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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correlationofbetweenurban

regenerationandPublicDesign

-focusedonthepublicfacilities-

      Jang Gabrok                

                       Advisor : Prof. Yoon Gab Geun

                                Department of Product and Interior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theindustrialeramadehugeeconomicbefittingtheinflatorcity

stoppeditsgrowthworldwidein2008beforethefinancialcrisisstruck.

Close-shapedlivingandagingjikjutypewithinthecity'spopulation

was configured the city has received a significant constraint on

expansioncapitalalsoledtotheopportunitytodiscoverthecityagain.

That'swhy oneofthecity declinereinvent,refocustheresidential

space,recycling ofabandoned city facilities,including the re-birth

processofrediscovering thecity ofdisconnected urban communities

haveattractedattention.Steprightimminentrestorationfrom thecity's

emergency-dimensionalissued thecrisis,reactivated,re-creation,etc.

Thereisaqualitativestepproceedsimultaneously.

  ThisurbanregenerationisthesocialandculturalhubroleLandscape

Maintenanceseemedtoofcourseplayanimportantroleinformingthe

localcommunity,but appeared in most of the leading business,

improvementoffacilities,government-led top-down progression with

pointedoutthatstayingatthesignmaintenancetoadheretotheway

thesituationdoesnotreflecttheviewsofthelocalresidentsofthis



citycharacteristicsandtraitsthatarenotconsideredinthislocalitydid

notexpress.

  Thepurposeofthisstudyistoanalyzetherelevanceinthiscontext

ofurbanrenewalandpublicdesign,thedesignappearstoderivethe

elementsofthepublicinthecaseofsuccessfulurbanregeneration.In

theimprovementofthissimpledesignfeaturesbasedonthepublicand

theenvironmentandtosuggestmeasuresthatcanbeappliedasan

effectivemeansactivatedforfurtherurbanregeneration.

  Thescopeandmethodofthisstudyistoderiveacorrelationfactors

through analysisofpreviousstudiesand internationalbestpractices

relatedtothereview urbanrenewalandpublicdesign,weanalyzethe

correlationbetweenurbanrenewalandpublicdesign.Publicaccessto

devise a system of sustainable urban design considering playing

through it,and tosuggestamethodology.Moreover,in theory the

resourcepublicpolicytheory,publicdesigntheory,saengtaeronshown,

isbasedonthetheoryofgovernance.Ontheotherhand,ifyoulookat

thestructureofthisstudyareasfollows.InchapterⅠbackgroundand

purpose ofthe study,scopeand method ofresearch itwasdone.

ArticleⅡchapter,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concept of urban

renewalandpublicdesignandcomponents,examinespreviousstudies

ontheroleandimportance.InthechapterⅢ investigatethecorre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relevant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to

determinethecorrelationbetweenurbanrenewalandpublicdesignto

deriveacorrelationfactor.ChapterⅣ chapteranalyzesthedomesticand

internationalcasesmainly derived correlation factorsand correlation

factorsshouldreview andanalyzethepositivefactorsandcharacteristics

onurbanregeneration.InthelastchapterⅥ comprehensivesummaryof

theimplicationsofthisstudy,andthroughthepolicyimplicationsand

recommendationsweconcludethatthepartiestodiscussthe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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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이 태어나 고 아름다운 시 을 보내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도시 역시 생로병사를 겪는다.산업화시 이후 경제 팽창기에 걸맞게

거 해진 도시는 2008년 세계를 덮친 융 기 앞에서 그 성장을 멈추

었다.도시를 구성하던 인구의 노령화와 도심 내 직주근 형 생활유형은

막 한 자본으로도 확장에 제약을 받았고 도시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쇠락한 도심의 재발견,주거공간의 재조명,버려진 도시시설의

재활용,단 된 도시공동체의 재탄생 등 도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주목

받고 있다. 기를 맞은 도시에 내려진 긴 구호 차원의 박한 단계에서

부터 복원,재활성,재창조 등 질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제 도시를 공 심주의,기하학 공간주의,공간의 교환가치 심에서

벗어나 개인주의를 극복한 집합주의와 공동체로서 새로운 부족주의 결사체

의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창조 계 에 의한 창조공

간의 재생산’은 이미 거 해지고 심각한 쇠퇴기를 맞은 도시에는 실 으로

용하기에 많은 문제 이 제기되었다.획일 인 모델을 용하기보다 그 도

시에 맞는 실천모델을 찾기 해 각종 포럼과 학술행사 등을 통해 도시쇠퇴

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처럼 도시재생은 사회·문화 인 거 역할은 물론 지역 인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부분의 선행사업에서 나타나듯

경 정비,시설물의 개선,간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 과 함께 정부

주도형 하향식 진행방식을 고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 되지 못하고 지역

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등 도시의 특성과 지역성이 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해

도시공공디자인의 계획을 세울 때, 도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하고 닮아

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다.이런 방법은 자칫 도시 고유의

1) 형  외 27인(2014), 도시재생 실천하라 부산의 경험과 훈, 미세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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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과 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그러므로 성공 인

도시재생을 해서는 해당 도시가 처한 지리 ,역사 ,사회 ,경제 ,

정치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 은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과의 상 성을

분석하고,성공 인 도시재생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공디자인의 요소들을 도

출하고자 한다.이를 토 로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기능 환경의 개선에서

나아가 도시재생을 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용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제

언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에 련된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상 요소를 도출하고,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

디자인의 근체계를 고안하고,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이론

자원으로는 공공정책이론,공공 디자인이론,도시생태론,거버 스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연구

의 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

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역할과 요성에 해 선행연구

를 고찰한다.제Ⅲ장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련 문헌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그 상 성을 알아보고 상 요

소를 도출한다.제Ⅳ장에서는 도출된 상 요소를 심으로 국내외 사례

들을 분석하고 상 요소들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정 인 요인과 특성을

검토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을 종합하

여 요약하고,정책 함의 제언을 통해 향후 연구과제에 해 논의하

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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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1-1] 연 의 흐름도

제3절 연구의 흐름도



-5-

제2장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이론적고찰

제1절 도시재생

제2절 공공디자인

제3절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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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1] 도시재생의 개념(출처: 도시재생사업단(www.kourc.or.kr)

제2장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 량생산

주 산업→ 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신도시‧신시가지 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상 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궁극 으로 경제 사회문화 ,물리 환경 으로

재활성화 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다시 말해,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

상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산업의 회귀를 진하고 재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이는 쇠퇴 지역의 문제를 종합 인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근으로,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상태를 지속

으로 개선하면서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3)

2) 도시재생사업단, www.kourc.or.kr

3) 대한 토·도시계획학회(2009),「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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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구조의 변화
구 산업·주거지 황폐화

• • • • • • • • • • • • • • • • • • • • ▶

실업증가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Ⅱ. 경제의 지구화
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 • • • • • • • • • • • • • • • • • • • ▶

경쟁 심화

사회·문화·생활인프라의 ‘질’ 이 

더욱중요

Ⅲ.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도시의 파편화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주거지분리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Ⅳ.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시장·시민사회

• • • • • • • • • • • • • • • • • • • • ▶

관계 변화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재생

[표 2-1]도시재생의 유형

도시재생사업단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상으로,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물리 정비와 함께 사회 ,경제

재활성화를 통합 으로 추진하는 일로 정의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다음<표 2-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쇠퇴지역

의 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제발 에 따른 사회문화생활 인 라

의 질 향상이 요구되며 소득계층의 구분에 의한 생활패턴과 주거지의

분리로 인한 사회통합 인 도시재생의 심 증가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계 변화에 따른 어반 거버 스(UrbanGovernance)구성으로 인하여 민

력체제에 의한 재생 등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재생의 개념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 ․사회 ․경제 문제를 치유하기 한 모든 행 를 말하며,개선

이라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비 을 제시하고 궁 으

로 도시 이상을 실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보고 있다.

한 도시재생(UrbanRegeneration)은 도시재개발(UrbanRedevelopment,

UrbanRenewal),도시재활성화(UrbanRevitalization),도시재 신(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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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2] 도시재생의 효과

Renovation)등의 복합어들을 포 하는 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 개선 사업등과 유사한 맥락의

변화에서 기존 시가지의 내부와 외부의 정비 개발을 의미한다.여기에

외곽지역의 도시 신개발은 제외된다.4)

2. 도시재생의 범위 및 유형

최근 서구사회에서 제시하는 도시재생 방식은 어느 한 측면에 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복잡한 이해구조의 계를 통합 으로 이해하는

근 방식을 보여 다.지속가능한 개발의 에서 기성 시가지의 재생

4) 아,(2014)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 역공동체 역할에 한 연 ,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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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유형 도시재생 방식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광역적인 대도시 전체를 관리하여 기존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에 의한 도시 확장을 계획적으로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토지의 효율적 이용, 사회적 통합, 환경의 보존,

에너지 절감, 역사 및 문화적 유산 보존 및 복원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개발 방식

커 뮤 니 티  이 론 의  도 시 재 생
민·관 파트너십 중심의 사업추진, 지역 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문화와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

[표 2-2]도시재생의 유형

을 통해 도시 부흥의 시도와 성장 리의 측면에서 도심부를 재활성화하기

한 다양한 정책과 기법들이 활성화되고 있다.즉,경제․사회․환경

차원의 포 이해와 역사․문화 보존 복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기

존 도심의 기능을 새로이 환시키고,도시의 다양성을 제시함으로써 사

회 도시문제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의 다양성은 여러 소규모 상업의 공존,다양한 문화 환경,여러

계층의 인간 계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의 구조를 의미한다.이

러한 특성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자생 으로 해결하는 능력

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한,각 도시의 물리 ,경제 조건에 따라 다양

한 상업의 형태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들을 만들고,각 도시 간의

유기 계를 형성하게 된다.5)

도시재생의 유형은 국외의 주요한 도시재생 방식에 따라 ‘성장 리형

도시재생’,‘지속가능한 도시재생’,‘커뮤니티 이론의 도시재생’으로 구분하

여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성장 리형 도시재생 정책유형은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심시

가지의 체 구조를 고려한 내부시가지의 쇠퇴문제와 외 의 스 롤

5) 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2010), 역사회의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대해 심을 

쏟은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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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제 기반형 근린형 재생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을       

   주변지역과 연계해 복합 개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가능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개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개발

[표 2-3]도시재생 추친방향에 따른 구분

상으로 안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한 방안이다.쇠퇴한 도심지역이나

교통의 근성이 우수한 구도심의 이용 지역을 복합 개발로 환시

켜 도심기능 회복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

기오염 방지,도심의 오 스페이스 보호를 목 으로 한다.

둘째,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유형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

화시켜,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포 한다.

셋째,커뮤니티 이론의 도시재생은 1990년 이후 해외의 도시재생 정

책으로 민․ 트 십을 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 문화 사회 인 통합을 고려하는

근 방식이다.

도시재생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돼 추진된다.먼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

는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역세권 개발,공공 청

사와 군부 등 이 지 복합 활용,문화·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

된다.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6)

6) 한  경제용어 사전 : 도시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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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우리나라는 과거 속한 도시화에 따른 정책으로 도시주변의 신도시 개

발 등의 정책으로 기존이 도심은 쇠퇴하고 차 신도시를 심으로 발

하게 되면서 상 으로 구도심은 상주인구의 감소와 경제,사회 인 여

러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후화가 되며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

다.수도권과 지방의 많은 소도시들이 도시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도

심 쇠퇴 상을 격고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등 의 면 인 도시개발 정책은 조한 실정으로 이에 도시의 노후화에

비하여 쇠퇴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 1990년 이후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은 정책과 집행이 더

욱 종합 이고 통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 리의 략 으

로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와 함께 문화유산과 자원의 보존,환경 지속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도시재생 정책 계획 속에 반 되고 있

다.국내에서는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쇠퇴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략

인 마을 만들기,지역 만들기 등의 참여형 지역재생과 도시갤러리,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도시 르네상스 등 의 로그램 진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단순한 물리 환경 개선을 한 개발이 아닌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역은 공공 역의 확보차원에서 주민이 심이 되는 공공

디자인이 필요하며,앞서 말한 쇠퇴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략과 같은

거버 스 디자인으로서 다양한 사회 흐름을 지향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며 공동체 문화와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하기 하여 행정기 과 문가와 함께 쾌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며 도시문제에 응하기 보다는 장기 이고, 략 인 측면에서

도시지역의 상황에 한 면 한 분석에 기 하여 생활환 경,사회구조,

경제기반,문화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

7) 황 민경, 이정  (2008). 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한 연 . 한 공간디자인

학회논문  제3  제3호 통 7호.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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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 한 개발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궁극 인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도 밝혔다.8)

이러한 도시재생의 발 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국토교통부 도

시재생사업단을 심으로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국토교

통부(2007)9)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단은 도시재생을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신시가지 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 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창출함으로서 경제 사회 물리 으로 재 활성화

는 부흥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으로 인식하고,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

력 발 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속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해 7년간 1400억 원의 국가 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진

행되었다.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에 한 제도정비 사업방향은 ①도시

재생정책 략 제도 개발 ②사회 통합 도시공동체기반 구축 ③ 주거

지 재생 모델 개발 입체 복합 공간 개발 ④성능 환경 복원기술 등 4개

핵심 분야의 20개 연구부문에 한 개발과 함께 실천 모델 정립을 한

테스트 베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재까지도 지속해오며 쇠퇴도

시 유형별 재생기법을 개발하기 한 모델을 개발 하고,유형별 재생기법

용방안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과 련한 법과 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불

량 지구 개량을 시작으로 1970년 재개발사업,주택개량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졌고,2000년 들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재개발,도시 계획 등이 이루어졌다.이 처럼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은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에 경제 ,물리 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지역사회 발 을 한 것을 의미한다.

