울에 는 l戶當

4.6Ao]

갚었던 셈 이 다.

참고로 高宗 21년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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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五部의 戶數는 43， 929 이었으며， Á 口는 196， 040Á 이었다. 朝蘇後期의 호적상 戶當口數
가 輔宗朝에는 평균

4.4Á , 英祖朝에는 4.6Á이었으며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戶

當口數는 4Á戶로 전체의 23% 이 었고， 그 다음은 3人戶와 2Á戶로 各各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全戶數의

20% 내지

60% 내외가 4Á미만이었다 (2) 朝蘇末 戶當口數가 축종이나 영

조때 보다는 다소 높은 펀이나， 요즈음 핵가족 시대의 우리나라 명균

戶當口數언 4.6Á 과

일치 한다. 李朝時代는 대 가족 시 대 이 었으므로 오늘날 戶當口 數인 4.6Á보다는 다소 높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호적상 누락된 戶와口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로 여겨진다.

일제초기 京城府 區域改編 과정을 살펴보면 京城府 5部 8面의 총면적은 王朝末期의 漢城
五部면적과 같으며 16.25方理로

25 , 27 1. 35뼈步 즉 250. 61km 2 이 된다 (3) (l方理를 155. 15메

步로 환산) . 따라서 고종 21 년 (1 884) 을 기 준으로 朝蘇末 서 울의 A 口密度를 환산하여 보면
km 2 당 783.7Á이 살았던 셈 이 다.

2.

에너지

朝蘇末 서울 20만 A 口가 1 년간 펄요로한 樓觀·菜藏類·然料의 量을 에너지의 이동이라
는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l) 樓 觀
李朝末 食事는 1Á當 하루에 2， 000~2， 500kcal를 제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Á-→日一A當 1969年 전국평균치인 2， 665kcal보다 다소 낮은

이것은 成

수준이다 (4) 食事를

主食과

副食으로 나누었을때 주식은 쌀(米)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밖에 보리 • 밀 • 감자 • 고구마 등
을 주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부식으로는 채소류 • 생선 및 약간의 육류를 먹었다. 외국
인 Ernst Oppert가 쓴 朝解紀行(純祖元年， 1800년)에 의하면 朝蘇에 있어서 主食은 쌀밥이
고 副食物로는 여러가지 菜藏와 生解， 鳥類 째로는

股肉이 있고 牛肉은 거의

먹지않는데

이것은 본다 土地가 산악이 많아 救홉이 극히 制限되어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5)

本橋에서는 主食의 주종을 이루는 쌀(米)소비량만을 論하기로 한다. 1Á 1 日 必要로하는
식량이 얼마냐는 기준을 세우기에 따라 달라진다.

星湖는 ‘大男月食四斗 大女月食三斗‘五

口子月食三斗’ 라 하였고 輔宗~英祖때 時A 申院은 ‘我國男子 所食 以七合짧集 然tb種之時
驚老之日 未必盡食七合 故今塵以一時五合寫準’ 이 라고 말하였다(五州仍文長塞散鎬上.

p.354 ,

家計民塵辦證說條) . 그리고 播漢는 ‘夫十六斗題民八九口 一月 Z塵也(隨錄 4， 田制後錄下)라
고도 하였으며 (6) 표祖朝의 兵暫參判 柳義(養?)는 一A朝강의 食은 5合이라 합하여 1升。1

cl) 서 울特別市， 서 울六百年史(第三卷)

(2)
(3)
(4)
(5)
(6)

pp. 1084"-' 1091.
1980. p. 182.
1977. p. 206.
數文社， 1979, p. 56.
鄭文社， 1981, p. 67 1.

金容燮， 朝解後期農業史陽究(1)， 서울， 一湖聞，
孫顆陸， 朝蘇時代 都市社會맑究， 서 울志社，
玄己順， 食生活管理學， 서 울，
李盛雨， 韓國食짧大典， 서 울，

옳容燮， 前揚書，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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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달이면 30 日이니 3斗가 되고 1年이면 12月이라 36斗가 된다고 하였다 (7) 여러 사람

의 견해 에 다소의 차이 가 있으냐 本橋에 서는 1Á. 日 平행所食을 약 1升으로 간주한다. 그러
면 1Á. 1年 消費樓載은 米 36斗가 되 며 皮數으로 따지 면 72斗로 약 70斗가 된다.
目省錄(正祖 7년 9월 9일)에 의하면 京中 5部의 20萬餘A 口가 消費하는 種觀은 年間 100

萬石(1石 15斗 계산)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1Á. 1 日 쌀소비량을 二升으로

그양이 좀 많은 듯하지만 酒類， 餘館， 館輝類등에 消費되는 것을 고려하면

본것은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이다 (8) 이 100만석을 서울에 供給해 주는 方途는， 조정에서 廠料 其他 公的인 이유
로 支出하는 公家所出이 약 20만석， 地主層이 小作料로서

수입하여 방출하는

私家戰物 01

약 20만석이었으며， 나머지는 商人을 통해서 買入해야만 하였다.

以上에 서 朝解末 서 울 20만 A 口가 年間

必훨로하는 米觀은 1Á. 1 日 1升을

소비 한다고

보면 약 70만석 에 달하며， 主食以外로 사용되는 量까지 포함시 키 면 약 100만석 에 이 른다고
추정된다.

家쏠의 확보와 都市내의 土地利用度 提高， 美觀유지퉁의 방안으로 漢城府內에서는 數食의
경작이 금지되었다(六典條例 戶典 漢城府 家舍田土 조).

(9)

따라서 서울의 A 口가 生活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米戰의 量을 서울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여와야 했다.

요즈음

은 식량이 모자라면 외국으로부터 도입도 하지만 朝解末은 국내에서 이만한 量을 조달해야
했다. 그러면 漢城 20만 A 口가 必훨로 한 米戰의 量을 生塵하기 위해 土地가 얼마나 필요
했는지 추청 해 본다. 朝解時代에 있어 租脫는 그 대 부분이 土地에 부과되 고 있으며 토지 에

의 租鏡願課는 結을 단위로 하고 있다. 結當 生塵量에 대한 기록은 여러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대 부분이 수치 상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朝蘇後期에 있어 zp:짧zp:年作의 結當收獲
高는 45石으로 米로 따지면 약 20石이 생산됐다고 추정된다 (10)

結當 커i행面積은 世宗 26年(1444) 에 公布된 詳定法에 의하면 1 結當

펑끌면적은 5， 430첼

청도가 되 나 結負制가 무너 지는 朝蘇末葉에 日 A이 寶測한 各道의 1結當 zp:행 행數는 8 , 744
행이다(韓國財務經過報告， 光武 5년， 190 1).

(11)

조선총독부자료인 1910"-'1914년 사이 의 米生塵鏡計表 (12) 에

의 하면 5年間 펑 균 l段步當

(300평) 米生塵量이 0.8292石이다. 이 生盧量을 조선말 結當 生塵量으로 환산하여 보면 (1
(η 李盛雨， 前揚書， p.719.
(8) 옳容燮， 朝蘇後期農業史맑究 (n ), 서 용‘懶聞， 1979, p. 162.
(9) 孫趙睡， 前擔書， p.305.
(1 0) -般記錄으로써 結當JI!l:獲에 관한 구체척잉 숫자는 世宗 26年 11 月 田制詳定所에서 詳定한 것으
로 각 等田 l結에셔 대 략 53.3石이 되는 것 A로 보고 있다. 金載珍(田隨빼Ulff究， 慶北大홉움集 2,

1958) 은 平年作안 경우 45石을 結홈收覆￡로보고. 米로 따지연 1結에서 20石이 산출된다고 한다.
한연 英祖朝의 副護軍 李樓는 績홈JI!l:覆을 언급하여 (雖下等之田每結所獲 不下 四 • 五十石觀(英祖

實鍵 卷 45. 英祖 13년 9월 42冊 p.568) 이라했다. (以上金容燮， 朝蘇後期農業史맑究 CI ). 셔울，
-懶聞， 1980니 pp. 168'" 170 참초).
(11) 千寬宇， 近世朝蘇史맑究， 서울， 一빼聞， 1979, pp.216"'217. 一等田 l結 2.753.1햄， 二等田 1結
3‘ 246.7햄， 三等田 l 結 4， 724.5빼， 四等田 1 結 4.724.5핸， 五等田 1 結 6， 897.3椰， 六等田 l홉

11.035.5W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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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된 셈 이 며 , 皮數으로 환산하면 48

石청도가 되어 앞서 말한 1結當 皮數生塵量 45石과 대동소이하다. 農業技術의 발전을 고려

하면， 조선말이나 얼제초기의 單位面積當 농작물수확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말 서울이 필요로하는 米觀 100만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 단보당
0.8292石이 생산된다고 보았을해 1 ， 205， 981 단보 즉 12만청보의 짧이 필요했다.

이는 1911

년 짧의 전국총경지면적 1 ， 002， 325.2정보 (13) 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 菜藏類
朝解末 서울 20여만 A 口가 副食으로 먹었던 채소류의 量을 추청해 본다.

現 우리의 食

生活이 영양적 측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반 가청에서는 副食으로 생션
이 나 육류보다는 채소류를 훨씬 많이 먹 는다.

1A 1 日 채 소류 소비 량에 관한 朝蘇時代 자료의 불충분으로 現代의

賢料를 토대로 추청

해 보고자한다. 1973년 보건사회부가 시행 한 國民營養調훌報告書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구

별하지 않고 國民 1A이 l 日먹는 食品의 量은 쌀·보리 ·밀가루등 觀類가 489.3g， 豆類 22.

2g, 감자류 48g , 채소류 23. 66g , 육류 18.7g, 魚貝類 41.0g등으로 되어있다(14) 이조말 식
생활에 있어 채소류 소비량은 현재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고 1A 1 日 平행 30g를

소비한다

고 보았을때 일년이면 약 10kg를 소비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朝解末 서울 20 여만 언구가
1 년에 소비하는 채소류의 양은 200만kg 즉 2， 000톤이된다.

그러면 이만한 양의 채소를 생산하기위해 얼마만한 土地가 필요했는지 산출해 본다.

