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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그림 설명

∙ 작품명 : Tianjin Eco-City

∙ 작가명 : Surbana Urban Planning Group

∙ 작품설명 : 

최근에는 그린 빌딩들이 점점 보급되고 있으나, 

개인이 에코 건물을 짓기에는 재정적으로 충분하

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는 에코 도

시 전체입니다. 천진 에코 시티는 2020년에 완공 

될 예정이며, 30㎢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하

나이며,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Surbana Urban Planning Group에 

의해 디자인 되어진 이 도시는 light rail transi 

system과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에 의한 

eco-landscapes ranging에서 약 35만 명의 주민에

게 제공되는 풍부한 에너지까지 다양한 에코 랜드 

스케이프가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com/2011/01/13/tianjin-eco-c

ity_n_806972.html#s221860

학술팀장 강성우 sungwoo345@naver.com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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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저영향개발(LID) 조경의 수질정화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Water Quality Purification Effect of 

LID Landscape architecture in highway roadside

전용철*

Jeon, Yong-cheol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조경차장, go002@ex.co..kr

Abstrac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brought us convenience but it accompanied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 such as global warming, 

extreme weather, heavy rain and heat isl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applied Low Impact Development 

to minimize a change in rainfall due to urbanization as one of method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 

which can restore wrong water circulation system and social and economic aspects has been disseminated more widely in recent years.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 is considered as a tool for sustainable growth with various values in terms of society and economy and to reduce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thus it is applied in a variety of fields.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troduced landscape constructing wetland and waterway 

along expressway that Low Impact Development was applied and built a total of thirty four low impact development landscape installations from 

2013 to 2017.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f water pollution purification effect by measuring water quality at points where rainwater flows 

in and out in eleven places including Yeongdong Expressway Daegwanryeong Interchange selected considering size of installation, components 

of facility and water quality from thirty four places. When monitoring outflow in eleven places, it was found that reduction efficiency was high 

and for maximum reduction rate of pollutants, BOD was 92.43%, COD was 68.57%, SS was 98.16%, T-P was up to 100% and T-N was 97.98%. 

When compared with reduction efficiency based on facility presented in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cal element guidelin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water quality purification effect of low impact development landscape facility along expressway 

is satisfactory. This study did not conduct analysis according to facility, vegetation, pollution source and cover water purification effect which changes 

by seasons and time of collecting samples is not uniform which represents limits of this study.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future study should 

analyze reduction efficiency for low impact development landscape facilities and redu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seasons, vegetation and water 

pollution source.

키 워 드 : 고속도로, 저영향개발, 조경, 수질정화
Keywords : Highway, Low Impact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Water quality purification

Ⅰ. 서 론

택지조성,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급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지

만, 기상이변, 폭우, 도심열섬현상 등 부정적인 영향도 동반

한다. 이러한 환경영향 저감방법중의 하나로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강우변화를 최소화 하고 친

환경적 측면의 해결방안으로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저영향개발 기법은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등 

환경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개선도 동시에 

달성되는 기법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최

근의 스마트성장을 위한 최적개발기법으로 도시계획분야

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Ewing, 

2007). 또한, 도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비점오염원 저감

과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개발의 틀로서 이해되고 

있다(최희선외 2, 2010).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수행된 국

내의 저영향개발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저영향개

발기법의 개념과 기술요소에 대한 이해, 개발사업시 물순

환체계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이론적 연구가 대다수

로 실제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한 현장에서의 사후 오염

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

지로 도로분야에서도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출경향 분석, 소규모 저영향개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예측 및 관련기술의 적용가능성 연구 등 실질적인 저감효



전용철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2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과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에 의한 분석 연구는 부

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를 대상으로 강우시 도로에서 발생되는 빗물의 

유입 및 유출지점의 수질측정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정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된 

조경시설지의 효과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

로 저영향개발 조경의 기능적 우수성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

에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Ⅱ. 연구지역과 분석방법

1. 연구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는 고속도로변에 조성된 저영향개발조

경 시설지 34개소중 시설의 규모 측면과 저영향개발시설

의 구성요소, 유입 및 유출수에 대한 수질측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나들목 등 11개소를 선정하였

다.