8) 조완  (2009).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디자인 전 안 연 . 가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pp.5-6.

9) 토 통부 (2007) 도시재생사업단 상세 획 최종 고서, pp.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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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거법

제도의 내용

제도 도입배경  제도폐지
년

대
정비성격

불량

지구

개량

도시계획법 

(1962)

일단의 불량지구

개량

1971년 도시 

계획법 개정  

으로 폐지

60

년

대

- 주요 간선도로변 정비    

  (구획정리)

- 간선도로 신설 등        

  도시구조 개편(세운상가  

  등 4대문, 6개 지구)

재

개

발 

사

업

도시계획법

개정 

(1971)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1972)

도시재개발

법 제정 

(1976)

재개발사업

(도심 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 

공장 재개발 

구분)

2002. 12. 30

도시재개발

법 폐지
70

년

대

 - 노후불량주거지,        

   상업업무용도 변경

 

 - 보험, 금융사 본사      

   업무용도 재개발 주도   

   (동방생명 태평로2가    

   재개발 사업, 교보빌딩,  

   대한화재보험 등 )

주택 

개량

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계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 법 

(1973)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

1981 년 말 

한시법 폐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 

(1989)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12.31.  

 까지 시행

 

 2002.12.30.

 법 폐지

80

년

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 도시이미지 개선       

 (마포로, 태평로, 종로,     

  을지로, 한강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 42 개 지구,   

 도심지구 53 개 지구를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주택건설

촉진법

(1997)

재건축사업
 2002.12.30.

 법 폐지

90

년

대

-90 년대 초기 남산        

 힐튼호텔, 태평로 삼성    

 플라자 등 활성화

-90 년대 후반 IMF 침체기

[표 2-4]국내 도시재생 련 법 제도와 내용

(출처:국토교통부2007,도시재생사업단 상세기획 최종보고서,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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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정

비 

사

업

도시개발법 

(2000)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2.12.30)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

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주택건설

촉진법 

재건축 사업 

통합

90

년

대

-도시재개발 관련사업      

 도시계획 포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단위사업 난개발 방지

-사업추진과 관련 비리,    

 분쟁소지 방지

-종합적인 광역 도시정비   

 필요

-공공주도에 의한 기반시설

 의 계획적 확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 법 

(2005.12)

정비사업

- 주 거 환 경 개 선   

 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장정비 사업

-도시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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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3] 공공디자인의 형성 경

제2절 공공디자인

  1. 공공디자인의 개념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는 일반 인 국민, 을 일컫는 의미에서부

터,정부와 국가,그리고 국민을 해 국가가 만든 시설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즉,‘공공(public)’이라함은 사회 일반이나

공 (公衆)에 계되는 것이며),‘공공성’은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

루 련되거나 향 따 를 미치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다.10)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한 제조건이다.한마디로 말하

자면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장소의 다양한 장비와 장치를 보다 합리 으로

꾸미는 일을 의미한다.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자연의 습에 따라 살아

가기만 하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

께 도시화가 진행되고,기능이 한층 분화된 사회가 개되면서 개인 인

생활의 장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 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여기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생겼다.11)

10)“공공”두산 과 정의,“공공성”두산 과 정의,“ 속가능성”위키 과 정의

11) 송 희 (2007), 문화도시경쟁력과 디자인, 문당. p. 43.



-16-

[ 림 2-4] 공공디자인의 목적, 주체, 소유, 대상

한편,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12)공공디자인을 사람과 련된 모

든 디자인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한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공공디자인에는 건축물이나 공간 이외에 도로,교량,운하,공원 같은

환경 시설과 이에 응하는 여러 시설이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공공 역에 질서를 주고 부 한 배치는 당연히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따라서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하나로 써 사

용자 심으로 시민이 안 하고 쾌 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 가치의 빠른 변화 속에 공공디자인의 역할이란 21세기 사회의 다

양한 시 정신을 공공이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며,사회 문화 인 차원

에서 공공디자인은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복합화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며,13)기능 편리함을 넘어

문화와 환경,그리고 인간의 삶을 한 디자인이 많아질 때 도시는 차

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14)

12) 서울시 (2010),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디자인서울 총 부, p.145.

13) 신홍경 (2008), Story of Design City, 문각, p.23.

14) 완수 (2013), 공공디자인 능의 제도화 안에 대한 연 , 고려대학  석사학위논문, pp.8-13.



-17-

2. 공공디자인의 범위 및 분류

일반 으로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간과 시설,정보,이미지등 공공 으

로 사용되는 모든 역과 상의 디자인을 가리키며,공공기 이 조성,제

작,설치,운 하고 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디자

인정책에 의해 심미 ,상징 ,기능 ,가치를 높임으로써,국민 삶의 질

가치의 추구와 동시에 새로운 선진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포 실행 행 를 말한다.”15)

즉 공공디자인이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 과 유 단체 등이

만들거나 설치,소유, 리하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등 공 역의

디자인을 말한다.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주요간선도로의 건축시설물이나

미술장식품 간 등과 같이 사 역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해당되지

만 시민의 일상 삶에 심 한 향을 주는 것으로써 강한 공공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사 역과 공 역이 겹치는 지역의 디자인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16)

공공디자인의 범 는 크게 공공 공간디자인(publicspacedesign),공공 시

설물디자인(public facility and productdesign),공공 매체디자인 (public

information& signdesign),공공 디자인정책(publicdesignpolicy)등 네 가

지로 나뉘는데 표는 아래와 같다.17)

[표 2-5]공공디자인의 범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공공

공간

디자인

도시환경

야외 공공

공간계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쌈지공원(pocket 

park)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기반 시설

공간계

도로, 주차장,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관개 

/ 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발전소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15) 경 도 (2007), 공공디자인으로, 경 도 공공디자인팀.

16) 영섭 (2008), 우리의 공공디자인 새롭게 태어나야합니다, Public design.

17) 영걸 (2008), 영걸 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가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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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

디자인

공공건축 

및 실내 

환경

행정 공간계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 

공간 건축물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문화·복지

공간계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휴게소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역사 시설

공간계

여객 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교육·연구

공간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기능의 공간 디자인

공공 

매체 

디자인

정보매체

지시·유도

기능 매체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

매체계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flag), 홍보영상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상징매체

행정기능

매체계

국가상징 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사인, 국가기관 상징 사인,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 

페이지 등과 같은 시각매체의 디자인

유통기능

매체계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시각 매체의 디자인

환경연출

매체계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오감연출매체 

등과 같은 시각 매체의 디자인

공공 

시설물 

디자인

교통시설

보행 시설물계

보행신호등,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 표지,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지하도, 

보행 유도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운송 시설물계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 징수기, 공공기관 소유 차량 등 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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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 

디자인

편의시설

휴게 시설물계
벤치, 의자, 쉘터, 옥외용 테이블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위생 시설물계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판매 시설물계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와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급시설

관리 시설물계

맨홀, 전신주, 보행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 장치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정보 시설물계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인포부스(info 

booth), 관광안내시설, 지역안내 도, 교통정보판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행정 시설물계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공 

디자인 

정책

행정 및 

정책계

행정 및

정책계

문화진흥정책, 산업정책, 보건복지정책, 환경 / 

자원정책, 기술정책, 문화행정, 지역 개발, 

관광자원개발, 이벤트 산업, 국민건강진흥, 

스포츠복지, 예술정책 등 공공 디자인을 진흥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관련 

법규계
관련 법규계

경관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의장법, 산업디자인 

관련법, 산업재산권법, 보건복지 법, 문화재 

보호법, 교통안전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공 

디자인을 진흥할 수 있는 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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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공공 공간디자인은 공간의 환경과 련된 분야로서 도시 환경을

계획·디자인하는 것이며,공공 건축물과 실내의 환경 조성에 한 것이다.

둘째,공공 매체디자인은 부분 시각정보 역에 속한다.도로의 방향

표 지 이나 국가홍보 고,그리고 여권 등의 정보매체가 여기 속한다.

셋째,공공 시설물디자인 분야는 일반 으로 가장 많은 역을 포함한

다.교통시설,편의시설,그리고 공 시설들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로는 정책 련 분야를 말할 수 있다.공 역에서의 근은 항

상 행정 제약을 가지기에,공공 디자인에 한 련 법규나 행정과 정

책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18)

3 공공디자인의 의의 및 기대효과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일반 으로 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기 인 경우가 부분이며 그 객체는 특정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일

반 이다.한마디로 모두를 한 디자인이다. 한 개인의 취향과 선호

에 을 맞추는 일반 상업디자인과는 목표와 이념에서부터 차이가 있

다.이는 궁극 으로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19)를 통한 선진 도시 문화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경 은 복잡하고 조화되지 않는 가로시설물들의 향으

로 많은 문제 들을 양산해내고 있다.이러한 문제 들의 구체 인 양상

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로시설물들 간에 형태 인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배색이 부조화를 이루고,이용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형태를 띠거나 그

러한 양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부분이다.그 다면 이러한 가

로시설물들의 부조화와 복잡한 가로 경 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

18) 영남, (2012) 서울 근대 역사공간의 공공 디자인 연 , 민대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1-23

19) Amenity는 영 에서의 공 위생상 필요 최저선, 역사·자연환경의 존이념, 역사회에 있어

    서 환경의 을 표현하는 합개념으로서 성숙되어 왔다. 도시를 생산하는 장소인동이시에 생

활 하는 장소로 만들  위해서는 쾌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 후풍토·자

연·사회환경·주민  등 도시생활의 환경개선 추 가 도시학과 도시정책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를 쾌적사회의 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1-

가?우선 도시경 을 총 하는 경 계획이 부재했었고,이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행정 주체가 없다는 이 문제 다.도시계획의 상

계획으로서 통일되고 일 된 정책을 세우고,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주체가 없음으로 인해 도시의 가로시설물들은 구체 인 가이드라인과 방

침이 없이 설치되고 있었고,이런 문제 을 악한 서울시는 2008년 디자

인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산재된 가로시설물을 정리하기 시작하 다.

이 듯 그동안 공공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사용물에 있어 선진

국 수 의 양 확 에 주안 을 두면서,사용자 심의 편익과 안 성

그리고 용이한 사후 리,심미성 등 선진화된 공공디자인의 질 개념을

등한시 해왔다.분 된 공공 시설물들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길거리,건물,간 ,가로시설물,도로구조물 등은 어우러지지 못하고

행정편의 주로 되어 있다.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도시에서는 공공디자

인의 역할이 특히 요하다.“공공디자인은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시 정

신을 공공이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다.공공디자인은 도시경쟁력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발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은 투

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경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20)“사

회 ·문화 인 차원에서 다원화된 도시 거주자의 요구,복합화 된 도시 환

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21)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목 은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향상을 통한 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문화 창출이라는 공익 인 부분이 크지만,

그 도시에 포함된 문화 가치와 통 인 생활문화도 유지,계승 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도 함께 유치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매력을 살리고 활기

를 연출 하여 지역교류와 객의 증가를 불러오는 등 지역경제활동 활

성화의 목 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도시의 외형 인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

20) 김영섭 (2008), 우리의 공공디자인 새롭게 태어나야합니다, public design.

21) 이혜련 (2007),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킨 도심부 보행 공간 조성,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학위  

 논문.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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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5] 공공디자인의 의의  대효과

고 공공공간에서의 불법주차나 방치간 등 시민들의 보행과 생활환경에

서 안 을 해치는 불법 인 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공공간의 효율 인

리를 통하여 보다 안 하고,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향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2)

  

22) 김미숙 (2008),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개발방향에 한 연 , 한 기초조형학회 vol.9  

  no.2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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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시설물

  1. 공공시설물의 개념

공공시설물은 도시 내 가로뿐만 아니라 공원, 장 등 도시공간의 포

의미로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 함,정보 달,행 의 유도

등을 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공공시설물이 설치되는 공

간은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이 필수 으로 이용하는 장소이며 인간생활에

하게 연 된 공간으로서 사람과 물자,정보가 교류되는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공공시설물은 도시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도

시 공간에 맞춰 배치되는 도시디자인의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에 있어서 쾌 한 환경이란 도시에 정 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며 그것을 만드는 것은 도시환경의 구성요소,즉 공공시설

물에 의해 좌우된다.공공시설물은 근본 으로 실 인 필요에 의해 제

작되고 설치·이용되기 때문에 때로는 품 와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과 디

자인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공공시설물이 생겨나기도 한다.이 와

같이 공공시설물은 도시 활동을 해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물에 한 요구가 강해지기 마련이다.특히 기능과 효율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기존 시설물을 체계 이고 과학 으로 재설치 하

고 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23)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기 해서는 기본 인 기능성과 효율성뿐

만 아니라,시설물이 놓이는 공간에 한 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미 을 생각한 심미 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2. 공공시설물의 유형 및 구성요소

공공시설물은 인간,사회,환경의 에 치해 있으므로 인간과 공공

23) 조호정, (2009)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 계에 한 연 , 홍익대학  대

학원 석사 학위논문,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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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6] 공공시설물과 인간, 환경, 사회와의 계

시설물의 계는 도구로서의 기능 요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치

하는 환경과의 조화 즉 미 의 에서도 고려되어져 그 환경에 한 기

능이 충분히 만족되어야 한다.24)

공공시설물은 도심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서 기능에 따라 크게 9가

지로 나눠볼 수 있다.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계,인간의 생리

생을 한 생계, 매를 한 매계,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계,어둠을

밝히는 조명계,운송수단과 련된 교통계,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조경계,

놀이기구와 같은 유구계,사회 체 생활의 유지를 한 리계가 있다.25)

다음의 표에서 공공시설물의 유형과 종류에 해 알아보자

24) 이상락, (2010) 공공시설물 설계를 위한 역정체성 인자에 한 연 , 전북대학  대학원   

사학위논문, pp.9.