채

소류의 종류는 다양하나 本鎬에서는 主種을 이루는 무우와 배추를 기준하여 필요한 土地面
積을 산출해본다. 한일합방 초인 1910년대 단위면적당 채소류 생산량은 이조말과 거의

같

다고 본다. 朝解總督府 資料(1 5) 에 의하면 1912년，....， 1916년사이 一段步當 배추(白菜)의 명균
수확고는 237.2관 즉 1 ， 077kg청 도이 고， 무우(羅휩)의 평 균수확고는 240.8관 즉 903kg 정 도

이 다. 따라서 무우와 배추 둘을 합한 一段步當 평균수확고는 990kg이 된다. 李朝末 서울 20
여만 A 口가 필요로하는 채소량이 2， 000톤이묘로 이를 생산하기
200갱보의 토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朝蘇時代 漢城府내에서

위해셔는 약2， 020 단보 즉

顆食의 경작은 금지되었으나

칩을 짓고 난 빈터에 채소를 가꾸는 것은 허용되었다. 이 채소밭은 農緊期때

城밖에 사는

농민의 일손이 모자라 養*를 거 두려 오지 않을때 自家處理 할 수 있는 터전으로 이 용되 기
도 하였으나 (16) 그 면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城內에 필요한 채소량을 생

산하기 위해 서울이외의 지역에 200청보의 토지가 필요했다고 본다.
以上에서 이조말 서울 20 여만 인구가 먹는데 소비되는 主食과 副食의 주종을 이루는쌀과

(12)
(13)

朝解總督府， 農業統計表.

1937. pp.9""10.
pp.5""6.
(14) 玄己順， 前編書. p.58.
(1 5) 朝解總督府， 前쳐훌書， p.34.
(16) 孫願睡， 前揚書， p.305.
朝蘇總督府， 前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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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의 양과 이들을 생산하기 위해 훨요한 토지연척을 살펴보았다.

(3)

然

料

朝解末 서울의 연료수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李朝末은 석유나 석탄같은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로 숨(木밟)， 장작(홈)， 가지(校)， 葉， 雜草， 짚과 농작물의 짧
둥이 연료로 사용되었다. 朝蘇時代 가옥의 특징중 하나는 온폴구조이다.

古來로 내려오는

在來式 온돌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火木의 수요증가를 유발시켜 산림의 황폐를 초래하였다.
朝解時代는 國젊부터 漢城周邊 四山의 養林을 위 해 여 러 가지 로 부심 하였다. 소나무에 송충
이가 번성하면 사람을 동원하 여 장기도 하고 松木을 자르는 자는 엄한 :ffIj 을 내리기도 하였

으나 A 口증가와 더불어 松木을 채취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소나우는 성하
지

못하였다

(17)

온돌은 조리때나 취칩전 적당한 분량의 앨감을 때연 방이 더워지는것이 보통이며，

이조

가옥구초는 온돌과 더불어 겨울을 견디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18)

開港前 이 땅에서의 夜間照明은 상류충에서는 密獨이나 肉獨을썼으나그밖의 가청에서는

둥잔에 상어기름， 피마자기름을 썼다. 梅7~野짧에 의하면 石油가 이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1. 거대한 장작거리 : 참으로 거대한 장착더마이다. 이렇게 많은

나우를

우리들은 연료로 사용하였고 그만큼 蘇林도 푸성하였다. 나우전 장작
거 리 의 모습‘

(資料 : 韓國民{갑百年， 民倚公짧社 .

(17) 서울특별시， 서울六百年史(第=卷)， 서울. 1978. pp.

(1 8)

朝解總督府， 朝解염l 落調훌特別報告 ，

233"-'236.

1924, pp.28 N 29.

1980.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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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성 : 연료용으로 많은 숭을 사용하였다. 운반도구로써 지게는 일상생활 의 필수기구였다 .
(資料 : 韓國民倚百年， 民{강公짧社.

1980. p. 187)

것은 1880년(고종 17 년)이나 이때는 夜間照明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19)

朝蘇末에 는 然料로써 木벚(숭)을 상당 량 사용한 것같다. 일제초 자료에 의하면 석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해도 이들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들을 사용하는
데는 특수설비가 필요해서 국민의 생활양식과 주택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木벚은 영구

필수풍으로 가갱뿐아니라 산업에도 이용되어

製*. 製茶 • 대장간과 심지어

제철업에서도

이용되었고，

1916년 木벚의 전국 총생산량은 9 ， 757 ， 000관으로 36 ， 588. 8톤에 이르렀다고 기

술하고 있다

(20)

火木의 사용도 광범했다. 서울의 뿔木塵은 無分名塵으로 國彼 (세금)을 내지 않는 塵이였
다. 원래 서울에서는 近했외 나우장사들이 소바리나 둥짐으로 져서 날라다 팔았으묘로

큰

거리의 상점은 될 수 없었다. 겨우 龍山에 나무장이 선 것은 漢江의 水路를 이용하여 나무를

가져와 저절로 뽕木題이 생긴 것이다. 옐강은 대부분 성나무라하여 나무가지를

쳐다 파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에는 솔가리 라하여 松葉을 모아 파는 사람이 었다 (21)

옐강의 분량으로는 대체로 l 호당 l 년에 평균척으로 2천관 (7.5톤)을 소비 했다고 한다 (22)
따라서 이촉말 서울의 戶數가 43 ， 000호이므로
年間 86， 000， 000관으로 약 322 ， 50톤에 이른다.

서울 20 여만

인구가 소비하는

캘강의 양은

따라서 이만한 量을 매년 都城안으로 들어

와야했다.

(1 9) 서울특별시， 서용六百年史(第三卷). pp.981"'982.

(20) 最麗휴速治， “朝蘇@木옳 朝解農會報， 第 1 3 卷， 第 3 號.
(2 1) 서울특별시， 서울六百年史(第二卷)， pp. 454'" 456.
(22) 朝蘇部落調효特別짧告， 前揚홉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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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手고業製品인 토기 • 도자기 • 기타

철

재제품퉁이 상당량 한성이외의 지역에서 한성
으로 輸給되었다. 이런 수공업제품도 역시 木

행이냐 火木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木벚과
火木은 태양열을 받아 탄소동화작용을 일으켜
성장한 樹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

動

力

朝蘇f많代는 fJlJ商政策을 썼기 때 문에
地域流通이 활발치 옷했고 鏡頁은

物資의

퓨t運을 專

用했으며 사람의 通行은 아무리 멸더 라도

대

부분 步行에 만 의 존했기 때 문에 道路가 펼요하

지 않을 정도었다. 中國에서는 馬車가 일찍부

터 보급되 어 戰車로도 사용되 었으나 조선에 서
는 왕조말까지 馬車가

훨入 • 利用된

흔적 이

없다. 이 는 산이 많아 마차의 통행이

가마나

觸子의 통행보다

생각된

다

불펀했기 때문이라

(23)

뼈馬車는 청 일전쟁 때 야 군수물자 운반용으로
등장하여 노일 전쟁때 크게 번져 나갔으나 재래
로 말(馬) 보다 소 (牛) 가 이땅에 많았고
힘도셰어 뼈馬車는 牛車로 대체되고

3.

소가

이 소달

구지는 급속히 전파되어 도시에서 는 1930년대

화물트럭이 일반화 되기 까지， 농촌에서는 1940
년대까지

이용되었다 (24)

대장간 : 대장간은 쇠를 녹여 各種 훌없具툴 만

드는 곳이 다. 풀우로 바랑을 내 어 숨붙율 붙이
며 대 장쟁 이 (治[if)가 治鐵하는 技術은 훌本융
原動 力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발
달하였으며 옛날에 는 시골 장터에는 어뎌든
지 있었다. 使用하여 무뎌진 農機具롤 수려하
고 製造하였 다 . (資 料 : 韓國民倚百年，
報社，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가장 보펀적 이 었던 것은 λ、力과
이용한 운반수단으로는 지게가 널리 사용되었고
A力車 가 이용되 었다.

훌力의 利用이 었다.

騙子와 가마도 이용되었으며

는데 사용했다. 水力은 물길이 좋은 곳에서

이죠말에야

물건을 운반하

물줄커를 받아 그 힘으로 뭉레방아를 돌려 곡

식 을 쩡는 물례방아간에서 많 이 이용했다.
生活用水·뭘앙

(23) 孫娘陸， 朝群時代都市社會~究， 서 올志社， 1977, p. 34 1.
서 울特別市， 서 울六百年史 (第三卷) p.276.

(24)

人力을

아낙네들의 머리도 운반수단의 일부였다.

좁力은 소 • 말 • 노새퉁 가축의 풍을 직접 이용하거나 달구치를 연결하여

4.

民{갑公

1980.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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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으로

바퀴를 돌리고 연철펀 방앗대를 움직여 곡식을 쩡는
장치. 울에 방아간이 라고 한다. (資料 : 韓國民(용百年， 5. 아낙네 의 머 리 도 주요 운반수단이 었 다. (資
民倚公짧社， 1980, p. 165)
料 : 韓國 民암百年， 民 (:fr公 報社 1980 , p.259)

6.

마을 앞 개천 가에서 농산물올 청려하며 서
공급원으로셔 중요한 위치 를 차지했다.

(資料 ; 韓國民(:fr百年， 民倚公報社， 1980 , p. 256 )

오늘날 처럼 다량의 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물은 사람의 생존에 중요
한 요소였다. 아시아 특히 「몬순」地帶의 경우 여름에는 해마다 洪水의 위협이 따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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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마다 河川에 물이 흐르고 집칩마다 대개 井戶水를 가질 수 있어 公共의 水道施設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이초말까지 서울에도

上水道施設이 전혀 없었다.

서울의 경우 각

家戶에도 우물을 랐지만 칩 밖에는 共同井戶도 많았는데 이것은 太宗때 뿔%가 많이 일어나

太宗 15년(1 415) 에 城中에서는 다섯개 家戶마다 한개씩의 共同井戶를 파라는

下命이 있어

이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25)

王朝實錄， 增補文敵備考， 東國通鍵， 海東繹史， 東國紀年， 書雲觀의 觀測記錄풍 여 러

헌에 나타난 몹害와 洪水의 기록을 보면 朝蘇時代 定宗元年 (1399) 부터

문

高宗 25년 (1888) 까

지의 약 500년간에 전국적으로 보아 101 회의 E륨害와， 太宗 7년 (1407) 부터 哲宗 10年(1 859)
에 이르는 약 450年간에 있었던 169회의 洪水기록에서 이 땅에는 3年 週期로 한번씩의 洪水
와 5년周期로 한 번씩의 몹害를 격은 셈이다 (26)

朝蘇時代 下水道施設에는 상당한 힘을 기울였다.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洪水被害가

이는 서울의 地形이 효地일

자주 일어나 이를 막기위해

뿐아니라

排水施設이 불가피

했커때문이다. 서울의 安山인 木寬山이 약간낮아四山(白톱山·仁묘山·路顧山·木寬山)에
서 흐르는 물이 곧장 南流하여 한강으로 유입했다면 王朝 500 1건을 通해 開川이나 樓 JI[같은
大力事를 격지않아도 됐을 것이다. 王朝初에 굴착한 開川에 沙石이 쌓여

제구실올 옷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都城周邊 四山의 황폐에 기인한다.

5. 火

v.t

火핏도 生態系의 하나의 構成훨素이다. 모든 건물이 흙과 나무와

벗집같은 것으로 이루

어진 데다가 연료도 나무와 나뭇잎을 썼으니 이 땅에는 古代로부터 火淡가 자주 일어났다.