Table 1. Target Site of Study

Target Site

Bioretention Bioswale Raingarden
Installation 

YearPlace
Area

(㎡)
Place

Length

(m)
Place

Area

(㎡)

Hoengseong IC 3 2,030 2 250 2 286 2013

Dunnae IC 2 611 2 143 4 301 2014

Daegwalleong

IC
2 621 1 25 3 173 2015

Daeso Junction 1 2,154 1 380 2 168 2013

Okcheon IC 3 213 1 146 3 88 2016

Jeongeup IC 1 523 3 102 3 240 2015

Gumi IC 1 169 5 195 1 135 2014

Gimcheon IC 3 300 5 55 4 501 2015

Uiseong IC 5 897 2 534 2 80 2016

W.Ulsan IC 2 634 2 111 2 2016

Okgok IC 3 508 2 342 5 209 2016

가. 횡성나들목

중앙고속도로 336.3km 지점의 횡성나들목은 강원도 횡

성군 횡성읍 학곡리 100-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3년 

10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3개소(S=2,030㎡), 식생수

로 2개소(L=250m), 빗물정원 2개소(S=286㎡), 기타 돌

무더기 등이 있다.

나. 둔내나들목

영동고속도로 160.0km 지점의 둔내나들목은 강원도 횡

성군 둔내면 우용리 522-1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2014

년 11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2개소(S=611㎡), 식생

수로 2개소(L=143m), 빗물정원 4개소(S=301㎡), 전처

리시설과 체크댐 등이 있으며, 메타세쿼이아 등 2종의 수

목 455주 및 수생식물 27,000여본이 식재되었다. 

다. 대관령나들목

영동고속도로 211.7km 지점의 대관령나들목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1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

며, 2015년 10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2개소(S=621

㎡), 식생수로 1개소(L=25m), 빗물정원 3개소(S=173

㎡), 돌무더기 등이 있으며, 병꽃나무 등 수목 1,500주와 

물억새 등 초화류 11,350본 등이 식재되었다. 

라. 대소분기점

평택제천고속도로 57.9km 지점의 대소분기점은 충청북

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산 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

으며, 2013년 12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1개소

(S=2,154㎡), 식생수로 1개소(L=380m), 빗물정원 2개

소(S=168㎡) 등이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 8,747주와 물

억새 등 초화류 30,130본이 식재되었다. 

마. 옥천나들목

경부고속도로 259.7km 지점의 옥천나들목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6년 

11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3개소(S=213㎡), 식생수로 

1개소(L=146m), 빗물정원 3개소(S=88㎡) 등이 있으며, 

이팝나무 등 수목 9,717주와 애기부들 등 수생식물 160

본이 식재되었다. 

바. 정읍나들목 

호남고속도로 259.7km 지점의 정읍나들목은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23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5년 10

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1개소(S=523㎡), 식생수로 3

개소(L=102m), 빗물정원 3개소(S=240㎡) 등이 있으며, 

이팝나무 등 수목 120주가 식재되었다. 

사. 구미나들목

경부고속도로 259.7km 지점의 구미나들목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4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4년 12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1개소(S=169㎡), 식생수로 5개소

(L=195m), 빗물정원 1개소(S=135㎡) 등이 있으며, 메

타세쿼이아 등 수목 5,370주와 꽃창포 등 수생식물 11,88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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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재되었다. 

아. 김천나들목

경부고속도로 200.3km 지점의 김천나들목은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75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5년 12월

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3개소(S=300㎡), 식생수로 5개

소(L=55m), 빗물정원 4개소(S=501㎡) 등이 있으며, 화

살나무 등 수목 3,410주와 줄 등 수생식물 8,490본이 식

재되었다. 

자. 의성나들목

중앙고속도로 156.6km 지점의 의성나들목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6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6

년 12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5개소(S=897㎡), 식생

수로 2개소(L=534m), 빗물정원 2개소(S=80㎡) 등이 있

으며, 이팝나무 등 수목 3,591주와 고랭이 등 수생식물 

6,360본이 식재되었다. 