25) 호수  외 4명(2001), 도심의 휴식공간  시설물 디자인 사례연 , 디자인학연  통  제43

호.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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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구성
공공시설물 기능

휴식계
벤치, 탁자, 쉘터,

파고라 등 쾌적성(amenity)으로서 이용자에게 휴식,

오락, 대화, 산책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위생계
휴지통, 재떨이, 음수대,

세면대, 화장실 등

판매계
지동판매기, 판매대, 매점,

옥외카페, 키오스크 등

편의성(convenience)으로서 이용자에 구매와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계

지역안내판, 종합안내판,

사인, 포스터, 우편함,

공중전화 등

전달성(communication)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조명계 기능조명, 연출조명 등

안전성(safety)으로서 이용자에게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기능과 환경연출을 통한

시각적 강조의 역할을 한다.

교통계

버스승차장, 택시승차장,

가드레일, 자전거주차장,

볼라드 등

안전성(safety)으로서 이용자에게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조경계
가로수, 화분, 분수, 조각,

광고탑 등

쾌적성(amenity)으로서 시민의 정서와 심리

적 안식감,인공적인 도시공간에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유구계 놀이기구

놀이성(playfulness)으로서 놀이를 유도해 내

는 계기로서의 공공시설물로 놀이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관리계
전신주, 소화전, 노면계

관리 시설 등

관리성(management)으로서 관리를 통해 여

러 기능들의 기능유지와 향상을 이루는 기

능을 한다.

[표2-6]공공시설물의 기능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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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은 인간과 시설물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인간에게 정보와 편

의를 제공해 주며 안 과 건강,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 도구이다.따

라서 공공시설물은 인간을 한 사회,환경의 도구로써 유기 인 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한 계획 이고 미래지향 측면에서 디자인 되어야

한다.26)거리에는 이정표·난간·가로등·벤치·공 화·휴지통 등 그 지역의 주

민들을 한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림은 물론이고 안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이 요하다. 한 지역 환경을 구

성하는 최소의 단 이면서도 그것이 미치는 향은 실로 막 하기 때문에 지

역발 에 있어서 굉장히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다수의 공공시설물은 쾌 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해 설

치된 경우가 오히려 미 을 훼손하고 도시 의 실제 생활 속에서 공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7)공공시설물은 인간과 공간,도시환경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요한 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구성요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요하다.공공시설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인간과 공간 사이의 단 이 일어나고 원활한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필요한 요소를 마련해 두고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28)

서울시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거리에 질서부여와 통합으로 개방감을 확 하

고 사용자 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10 원칙을 제시

하고 도시공간의 기능성 강화,효율성 제고,심미성 확 를 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서울시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10 원칙

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6) 이양 , (2010) 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 론에 한 연 , 조선대학  대학원 사학위논

문, pp.27

27) 노 현, (2012) 신도시 역정체성 현에 한 연 , 한양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p.32

28) 근아, (2008) 도시 환경의 퍼블릭 인티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 , 홍익대학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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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10대 원칙 세부지침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

한다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 한다

-가급적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 

하고,연계 가능한 시설물 

들을 통합한다

-시설물이 위압감을 주거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한다.

-기능이 연관된 시설물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시원하게 한다.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시각적, 심리적으로 개방성 있고 시원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투명한 재료 사용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크기의 최적화와 통합으로 시설물의 도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며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보도폭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제한 한다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 한다

-주변 환경에 쉽게 조화되는 저명도, 저채도색의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 자체의 색을 존중하여 활용한다.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 한다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하며,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턱 낮춤, 보도폭의 확대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단순성 및 결합성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표준화한다.

-<표준형 디자인>의 적절한 활용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한다.

10

시설물이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시설물이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평탄성을 유지하며,이음새는 긴밀하게 한다.

-시설물 간 또는 시설물과 지면의 결합에서        

 심미성을 높인다.

[표2-7]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0 원칙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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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향하는 공공시설물의 요소들과 앞에서 알아본 공공디자인의 요

소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출되었다.

요 소 설 명

기능성 불필요한 장식보다 본래의 기능을 우선시 하는 디자인

보편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용자의 구분이 없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상징성 도시의 문화, 지역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심미성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안전성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디자인

연속성 일관성 있는 도시 경관을 연출하는 디자인

통합성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디자인

환경성 주변 환경(경관)을 고려한 색채·형태의 디자인

[표2-8]도시이미지에 합한 공공시설물 구성요소

한 이연주29)와 김한선30)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이미지의 평가 요소는 크

게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미지로 나 어지며 해당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상징성, 접근성, 환경성 고유성, 역동성, 쾌적성

[표2-9]도시이미지의 평가 요소

29) 이연주, (2013) 도시 성요소가 이미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 , 부경대학  대학원 사학위

논문.

30) 한선, (2008) 외래 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요소와 도시이미 , 세종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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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서 공공디자인

의 하 카테고리 공공시설물에 용 가능한 상징성,환경성,고유성,쾌 성

을 추출하 으며 이 고유성은 도시의 역사,자연 등에 느끼는 감정으로서

공공시설물 요소의 상징성과 의미가 유사해 같은 요소로 포함시켰다.

한 공공시설물의 구성 요소들 디자인 을 벗어나거나 의미가 포

인 안 성과 심미성,공공시설물이 아닌 공공공간 체를 이해,분석해야

하는 연속성과 통합성 등은 분석 요소에서 제외하 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물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한 주요 요소들

을 기능성,보편성,상징성,쾌 성,환경성 등 총 5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으로 국내외 성공사례분석을 통해 그 상 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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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요소 도출

제2절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접근방법

제3절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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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 연구

 제1절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요소 도출

1. 도시재생의 계획요소 도출

도시재생은 도시 체의 지속 인 발 을 한 략 인 근아래 공공

과 민간의 트 쉽을 통해 인간 심의 경제,사회,환경,문화, 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

도시재생의 계획요소 도출을 한 선진해외사례 분석과 련된 선행연

구와 국내 도시의 지역성,문화와 연계한 도시재생과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김 환(2003)등이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성장 리형 도심재생에

을 둔 연구를 진행하 고,박천보,오덕성(2004)등은 몇 차례 논문을 통

해 국,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정책 제도를 고찰하려는 노력을

하 다. 한,임양빈(2006)등 일련의 연구자들은 ,청주 등 국내 지

방 도시의 도심재생사업을 고찰함으로써 제도 재생방안에 한 논의를

펼쳐나갔지만 주로 국외 사례와의 비교고찰을 통한 연구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그런 가운데,2006년 말 출범한 도시재생사업단이 활동

을 본격화하면서 주로 학술 회를 심으로 국내 도시재정비 사업 구

도심활성화 방안에 한 논의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장윤배(2007)는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황을 분석한 후 생활환경

의 질 지표를 통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고,오동훈 외(2007)는 쇠

퇴원인에 따른 해외 사례를 분류하여 도시재생 략을 분석한 후 국내

용가능성을 제시하고 도시문화마 의 용을 고려하고자 하 고,김

외(2009)는 도시재생의 개발유형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 어 분석하여 진

주시를 구체 인 상으로 통해 비교분석,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문화 개

발 략 도출을 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하 다.

하지만,아직까지도 국내 연구들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 종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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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도시재생사업모델에 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그 이

인규 외(2009)은 이미 도시재생에 한 경험과 논의가 깊게 진행되어 온

국의 로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도시재생 과제와 목표에 련하여 언

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방 한 자료를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한 선행 연

구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분석을 해 고려

되어야 할 계획요소들을 락 없이 검토하고자 이인규 외(2009)의 “지속가

능한 도시재생의 계획목표”를 으로 고찰하여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상 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분야 주요과제 계획목표

사회

·

문화

사회개발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혼합 및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역사 / 문화적 지역특성 계승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역사유산의 보존 및 보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

인구 및 공공인프라 관리

원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강화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공공공간, 공공시설의 질 개선

참여증대
다양한 주체의 참여

마을 만들기 협정

[표 3-1]도시재생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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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경제

도시경제부흥

지역경제 재활성화

생산적 고용창출

도시마케팅

균형개발

단계적 개발

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고려

상위 제도와의 연계

미래개발공간설정

가치관리

공적 자본투자의 효율성 및 통합적 관리

증대된 가치의 합리적 배분

부동산투기억제

도시안전 및 방재개선
도시방범 및 안전성 제고

도시방재 및 신속한 재해복구능력 제고

물리

·

환경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입체적 도시녹화

지속가능한 밀도분배

기존자원고려

이전적지 재활용

지속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효율적 폐기물처리

지속가능한 교통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과의 통합적 연계

도시주요시설 접근성 제고

환경 친화적인 주차계획

유비쿼터스 통신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환경복원

쾌적한 지역 환경관리

도시생태환경복원

[표 3-1]도시재생 계획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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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디자인 기본요소 도출

공공디자인에 한 심은 도시가 사람들에게 삶의 장소로 인식되고 자

신이 ‘소속하는’공간으로 인식되기 사직하면서부터이다 다양하고 활발한

일상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제공 되어야 함에 공공디자

인은 가치가 있으며,도시의 질 수 을 표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고재웅 (2010)의 연구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개선하기 해 좋은 공공공간의 특성과

6가지 거의 틀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신 철 외(2010),정희정

(2009),김범식(2009)의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평가체계 개발을

목 으로 선행연구검토와 이론 고찰을 통해 정책기본원칙을 도출하고,

FGI를 통한 정책평가요소 선정 AHP분석법을 통한 평가체계로서 방법론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요소의 요도를 분석하여 공공

디자인 평가요소 도출 평가체계개발의 틀을 제시하 다.박장열(2009)

의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 랜드를 구축하기 해 다양한 문

헌을 통해 공공디자인 6가지의 평가요소로 구성된 평가표를 도출하여 국

내외 성공 인 사례 분석한다.이른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우리만의 도시 랜드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고,이상민 외(2008)의 연

구는 공공디자인의 도시디자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한 공공디자인

요소와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한 해외 선진도시의 련 조직에서 제시하는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정립하 고, 공공디자인 요소와

략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물리·형태 측면 뿐 만 아니라 생활환경·조

직·유지 리 측면까지 고려한 평가요소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었다.

공공디자인 기본요소 도출을 해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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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기 본 요 소

고재웅 (2010)
이해, 연계·접근의 용이, 안전성과 융통성, 특성과 이미지, 이용과 활동, 

유지관리

신예철 외(2010)

정책적합성, 통합계획, 지역성, 네트워크, 참여성, 지원체계, 

공공/일상성, 장소/정체성, 문화/창의성, 친환경성, 경제/사회성, 

교육/홍보, 관리/평가체계

정희정 (2009) 심리성, 관리성, 장소성, 문화성, 조화성, 소통성, 친환경성

김범식 (2009)
공공성,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지역성, 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지역주민, 지역사회, 경제성

박장열 (2009) 공공성, 정체성, 심미성, 소통성, 경제성, 통합성

이상민 외 (2008)
접근성/연계, 안전성/편안함, 정체성/이미지, 다양한 이용/프로그램,

지속적 관리/운영

영국 CABE
공간특성, 연속성/분절성, 공공공간의 질. 접근성/연계성, 

식별성/정체성, 융통성, 다양성/무장애, 통합성/효율성

영국 Spaceshaper
접근성, 이용편의성, 시민의식, 유지관리, 환경성, 디자인/경관, 

지역사회

미국 AIA
장소성, 복합개발, 효율성, 안전성, 시민건강/커뮤니티, 공공성, 

지속가능성

미국 PPS (2000) 접근성/연계성, 편안함/이미지, 이용/활동, 사회적 교류

Marcus, Francis

(1998)

접근성/인식, 이용가능성, 아름다움, 이용성, 안전성, 건강성, 만족성, 

소수그룹배려, 쾌적성/편안함, 무장애, 관리주체성격, 참여성, 

장소성/지역성, 경제적 관리, 사회성/예술성

[표 3-2]공공디자인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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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접근방법

1.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접근체계

 가)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접근체계의 디자인 요소

미래의 도시는 기존의 경우보다 더욱 공공디자인의 확 가 피할 수 없

을 것이며 실 으로 도시,국가,세계 으로 빠르게 확 되고 있다.공

공디자인,도시디자인 는 경 디자인은 환경 ,공간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설정이 상호 유기 련성을 갖고 진행될 때 가

능하다.