增補文歡備考에 열거된 조선왕조시대 全火淡記錄은

모두 99건으로 그중에서

이에 준하는 願關의 화재가 33건， 市塵行願의 화재가 9건이였다.

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100 여호 ""-'300 여호 정도의 中規模 화재는

宮關內 또는

이밖에도 증보문헌버고에

漢城府內에서 자주 얼어나

王朝實錄을 보면 거의 해마다 기록되고 있다. 世宗 8년(1426) 년부터 高宗 3년(1866) 약 400
년 동안 漢城에서 일어난 大火핏로 500 여호이상 소설된 경우는 4차례로 약 100년주기로 대
화재 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27) 자주 일어 나는 都市火썼는 도시 내의 生體量 (biomass) 의
손질을意味한다.

6. 住렇， 道路
京中의 모든 土地는 私有가 언청되지 않았으며 住民의 家屋 建葉地는 漢城府에서 希쏠者
의 신청을 받아 空地를 分讓·實與하였다. 據下한 것이 아니고 地上權만분양한것이다 (28)

家쩔위에 세워질 건물의 규모에

(25) 孫顆睡， 前觸書.
(26) 孫願睡， 前揚書.
(27) 孫禮陸， 前揚書.
(28) 孫植體， 前揚書.

p.356.
p.358.
pp.399‘ 401.
p, 303,

대해서는 世宗때 규제가 질시되어

{뽑A住5칩 建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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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되었으며， 이조 전반에 걸쳐 大君 60間 ， 君 • 公主 50間， 쳤主 • 宗親 • 二品以上 40間，
三品以 T 30間， ~Á 10間이 었다 (29’ 世宗寶錄〔세종 31 년 )에 의하면 서민들은 10間內 규모
로 칩을지어야 했￡며 1 間 의 규격을 長 8 .R, 廣 7R 5반， 柱 10R 5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 을 營造.R (30) (I.R =3 1. 21cm) 으로 환산해 보면 長 =249. 68cm , 廣 =234.075cm ， 柱=
327.705cm로 1 間 의 바닥 면적은 8182 1. 4cm 2 으로 약 2.45명이된다.

따라서 應民은 약 25명

이하의 칩을 지었던 셈이다.
조선 말 명 민들의 가옥규모를 조사해 본

다.

참고로 1890 년대 축조된 萬理洞 朴~

家의 실축자료를 보면 (3 1)건명 이 26.

34 R, x

19 . 5.R으로 약 14평갱도가 된다.

오늘 날

시골에 서 말하는 3間 집 이라 할때 l 間이 4
평정도라보면 건명이 약 12평이 되는데 이
는 위의 실측치와 대동소이하다.

7.

인왕산밑 주택의 모습이다. 그런대로 골목이

갱연이 뚫려 있으며 草家가 대부분이다 .
料 ; 韓國民 f용百年， 民{찜公報社.

(資

1980.

p. 123)

京中의 家戶는 궁궐 이나 사대부충의 일
부 家屋을 제외하고는 모든 家屋은

벗짚

으로 지붕을 이었다. 都城의 都市景觀 특

히 街路景觀과 관련하여 六典條例에 中國의 폈b使

를 맞이 할 때는 道路邊의

A家에 지붕을

다시

이도록 독려한 규정이 있다(六典條例 戶典 漢城
府 家舍 • 田土효) . (32)

당시 의 草家 지 붕은

완칙

적으로 매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했으나 負家에
서는 해마다

갈아 이지 옷하고

몇년씩

그대로

두어 퇴락의 정도가 심해 街路景觀을 해쳤기 때
문이었다.

그러연 都城의 草家 지붕을 이기위해 매년 얼 8. 용마름 역는 모습. 초가지붕은 짚으로 엮은
t

이영괴， 지 붕 맨 위의 물애를

양쪽으

마 만한 벗짚을 도성주변으로 부터 날여와야 했

러 내리게 하는 용마름으로 인 다

을까? 몇해 천만해도 시 골 서는 벗짚으로

*낮이연 이영엮고 밤이연 새끼꼬아

초가

지붕을 대부분 이었다 . 4 間 (12명)청도의 집을 이

는데 소요되 는 엿 짚의 양을 시 골서 조사해 본 결

혜마처

징이우연 큰금심 덜리로다.

-농가 웰령가 칭월령-

( 였料 : 韓國民{용百年， 民 fff公報社 . 1980.
p.150)
과 벗짚 400단이 소요됨을 알았다.(1단은 둘레 90cm 청도크기로 엿짚을묶은 것으로 무게

(29)
(30)

孫뼈峰，

前?홉 혈 .

pp. 318~319.

서 울特別市， 서 울六百年史 (第二卷)

pp. 473~474.

(3 1) 서 울特別市， 서 울六百年史(第三卷) p. 1l70.

(32)

孫順陸，

前揚 휩 .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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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 . 5rv4kg청도이다) . 따라서 都城內 궁궐과 기와집을 제외한 이조말

草家戶數를 40 , 000

호로 보고 이를 매년 갈아 인다고 하면， 약 16 ， 000， 000 단 즉 56 ， 000톤의 벗짚이 펼요했다.

도성내에서 곡식의 경작이 금지되었기 때운에 이만한 양을주변으로부터 한성으로들여와야
했다.

家屋의 坐向設定과 관련하여 松簡 李塵가 쓴 松簡雜說에 의하면 議政府나 中樞府 六費둥
여러관청이 모두 光化門밖에 옆줄로， 東쪽에 있는 것은 西를 향하고 西쪽에 있는것은 東을
향하고 있 었 다한다 (33) 官廳만이 아니 라 士大夫의 私家의 방이 나 대 청 도 모두 東向이 나 西

向으로 하지 강히 南向을 하지 못했다.

이는 宮關과 宗顧만을

正南向으로 앉히고

기타의

관청 건울을 모두 東向이 나 西向으로 앉힌 計劃家들의 忠君思想이 하나의 不文律이 되 어 私
家의 건축에 있어 서 도 王만이 南向할 수 있고 닮下가 南面한다는 것은 不敬이 된다는 생 각
에서 였다. 오늘날은 난방연료 절약을 위해 太陽熱住::t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갱이나， 이초
시대에는 家屋을 南向으로 축조하지 옷함으로써 겨울철 난방을 위해 따뭇한 태양열을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어 더 많은 난방용 연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道路制度를 살펴보연 일찌 기 都城內의 도로는 經國大典에

大 • 中 • 小路로 구분되 었 다.

大路는 그 폭이 56 .R, 中路는 16.R, 小路는 12.R으로 정하고 道路 양펀에는 2.R의

도랑을

내게 하였다. 營造.R 1 .R을 3 1. 21cm로 환산하면 大路는 17. 48m , 中路는 5m , 小路는 3.43m
이고 한쪽 도랑의 넓이는 0.62m 갱도가 된다 ( 34) 그러나 이런 규정은

9.

南大門(옳體門)

캠차

지켜지지

: 1894 년 무렵 의 南大門밖 풍경 . 에 너 지 , 物質， 情報가 서 올로 들어 요
(資料 : 韓國民 11t百年‘ 民 11t公報社， 1980 , p.69)

고 나가는 第-關門이었다.

(33) 孫順睡， 前根뿔. pp.315""'316.
(34) 서 올六百年史(第二卷)， 前獨협， p,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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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훌

太宗 7년(1 407) 에는 지각없는 사람들이 길을 침뱀하여 집을 지어 도로의 통행이 블펀하자
원상복구작업이 실시되커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假家플 짓거나 行商을 벌이게

되어 路福은 점차 협소해져갔다. 韓未 서울에 살았던 걸모어 (Gilmore) 는 (35) I걸 양펀에 있
는 토지소유자틀이 조금씩 길을 침뱀하여 길이 좁고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이 앞으로 나왔기
때 문에 말탄 사람이 혼자서 지 나기 도 힘들다」고 했다.

그는 大關正門으로 통하는 지 금의

광화문 네거리나 중양청 입구 까치의 大路는 예외이고그밖의 걸은모두가 假家의 침범으로
路福이 줄어들어 협소하다는 인상을 피력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길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좁지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J (36) 고 하여 도로를 침범하기 전에는 도로폭이 결
코 좁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以上에 서 朝解末 서 울의 都fij 生熊系플 미 흡하나마 에 너 지測面‘에 중점 을 두어 살펴 보았다.

李朝末期부터 서울은 거의 太陽熱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都랴j生熊系에서 점차 太陽熱

依存

度를 줄여가지 시작했지만 여전히 太陽熱 依存度가 높은 都市生熊系이었다.

朝解末 서울(漢城)이 必要로하는 에너지는 거외 모두 서울이외의 地域에서 수급되었다.
연간 都城 20만 A 口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100만여석의 쌀(米)과 2， 000 여톤의 채소류(무우

• 배추)가 한정으로 들어와야 했으며， 난방과 취사를 위해 年間 322， 500 여톤의 앨감과 草
家지붕을 이기 위해 매년 56， 000 여톤의 벗짚을 都城으로 가져와야 했다. 이 모두가 太陽에

‘‘.
I，
---πE

ir

l

시”

서U

인 식 ι

--노 야당공

a

‘,‘
•

뻐 1. 朝蘇末 서 울의 都i섭生態系

(35) 孫願陸， 前據뿔， p.350.
(36) 셔 울六百年史(第二卷) 前觸펌，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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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있어야만 생산되는 것들이다. 또한 手工業製品인 土器

• 뼈종器 및 대 장간에 서 만들

어지는 生活用品들이 상당량 한성으로 수급되었다. 이들 역시 太陽熱없이는 成長을 못하는
樹木으로부터 만들어진 木벚이나 火木을 이용해서 生훌된 것들이다.
動力 (power) 으로는 A 力괴 좁力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 水力도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이
용되었다.

傳統的 技術들의 熱效率은 매 우 낮은 수준이 었 다. 우리는 이런 낮은 수준의 열효율을

10배로 높일 수 있는 方法과 太陽熱올 더 직접척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안다.
陽熱利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3'"
太

오늘날 우리 주변환경은 수질 및 대커오염이 높은

수준이어서， 그 속에 살고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生 命에 지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좋은
環境의 質속에 그리 고 똑같은 資源위 에 더 많은 사랑들이

살 수 있도록 生願系를

조직할

수 있다.