공공디자인에서 기능과 디자인 인 요소에 취 될 수 있는 부분을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복합 인 측면에서 근하는 방법과 충

하고자 한다.그 방법은 상 성 분석 결과를 통해 도시재생계획요소에서

사회·문화 지속성,산업·경제 지속성,물리·환경 지속성 역을 재정

리하여 근측면으로 제안하고,공공디자인의 디자인요소를 으로 도

시재생 계획요소의 주요과제와 계획목표를 충하여 공공디자인 요소와

세부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는 물리·환경 ,사회·경제 ,

역사·문화 총 3가지 근측면으로 분류하 다.그에 따라 선별된 디자인

요소는 근성/연계성,안 성,쾌 성,녹지 수문화,에 지,공공정책

단계별 계획,경제성,지역성,정체성,참여성,커뮤니티,문화/활동

로그램,평가· 리체계,홍보·지원 로그램,교육 로그램 총 15개로 구분

하 고,각 요소의 세부 핵심내용을 제안하 다.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의 디자인요소를 종합한 결과,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그 속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그 목 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이는 거시 인 역사뿐만

아니리 일상생활 속의 미시 인 상황과 사건들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는 3개의 근측면에 따라 연

성이 깊은 디자인 요소들을 나 어 고려하여 근체계를 고안하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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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환경 근측면에서는 근성/연계성,안 성,쾌 성,녹지 수문

화,에 지의 디자인 요소들,사회·경제 근측면에서는 공공정책 단

계별 계획,경제성,지역성,교육 로그램,홍보 지원 로그램,평가· 지

체계의 디자인요소들,마지막으로 역사·문화 근측면에서는 정체성,참

여성,커뮤니티,문화/활동 로그램의 디자인 요소를 설정하 다.도시재

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를 3가지 근측면에 따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물리·환경 측면

도시재생의 개발에 있어서 환경이나 생태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해 환경에의 부하를 최 한 이는 환경의 보 (Low Impact)과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와 상호 양호한 계를 유지하며 개발하는 측

면에서의 근 (HighContact)이 가능하다.

도시가 건 한 기능을 확보하고 쾌 한 생활을 유지하기 해서는 능률

인 연계가 필수 이다.도시 심과 공공공간간의 정거리를 고려하여

공용주차장과 교통의 체계의 연계와 순환이 필요하다. 한 자연환경

과의 유기 인 연계를 통해 주변 산림 하천으로의 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이를 통해 녹지 수체계의 자족성 정도를 고려하여 녹지 네

트워크를 조성하고,공공공간의 인공 인 수공간을 통해 연계한다.

물의 순환은 하고 연속 인 발과 순환의 상이며,가장 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보충되어지는 활력성에 있다.수공간에 수문화

로그램을 고려하여 다양한 행 를 유발한다.

불특정 다수,객의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는 보행,휴식의

심인 공간이므로 쾌 한 환경을 조성하고,인간 심의 시지각 환경을 고

려해야 한다.그리고 베리어 리,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 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는 에 지의 거 한 변환자,집 자, 리자가 되었고 미래

에 유지되기 어려운 외부로 부터의 투입되는 막 한 에 지에 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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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존하게 되었다.미기후,에 지 효율을 고려한 자연에 지를 이용하

여 환경부하량 범 내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 환경은 자원 에 지들

이 재순환 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분야 디자인 요소 세부내용

물리

·

환경

접근성/연계성

도시 중심과 공공공간간 거리 고려 및 연계

공용주차장과 대중교통의 체계와 접근

주변 산림 및 하천으로의 접근

안전성

베리어프리,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 고려

쾌적성

인간중심의 시지각 환경 고려

보행, 휴식에 쾌적한 환경 조성

녹지 및 수문화

녹지 및 수체계의 자족성 정도

녹지 네트워크 조성

수공간을 중심으로 수문화 프로그램 고려

에너지

미기후,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자연에너지 이용

자연의 천연재료, 재생 가능한 재료 활용

[표 3-3]공공디자인 근체계의 물리·환경 측면

2.사회·경제 측면

사회 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력기구가 구축되어 다양한 력 공공

정책을 고려한 진략과 통합 마스터 랜,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자연,문화를 상업화하여 자원화,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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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유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도시의 맥락 계획과 함께 정비사업,생활공간 인 라를 정비가 도시

지역개발에 요구된다.친환경 인 도시 지역개발 도를 리하여야

한다.

한,각종 주민 토론회나 원탁회의, 문가 포럼 등을 통해 계획안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다양한 직업 사회교육

로그램, 문가 양성 교육 시스템을 통해 소속감을 강화되도록 해야 한

다.이를 통해 시민이 주최가 되어 지속 인 평가와 논의를 하고,지속가

능한 리체계를 계획한다.이러한 로그램이 확 되어 법제도가 개선되

고,재정 으로 인센티 가 주어져 도시 랜드의 개발과 함께 극 인

컨설 ,마 략을 수립하여 홍보하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접근측면 디자인 요소 세부 내용

사회

·

경제

공공정책 및

단계별 계획

공공정책 고려한 전략 수립

통합적 마스터플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경제성

도시의 주요 산업과 연계된 경제 활성화

도시환경의 자원화 (관광) 계획

지역성

정비사업, 생활공간 인프라 정비 고려

지형지세 고려한 맥락적 계획

교육 프로그램

시민의식 강화 교육

디자인전문가 양성 교육 시스템

홍보·지원

프로그램

법제도 개선, 기금/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고려

도시브랜드 개발로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평가·관리체계

시민주최 지속적인 평가 및 논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계획

[표 3-4]공공디자인 근체계의 사회·경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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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역사·문화 근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도시의 정체성,도시이미지를 형성하

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다.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최 한 보존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성과 맥락성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개발은 도시경 과의 조화가 요하다.도시경 은 많은 하 경

요소들과 그 경 요소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상호보완 계 속에서 형성

된 도시이미지를 포함한 도시의 총체 인 시각 환경이므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건축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게 될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의 문

화 통과 풍토형성이 고려된 공간간의 기능 배열을 고려하여 유기

인 공간구조를 계획한다.인간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요구와 사용

자 참여디자인을 통해 쾌 하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걷고,즐

길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구분하여 사계 ,낮과 밤,휴일 등의 일상

인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그리고 문화 술이 화가 된

만큼 다양한 문화 술 컨텐츠와 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생활과 더 가까

워지도록 계획한다. 한 도시의 특화상업을 계획하여 서비스문화를 통해

다양한 방문자들의 유입을 고려하고,시민들의 공동작업과 유통의 계획도

세워야 한다.이러한 로그램 공간들이 일상생활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

계될 수 있도록 복지 건강까지 고려하여 커뮤니티를 유도하고 거주자

와 방문자의 동선계획과 이용편의를 고려해야 한다.알기 쉽고,찾기 쉽도

록 도·고효율의 시설물,시각정보매체 디자인이 필요하다.



-41-

접근측면 디자인 요소 세부 내용

역사

·

문화

정체성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스카이라인(도시경관), 랜드마크적 건축디자인

도시적 장소성, 맥락성 고려

참여성

시민·전문가공무원의 참여로 협력체계

위원회, 포럼 등 관련 조직간의 연계체계

커뮤니티

복지 및 건강 문화공간 계획

도시의 특화상업과 공동작업 및 유통

문화/활동

프로그램

공간간의 기능적 배열 고려로 유기적 공간구조 계획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사계절, 낮과 밤, 휴일 등의 고려)

문화예술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환경과 연계되는 이용편의 고려

저밀도·고효율의 시설물, 시각정보매체디자인

[표 3-5]공공디자인 근체계의 역사·문화 측면

나)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접근체계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자연환경의 에 지 약 활용계획을 고려하고,녹지,공원,수변

공간과 함께 도시환경이 쾌 하도록 물리·환경 근을 고려한다.둘째,

시민, 문가,공무원 등의 참여와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과 도시 산업과

연계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마 ,홍보 진략을 구축하고,지속 인

리체계를 확보하여 사회·경제 근을 고려한다.셋째, 근과 이용이

높도록 다양한 문화생활과 안 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역사성,정치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 근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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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디자인 요소 세부내용

물리

·

환경

접근성/연계성

도시 중심과 공공공간간 거리 고려 및 연계

공용주차장과 대중교통의 체계와 접근

주변 산림 및 하천으로의 접근

안전성

베리어프리,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 고려

쾌적성

인간중심의 시지각 환경 고려

보행, 휴식에 쾌적한 환경 조성

녹지 및 수문화

녹지 및 수체계의 자족성 정도

녹지 네트워크 조성

수공간을 중심으로 수문화 프로그램 고려

에너지
미기후,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자연에너지 이용

자연의 천연재료, 재생 가능한 재료 활용

사회

·

경제

공공정책 및

단계별 계획

공공정책 고려한 전략 수립

통합적 마스터플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도시의 주요 산업과 연계된 경제 활성화

경제성
도시환경의 자원화 (관광) 계획

정비사업, 생활공간 인프라 정비 고려
지역성

지형지세 고려한 맥락적 계획

교육 프로그램

시민의식 강화 교육

디자인전문가 양성 교육 시스템

법제도 개선, 기금/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고려홍보·지원

프로그램 도시브랜드 개발로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시민주최 지속저인 평가 및 논의

평가·관리체계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계획

[표 3-6]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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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문화

정체성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스카이라인(도시경관), 랜드마크적 건축디자인

도시적 장소성, 맥락성 고려

참여성

시민·전문가공무원의 참여로 협력체계

위원회, 포럼 등 관련 조직간의 연계체계

커뮤니티

복지 및 건강 문화공간 계획

도시의 특화상업과 공동작업 및 유통

문화/활동

프로그램

공간간의 기능적 배열 고려로 유기적 공간구조 계획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사계절, 낮과 밤, 휴일 등의 고려)

문화예술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환경과 연계되는 이용편의 고려

저밀도·고효율의 시설물, 시각정보매체디자인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근체계를 종합한 결과,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그 속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그 목 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이는 거시 인 역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의 미시 인 상황과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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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 분석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악하기 해 각각의 요소들을 종

합하 다.도시재생 계획요소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 다.그리고 공공디자인의 기

본요소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공디자인의 기본요소들 복되거

나 내포하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삭제하거나 는 공통되는 의미의

단어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처 요소들을 정리하 다.정리한 요소들은 공

공성,정체성(식별성),심미성,소통성,경제성,통합성(효율성), 근성,다

양성,공간의 연속성,이용성(융통성),참여성, 리성,환경성,도시이미지,

무장애,안 성(편안한),쾌 성,장소성/지역성(지역시회),경제성,문화성,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건강성으로 총 22가지로 압축하 다.

1.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 요소들

도시재생의 3가지 사회·문화·지속성,산업·경제·지속성,물리·환경·지속

성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악하고자 한다.

가) 사회·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 요소

도시재생의 사회·문화 상 요소는 사회개발,역사/문화 지역특성

계승,인구 공공인 라 리,참여증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사회개발은 커뮤니티 재활성화,사회혼합 다양성 확보,사회

약자에 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

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소통성, 근성,다양성,무장애,안 성

(편안함)이 상 성을 갖는다.커뮤니티 재활성화는 소통성, 근성,다양

성,무장애,안 성(편암함)이 상 성을 갖는다.커뮤니티 재활성화는 소통

성, 근성과 사회혼합 다양성 확보는 다양성과 사회 약자에 한

배려는 근성,무장애,안 성(편안함)과 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역사/문화 지역특성 계승에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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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보존 보수,지역특성을 반 한 도시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이

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식별성),심미성,도시이미지,문화성이 상 성을 갖는다.지역문화의 정

체성 확보는 정체성(식별성)과,역사유산의 보존 보수는 문화성과,지

역특성을 반 한 도시디자인은 심미성,도시이미지와 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인구 공공인 라 리에는 원주민 재정착 책마련,교육시

스템 강화,지역 공공서비스 강화,공공공간,공공시설의 질 개선을 포함하

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

의 공공성,소통성,공간의 연속성,쾌 성,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이 상

성을 갖는다.원주민 재정착 책마련은 공공성과,교육시스템 강화는 소

통성과,지역 공공서비스 강화는 공공성,소통성,공간의 연속성과 공공공

간,공공시설의 질 개선은 공간의 연속성,쾌 성,공공공간의 연속성과,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과 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증 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마을 만들기 정을 포

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

자인의 소통성,참여성, 리성이 상 성을 갖는다.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소통성,참여성과 마을 만들기 정은 소통성,참여성, 리성과 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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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도시재생 요소 공공디자인 요소

사회

·

문화

사회개발
소통성, 접근성, 다양성, 무장애,

안전성(편안함)

역사/문화적 

지역특성 계승

정체성(식별성), 심미성, 도시이미지,

문화성

인구 및 

공공인프라 관리

공공성, 소통성, 공간의 연속성,

쾌적성,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

참여증대 소통성, 참여성, 관리성

[표 3-7]사회·문화 측면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요소들

나) 산업·경제적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 요소

도시재생의 산업·경제 상 요소는 도시경제부흥,균형개발,가치 리,

도시안 방지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도시경제부흥에는 지역경제 재활성화,생산 고용창출,도시마

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

로 공공디자인의 경제성,이용성(융통성)이 상 성을 갖는다.이는 모두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균형개발에는 단계 개발,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고려,상

제도와의 연계,미래개발공간설정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

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통합성(효율성),공간의

연속성,환경성,장소성/지역성(지역사회),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이 상

성을 갖는다.단계 개발은 통합성(효율성),공간의 연속성과,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고려는 통합성(효율성),환경성,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과

상 제도와의 연계는 통합성(효율성)과,미래개발공간설정은 공간의 연속

성,장소성/지역성(지역사회)와 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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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가치 리에는 공 자본투자의 효율성 통합 리,증 된

가치의 합리 배분,부동산투기억제를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

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경제성, 리성이 상

성을 갖는다.이는 모두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 방재개선에는 도시방범 안 성 제고,도시

방재 신속한 재해복구 능력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

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리성,안 성(편안함)

이 상 성을 갖는다.이는 모두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분 야 도시재생 요소 공공디자인 요소

산업

·

경제

도시경제부흥 경제성, 이용성(융통성)

균형개발

통합성(효율성), 공간의 연속성,

환경성, 장소성/지역성(지역사회),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

가치관리 경제성, 관리성

도시안전 및 

방재개선
관리성, 안전성(편안함)

[표 3-8]산업·경제 측면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요소들

다) 물리·환경적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 요소

도시재생의 물리·환경 상 요소는 토지이용,자원 에 지 이용,

교통 유비쿼터스 시스템,건강한 도시환경 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토지이용에는 입체 도시녹화, 도분배,기존자원고려,이

지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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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공공디자인의 경제성,도시이미지,쾌 성이 상 성을 갖는다.이

는 모두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자원 에 지 이용에는 에 지 효율성 제고,효

율 폐기물처리를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

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경제성,쾌 성,건강성이 상 성을 갖는다.