第三章 : 未來서울의 都市生態系 計 IIJ
지금으로부터 l세기후 만일 수입한 化石쨌、料을 대부분 소비해 버렸을때，

서울은 어떻게

고립성을 탈피하면서 의욕과 각고의 노력 a 로 世界體系 (world system) 에 동참하여

下部構造 (infrastructure) 를

。-

은 量의 食樓을 도입하고 있다. 都市는 자신의 生活을 영위하기위해 輸出을 하며，

L
a
--

nμ

韓國은 외 국으로부터 多量의 原資材와 然料를 수입 하고 있으며 아울러 都市民들이

뻐앤
했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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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 넓게 펼쳐진 巨大都市 서울은 어떻게 生存해나갈 수 있을까? 지난 30년동안韓國은

빠른 기간내에 구축하기 위해 資本을 빌려온다. 비록 북괴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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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적 교착상태가 世界體系內에서 한국의 분리성을 말해 주고 있지만， 世界가 어느

靈

방향

으로 움직이든 韓國은 世界와 더불어 움직이게 마련이다. 韓國A 口의 1/3을 차지하고 한국

의 全體 商品生塵 및 서 비 스생 산량의 半을 창출하는 서울은 相互依存性이 대 단히 높은 지

역이다. 한국이 世界體系에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째문에

計劃家들은 한국의 취약

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食樓과 然料問題를 고려할 때 全世界의 에너지 총량이 향후

몇년 동안 감소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世界體系內의 生熊轉移地域 (ecotone)
자원이 감소될 때 심 각한 영 향을 받는 周邊地域 (maginal

area)-의

-一部分 인가 ? 한국이

그러한 위기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基本戰略은 主要資源틀을

직접 • 간접적

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資源減少로 인한 危機가 도래하면 모든 下部構造 (infra structure) 는
成長을 멈추게 되고， 共同社會 (communities) 는 世界經濟속에서 生存할 수 있는

새로운 方

向을 찾는 동안 지금까지 축척해 두었던 資源을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 공동사회는 再生 可能한 資源을 가지고 살아 남기 위해 適應하며 점진적으로

成長하게

된다. 이 때 문에 서 울의 경 우에 서 처 럼 持續可能한 狀態 (sustainable state) 가 어 떤

것 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世界률 이루는 위계질서 (hierarchy) 의 최상부에서부터 출발하면 미래의 生熊系 (ecosystem)
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況世界的 模型 (global model) 이 지난 10年동안 연구보

고되어 왔다. 증가가 예상되는 A 口와 利用可能한 資源간의 미래의 不均衝에 대한 연구보고

서들은 그 내용이 확고한 것이지만， 최근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좀더 함축적인

의미를 탐

구할 수 있게되었다. 美國大統領 報告書안 “地球 2000년 보고" (The Global 2000 Report t 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 1980) 는 다방면에 걸친 없究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현재와 21
세기초간의 環境變化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한펀 國際應用體系分析 핍究所 (IIASA: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Applied System Analysis) 는 ‘有限世界의 에 너 지 ; 1.

生存可能한

미래에 이르는 걸， II. 世界體系分析(1 98 1)에서 중요한 에너지문제(식량이 아닌 연료)만을
분석하였다.

‘地球 2000年 報告’는 사람의 손이 닿지않은天然地域과 自然生願界의 상질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런 觀點들은 山林이 전쟁으로 이미 파괴되어 버렸고野生動物도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태이며 A 口增加 壓力으로인해 외곽지역의

토지도 농업을 위해

일구어야만

했던 한국과 같은 社會에서는 무시할 정도의 意味를 가질 뿐이다. 미국내에서 강조되는 審

美的 價f直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 地域에서는 고양될

기회를

상질해

버렸다.

대조적으로

IIASA 연구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조사하기위해 심미적 • 정치적 문제들을 제외시켰다.
IIASA는 에너지를 파악하기위해 세계를 7개지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을 그들중 한 지역에
분류시키고 있다. IIASA의 미래에 대한 據測은 기초적인 예측으로서 적절한 것이다.

Wolf H섭feler와 동료연구자들은 미래의 연료수급연구를 통해 몇 가치 흥미있는 장기적
경향을 발견한 후， 향후 반세기 동얀에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한 기술 (technology)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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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技術의 도래는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새로운 技術은 오늘날 이미 잘 알려진 科學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은 단위 에너지당 商品및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 더 훌륭한 에너지효율성이 개발되리라는

鍵測下에 에너지 수요량을 연구했다. 原油供給이 바닥날때

쯤이면 타르·혈압 및

석탄을

波體然料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라 지적한다. 그들의 模型 (model) 속에서

化石然料는 가장 경제적인 자원인 核然料나 태양열로 점차 대치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앞
으로 一世代內에 현 우라늄매장량이 완전히 개발이용되어 버힐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그

렇게 되면 매장량에 더욱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화석연료를 개발이용해야만 되어 전기에너
지비용이 점차 증가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llASA 연구진이 사용한 “持續可能한(sustainable) "이 란 어휘의 意味는 增植型原子輝(breecl

er reactor) 에 서

성 취 될 수 있는

것처 험

長期間에 걸쳐

費用 (a long period of constant

costs) 이 일정하다는 뜻이다. 이런 體系는 地球를 수천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며 이런 體系를 통해 우리는 핵융합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衛星開發에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물론 경제적 수준A로 지구표면에 흡수되는

도달할

太陽熱 역시 持續可能

性 (sustainability) 에 기여한다. 그들은 태양열 집열판을 질질적으로 햇빛이 계속 내리 찍야
는 사막위 넓은 면적에 설치하여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都市에 動力과 수소가스를 재
공해 줄 수 있다고 상청했다. 1세기 이내에 核 및 太陽熱 資源은 더욱 상호 보족적으로 될
것이며，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小量의 化石然料위에 이 두 賢源이 함께 군렴하게 될 것이라

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자들은 이런 變化를 점차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核增碩盧가 기술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어

궁극적인

흔합은 당연히 核보다는 太陽熱쪽이 될 것이라는 점과， 世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生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都市의

生活方式이 高價의 에너지 공급에 적응해야만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韓國은 核然料를 비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의

地質은 상당량의 核原料

발굴에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한국의 北部地域은 한 겨울에 충분한 太陽熱을 흡수할 수 없다.

따

라서 한국은 하철기에 축적된 혹은 햇볕이 많이 찍는 지역으로부터 도입된 흉흉積太陽熱 (stor

ed solar energy) 의 市場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費用은 亦道에

근접펀 지역보다 높

을 것이며， 기후로 인해 야기되는 에너지 요구량 역시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地球上의 이

런 地域에서는 경제적이기 위해 生活樣式을 그 地域的 特性에 적응시켜야만 될 커다란

력에 놓여 있다. 한국인들은 計劃과 設計를 通해

일본과도 다르며 중국과도

압

다른 독특한

都市生熊系 (urban ecosystem) 을 점 진적 으로 개 발해 야 할 것이 다.

「몬순」이 통과하는‘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처럼 한국은 규칙적으로 충분한 降雨

가 내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홍수는 심각한 파괴를 동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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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에서는 홍수가 지나간 후 수개월 뒤에는 홍수로인해 생긴 충적토로 다량의 작물이 생산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몹敵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생산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

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똘害가 연속될 째이다.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산업， 米作에 기
초를 둔 농업， 중류가정의 현대식 세면장등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1980년대 한강이 제공

해 줄 수 있는 이용가능한 總水量에 이미 육박하고

있는 질정이다. 서울의 都市生熊系는

규칙적 3로 찾아오는 한발에 어떻게 적응해야만 할 것인가?

再生을 방해하는 오염물을 제거할 수만 았다면 물은再生可能하다. 여러 代案을고려할때
한발 기간중 最善의 戰略은 물을 純度에 따라 분려시키는 것이다.
흘러나오거나， 맥주나 기타 병에 담겨질

산속의 옹달샘으로부터

청량음료수를 만들기 위해 절계된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水옮같이 맑은 물은 음료수나 혹은 요리때 사용하기위해 분리시켜야한다.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목욕 • 설거치 • 세탁 • 경공업등에 사용하기위해 여과시키거나 염소로 간단허 隱
水할 수 있다. 이들로부터 흘러나요는 물은 수세식 화장질과

하수도 청소에 이용될 수 있

다.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흘러나온 물을 灌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分野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 유렵이나 미국에서는 청부와 민간부분이 이런 分野가운데
一部를 질시하고 있다.

이런 多種의 물을 商品化함으로써 적절한 뺑水技術이 장려될 것이고，

음료수 생산은 크

게 감소될 것이 다. 한발로 인해， 물을 가장 많야 必훌로하는 作物(한국의 水휩、作의 일부가

포함됨)들은 물을 적게 필요로하는 작물(감자 • 땅콩과 같은 根과塊쫓類)들로 대치될
다. 렬趣後에도 이런 수자원 보존청책은 여분의 費用을 들이지

것이

않고도 유지될 수 있을 것

이다. 水寶源 問題는 近憐住區나 都市 및 地城을 위해 개발된 많은 혁신적 解決農과 더불
어 쩌的인 適應策을 要求하고 있다.

에너지資源問題는 OPEC의 주도권에 달려있다. 한국의 對應策은 적어도 세계시장속의 여
타 경쟁국가들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한국과 경쟁척 업장에 놓인 국가들 역시
해결해야할 環境問題들을 안고 있지만 한국과는 아주 다르다.

에너지 관점에서 현재 채택되고 있는 戰略은 자동차나 중류이상의 소득계충이 살고 있는
住힘에서 사용되는 然料에 높은 價格을 매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세충에서부터 중류총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탄은 국제시장 가격보다 다소 싼 價格에 시판되고 있다. 電氣料는 費
用에다 투자자본의 이윤을 포함시키지만 힌달에 50kwh보다 적게
1대， 전등하나나 두개， 선풍기 한대， 기다 가정용구

쓰는 소비자들(댈레비전

몇가지들의 소비량이 한달

포함됨)은 보조를 받고있는 상태이다. 電氣料는 경쟁관계에 있는
10"-'20% 가 비싸다. 난방을 위해 油類를 사용하는 가청은

소비량에

가까운 海外都市들 보다

全體家計支出費의 9"-'11%에 달

하는 曉房費를 지출했으며 1980"-'1981 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10"-'12%에 달했다.

료비용에， 전기료와 가청이 점유하는 교통연료비를 가산하면 소매수준의

이런 연

에너지비용은 소

未來서 울의 都市生態系 計劃

비 자 총지 출의 15"'18%에 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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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 자입 장에 서 보면，

保健衛生을

위해 지출하는 費用보다 에너지지출비용이 더 높으며， 에너지비용은 다만 집세보다는 낮을

뿐이다. 이런 費用의 추세는 명백한 것임으로 한국의 家흉이나塵業은에너지절략에 최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주택과 사무및 상업용 새로운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아직도 에너지절약을 고려
하고 있지 않다. 새로지은 주택들은 化石然料에 점점 더 의존해가는질청이다(연료용 유류，

석유， 프로판가스 순서로) . 태양열 주택중 지붕위에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흡수· 이
용하는 能動型太陽熱 시스템 (active solar system) 을 갖춘 주택은 1981 년 가을을 기준으로

350동에 불과하다. 이 能動型 太陽熱住1;은 온돌에 맞먹는 복사열을 방바닥에서 방열해 주
기때문에 보급이 되는것 같다. 그러나 建葉費用이 너우 높아 건물주나

태양열주택 건설업

자들은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등을 더 지원받기 원하고 있다(1)
외국의 전문가들은 都市成長혔素인 樓息處 (habitat) 와

社會設備 (community

facilities) 들

이， 한국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절계방법상 에너지소비율이 높도록 건설되고 있다고 결
론을 내린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을 선택할때 에너지가

주요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

다. 價格上昇이 지금까지 生活樣式을 구성해온 관습과 취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다.

비엔나에

있는

國際에너지機構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의

수석

때문이

경제학자인

Herman Franssen은 1981 년말 한국과 중국방문을 마친후 한국의 에너지 수요량은 증가가
예상되냐 선진국 특히 일본의 에너지 수요량응 점차 감소될 것이라 예측했다.α)
서울지역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최근 연구는 輸出塵業이 해외로 수출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체 도업에너지의 약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內包된 에너지

이런 現象을 흔히 “製造에

(energy embodied in inanufacture)" 로 일컬는다. 이 내포된 에너지 量은 제철

생산에서 가장 높고， 기계류 • 의류생산은 아직은 낮은 현이며， 서버스엽 수출에서 가장 낮
다 (Meier.

1980, 1981).

현 수출상황을 고려하면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서울에 이익이 된다.

40 달러인 원유 l베

렐로 200 달러 이상의 輸出品을 제조하고 있다. 製造品에 부가되는 가치는

연료증가비용보

다 높다. 일본都市들만이 l베렐의 원유로 이보다 더 많은 수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서울에서 부족한 또 다른 資源은 都市發展에 적합한 土地이다. 토지부족으로

인해 접근

성이 양호하고 건축이 가능한 로지들에 대한 광적인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부가 鏡
制를 통해 이런 투기현상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土地價를

살펴보면 不足現象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동경과 홍콩의 수준에 점근하고 있다.
빠른 大量交通手段 (mass tran인t) 으로 연결펀 多層建物들을 건설함으로써

cl) 한국동력 자원연 구소， 연 구보고서 : 한국태 양열주택 실태 조사， 1981. 10.
(2) Far East Economic Review , Dec. 4, 1981 , pp.88-90.

都市內 土地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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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率을 증대시킬 수 있다. 빼른 交通手段은 피크타임중 한시간 도달 반경내에 더 많은

흉쫓

지

역을 연결시켜 주어 건축 가능한 土地의 不足뾰을 감소시켜 준다. 도로확장과 지하철 제 3 ，
4호선 건설을 통해 서울의 都心A 口 집중현상을 억제해야하며

동시에 都心部 A 口와 活動

을 周邊地域으로 유도해 야 한다.

도시내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밀집정주형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또다른실현가능한方策은
覆土住현 (earth-sheltered

서쪽을 向한다.

house) 건설 을 시 도하는 것 이 다.

일 반적 으로 복토주택 은

많은 지하 상가가 이미 동경 都心部에 건설되어 있다.

남쪽과

고속도로나 지하철

교차지 점 에 발생 된 大都市內 副都心 (sub-centers) 들 周邊地下에 도서 관， 소규모 영 화관， 창

고， 기타 서비스시설들을 위치시킴으로써 土地不足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學校나 事務用建物을 지하에 짖고있다.

이 접근방법은 주로 폭풍의

피해를

막고， 都心內 전통적 視線輔을 보전하고， 동절 및 하절기에 에너지를 절약하기위한 것이다.
많은 1 가구주택들이 북미지역에서

이런 복토형으로 건설되고 있다.

서울이 복토주택으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고밀도주택 건설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제 5
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1982"-' 1986) 은 새로운 여러 計劃들을 수립해 놓고 있다.

同計

畵u은 부족한 자원을 보존해 야 한다는 점 과 서 로 상충되 기 도하고， 때 로는 그런 보존의 必몇
性을 무시한채 우선순위틀을 결청해 놓고있다.
아래에 열거된 추세를 同計劃에서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1. 5개년계획에서 처음 언곱한 “복지국가 (welfare state)" 건설은 보건 • 교육 • 노인복지를

강조하고 있 다. 이 모든 것은 단위 생 산당 에 너 지 함유량 (energy content per unit of output)
을 경제화 할 것이다.

2. 쩨시된 주택계획은 비록 입주자틀의 고밀도주거형에 대한

선호도에의해 어느정도 土

地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사용과 물 소비를 경제화 하지 못하고 있다.

3.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은 석단 및 핵연료로 생산된 전력으로 전철을 운행시킬 것이지만
버스가 사라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 이태리처럼

주요 자동차수출국이

될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원유 소비를 예상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週期的 變化
에 대처하기위해 국내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국내시장의 고객은 해외시장의 수요등락에 대
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한다. 모페드 • 자전거 그리고 3륜차(농업용 제외)와 같은 에너치
를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輕交通手段에 대한 장려가 보이지 않고있다.

4. 食生活의 변화로 비닐하우스 생산물과 육류 및 우유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식 료품의 에 너 지 함유량은 증가될 것이 다. 벼 농사보다는 다른 作物載培를 위 해 灌戰가

더

必要할 것이며， 따라서 물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5. 商業은 현대식 포장과 냉동쪽으로 움직여 가고있다. 따라서 상품 공급에
너치가 소요될 것이다. 엽무용 공간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더 많은 에

하치만 設計上 空間은 철

末來서울의 都市生態系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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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있지만 물이나 에너지는 절약하지 뭇하고 있다.

6.

소형전자제품， 전기통신설비， 계산기 개발에 우선권을 주고있어 간접적으로·에너지 •

불·空間등이 절약될 것이다.
以上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印象은 개발의 변화를 위해 야심찬
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이런 계획들은 최근에 얼어나고

계

있는 技術相互間의 授

入 (input) 에 기초를 두고있다. 이 계획들은 成長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하며， 未來의 복
지국가건설을 위한 基魔를 다지는데 거여해야 한다.
제 5 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은 巨視經濟 分析에 키초를 두면서 거대한 均衝을
력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속의 몇가지 限界點을

이루려는 노

언청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과

외부세계와의 安定的 關係樹立을 향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世界的언 都市 하나가

한국의 심장부에 존재하려 하지만 그 都市는 그것의 環覆과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 질제에

있어서는 어떤 禮置를 취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여론의 일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必要한
整을 가하게 된 다. 計劃이 수럽 될때 그 계 획 은 모험 적 계 획 (enterprising plan) 이 다.

調

次期에

-樹立될 계획은 그 모험적계획의 결함을 보상해야 한다.

무슨 禮置가 필요할 것인가에 매한 구상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일본에 눈을 돌려봄으로
써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도 A 口密度가 높으며， 모순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일본
의 겨울 역시 줍다. 일본 역시 에너지 資源의 혜택을 극소량 받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은 에너지절약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은 에너지절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日本塵業

그 결과 현재 한국보다 경제적 호황을 누리면

서도 원유수업의 의존도는 눈에 띄일 청도로 감소되기 시작했다. 大氣 및 水質

i쥔梁:s:.. 동

시에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情報處理塵業과 生體學技術 (biotechnology) 의 발달로인해 부분
적으로 重工業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천연색 텔레비천의

생산고는 절청에

달했으며， 그들의 상품은 일본인이 개척한 市場에 근접된 세계도처에서 판매되고 있다.
McGraw-Hi1l소속 國際記者들 (4) 과 홍콩지 역 정 기 간행 물 (5) 이 일본의

장차계 획 을을 최근 집

중적으로 分析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무엇이 한국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착상
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次期 五個年計劃이 樹立되꺼전 많은 船究와 據備調흉가

질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는 再生， 再利用， 폐기물이용， 24시간 및 연중무휴 施設利用， 고체폐기물 및

레기 제거， 경영인 및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情報提供，

生願進行過程에

쓰

대한 국민교육

등에 그 目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戰略들을 통해 다음 世代틀을 치탱해줄 未來
의 生態系內에서는 A間， 動植物 樓息處， 社會， 그리고 組織퉁이

生存 (fitness) 을

(4) Business Week , December 14, 1981.
(5) Far East Economic Reviev', Dec. 4, 1981 , “ Space Age Samurau"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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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이다.

해때로 적절하게 통합된 구상들과 질현가능한 접근방법들을 세계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런 구상과 접근방법들을 도입하려면 이것들은 한국의 맥락속에 맞도록 再計劃해

야만 한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資源節約形 構想들을 얼본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製造部門의 발전은 기술평가와 경영기
술의 개선을 통해 이룩될수 있다. 技術評價 (tehnology assessment) 와 經營技術 (management

technique) 은 製造品輸出을 통해 국가를 꾸려 가려 는 나라에 서 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 나 앞

￡로 生熊學的 관심이 우위를 차지하는 더 어려운 部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시키게 될 것
이다. 일본은 生熊學的으로 중요도가 높은 部門들은 잘 처리하지 못했다.

1. 都市生樓系 (Urban Ecosystem)
都市社會는 生顯學的으로 특이 한 현상이 다. 거 대 한 도시들에 서 우리는 「사이클론J(cyclone)<
과 흡사하게 움직이는 일련의 힘을 발견한다. 이런 힘은 서울이 이조시대에 끌여들였던 것
보다 훨씬 원거리에 위치한， 에너지가 풍부한-資源들을 휩쓸어 들언다.
자원은 급속도록 소모되며 .남겨진 것이란 오직 매연， 오염된 강， 고체쓰레기， 빠른 속도
로 확산되는 熱등이다. 과학자들은 都市를 거대한 엔트로피創出者 (entropy generator) 로 생ι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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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는 빡른 속도로 活動 (transactions) 이 이루어 진다. 때로는 活動이 격청적으로 일어날

때도있다. 활동은「심볼」을통해 이루어진다. 活動의 흐름은 오늘날 인쇄뿐 아니라 원격 전

달수단및 자동계산기의 도움으로 빨리 움직얀다. 서울과 같은都市에서 얼어나는’活動은그
절반이 市場指向的이 며 經濟的價f直가 포함되 어 있다. 나머 지 절반은 주로 社會的 • 文化的 •

宗敎的 • 價{直와 그이외의 다른 가치들로 구성되었다. 交通 • 住居 • 場所 그리고 設計들이 排
列 (arrangement) 됨 은 주로 시 간절 약 ( time-saving) 과 오류방지

(preventing errors) 에 그 目 的

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배열의 意味는주어진 일련의 活動을 以前보다더 신속히 마
치게 해주는데 있다. 따라서 時間을 또 다른 活動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간 절약에 대

한 혁신적 기술개발로 인해 발생된 活動의 증가분을 수면이나 명상에

소비하지

않는다면，

個A은 더 많은 활동을 하게될 것이고， 이에따라 都市는 더 많은 活動을 창출해 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都市를 活動의 極大化碩I희 (transactions-maximizing tendency) 이 있는 곳이 라

말할수 있다. 活動의 비율이 증가함에따라 발생되는 증가분은 純牌情報傳達을 나타낸다.
한국의 都市生熊系가 다른 국가의 도시생태계와 다른 점은 l) Á 口優位 (predominance of

people) ; 도시의 궁극적인 자원은 인간이다. (2) 然料의 흐름은 輸出品으로 전환된다.