이는 모두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교통 유비쿼터스 시스템에는 ITS(IntelligentTransportation

System)구축,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교통과의 통합 연계,도시

주요시설 근성 제고,환경 친화 인 주차계획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

포하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환경성,공공

공간의 질(공간특성),건강성이 상 성을 갖는다.이는 모두 계가 깊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도시환경복원에는 유비쿼터스 통신시스템 구축,쾌

한 지역환경 리,도시생태환경복원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내포하고 있

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공공성,환경성,공공공

간의 질(공간특성),건강성이 상 성을 갖는다.이 한 모두 계가 깊다

고 볼 수 있다.

분 야 도시재생 요소 공공디자인 요소

물리

·

환경

토지이용 경제성, 도시이미지, 쾌적성

자원 및

에너지 이용
경제성, 쾌적성, 건강성

교통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환경성,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 건강성

건강한

도시환경복원

공공성, 환경성, 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

건강성

[표 3-9]물리·환경 측면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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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 분석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 분석은 다음의 <표 3-10>과 같이 유

형화 과정을 통하여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면 사회·문화 상 성에는 공공성,정체성,

심미성,소통성,통합성(효율성), 근성,다양성,공간의 연속성,참여성,

도시이미지,무장애,안 성(편안함),쾌 성,문화성,공공공간의 질(공간

특성)이 상 성을 나타냈고,산업·경제 상 성에서는 경제성,통합성(효

율성),공간의 연속성,이용성(융통성), 리성,환경성,안 성(편안함),장

소성/지역성(지역사회),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이 상 성을 나타냈다.

한 물리·환경 상 성에서는 공공성,경제성,환경성,도시이미지,쾌

성,공공공간의 질(공간특성),건강성이 상 성을 나타냈다.

상 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계획요소와 공공디자인 기본요

소들의 복되거나 내포하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그룹화 하거나 는

공통되는 의미의 단어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별하여 그 상 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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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공디자인

분야 주요과제 계획목표 기본요소

사

회

·

문

화

사회개발

커뮤니티 재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성

정체성(식별성)

심미성

소통성

경제성

통합성(효율성)

접근성

다양성

공간의 연속성

이용성(융통성)

참여성

관리성

환경성

도시이미지

무장애

안전성(편안함)

쾌적성

장소성/지역성

경제성

문화성

공공공간의 질

건강성

사회 혼합 및 다양성 확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역사/문화적 

지역특성 계승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역사유산의 보존 및 보수 •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

인구 및 공공 

인프라 관리

원주민 재정착 대책마련

교육시스템 강화
•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공공공간, 공공시설의 질 개선

참여증대
다양한 주체의 참여

•
마을만들기 협정

산

업

·

경

제

도시경제부흥

지역경제 재활성화

생산적 고용창출 •

도시마케팅

균형개발

단계적 개발

•
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 고려

상위 제도와의 연계

미래개발 공간설정

가치관리

공적 자본투자의 효율성 및 통합적 관리

증대된 가치의 합리적 배분 •

부동산투기억제

도시안전 및

방제개선

도시방법 및 안전성 제고
•

도시 방재 및 신속한 재해복구 능력 제고

물

리

·

환

경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입체적 도시녹화

•
지속가능한 밀도분배

기존자원고려

이전적지 재활용

자원 및 
에너지이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

효율적 폐기물 처리

교통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과의 통합적 연계 •

도시주요시설 접근성 제고

환경 친화적인 주차계획

건강한

도시환경복원

유비쿼터스 통신시스템 구축

쾌적한 지역환경 관리 •

도시생태환경복원

[표 3-10]물리·환경 측면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요소들



제4장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국내 도시재생 현황

제3절 해외 사례분석

제4절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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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앞 장에서의 선행연구 고찰 상 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 요소들을 토 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재

생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은 어떤 목 과 요소들을 반 하여 선진도시가 되

었는지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선진사례를 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연구 방법은 먼 국내의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황 문제 을 분석하 고,다음으로 연구 빈도수가 높은 해외 선진도

시를 선정하여 앞의 장에서 도출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요소들

을 심으로 분석하 다.분석의 상이 되는 도시들은 국 런던,일본

요코하마,스페인 빌바오,미국 뉴욕,독일 에슬링겐 시( )이다.

사례분석의 인 내용은 선정도시들이 어떠한 배경과 목 ,요소들

을 통해서 선진도시가 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요소들을 표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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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도시재생 현황

1. 개괄

한국사회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과 공공디자인의 실

태를 살펴보고자 한다.그 다면,한국사회의 특징이면서 행정기 이 주도

으로 시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실태에 한 논의를 알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제 공공디자인은 가로공간을 심으

로 한 활력 있는 도시,도시의 다양성 확보,도시보존 재생수법 등 3차

원 공간이미지와 지역사회의 생활상을 반 하는 도시 만들기가 시 의 화

두로 등장하 다.먼 지역성,공간 특성,역사성에 부응하는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로

세스가 요해졌다.종 에는 도시개발의 문제가 개발업자와 행정 심의

도시 만들기 다면 는 주민,시민단체,행정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도

시공간과 경 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변화하 다.과거에는 지구단 계획

이나 도시를 구획하는 작업을 정치가나 행정가,도시 문가의 두뇌에 의

존하 다면 이제는 시민이나 수요자의 요구로부터 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의 계획이 단순한 하드웨어의 구축이 아니라 소 트웨어

인 구축이 요하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깊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인규,2008.pp104).유럽의 도시재생은 도시 정체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공디자인이 개되어 왔기 때문

에 한국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국내 공공디자인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도시재생,도시경 ,공공디자인 등 새로운 도

시 공간 재생 움직임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종 의 지구단 계획,건

축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새로운 제도 인 장치마련이 활발하게

개되기도 한다.특히 이러한 도시공간의 리는 앙정부 혹은 역지

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개로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앙정부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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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반을 구축하여 ‘다자인 코리아 로젝트’차원에서 총 리하고

구체 인 공공디자인 련 사업의 시행은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생활

공간에 하고 주민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해야 한다.따라서 사용

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공공디자인이 구축이 있어야 하는 지자체의 행

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김진욱,2008)그러나 매년 수십조 원의 국

민 산이 소요되는 공공 개념의 공간과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 데 있어

서 문화와 역사,환경 등을 치 하게 검토하고 략 으로 반 하는 공공

디자인 개념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보 인 수 에 불과 한 실정이다.

앙 정부의 유 부처 간의 단 인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종합 인

시 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박찬숙,2006)이런 상황은 아래 <표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을 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

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경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 등 련 개념이

복잡하게 개되는 상황이다. 한, 재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 공간

의 필요한 부분에 용하거나 설치하기보다는 시성 실 쌓기 한단기

인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제 정 제 정 추진중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시·부산시

전북(추진 중)

서울성동구·구로구·금천구·송

파구, 울산, 남구, 구미시(규정)
서울 강서구

공공디자인

조례
광주시 경기 구리시

파주시·원주시

청주시·남원시

도시경관조례 광주시·인천시 충남 아산시(규정)·제주시

자연경관

(형성)조례

대전시·강원·

전남·경남

(추진 중)

경기도 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

시·태백시·속초시·홍천군

[표 4-1]국내의 각 지자체들의 자치조례 재정의 최근 추이



-55-

자연경관

(형성)조례

대전시·강원·

전남·경남

(추진 중)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철원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보은군, 충남 서산시·금산군, 

전북 익산시·남원시·완주군·

진안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

전남 목포시·나주시·담양군·

곡성군·구례군·고흥군·

화순군·장흥군·강진군·영암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상주시·

영덕군, 경남 창원시·마산시·

진주시·통영시·사천시·

의령군·고성군·거창군

전담부서

(도시디자인

·

도시경관과)

서울시·부산시

·

울산시·대구시

·

인천시·대전시

·

강원·경기

서울시노원구·성북구·중랑구·

광진·강남구·중구·강동구,

인천시동구·연수구·계양구·

서구, 울산남구·동구, 경기고양시·

김포시·남양주시, 강원도춘천시·

강릉시·동해시, 충남아산시, 

경북구미시·안동시·포항시, 

경남창원시·김해시

출처 : 경남 전연 원,「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자체의 역할 2008.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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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얼마 많은 논란 끝에 철거된 서울 종로에 피맛골 이라는 골목

거리가 있다.이곳은 한국의 근 모습을 간직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

을 받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된 바가 있다.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휘황찬란한 건물과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도시재생과 공공디

자인이라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특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싶다.그동안 주도로 경제

성장 주의 효율성과 생산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 도시공간의 환경이 제

로 반 되지 않았다.따라서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일방 인 개발 진행된 을 반성하여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인

특성이 있는 공공디자인은 결국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가치를 재발견하

는 것이 한국의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에서 고려할 지 이다.

3. 국내공공디자인의 문제점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이자 떠

오르는 정책분야이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공공사업이다.그러나 한국의

공공디자인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 으로는 첫째,‘탈 맥락성’,

‘통합성의 결여’,‘공동성의 결여’,‘차별성의 결여’,‘료성’등의 문제를 안

고 있다(조명래,2008).먼 ‘탈 맥락성’은 건축물,시설물,가로수,색채,

질감 등과 같은 공공디자인 요소들이 치되고 표출되는 장소 ․시간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 나는 측면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통합성의

결여’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의 형태,색채,이미지,재료 특질,구성 등이

체로서 일상공간을 통해 조화롭게 통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도시공간에 한 체 인 에서 보다 개별화된 상물의 에서

공공디자인에 근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차별성의 결여’는 공공디자인

요소의 개별 개성에만 치 하거나 좋은 사례를 기계 으로 모방함으로

써 다른 장소․도시․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료성’은 공공디자인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료 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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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해 통제되어 디자인의 창의성,미학성 등이 억압되는 것을 의미

한다.(조명래,2008)공공디자인의 공공성 결핍은 공공디자인에 의한 공간,

시설,매체를 일상 으로 하고 이용하면서 릴 수 있는 공공 삶의

기회를 그만큼 앗아가게 된다.올바른 공공디자인은 이 듯 공공디자인이

설정되고 구 되는 무 혹은 배경으로서 공공 역에 한 올바른 이해와

계설정을 필요로 한다.(조명래,2008pp52-53)

둘째, 재의 공공디자인은 사 디자인과 차이 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 채 혼용되어 이루어져 왔다.공공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공

공성을 찾아야 하지만,공공디자인의 개념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문

제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세용,2008).

셋째,공공디자인의 상은 부분 정부기 이 기획,시행설치,운

사후 리를 주 하는데 앙정부, 역 기 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부

처별로 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 실행에 있어 제 각각의 결

과를 가져온다.이로 인해 공공디자인의 가장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유기 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지역 는 국가의 정체성 있는

특색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김세용,2008)이런 실은 공공디자

인 정책이 통합되어 운 되지 못하고 지식경제부는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체육 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행정안 부는 옥외 고물 등 리

법,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다음 <표 4-2>는 각 각의 련 법률에 의해 각

행정부서별로 나 어진 공공디자인 행정의 실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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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주관부서 담당과 주요내용 관련법

지식

경제부

성장

동력실

•

신산업

정책관

디자인

브랜드과

•디자인정책 총괄, 공공 디자인,

 디자인 코리아 추진, 지역디자인  

 정책 및 전문 인력양성 등

•디자인지원 이외 지자체 컨설팅

 사업에 투자

•디자인 R&D 허브로서의 디자인

 센터 건립(서울·부산·경북대구·

 광주 등)지원육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국가형·지

 역형)지원 등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정책관

공간

문화과

•공공디자인 확산사업을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간판문화 가로 정비 시범사업

•공개공지 문화공간조성 사업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

 컨설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공간문화포럼 및 공간문화 교육

 등의 지원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행정

안전부

지역

발전

정책국

지역

발전과

•

지역

활성과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디자인

 부문 연계강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우수지자

 체 20여 곳)

•중앙으로부터의 직접적 관여가

 아닌 중앙컨설팅 체제로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어 홍보에  

 주력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KOSIGN)행사규모 확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 4-2]행정부서별 공공디자인 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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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

국토

정책국

•

신산업

정책관

도시

정책과

•

도시

재생과

•

도시

규제정비

팀

•

건축

문화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불합리한 규제개혁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 운용을

 통한 도시

•건축설계 및 디자인 혁신업무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 건축도

 시 디자인분과를 설치하여 공공  

 디자인을 총괄 조정

건축

기본법

   출처 : 경남 전연 원,「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자체의 역할 2008. p69.