(3)

여러 자연적인 발전 (natural development) 혹은 向性 (tropisms) 을 통합하여줄 미래에 대한

공통된 이미지와 청신이 있어 이런 이미지와 정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룩하는 경향이 있
다는 점 이 다. 세 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해 볼때

보통이 상의 높은

성 장율을 보이 면서 , 入力은 生體量 (biomass) ， 物理的環境 그리 고

수준인 연 10'"'-'15%의

內tE에 너 지 에

첨 가되 어

생태계가 물 • 공간 • 태 양에너지와 같은 어떤 資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

生熊體系 (ecostructure) 로 전 환되 고 있 다.

리는 生態系를 조사하거나 기술하는데， 이때 특별히 제작된 地圖가 훨요하다.

에너지가격

의 상승과 더불어 남쪽을 향한 경사면은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동향 및 서향
능선이 연중 가장 추운 12월부터 2월사이 南힘面에 너무 많은 그늘을 주지않아야 한다. 北ι

짧面은 보다 많은 불과 푸르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물과， 목채나
초본형태로 많온 生體量을 제공하여 준다. 서울이 점유하고 있는 지형은

극도로 파괴되어

효율적인 건설이나 가로망을 만들수 없는 상태이다. 능선의 허리부분에 수 많은 거대한 절
개 부를 만들었으며 , 산을 관통하는 많은 「터 널」을 뚫었다.

이 런 여 러 寶源들을 이 용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타자원과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아게되어 몇가지 새로운
법주의 토지 이용방안이 필요하다.

2. 生龍系開發 (Ecodevelopment)
生願系計劃은 거대한 청주권내에 위치한 여러 場所들을 정점 더 통합하고 安定시키는 일
련의 小規模計劃의 실행을 요한다. 生態系開發(ecodevelopment) 의 의미에 적절하고，

개발

도상국。I 직멸하고 있는 차기개발단체에 융용할 수 있는 몇가지 생태개발를 제시해북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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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생 태 계 개 발이 란 용어 는 표 랑스와 그 인접 국가에 서 활동하는 Ignacy-Sachs교수와 그
의 동료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용어 이 다.

(I) 養魚마을 (Fish Village)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의 再活用은 서울에서는 야심찬 도전이 될 것이다.

표준활

성 슬러 치 (activated sluge) 처 리 는 폐 수내 에 함유되 어 있는 이 용가능한 질소 및 유기 탄소화물

을 파괴해버리며， 막대한 양의 에너치와 자본의 투자블 요한다. 이스라엘은 최근 거의
양열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生體技術 (biotechnolgy) 을 전면적으로 질험하기 시작했다.

태
먼저

A養을 無氣狀態에서 처리하면 生體가스 (biogas) 가 발생한다. 그후 처리장에서 흘러 넘쳐내
리는 인분을 햇빛에 노출된 40cm 갚이의 管 (channel) 을 통해 느런 속도로 이동시킨다.

單

細R힘漢類 (algae) 가 급속도로 증식되어 수분을 제거한 무게로 l헥타당 연간 40'"'-'60폰 (40-60

T /ha/Yr , dry weight basis) 이 생산된다. 증식된 漢類 (algae) 는 직접 물고기를 기르는데 이
용되거나 수확한 후 응축단백질로 만들어 동물사료로 시판할 수 있다.
한강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홍수로 생긴 퇴적 高水數地이다. 발전소로부터
梁 (thermal pollution) 周邊이 면 더 욱 좋은 위 치 이 다.

나오는 熱펀

왜 냐하면 물고기 는 따뜻한

물속에 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利用하고 남은 폐수는 채소재배용灌水로이용할수 있다.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먹을 수 있을 청도 크기로 물고기를 養魚하는 장소와，

살

아있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장소가 산채 된 養魚場들이 -이들 양어 장면적 은 수백 헥 타에
달함-있다고 상상해 보자. 양어장위에 기풍을 세워 그위에 조그만 마을을 세우고 양어마을
위치선정을 도와주는 소규모 연구소 하나를 세운다. 특별 물고기요리점들이 이런 장소에서
번창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머린랜드처럼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기위해 물고기를

훈련시킨다. 물고기연출

관람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물고기가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소규모 경기정과， 야간에 물고기연출을 관람하기 위해 천연색 전등으로 꾸민 조그만

무대를 울위에 설치한다. 고객들의 다양한 구미에 맞는 물고기요리를 제공하기위해 요리사
들을 훈련시킨다. 비록 주위 환경이 단순한 마을같지만 요리가격은 일류호텔의 가격과 맞
먹을 것이다. 국제적인 단골손님들은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서울은 漢類에 기초를 둔 많은 企業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養民를
하고 있다. 가장 인기있고， 경제적인 것중 하나는 고객들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

배출

그 잡은

물고기를 일반 소매가격보다 다소 싼 가격에 고객들이 구업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行樂
地域 (picnic area) 에 서 물고기 를 요리 해 먹 을 수 있는 行樂養魚場 (recreational pond) 이 다.

물고기에 꼬리표를 붙이고 이들 중 몇마리는 미끼를 물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각 개인이
전택한 물고기중 미끼를

얼마나 찰 피하느냐에 따라 상품을 준다.

영리한 물고거에 대한

언기는 상송할 것이다. 겨울철은 얼음위에 구멍을 뚫어 낚시할 수 있도록 오두막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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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이런 기엽은 연중무휴의 시설이 될것이다.
꽃마을 (Flower

(2)

Village)

서울의 꽃마을 團地들은 아파트단지로 대치되어가고 있다. 花휴致培業者들은

꽃마을 토

지를 매각한 돈으로 벼농사를 경착하거나 채소를 재배하는 소규모계곡에 위치한 士地를 구

입할 수 있다. 계곡을 따라 형성된 계단모양의 토지는 다양한 微氣候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다종의 花휴를 재배할 수 있다.

200헥타 정도면 옥외화단， 온실， 주택， 전시장 등을 설치

할수있다.

溫室은 고객들이 화훼재배를 구경하거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한다.

류블 살 수 있고， 좋아하는 꽃도 살수 있다.

고객들은 씨앗과 근

이런 곳은 花휴技術에 기여하는

場所가되며

동시에 太陽熱을 應用하는 또 다른 본보기가 된다. 지금은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도입
한 원유로 충당하지만 잘 설계된 온실은 필요한 에너지를 太陽熱로 해결할 수 있다.

겨울

통안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는 언덕에 절치한 太陽熱集熱板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住흰도
그 태양열집열판에서 나오는 따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다. 화휘l 채배는 경축일 • 입학 및 졸
업시기퉁 季節的 成需期를 피해 꽃마을 祝察를 개최하면 사업상 유익할 것이다.

(3)

能動型太陽熱 (Active

Solar

Energy) 住혐의 했率的 利用方案

한국의 주택구매자들은 전통적인 온돌처럼 방바닥에서 방출되는 열은 강하게 선호한다.
따라서 첫번째 접근방법은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태양열을 물이나

부동액으로

전환시 키 는 太陽熱集熱版은 세계 도처 에 서 곱속도로 標準化되 고 있다. 1981 년 한국의

제조

업자들은 가격상 구매가능한 수준으로 태양열칩열판을 생산했다. 그렴에도 사용자들에

한 조사결과 사용자중 99% 가 질질적인 태양열칩열판 보급을 위해 더 많은 보조를
고 있다 (6) 태양열을 이용하는 이러한 첩근방법을

能動型 (a야ive) 이라 부른다.

대

요구하
왜냐하면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물이나 다른액체를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펌

프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 정근방법은 도업한 연료를 사용하는데 쓰는 費用을 기계적 장
치들을 설치하는데 들인 費用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접근방법은 현재

을 고려할때 한국의 질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같다. 서울의 특수지형에

이용상황

알맞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代案들을 서로 비교연구하는 여러 段階들을-이들 단계를 통해

나온다-서울에서는 생각해야 한다. 가장 고무적인 代案에 곧장

개량된 설계형이

뛰어들 수도 있으나 다른

대안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太陽熱集熱版은 순환액 을 한낮에는 80"-'90 C로， 한낮을 기 준으로 한시 간 前이 나 後는

0

65"-'75 C로， 그 以外의 시 간에 는 구름낀 날과 비 슷하게 50"-'60 C로

0

(6) 한국동력자원연구소， 前揚書，

0

올린다.

저 장중 熱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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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을 익기위해 가장 도거운 물이 들어 있는 탱크를

境

중간정도 뜨거운 물이 저장된

論

홉훌

탱크로

물러쌓고， 중간청도 도거운 물이 들어있는 탱크는 가장낮은 온도의 울이 들어 있는 탱크로

둘러싼다. 이렇게하면 세탁소·식당， 식료품가공업소릉 도거운 물을 필요로하는 곳은 中心

탱크로부터 직접 또거운 물을 공급받고， 가장 낮은 온도의 물은 家塵用으로 사용한다.
중앙보일러로부터

스팀이나 도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集團覆房 (district heating) 施設이

300""1 ， 000세 대 아파트단지 에 서 는 가장 효율적 이 라는 사실을 주시 해 야 한다. 이 것은 中規模
의 太陽熱集團慶房地域을 위해 길이

100m,

높이 60m청도의

集熱版을 남쪽이나

남서쪽을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칩열판은 zf地위에 유리벽을 설치한 것으로

구초

학적 支持를 훌한다. 비용을 줄이기위해 집열판을 경사면이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정열판 아래 지하에 순환액 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햇빛이 장기간 비치지

않을때를 대비

해서 보일러를 저장연료와 함께 설치한다. 각 가청이나 상점은 소형 저장탱크를 각각 설치

하고， 그 소형탱크가 물이 필요할 때는 중양저장탱크에 신호를 자동으료 보내주껴도하고
每月末 공급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小型計算擬를 個個 탱크에 부착시킨다. 따라서 각 단

독주택 • 아파트 • 장점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온도조절계는 과도한 공급을
막기위해 공곱을 통제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같은 효율적인 태양열이용에 있어서도

것보다 경제적이지 뭇할 것이라고

치적한다.

왜냐하면 그플은

석탄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공급을 위해 태양열

난방과 똑같은 또 다른 경제적연 수단을 개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해문이다. 따라서
능동형 태양에너지이용은 연료연소시 발생하는 S02배출에 대한 강한 반발이 없는 한 향후
수십년 동안은 이용가능성의 한계첨에 놓이게될 운명이다. 최근에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서울의 일부지역에서 S02에 대한 불명이 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설계가들은 태양열접

열판에 부가될 수 있는 이점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집열판은 어떤 형태가

되어

야하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넓 은 면적의 太陽熱集熱版을 북쪽과 예 각을 이 루게 설치 함으로써 적 어 도 2， 000m 2에 달하

는 면적의 그늘과 휴식처를 만들 수 있다. 이 장소는 봄철 우기와 우더운 여름철에 이용가
치가 높다. 비록 양호한 경사면 일부를 대형접열판 支持를 위해

사용한다해도 윗부분에는

空間이 있어 안락한 찾칩과 노천음식정으로 이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꾸밀 수 있다. 서울이
高密度이기 때문에， 대형칩열판이 자체용량의 20""30%에 해당하는 더운 물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여름철에는 안락한 空間을 제공해 줄수 있다.

만들지라도

이런 공간에

대한 이용성은 서울의 고밀도를 고려할째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대형정열판 유리는 약 5， 000톤의 깨끗한 雨水를 모을 수 있으나 이 청도의 量을 모을 수
있는 時期는 물이 풍부한 시 기 이 으로 칩 열판의 雨기〈收集用量은 가치 가 적 다하겠다. 그러 나

집열판을 報道版 (sign board) 의 일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칩열판은 내리찍는 태양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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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흡수하나， 짧角으로 칩열판에 투과된 빚은 비록 영상은 선명하지 않지만 강한

느

낌을 주는 天然色빛을 발하게 된다. 서울의 A 口密度면 이런 장소를 만드는데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고 본다. 이런 천연색빛을 잘 이용하면 집단난방지역과 상업중심지역의 環境
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치역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4)

園藝마을 (Green

Village)

서 울이 성 장과정 속에 서도 他用度의 토지 로 둘러 쌓인 農業用 土地들을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아시아지역 都市들과 B] 교했을 때 펙 다행스렵다. 현재까지 이런 지역은

대부분 主食인 쌀을 생산하여 왔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쌀은 한국의 일부지
역에서는 이미 경제작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줄어

들 것이 예상된다. 每季節 年中無休로 이런 토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작물재배 방법

을 강구해야 한다.

한가지 提案을 日本의 동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경은 15년전에 이미 칸토 명야지대까

치 확산된 상태였다. 몇몇 장소에서 농부들은 부동산 투기엽자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팔지

않고 대신 일년에 적어도 11개월정도 일하는 방식으로 연중 20종 이상의 작물을 채배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배치했다. 다른 현(縣)보다 일찍 흑은 늦게 작물을

출하함으로써 시장에서

최고가격을 받고 있다.

安養市에도 도심부내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논이 있다. 동경보다 더 말달된 형태가 가능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여러 단계의 수송과정을 통해 콩급되는 일본시장보다는 한국에서는
줬培者協會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作物을 공급할 수 있으며， 안양의

위치조건으로

볼때 채 소 • 빨기 • 포도 • 그리 고 양념 용 작물을 재배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았다. 안

양의 오픈스페이스와 휴양지는 작물출하 시기에 行樂A波로 붐빈다. 행락인파는(척어도 그
들중 상당수는) 채소를 캐거나 과일을 따면서， 흑은 자신들이 수확한

채소나 과일로 야외

음식을 만들거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보낼 특별 선물을 준비하면서 餘R없時間을 보내고 싶
어할 것이다.

전철역 A 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입구가 설치된 園藝마을 (green vi11age) 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마융내에는 슈퍼마켈에서

쉽게 구업할 수 없는 원예작물을 판매하는 수개의 상점

이 있다. 고객들은 자신이 가져온 그릇에다 그곳의 쌀과 채소로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

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味覺的으로 세련된 음식 한정시와 켈리포니아 썰러드한
접시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綠陰진 場所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닐며 즐길 수 있는
處園과 스스로 원예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溫室이 있다는 점이다. 청원이며 온질속의 작물
응 더없이 신선하다. 방문객들은 그들이 스스로 수확하는데 들인 노동의 멋가만픔 싼 가격
으로 구입한 양파 • 당근 • 딸기등을 맛볼 수 있다.

용의주도하게 설계되고 관리만 된다면 수 많운 사람들을 원예마을 (200헥타 갱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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擾

論

홉흉

의 농부들이 심고 가꾼 작물을 수확하는데 유치시킬 수 있다. 적읍 숫자이지만 이런 마을

을 즐겨찾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온실내에서 자라는 작물을 찾아 올 것이다. 그러면 경작자
들윤 도시도매상에게 수송하는 대신 소매가격우로 작물을 팔 수 있어

더욱 경제적￡후 경

작할 수 있게된다. 동시에 원예마을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데 都市民을

홍與시

킴으로써 都市는 원예마을 住民數의 100배정도에 해당되는 都市民을 더 부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都市生活은 상당수준 豊廳로와질 것이다.

(5) 生熊公園 (Eco-Park)
중국도시에서 유래된 원예마을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地域公園 (regional park) 에도 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公園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미국의 아이디어를
국의 공원개념중 많은 부분은 유럽에서
全 (preservation) 을

念은

너무 강조하고 있다.

유래되었다. )

도입해 왔다. (미

미국의 공원개념은

自然生熊系 保

公共公園에서 生塵되는 것들을 再活用한다는 擺

基魔生願學的 立場과는 相通하지만 公園管理뼈j面에서는 많存公園의 擺念들과는 相衝

된다.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위해서， 현재 자연과

접촉을 통해 얻어지

는 만족감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주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再構成 해야한다.

視界

(views) 의 一部도 再構成해야 한다.

도시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콩원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행락인파가 남

기고간 쓰레기는 한국의 플라스틱과 유리공업이 팽창됨에 따라 증가될 것이다.

프라스틱

생산량중 오직 극소량만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빈병을 수거하여 파는 가격은 너무 싸
다. 빈병 가격을 높이면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樹木ξ로 조성된

지역은 목재를 축적하

며， 산불은 수목성장에 따라 증대된다. 한펀 生體量 (biomass) 收獲에 대한 계획도 없다. 게

다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공원이 여러 계층의 시만들에게 서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각 계층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공원형태를 선호한다.
안양지역의 公園은 너무 많은 행락인파로 붐비나 植物園은 利用率이 낮다. 山林내

오픈

스페이스는 여름과 가을철에 사람들로 분빈다. 공원 • 식물원 • 산렴내 요픈스페이스는 冠岩
山(표고 707m) 의 남쪽과 남서쪽 경사연을 정하고 있다.

새로 건설중인 전철이

완성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地域으로 몰랄 것이다. 따라서 안양은再計劃할만한가치가
높은 地域이다.

첫 단계로 어떤 計劃이 가장 價f直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수 있으려라 믿어지는

공원지역에서 파악될

여러측면을 抽出하기 위해， 장차의 토지이용에 이해관계를

갖게될

산속 암자를 돌보는 송혀 로부터 「하이 킹」온 10대 에 이 르기 까지 모든 사람들과 광범 한 협 의
를 해야 한다. 아래 제안들은 據備調흉에 기초를 두고 있다.

(a) 산속옹달샘의 물純度를 보호해 야 한다.

따라서 옹달샘 이 없는 지 역 의

암반에 물을

未來서 울의 都市生態系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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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마질 수 있는 곳을 만든다.

(b) 공원내거나 공원 바로 밖에서 포장된 형태로 음식과 마실것을 팔지 않는다.

행락안

은 토속적인 그릇이나 도자기 모양의 깨지치 않는 그릇에 담긴 스넥을 먹도록 한다.

나 과일주스는 각자 프라스크에 담아오거나 척절한 양이

담긴 용기를 파는

소주

상인들로부터

산다. 행락에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는데는 천이나 수건을 사용한다. 동산용 배낭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c) 공원의 生熊系를 再活用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管理A을 위해 507}구청도의
필요할 것이다.

住흰이

이들 주택중 일부는 송려들이 사는 절처럼 아주 전통적인 형태로 꾸민다.

나머지는 碩짧地에 적합한 覆土住E효으로 설계한다.

(d) 관리인들은 探닮路 (trail) 을 관리하고， 안내자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情報를 제공
하며， 이 지역에서 今世紀初에 사라져버린 조류 • 야생동물 • 물고기등을 다시 들여온다. 그
틀은 成熟木을 收獲해 서 木材로 팔거 나， 쓸모없는 나무는 연단형 (briquet) 으로 만들어 자신

들의 연료로 쓰거나 판매한다. 꽃， 씨앗， 사진등도 역시 판매한다.

(e) 거주자들 중에는 선물용 물건에 새겨넣을

文句를 짖는 詩A이나 歷史家，

특수충을

위한 지역을 개발할 設計家나 藝術家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園藝家나 林業家도 필요하다.

(f) 이 미 알려 진 特珠層 사람들이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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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파 퉁이다.

공원내 동식물을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

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利用客數가 증가한다해도 청소비용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
다. 공원관리인들은 서버스 개선책을 보도하는데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6) 受動型 太陽熱建物 (Passive Solar Buildings)
여 러 종류의 태 양열

利用方法들의 경제 성 을 조사해 본 後， 한국의 기 술자나 건축가들은

受動型 (passive) 이 가장 고무적 이 라는 결론을 내 리 고 있다.

受動型 (passive) 이 란 熱移動이

자연적으로 일어날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환풍기 (fan) 나 펌프 (pummp) 에 의존하지 않는
型이다， 전형적인 受動型 太陽熱 利用方法은 이중유리창을 통해 입사된 태양에너지가 建緣
내로 전달되며， 짙은 검정색으로 칠이된 바닥면이 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한다. 태양열의 일

環境論業

lí6
부는 기풍속에 물을 넣어 그 물에 흡수저장되거나，

어깨높이 청도로 올라온 두터운

管에

들어 있는 황산나트륨액 (sodum sulfate hydrates) 에 흡수저 장되 기 도 한다. 밤에 는 열손실 을
밖기위해 選陽을 내리고， 夏節期에 열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밖기위해 지붕위에 해가렴장

치를한다.
이 런 太陽熱은 한국인의 안락한 온도에 대 한 개 념 (西歐와는 상당히 다르다)에 알맞치 만，
室內設備나 住~內 生活樣式율 상당부분 바꿀 필요가 있다. 예 를들어 , 에 너 지經濟性을

고

려할때 한 겨울에는 한 시간에 한벤정도 실내공기를 바꿀 수 있도록 住흰을 완전 밀폐시켜
야 한다. 이런 경우 담배연기는 흔히 참을 수 없게되며， 냄새도 오래 지속된다.