공공디자인의 범 는 매우 포 이다.때문에 각 련부서가 동등한

독립 업무분장 하에서는 유기 업무 조 는 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업무를 통합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

정 기능이 부여된 상 개념의 기 장 직속 문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문부서에 외부 문가들을 입하여 공공디자인의 문성을 살

리고 질 수 을 올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김세용,2008).

넷째, 재 도입된 각종의 공공디자인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의 흔

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우리나라 도시들은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

인 근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권 주의 정권하에서 획일 으로 도시가 성

장․발 해왔으며,규격화된 도시 건축물과 시설물로 인하여 우리나라 도

시는 독특한 개성이나 색깔을 찾기가 쉽지 않다.이것은 정부에 의한 개

발논리가 우선하던 시 에 잘못 질러진 도시계획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도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교훈이자 미래에 한 방향제시이

다. 한,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공공디

자인에 해 이해하느냐 지만 그것 못지않게 자발 인 조와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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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지 까지는 할 행정 서의 계획과 지침으로 제시되는 디자인

방침이 도시와 호흡하는 공간을 구획하고 시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이나 계획의 방향에 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결국,도시에 디

자인의 요소를 목하여 성공하기 해서는 도시의 정체성이 계획단계 부

터 마무리까지 종합 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그래야,살아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다.삶을 떠난 도시는 우리에게 척박한 생

활공간뿐이며 효율과 단조로움만이 존재하는 비인간 인 도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한,이러한 단순한 도시에서 경 이 있고 인간과

도시가 조화 하는 아름다운 도시경 을 만들기 해 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체계 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도시의 공공 역

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은 우리의 도시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 공공디자

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다.도시를 자세히

찰하고 새로운 시 를 감하며 도시를 재조직하는 일,우리의 일상이

항상 새로우며 창조 으로 보이도록 도시 속에 새로움을 발견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다듬어 일상의 도시 장치 속에 제공하는 일,이

런 일들이 공공디자인 구축의 요한 과제들이다.(조명래,2008)따라서

모든 공공디자인은 특정 개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에 따

라 진행되는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이라는 것,그것은 사람간의 일

상 인 삶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 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

간의 치 을 한 시성 사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 있는 공공디

자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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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사례 분석

1. 영국 런던

가) 개요

런던은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이다.700년 에 로

마인이 정착해서 세운 융보험 심지역 센트럴 런던과,정치의 심지

‘웨스트민스터’등에서 나타난 도시 계획의 기본구조는 지 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기존의 도로 등 기본 틀을 최 한 유

지하면서도 런던 화재,산업 명으로 인한 인구증가,2차 세계 등

시 기를 도시재건 기회의 발 으로 삼아 발 해왔다.20세기 후반

부터 재까지는 토니 블 어(AnthonyCharlesLyntonBlair)정부와

리빙스턴(KenLivingstone)이 이끄는 런던시의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

인 략이 집 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결과 으로 볼 때 런던(Great

LondonAuthority)은 수백 년 동안 잘 보존된 그림 에 시 감각을 갖

춰 잘 디자인 된 작품을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희망 제작소:

세계도시 라이 러리)31)

더구나 2차 이후 폐허가 된 런던을 복구하기 해 개발과 보존의

공존,도시발 방향 환과 재확립,다차원 인 정책 개발에 집 해야 한

다는 목표가 있었다.1950년 도시 재건정책을 시작으로,1960-70년 세계

융 보험,산업 심 도시 회복을 한 재개발(development),1980-90

년 도시의 균형발 을 한 재생(Regeneration),1990년 반부터 재

까지 건축,도시,삶의 질을 추구하기 한 르네상스(Renaissance)로 발

하여 왔다. 국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이해하려면 앞에서도 언 한 2차

이후 도시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도시재건(1950년 ),

도시 재개발(1960,70년 ),도시 재생(1980년,90년),도시르네상스(1990년

반~ 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이러한 시 흐름에서 공공도시디자인

은 양 측면을 강조했던 도시재건과 재개발 시 의 사회기반시설을 질

31) http://www.makehopec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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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상시키는 도시르네상스 과정에서 본격 으로 부각되었다.‘도시 르

네상스’계획을 실 하기 한 세부계획으로 런던 계획(TheLondonPlan)

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6가지 목표가 제시되었다.

①기존 공공 공간을 훼손치 않는 지속 성장,②보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③강하고 다양한 경제성장의 풍요로운 도시,④사회통합을 한

빈곤 차별의 억제,⑤ 근성 향상,⑥보다 매력 이고 디자인된 녹색

도시의 목표가 있다.(http://www.makehopecity.com)

나) 주요내용

런던의 도시재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런던을 세계 도시로 거

듭나게 하 다.1736년과 1827년의 런던의 도시 계획에 의해 도로와 주요

건물을 심으로 시내가 발 해온 것이다.이것이 바로 런던의 정체성을

보호해 주는 요한 특징이다.이러한 런던시(GreatLondonAuthority)는

33개의 자치지구(Borough)로 이루어져 있으나 독자 으로 지역개발을 추

진할 수 있어 지역별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력과 경쟁을 다양하

게 개하고 있다.여기에 CABE(CommisionForArchitecture& theBuilt

Environment)등 신뢰받는 자문기 들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존과 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있다.이러한 런던의 도시재생은

식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닌 옛 건물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건축기

술을 목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이다.슬럼가 서더크 지역의 폐쇄된 화력발 소는 원형이 그 로 보존된

채 미술 으로 새롭게 탄생하 다.템스 강 남쪽 지역 재생에 골칫거리인

이곳은 국 산업사회 발 의 상징을 원형 로 보존하고,터빈 홀을 격

으로 고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이곳의 입구는

자연스럽게 비탈을 이루면서 터빈 홀로 들어오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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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4-1] 테이트모던’과 레니엄 브리 (좌) 테이트모던 내부 (과거 터빈 홀)(우)

[그림 4-2] 페캄 서  전경(좌) 페캄 서  내 ( )

교육시설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템스 강 남부지

역 페캄 도서 은 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소규모 사업 상으로 2000년에 개

하 다.외 이 노란색과 빨간색 등의 유리 모자이크로 처리된 이 도서

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 받는 문화공간이 되어 책만 보는 곳이 아니

라 탁아,교육,휴식,모임 공간 등 다목 으로 활용된다.이 게 함으로써

자발 취미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해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아 지역문

화 활성화 공간이 되었다.

한,미래를 비하는 로젝트 차원에서 차별화된 로젝트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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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니엄 빌리지( ) 런 시청(좌)

있는데 표 으로 니엄 빌리지,런던시청,조성이 있다.템스 강 동

쪽의 유럽으로 통하는 문지역에 국의 신 인 주거를 제안하는 상징

인 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주거 마을모습을 으로 재해석하

여 용시킨 사례이다.이 지역은 19세기 이후 가스공장들이 운집한 산업

화지 는데 공장 문을 닫은 후에도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 이었다.이

곳을 도시재생과 미래를 한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해 런던의 포화상태

인 서쪽지역이 아닌 동쪽지역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징성을 세우고자 했

다.

런던시청은 강북지역에 있다가 재의 템스 강 남부지역에 2002년 신청

사를 완공하여 이 하 다. 공서 건물로 보기에는 매우 격 인 오토

바이 헬멧 모양으로서 자연 환기가 이 지고 냉방이 필요 없어 미래형 건

물로 손색이 없다.시청의 신축으로 주변 상권이 활발해졌고 시민들을

한 공공공간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시청사로서는 규모가 작지만 시

민과 객을 한 공공공간이 조성되어 있다.32)

32) 출처: http://www.makehopecity.com(고 윤·강용주: 희망제작소에서 획한‘2008년 공공 리

더들의 해외연수 고 분투 ’를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 게재한 을 인용하여, 수정 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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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요코하마

가) 개요

요코하마는 수도권 도시라고 하는 성 도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그러나 이런 성도시의 단 을 극복하고 요코하마시의 독

자성과 자립성을 만들어,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창조해 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이를 바탕으로 요코하마시의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가 시작되었

다.이에 요코하마 시는 미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도시디자인을 문

으로 리하고 집행할 조직을 1971년에 설치하게 된다.도시디자인 은

일본의 도시행정으로서는 드물게 문가 (도시디자이 )를 배치한 조직으

로,성과를 더해 가면서 재의 도시디자인실로 성장하 다.이러한 요코

하마시의 도시디자인 활동은 일본의 타도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의 특색이라면,요코하마만의 매력 인 도시

디자인을 만들기 해 다양한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지구별 디자인 이념

기획에 따라 조정하는 종합조정자(TotalPlanner)의 역할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도심부 재정비 사업,항만 매립 정비사업,항구 뉴타운 건

설사업,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철도(지하철)건설사업,교량건설사업 등과

같이 국가,공단,시 등 다양한 공공단체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공공

디자인의 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민간사업의 컨트롤 분야에서도민

간이 주택지 등을 개발할 때 도로,공원,학교용지 등의 제공을 의무화 하

는 등 양질의 개발을 꾀하는 다양한 디자인 규제유도 시스템을 운용하여

매력 이고 요코하마다운 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요코하마다운 개성 있는 도시공간의 형성’을 요코하마시의 구체 도시

디자인 활동이념으로 다음 7개의 활동 목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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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 하고 쾌 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② 지역의 지형 식생 등 자연 특성을 소 히 생각한다.

③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소 히 생각한다.

④ 오 스페이스 그린(Green)을 풍부하게 만든다.

⑤ 바다,강 등 수변공간을 소 히 생각한다.

⑥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커뮤니 이션의 장을 증가시킨다.

⑦ 형태 ,시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특히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 형성 공공시설의 디자인 향상

을 한 생산,거리의 경 가이드라인 운용에 의한 지구별 경 연출,역

사 유산 보존 활용 등 실험 활동을 계속하여 성과 만들기에 치

했다.여기서 특기할 사항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공공과 민간을

합친 다수이고,많은 이해 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 이다.다시 말해 하나의 도시디자인의 성공사례를 만들

기 해서는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근해야 한다는 방식이다.이 은 요코하마 도시디자인의 하

나의 특성이 되고 있다.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이 로젝트로 근한 칸

나이 지구의 사례를 들어보자.이 지구는 제2차 세계 의 공습에 의

해 막 한 타격을 받은 후,10년 이상 미군에 의해 사용된 결과 과거의

매력 활력을 잃은 지구 다.이 칸나이 지구의 재구축 때는 도시 디자

인 수법을 집 으로 실시하여 최 로 몇 개의 산책로 정비 장

정비,그리고 산책로와 장에 면한 건축물들의 경 유도를 지속 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 요코하마를 표하는 통 있는 지구의

매력을 구축하기 해 건축 지 내에서 보행자 공간 장공간을 여유

있게 받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 유도를 했다.그리고 건축물의 벽면

색채 옥외 고물의 규제 등도 실시했다.이러한 성과는 자연스럽게 요

코하마시의 도로담당부서,가로수정비담당 설계허가담당부서 등과 긴

히 공조하고 연계된 사업들과 조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그 결과 많

은 훌륭한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자극을 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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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상 가와 시민단체,요코하마시의 다른 부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

원을 요청받게 되었다.결국,같이 력하여 일하고 싶은 상 들이 늘어나

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다양한 공공디자인 로젝트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상 가의 매력형성,야경연출,항구의 색채정비,역사 유산의 보

존활용, 규모 로젝트의 디자인 정비,강과 해안부의 산책로 정비 등

다양한 새로운 로젝트가 더해졌고 한 경 유도 정비도 추가되었다.

이 모든 성과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커뮤니 이션을 증가시키면서

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라 볼 수 있다.요코하마 스타일의 하나의 특

징은 유연한 경 유도 행정에 있다.요코하마시가 도시디자인 활동을 개

시한 1970년 일본에는 경 유도에 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요코하마

는 독자 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각 지구의 ‘의지침’을

정했고 이것을 효과 으로 운용하여 지구의 경 형성을 유도하면서 만들

어 나갔다.

한 각 지구의 상 가 조직을 주체 인 조직으로 보고 ‘거리만들기

정’(신사 정을 체결하고 창조 인 의를 통해 경 디자인을 실시하여 성

과를 만들어 냈다 상 가를 심으로 하는 민간과의 력이 요코하마공공

디자인 발 의 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다른 도시와 조

되는 큰 차이 이다.경 을 유도함에 있어서 경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

기 을 획일 으로 심사하고 강제 으로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설계자가 시당국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하여 창조 인 성과를 만들고자 했

다는 이다 나아가 국가, ,시,공단 등에 의한 다양한 공 사업에 한

디자인 조정 등을 세부 으로 행해 왔다는 은 타 도시와 가장 다른

일 것이다.이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2004년에 경 법을 제정했다.요코하

마 시는 이 게 경 법 활용과 함께 지 까지 요코하마시의 독특한방법인

‘의에 의한 창조 인 유도시스템’을 합쳐 2006년 새로운 경 제도 조례

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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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요코하마의 공공디자인 성공방식은,우선 공공디자인 문조직(도

시 디자인 )을 만들어 종합조정(TotalDesign)을 실 했다는 ,공공과

민간이 커뮤니 이션을 시하여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결과

로 유도했다는 ,마지막으로 강제가 아닌 신사 정에 의한 경 유도 정

책을 실행시켜 왔다는 등에서 특색을 가진다.