建葉費를

줄이기위해서 자채화 標準規格으로 생산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정확한 치수로 제조된 판넬

(panel) 을 미리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防熱슬라브바닥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흔상 이런
單位 (unit) 를 多層으로 올릴 수 있지만 한 겨울에

어떤 건물이 드리우는 그늘때문에， 團地

가 남향 경사치에 위치하지 않는한， 그 건물에 근점된 건물은

충분한 太陽熱을 받지 옷하

게 된다. 이런 太陽熱團地가 景觀과 그에 근접된 土地의 開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特
練地區의 일종인 太陽熱地區 (solar zoning) 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大路와 開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인

東西로 프인 回顧地域에는

高層受動型太陽熱

아파트를 列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방법은 地價가 낮고，

南向이나 南西向

경사지가 있는 大都市 외각지역에 저밀도로 주택을 짖는데 가장 적합할 것이다.
受動型 太陽熱 구조물중 가장 바람직한 型은 覆土 (earth-sheltered) 型이다.

이것은 땅이

온도를 보호해 줌으로， 여름에는 안락하며 겨울에도 태 양열을 훨씬 적게 펼요로 한다. 하

~
、、;

뻐 4. 覆土住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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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覆土住종의 形願

지만 이런 防熱構造는 천장위에 있는 1"-'2m두께의 토양과 모래의 우게를 지탱해야 함으로

더욱 튼튼히 지어야한다. 따라서 아치형이나 돔형이 될 것이다. 햇빛이

나지않는 날 실내

0

온도를 13"-'14 C의하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경제적인 전기담요를 취침장소에

깔아 적

절한 온도플 유지시킨다.

覆土住현은 바람차단과 화재위험을 에너지절약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北美內陸에서만 지
금까지 인기가 있었다. 한국에있어 覆土住:t의 심각한 문제점은 복토주택의 둥근외형이 무
검과 흡사하다는 점과， 현존 묘지들이 복토주댁으로 아주 적합한 士地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복토주택이 일정 방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복토주택은 l헥타당

100가구

이상의 높은 밀도에도 불구하고 넓은 오펀스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景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 복토주택의 건설이 용이해 질지도 모흔다.

地下交通施設과 地下商街는 서울에 이미 찰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地下에

事務用建物을 지으려 하지않는다.
60층건물을 이런 식으로 짖는다고 상상해 보자. 건물위를 흙으로 덮지만 커튼이 달린 유

리창 하나를 하늘을 향해 낸다. 새로운 事務用施設은 TV와같은 스크린이냐 특수목적에 맞
게 설계된 照明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어두운

부분에서 더 잘

작동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복토형 건물이 아니였다면， 난방·냉방·숭강기에 할애해야만 할 잡다한

공

간들이 20"-'30%에 달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業務中心地區 (C. B. D) 도 훌륭한 지형을
가진， 景觀이 잘 조성된 公園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7)

國際地區 (International Di strict)

한국은 미래의 생활을 영위해기위해 그 기초후 세계무역에 종사해 왔으나 國際的 活動을
촉진시키는 地域이 한국내에는 아직 한곳도 없다. 6년후면 올림픽과 더불어 절정에 달하게

될 국제활동의 양이 현재보다 3"-'5배 증가될 것이 예상되냐， 아직 없다는 사실윤 놀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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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業務中心地區 (C.B.D) 가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초직 ·공간·계획이

홉홍

요구될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최근 도착한 한국인들은 외국의 선각자들이 무엇을 했나를 연구해불
렬요가 있다.

런던 • 파리 ·뉴욕·동경은 물론 뉴렐리와 마닐라조차도 교외에

위치한 國際

地區가 있다. 서울의 교외지역은 軍뼈所지역외는 국제지구라 할만한 지역이 없다.
1920 1건대 일본은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경은 외국인 (gaijin) 과 일본의 사

회적 유물을 한곳에 모으기위해 23개區中 미나로구 (Minato-ku) 를 지청했다.

관 • 클럽 • 식당 • 호텔 • 외국어학교 • 교회 • 유스호스텔 • 외국인용

이곳에

대사

상점을 유치시컸다.

바

(bar) 나 나이트클럽같은 유홍업소는 이름과 분위기가 국제적이며， 고객도 국제적이다.

頂

點 (apex) 에는 국제도서관， 외국인 학자를 위한 방이 100여개， 식당， 기타 보조시설을 갖춘
일 본국제 회 관 (the International House of Japen) 가 있 다. 이 會館

어 느곳에 서 나

B 本古代

處園을 내려다 볼수 있다. 미나로구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쩌識層 (knowledge class) 이 내

는 회비와 회의장소로 이곳을 이용하는 국제협력단체들이 내는 자금으로 유지된다. 토요일

과 일요일은 결혼식이 거행되기도 한다. 미나로구에는 많은 外國建物과 景觀保護區域이 있
으며， 일본인들이 외국고객과 상담하는 장소인 다실이 있다. 아직 외국여행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국제분위커를 맛볼 수 있다. 미나토구는 A 口가 30만이며，

적어도 3

만개의 團體가 있다. 이 단체들의 반은 외국과 유대관계가 있는 단체이다.
미나토구內의 배치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낡은 요소들은 제거하고

장래추세에 맞도

록 계획된 蘇合計劃은 더 많은 분야를 포용할 수 있어야하고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國際地區를 서울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88국제올림픽개최는 좋은 횟擬가

될

것이다.、 관광공사는 관련분야를 한 군데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KAIST와 같은 기관은 國
際韓國會館 (the International House of Korea) 을 만드는 후원 자가 될 것 이 다.

국제 적 으로

명망이 있는 건축가들에게 이런 地區의 주택과 상점의 一部를 설계해 주도록 의퇴한다. 地
區內 活動이 知識센터 (knowledge center)-圖書， 雜誌、， 어학연구， 국제영화관， 컴퓨터프로

그램， 資料등-주변에서 이루어 지도록한다. 30 여명이상의 손넙과 국제적 미식가들이 모여
드는 간이음식을 파는 대형식당 (fast-food emporium) 도 필요하다.

가구， 의상， 장식물을

취급하고 외국적 이마지를 주는 디자인센터 (design center) 가 유행에 앞서가는 계충을 유치

하기 위해 필요하다. 視覺情報센터에 가깡게 텔레비전방송국， 비데요게임

telefacsimile등

을 위한 施設을 만들면 아카사카 (Akasaka) 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의 모습

들은 새 거주자들이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면 이런 國際地區를 어디에 만들어야 할까? 지하철주변에 위치할 것이 확실하지만，

장차 지하철이 교차할 지점으로 선정된 장소가 더욱 좋다. 이런 지역으로는 앞으로 노후화

된 盧業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과천이나 안양 흑은 스포요츠團地에 근접된 지역이 좋다、
地區內 住居團地는 南向으로 배치될 것이며， 各住居團地는 스스로 生熊的 適所에 조화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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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들어설 것이다.

이런 計劃은 누가 수렴해야 할까? 올림픽위원회와 비슷한 調훌團이 한국에는 적격이다.
이같은 調훌團은 장차 이와 비슷한 일들을，시작할때 시금석이 될 것이다.

第四章:結

入力과 出力 (inputs

論

and outputs) (圖 3.

참조)의 變化를 추정할

수

있고，

맥박이 뛰는

듯한 大都市內의 增進者‘들 (mutipliers) 의 상태를 추정할 수만 있다면， 위에서 제시한 提案
들은 비록 그 규모들이 크기는 하지만， 未來서울의 都市生態系計劃을 위한 始作의 단계로

고려될 수 있다. 열거한 모든 內容들은 한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서울의 淡難을 피해
직한 方向으로 움직여 가기 위한 것이다. 10年以內에

더욱 획기적인 조치를

바람

취해야만 할

것이다.

보통때 처럼 서울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 ·나이제리아·호주·멕시코· 알라스카와， 대형건설공사와 함께 한국문화가

기타지역에도 확산될 것이다. 한국의 유능한 학생들은 도입기술이나

중동

전파되는

국내자체 개발기술의

훌륭한 기술자가 될 것이다. 서울은 세계속으로 뿌리를 뻗어갈 것이며， 이 뿌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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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를 위한 획꺼적인 適應策을 가져올 것이다. 적응책의 몇가지는 이미 예측가능하다.
1. 情報塵業은 에너지를 훨씬 절약해주며， 모든 분야의 活動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이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방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루가 걸리던 것이
장차는 時間帶나 分帶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휴스턴이나 비엔나로부터의 원유콩급변화，

시카코의 농산물청보， 런던의 철강정보， 뉴욕이나 마닐라의 금융청보， 파리의 패션정보 등

을 받아들이는 24時間 잠자지 않는 중추신경이 곧 필요한 것이다. 일처리는 사람과 상품이
움직이는 대신 전자기술시설을 작동시컴오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2. 많은 活動이 地下로 내려감과 더불어， 도시내 활동들이 더욱 지형，

기후및 철도 • 버

스망과 초화를 이루게될 것이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 식물들이 자랄 토지에 여유가 생킬

것이 다. 多樣한 空間構造를 가진

(polycentrics) 서 울은 각 중심 들이 서울의

이 미 지 를 발전

시키면서， 그들중 일부는 1988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상하게훨 것이

다. 건축분야의 발전은 공학의 수준과 경제적수요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실내장식부분은

형광통과 표면처리재료의 가격이 싸기때문에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 마케팅은 더욱 중요하
게 취급될 것이다.

3. 아마 國內A 口가 한총 高觀化되리라는 예측은 여다 인자만큼이나 중요하다. 다음世代
의 젊은 이틀은 해외로 나가 활동할 것이다. 서울의 일부가 한번 새로 건설되거나

채개발

되언 서울은 그 요습대로 유지될 것이 다. 사람과 구촉물의 壽命曲線 (life cycle) 이

상당히

環

180

境

연장될 것이다. 의료시설이 5배이상 증가될 것이나 서울내 어떤지역의 의료시설

論

홉흥

變化率은

겨우 눈에펄 청도로 감소될 것이다. 점진적인 발전상태로 접근해 칼 것이다.

우리들의 現 氣質은 安定된 狀館의 치루함 (dullness) 을 참치 못할 런지 모른다. 그러나社

會體系가 생존하려면 어느누구도 이런 지루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박 옷할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던 成長의 應 I忽 (intoxication of growth) 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世界資源이 고갈될때 플렴없이 찾아올 느린속도의 保存的生活 (conservative
life) 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문화의 잠재력은 그것이 요구하는

에너지와 물자의

양이 적기째문에 사실상 무한하다. 19세기에는 몇명의 엘리트만이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했

으나， 한국인들이 이런 생활을 원한다면， 20세기에는 많은

예술가와 다양한 대중이

있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漸進的언 進化 (gradual evolution) 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질은 現在의
問題가 아니라 다음에 찾아올 두 世代을 위한 問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