3. 스페인 빌바오

가) 개요

16세기 부터 항구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빌바오는 이베리아(Iberic)

반도의 구심 역할을 하면서 공업도시로서 꾸 이 성장하 다.산업 명

시 의 공업발달에 힘입어 티타늄을 비롯한 철강산업에 기 한 경제발

의 기반을 마련하 으며,조선 화학산업의 성장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는 아반도(Abando),베고나(Begona),데우스토(Deusto),루차나(Luchana)

등 이웃한 지역들을 통합하여 비스카야(Bizkais)의 주도로서 경제 사회

향력을 키워가게 된다.1920년 빌바오의 경제역량은 최고 에 달하

으며,2차 이후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이주가 시작되면서 복합 인

문화요소들을 수용하게 된 빌바오는 다양한 문화 모습을 갖춘 도시로

자리잡게 된다.

[그림 4-4] 코하마의 야경 <출처 : http://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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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부터 1920년 까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공업 심지로서 경제

부를 축 하 던 빌바오는 1970년 이후부터 차 고용 환경문제

와 함께 경제 쇠퇴기에 어들게 된다. 통산업의 몰락과 함께 도시는

경제 기를 맞게 되고,국제무역보다는 내수산업에만 주력했던 정책의

결과 지방산업의 경쟁이 축소되었다.비고용수 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환경오염이 도시정체성을 읽게 만드는 등 사회 문제가

가 됨에 따라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33)

1983년의 홍수를 계기로 ‘죽어가는 철강과 항만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장기 은 차원에서 도시정비를 계획하며 4가지의 목표를 설정한다.

① 외부로부터의 근성 향상과 도심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② 도심과 도심주변의 재생

③ 인 자원과 기술확보

④ 문화의 심성 확보

나) 주요내용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1992년 시가 공공의 자본으로 빌바오리아 2000이

란 도시재생회사(publiccompanyforurbanregeneration)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된다.그때까지 공산업 시설과 항만시설로 덮여 일반 시민들에게

는 차단되었던 강변을 활성과 시켜 빌바오의 ‘등 ’로 만들고자 하 다.무

엇보다 역사도심인 엥상체와 가스코 비에호를 연결하여 도시문화의 심

지구로 강조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루선 아반도이바라(Abandoibarra)

지구에 있던 기존의 항만을 서양 어귀로 옮겨 역사도심 수변의 휴식과

문화시설을 한 가 부지를 확보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 선무

다.1998년에 신한의 1차 건설과 아메쫄라 (Ametzola)지구의 화물역사를

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낸다.그와 함께 그떄까지 강으로 흐르던 오수

를 지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수변공간으로 조성하 다.결과

33) 이 (2010), “빌 오 아 도이 라, 라칼도, 아메졸라 사례를 통해  문화

    하 프론트 재생 안 연 ” 대한건축학회논문  계획계 제26 . pp.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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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겐하임 미술 ( ) 네르비  강 산책 (좌)

으로 강 양변에 양 10킬로미터를 이루며 총 600핵타르에 해당하는 수변

공간을 도시화하고자 한다.13세기와 19세기의 역사도심을 연결하는 교량

을 건설하고,강변 양쪽을 차로 연결하는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

하여 서로 단 되었던 13세기와 19세기의 역사도심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자 하 다.빌바오리아 2000은 무엇보다 시 체에 한 교통체계를 장기

은 차원에서 정비하여 근성을 높이고 도심 가로공간의 활성화를 꾀하

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 다.이러한 도시의 인 라를 단순한 교통수단

으로 다루기보다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도시의 일상 인 문화시설로 건설

하여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했다.34)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 은 빌바오 지역의 문화 잠재력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교통체계의 재정비,낙후지역의 재생을 통한 도시 내 편입,다양

한 문화공간의 창조,시민들의 근을 막은 방치된 지역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 으로써 시민과 격리된 지역을 소통시켜 도시의 흐름과 활동을 하

나로 연계시켜 사람과 땅의 가치를 품격있게 향상시킨 21세기형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결국 시의 공공 역과 민간부

문이 서로 합의하는 도시재생의 근거는 “시민들의 구체 인 삶의 질 향상

없이 도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합의하에 탄생된 것이다.

34) 이석정(2008), 시간의 켜가 있는 빌 오, 한양대학  도시공학과, 독일 

ISA-슈타트 우아틀리에,1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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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뉴욕

 가) 개요

뉴욕시에서는 2000년 들어 극 인 도시개발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인 라 구축에서부터 공원 조성,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의 도심 재생 로젝

트,워터 런트,부두 등 의 미개발 지역에 한 개발사업, 라운필드(brown

field)개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효

과 으로 추진하기 하여 다양한 재원,사업 구조,공공의 지원책 등이 활용

되고 있다.

뉴욕시가 극 으로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블룸

버그(MichaelBloomberg)시장의 정책과 9·11테러 복구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2002년 1월 108 뉴욕시장으로 정식 취임한 블룸버그는 기업가의 노하

우를 시정에 활용하여 뉴욕시의 재건과 업그 이드에 주력 했으며,그 일환으

로 배터리 크 시 티 이후 뉴욕시 최 도시개발사업 인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크고 작은 50개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 다.

한 9·11테러에 의해 괴된 월드트 이드센터와 그 주변 지역의 재생을

해 공공의 개입이 시 해 졌고 이를 한 재건 계획이 추진되었는데,이와

연계하여 뉴욕시 반에 한 인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1) 롱스 웨스트 팜(BronxWestFarms)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지불 가능 한 임 주택 공 을 통해 지역 변화를

꾀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2013년 착공하여 7∼9년 정도가 소요될 망이

다.사업을 통해 1,325세 의 주택과 4만 6,000sq.ft의 상업지역 을 갖춘 10

개의 빌딩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로젝트의 핵심 특징은 소득 임 주택 세액공제 로그램인 LIHTC

(Low IncomeHousingTaxCredit) 로그램35)을 활용하여 부분의 자

35) 뉴욕시의 경우 20/30/50 프로 램으로도 불림, ·저소득츨에게 30%의 주택이 공 되고 나머

 50%는 시장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는 프로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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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하이라인의 천사 / 1) 행당시, 2)1990년 , 3),4) 현재 

을 조달한 이다.개발업자는 뉴욕시로부터 10년 간 4%의 세액 공제를

받고 이를 유동화 하여 자 을 조달하며,뉴욕시는 면세부 채권을 발행하

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을 모기지 은행에 치하여 개발업자에게

출을 실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하이라인 크(HighLinePark) 로젝트

1980년에 폐선되어 우범 지역으로 락한 1930년 의 화물열차용 고가

철도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업이다.2014년까지

총 2.3km의 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재 3개 구간 2개 구간 1.6km가

완공된 상태이다.하이라인 크는 2009년 개장 이후 뉴욕의 새로운 명소

로 각 받으며 연간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이라인 크의 성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개발권이양제도 의

활용이다.이 사업은 일종의 문화재 보존을 통한 공원 조성 로젝트로서

이 같은 공익사업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계 조정이 사업의 성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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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된다.뉴욕시에서는 그 해법으로 개발권이양제도를 극 활용하

여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양쪽 모두의 지지를 확보하 다.36)이와 함께

FHL(FriendsoftheHighLine)과 같은 비 리 단체의 극 참여와 기

부 을 사업 운 재원으로 활용한 도 주목할 만하다.

3)애틀랜틱 야드(AtlanticYards) 로젝트

NBA 구단의 용 경기장 건설과 함께 교통 시설 인 라를 개선하

기 한 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7억 달러 수 에 이르는

로젝트이다.여기에는 1만 8,000석의 경기장 공연장,지하철역 주

차시설 신설,상하수도 보수 등 인 라 시설의 개선,6,430호의 주택

24만 7,000sq.ft의 상업시설 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1단계 사업이 2010

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으며,핵심시설인 경기장과 지하철역이 완공

되었다.

공공 개발 주체인 뉴욕주 도시개발공사 주도 하에 추진된 이 사업에 서

주목할 부분은 재원 조달의 다양화 측면에서 EB-5자 을 극 으로 활

용하여 총비용의 17.2%)37)를 충당한 것이다.EB-5는 1990년 도입 되어

일자리 창출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게 주권을 부여하는 로그램으로 당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운 이

연장되었다.38)EB-5자 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로젝트 에 사용되

며 연방 이민국에서 승인한 각 지역의 지역 센터가 투자자와 로젝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허드슨 야드(HudsonYards) 로젝트

맨해튼의 옛 철도차량 기지로 쓰이던 미개발지 10.5ha를 복합 개발하는 150

36) 하이라인 역을‘특 목적 역(Special Purpose Districts)’으로 리조닝(Rezoning)하면서   

 하이라인 아래의 토  소유주뿐 아니라 인접  개  이양을 가능하게 인정해 .

37)  1단계 사업비용 14.5억 달러  공공이 7.4억 달러, E-B에서 2.5억 달러를 담당함.

38) 투자를 통해 2년 이상 동안 속 가능한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해야 하며, 신  투자에 대  

해서는 최소 50만 달러 이상, 존 투자는 상업용 비 니스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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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허드슨 야드 프 젝트 전후 비  / 착공 전(2010), 착공 후(현재) 

억 달러 규모의 형 개발 사업으로 2012년 12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7

년 완공 정이다.

애틀랜틱 야드 사업과 유사하게 허드슨야드 기반시설 개발공사,허드슨 야

드 개발공사 등 공공 개발 주체가 사업을 진행하며,뉴욕시가 공원,도로 등

인 라 구축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정이다.

이 사업의 핵심 특징은 상업용 세제 인센티 인 PILOT,PILOST,PILOMRT

등39)을 극 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한 것이다.이 로그램들은 상

부동산을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여 세 신 세 보다 낮은 약정한 비용

(payment)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이 PILOT의 규모가 가장 크

고 허드슨 야드 개발에서도 가장 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세 을 부담하

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제 감면 제도이면서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

발의 공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 된 다.더

나아가 약정 비용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 을 조달하여 공공은

공원 조성,학교설치 등 공공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채권의 원 과 이자를 상

환하고 남은 이익 은 뉴욕시에 상환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의 뉴욕시 도시개발 사례의 시사 은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

39) 뉴욕시 산업개 청은 상업시설에 특화된 세제 인센티브 프로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가     

 세제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음, -PLOT:재산세 감면, -PLOST:판매  이용세 감면, -PLOMRT:  

 모  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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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의 선도 역할,효율 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의

- 구조,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 장치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뉴욕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창출,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

서 공공 주체가 극 으로 추진하 으며 개발 주체로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공공이 집 인 기 투자로 사업의 토 를 마련하고 동

시에 사업 반을 체계 으로 리하여 장기 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

는 방식이다.그리고 다양한 인센티 를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 인 성공 인 도시 재생을 달성하는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부분 세제 인센티 를 유동화 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 에서 -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표 인 방식인 PILOT는 원래 비 리 단체나,공공에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제 외하고 약정 납입 (payment)을 내도록 하

는 제도이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개발에 용하여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 보다 낮은 수 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며,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

의 공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셋째, 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직간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정부 산,민간 투자 외에 도 기부 ,EB-5자 ,PILOT의 약

정 납입 등 다양한 자 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LIHTC의 공

제된 세액,PILOT의 약정 납입 등 미래에 장기 으로 상되는 액을

유동화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 구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넷째,해당 사업을 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로젝트별로 개발 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에 뉴욕시 뉴욕

주의 련 부서가 직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발공사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 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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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리하는 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다섯째,개발권이양제도,탄력 인 용 률 인센티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

하고 규율하기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한 도구

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용 률 인센티 를 통한 상향 범 가 매우 크며(기본 FAR가 10인

상업시설이 최 FAR33까지 상향),용 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한

매우 다양(개발권 이양, 기부,공공오 스페이스 제공, · 소득층을

한 지불가능 주택공 등)하다.

여섯째,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기

해 지역 사회에 한 사회 통합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불가피한 주

거 이 에 해서는 직 인 재정 행정 지원, 체 주거지 임 ,

비용 보 등 공공부문이 극 으로 응하고 있다.

한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20/30/50 로그램 등을 통해 · 소득층을

한 다양한 주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5. 독일 에슬링겐

가) 개요

에슬링겐시는 슈투트가르트의 남동쪽에 있는 넥카강에 면하여 있는 도

시로서,8세기 경에 만들어졌다.이후 1219년에는 시로서 특권을 인정받았

고,1298년에는 자치권을 갖는 도시로 승격되면서 상권이 발 할 수 있는

기틀이 일 부터 잡혔다.1360년부터 1803년까지는 제국 자유 도시로서

번성하 는데 14세기 까지는 슈투트가르트가 에슬링겐시에 행정 으로

소속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1845년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첫 번

째로 철도를 도입하 고,1952년 슈투트가르트가 주의 수도가 되기까지

요한 산업 도시로서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포르셰·벤츠 본사가 있는 ‘자동차 도시’슈투트가르트로부터 10km 정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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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에슬링겐은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제품을 생산

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하 다.기계, 기제품,섬유,가죽제품,맥주,양조 등

의 제조업이 활발하며 네카어 공업지 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네

카어강의 골짜기 부근에서는 포도재배와 포도주 제조가 활발하여 과일과

포도주의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인구 약 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 과 함께

세 건축물 도시공간이 잘 보존된 역사 도시로서 인근 도시인들에게

는 주말 쇼핑 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에슬링겐시는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도시로 성장

했지만,슈투트가르트와는 달리 옛 건축물이 거의 그 로 보존된 역사

도시이다.주요 건축물로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세워진 성채,고딕풍의

성당,14~16세기에 세워진 세 고딕양식의 라우엔교회(Frauenkirche),

공업학교,사범학교,실업학교 등이 있다.그러나 건축물이 무 낡아

1970년 부터 역사 건축물의 보 을 목 으로 한 도시 정비 계획이 요구

되었다.이에 에슬링겐 시와 주정부 그리고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아 1990년 까지 역사 건축물들에 한 정비계획을 수행하는데,이를

‘구도심 정비계획’이라 한다.

나) 주요내용

독일은 도시계획을 구성할 때 해당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런 소통의 과정을 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에슬링겐시는 인구가 겨우 9

만2천명 밖에 안 되는데 도시 계획과 련된 건축분야 일을 하는 공무원

만 250명이 넘는 규모이다.건물을 새로 짓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민과 화하고 합의 을 찾아가면서 리하는

일을 그만큼 요시하는 까닭이다.에슬링겐시에는 15명의 시민 표로 이

루어진 ‘시민 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고,40명의 시

의원들은 도시계획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고 있다.‘시민 원회’외에도 각종

사회사업 단체와 연맹 등 연합단체들도 극 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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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보존과 개조의 시 적 모 이 되는 에슬링겐시의 다스 

다른 역사 인 유럽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슬링겐도 1970년 부터 1980

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도심의 정비 문제가 핵심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옛 성곽터에 세워진 순환도로 내부의 구도심부의 보존과 정비를

해 시정부는 ‘구도심정비계획’을 세우고 시 자체 산에 더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옛 도심부의 수복형 재개발 사업을 1990년 까

지 지속 으로 추진하 다.

에슬링겐시에서 시행된 구도심 정비계획의 표 인 로는 반호 쉬

트라세(BahnhofStrase), 린자우 포어슈타트(PlinsVorstadt),그리고 오

래된 건물을 재정비한 다스 딕과 시민의 집을 들 수 있다.

반호 쉬트라세(BahnhofStrase)는 에슬링겐역(Bahnhof)앞의 폭 25미

터,길이 600미터의 길로 이 진 곳으로 역세권과 구도심 부를 연결하는

지역이다.이곳은 상가가 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상권이 지지부진하자

상인들이 먼 시에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것을 요구하 다.당시 거리에

는 유명한 역사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조명 벤치,바닥 무늬 등과 같은

공공 기물의 디자인을 바꿔서 거리에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게 문가 들의 단이었다.상인들은 필요하다면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하

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에슬링겐시 도시계획국과 용역 이 1년 여

를 넘게 의를 마친 뒤인 1988년 의 일이다.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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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개별 건축물에 한 입면개보수 방안과 부분 인 주차허용 문제,

상인들의 물류공 방식,보도 포장재 선정 등을 두고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 고,이를 오랜 시간의 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에슬링겐시의 가장 이 되는 정책은 바로 ‘사회 도시’ 로젝트이

다.구체 으로는 자가 소유 주택을 늘리고 놀이터나 공원과 같은 공공시

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이러한 구도심 정비계획과 함께 에슬링겐시는

도심 내 모든 가로의 역사성과 공간 특성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결정하 다.장기 인 안목으로 건축디자인에

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거리의 얼굴인 건물의 사드를 통제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단기 인 측면으로는 차도의 폭을 이고 통과차량

의 수와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보행공간을 최 화하여 가로공간의 쾌 성

을 높 고 복합용도 구조물 설치를 통해 공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명,

음향, 고 등을 통합하는 시설물로 활용하여 매력 이고 걷고 싶은 거리

를 조성하 다.

제4절 분석종합

선진도시의 사례에서 악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각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

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둘째,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력을 최

우선으로 했다는 이다.

셋째,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문조직이 있다는 이다.그

것이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이던 이 주도하는 조직이던 주민과의 력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다.

넷째,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디자인사업은 법률,조례 등 제도 기반

구축이 사업추진의 확실한 걸음이 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하지만

더욱 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성공 인 요인 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공통의 요인들은 바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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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되고 시민이 떠나지 않는 정주기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행자나

사용자가 논의하고 력하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추진했다는 이다.

결국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은 상호 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지역 주

민의 극 인 의지와 참여,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더불어 도시의 발

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속 으로 노력했다는

이 그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연구하기 해 다양

한 요소들과 사례들을 분석하 다.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재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의 문제 을 찾아내고,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 인 발 방안을 해서는 어떠한 발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지에 을 두었다.그동안의 이론 고찰을 통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

인의 정의,분류와 함께,한국의 도시재생의 재 상황,정책,문제

정책 안,해외의 선진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 을 통하여 도시재생사

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도출된 요소들을 토 로 그 발 방안을 모색해보면 획일 인 행정 심

의 도시개발과 디자인 도입을 지양하고 민 이 참여하는 로세스를 지향

하고 있다는 이다.그리고 제도 인 측면에서 련 법규의 정비,그리고

심의 조정을 총 하는 디자인 원회의 조직이 시 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

다. 한,행정에 시민과 공무원,디자인 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이 반 된 디자인을 도입하고 용 산과 제도 인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공디자인 발 요인들은 <표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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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공디자인 발전요인

안상수(2004)
디자인 위원회 설치, 전문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공공디자인법 제정

박승화(2006)

이주영(2008)

재생기법개발, 주민참여 개선,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시민주체화

최범(2006) 제도적 정비, 디자인 매뉴얼, 예산에 대한 규정

황재훈·박천보·

오덕성(2002)
정체성, 역사문화, 환경

조영주(2007) 주민참여, 고유한 특성, 관주도 패러다임의 전환

박찬숙(2006)
디자인법 제정,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 설립, 공공디자

인 관련 학제연구 및 정비, 전문가 네트워크

[표 4-3]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공공디자인의 발 요인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도시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에서

의 디자인의 용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요소가 도시

의 무미건조한 모습을 인간의 삶이 배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결국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거듭 강조하지만 행정

심의 독단 인 도시 재생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고 민 이 참여하는

로세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을 악 할 수가 있었다.특히 행정에 디

자인 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이 반 된 디자인의

도입과 제도 인 문제를 극복하여 공동체 인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

는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요약하면 한국의 공공디자인 구축사업의 성공

을 한 주요 3 분야는 공공디자인 제도 기반구축,공공디자인 문

성 제고,공공디자인 트 십구축이다.각 분야의 세부 인 요소들을 정

리해보면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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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에서의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공공디자인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비전,전략계획 수립

공공디자인관련 법률정비 및 제정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설치

공공디자인 전용예산편성

공공디자인

전문성 제고

전문기관의 개발 및 지원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참여

행정실무자의 전문성 확보

공공디자인 홍보프로그램 존재

공공디자인

파트너십 구축

시민의 참여 활성화

민간협력 추진기구 운영

지역정체성과 공공디자인 연계

[표 4-4]도시재생에서의 공공디자인 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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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오늘날 도시의 이미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되었다.이 자원을 갖추

기 해 도시는 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화를 창출

해야 한다.그리고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도시의 모습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디자인이다.경쟁력을 갖추기 해 도시는 늘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빠르

게 변화하는 도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도심 환경을 만들기 해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

고 있다.공공디자인은 도심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 인 요소이고 나아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요한 매개체이다.때문에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

디자인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해

서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공공디자인에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분석하고 선진도시의 사례에

서 나타나는 성공 인 요소들을 조사·분석하는 것에 기반을 두었다.이에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인 요소들을 추출하 고,

그 요소들을 심으로 해외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근체계를 도출하고,방법을 제안하 다.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근방법에 한 방향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공디자인은 그 곳을 찾는 사람들과 거주민들에게 단순히 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외부로는 그것을 같이 향유하고 사람들이 도시를 짓도록

해 수입을 얻어 도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며,내부로는 거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해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창조 문제해결

을 통한 가치 창출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규범 이고, 상학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에 한 3가지 근측면에 따른 15개의 디자인 요소로서 ①물리·환경

근의 근성/연계성,안 성,쾌 성,녹지 수문화,에 지，②사회·

경제 근의 공공정채 단계별 계획,경제성,지역성,평가· 리성,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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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원 로그램,교육 로그램 ③역사·문화 근의 정체성,참여성,

커뮤니티,문화/활동 로그램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을 도출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한 근체계를 포함한 방법의 제안

은 공공디자인을 실행하는데 있어 우리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도시이미지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종합해보면 사회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궁극 인 목표는 도시이미지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서 가장 요한 부분은 바로 주민의 극 인

의지와 참여,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다.도시의 발 이라는 공통된 목

표를 향해 서로 의지 하며 지속 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한 도시 체 인 미 의 조화를 해서는 도심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

이 체계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공공시설물은 설치되는 주변의 경 과 환경

에 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극 화하여 공간별 인지성

과 식별성을 높여야 한다.도시이미지의 정체성 형성에 요한 수단인 공공시

설물은 도심 속에서 주(主)가 아닌 보(保)가 되어 스스로 돋보이지 않고 도시

체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에 한 분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은 정책 함의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디자인 도입과 발 에서 사업의 일 성과

정착을 해서는 앙의 여러 부처가 경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

인 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디자인에 한 련 법률의 제정을

우선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담조직을 형식 으로 구성하지 말고 실질 으로 운 하고 공공

디자인 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체계 인 공공디자인 사업수립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문가의 참여를 통해 폭넓은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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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비하고 행정 주의 획일 인 집행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이미지의 창출이 필요하고 지역차원 에서

는 그 지역의 문화,역사와 지역의 가치를 존 하여 지역의 특수한 상황

을 반 하여 도시를 보존하면서 재창출해야 한다.이를 해 시민의 정주

기능을 강화하는 정체성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공간의 주체이자 공유자

인 시민의 의견반 을 해 민 합동기구 구성 등을 통해 시민참여방안

을 정책 으로 실화시켜야 한다.

넷째,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경 법(2007),건축기본법(2008)등에 따라

통합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는 앙정부가 국가

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게 하여 일 성을 갖게

하기 해서 필요하다.그래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안 부의 ‘간

시범거리 조성’사업,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시범사업과 함

께 지식경제부,문화체육 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지지부진한 ‘공공디자

인법’,‘디자인 기본법’,‘산업진흥디자인법’,‘옥외 고물 리 등 리법’

등을 비롯한 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건축,미술,조경,도시설계

등을 종합 으로 리하는 통합된 공공디자인을 모색해야 한다.이를

해 앙정부 차원의 가칭 ‘국가디자인 원회’를 설치를 고려하고 장·단기

으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그

러나 모든 공공디자인은 인간의 일상 인 삶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인

간 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간의 치 을 한 시성 사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인 안목으로 철학 있는 공공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해 공공

시설물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이에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디자

인의 체 인 범 의 내용이나 요소들을 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

며,도시재생과 연계된 규제 세부 인 분석이 부족한 은 본 연구의

한계 이다.이러한 부분들은 향 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도시재생과 공

공디자인의 상 계에서 추출된 요소들을 토 로 역단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나 기 지방자치단체를 복수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례를 비교 분

석 하는 다각 이고 심층 인 연구가 진행이 되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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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계에 한 연구

-공공시설물 심으로-

장 갑 록

제품·실내디자인 학과

조선 학교 디자인 학원

산업화시 이후 경제 팽창기에 걸맞게 거 해진 도시는 2008년 세

계를 덮친 융 기 앞에서 그 성장을 멈추었다.도시를 구성하던 인구의

노령화와 도심 내 직주근 형 생활유형은 막 한 자본으로도 확장에 제약

을 받았고 도시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그러한 이유로 쇠락한

도심의 재발견,주거공간의 재조명,버려진 도시시설의 재활용,단 된 도

시공동체의 재탄생 등 도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기를

맞은 도시에 내려진 긴 구호 차원의 박한 단계에서부터 복원,재활성,

재창조 등 질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은 사회·문화 인 거 역할은 물론 지역 인 커뮤

니티를 형성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부분의 선행 사업에서 나타

나듯 경 정비,시설물의 개선,간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 과 함께

정부주도형 하향식 진행방식을 고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 되지 못하고

지역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등 도시의 특성과 지역성이 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 은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과의 상 성

을 분석하고,성공 인 도시재생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공디자인의 요소

들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토 로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기능 환경의

개선에서 나아가 도시재생을 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용될 수 있는 활



-92-

성화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 방법으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에 련된 선행연

구 고찰과 해외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상 요소를 도출하고,도시재

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

시재생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근체계를 고안하고,방법론을 제언하고

자 한다. 한,이론 자원으로는 공공정책이론,공공 디자인이론,도시생

태론,거버 스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한편,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연구의 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역할과 요성에 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제Ⅲ장에서

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련 문헌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그 상 성을 알아보고 상 요소를 도출한다.제Ⅳ장

에서는 도출된 상 요소를 심으로 국내외 사례 들을 분석하고 상 요소

들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정 인 요인과 특성을 검토하고 분석한다.마

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 을 종합하여 요약하고,정책

함의 제언을 통해 향후 연구과제에 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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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포· 송된 작물의 리 목 을 한 복제, 장, 송 등은 지함.

4. 작물에 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

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작물의 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는 출 허락을 하 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

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물의

송·출력을 허락함.

2015년 월 일

작자 : 장 갑 록 (서명 는 인)

조선 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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