차. 서울산나들목 

경부고속도로 38.8km 지점의 서울산나들목은 울산광역

시 울주군 남산면 교동리 18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16년 12월에 설치되었다. 생태습지 2개소(S=634㎡), 

식생수로 2개소(L=111m), 빗물저장시설 2개소 등이 있

으며, 소나무 등 수목 4,607주와 애기부들 등 수생식물 

7,000본이 식재되었다. 

카. 옥곡나들목

남해고속도로 24.2km 지점의 옥곡나들목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94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은 2016년 12월에 설치되었다. 설치

된 시설은 생태습지 3개소(S=508㎡), 식생수로 2개소

(L=341m), 빗물정원 5개소(S=208㎡) 등이 있으며, 소

나무 등 수목 205주와 수생식물 20,710본이 식재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조성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

의 환경영향 저감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질정화효과 분

석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강우유출수 모니터링을 실

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고

자 하였으며, 수질조사 방법은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

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메뉴얼을 참고하여 선행건기 3

일이상의 강우량 10mm이상의 강우사상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의 유입 및 유출부의 채수가 용이한 지점에서 

깨끗한 채수병에 4ℓ이상의 우수를 채취하고 인증된 분

석기관에 채취된 시료의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은 수질오염정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

가 가능한 방법으로서 오염부하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과 등을 평가힉 위해서 적용되어지는 「분석에 의

한 방법(Analytical Monitoring)」을 사용하였다. 

2) 모니터링 위치 선정

모니터링 위치는 모니터링에 제한된 자원(시간, 인력, 

비용 등)과 지점수를 고려하여 저영향개발 조경 대상지 

11개소에 대하여 측정이 용이하고 대표적인 수질 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  유입 및 유출지점 2개소를 선정하였다. 

3) 모니터링 주기 및 시료채취 방법

모니터링 주기는 선행건기 3일이상으로 하였고, 시료

채취는 단순시료 채취 방법을 사용하여 10mm이상의 강

우사상을 대상으로 깨끗한 채수병에 4ℓ이상의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인증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치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4) 조사항목의 결정 

조사항목은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

영 매뉴얼을 참조하여 입자상물질 TSS, 유기물질 BOD, 

COD, 영양염류 T-N, T-P 등 5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2. Analysis clauses

Analysis Clauses Number

TSS, COD, BOD, T-N, T-P 5

Ⅲ. 본 론

1. 저영향개발 조경의 수질정화 효과 분석

전국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총 34개소의 저영향개발 조경 

대상지중에서 11개소에 대한 강우 유출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항목별 오염물질의 최대 저감율은 BOD 

92.43%, COD 68.57%, SS 98.16%, T-P 100%, T-N 

97.98% 등의 저감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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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result of monitoring of maeasuring rainwater

Division Picking Date
Picking

Location

A Result of measuring rainwater(mg/L)

Note
BOD COD SS T-P T-N

Hoengseong 

IC
2016.09.27

inflow 29.9 93.2 158.7 0.288 6.000

outflow 23.5 47.3 15.7 0.24 2.400

Dunnae IC 2016.08.26
inflow 4.6 9.4 16.4 0.189 3.740

outflow 4.7 11.6 13.4 1.311 0.083

Daegwalleong

IC
2018.04.05

inflow 8.0 16.8 26.7 0.042 0.4171

outflow 2.7 4.6 4.3 Zero 0.0821

Daeso 

Junction
2016.08.30

inflow 14.8 16.2 17.0 0.702 4.80

outflow 4.5 6.2 5.7 0.240 3.12

Okcheon IC 2017.08.23
inflow 20.6 59.8 258.0 0.435 3.57 

outflow 4.2 26.6 16.0 0.137 1.76 

Jeongeup IC 2016.09.12
inflow 3.2 21.0 277.0 0.166 1.040

outflow 1 or less 6.6 5.1 0.012 0.600

Gumi IC 2016.10. 6
inflow 2.0 5.2 5.6 0.052 0.9564

outflow 1.3 2.9 5.2 0.018 0.8832

Gimcheon IC 2016.10. 6
inflow 1.5 4.1 3.0 0.078 0.5496

outflow 1.0 4.4 2.4 0.086 0.4776

Uiseong IC 2017.06.02
inflow 18.5 54.1 22.0 0.313 3.6 

outflow 1.4 5.9 1.2 0.018 0.3 

W.Ulsan IC 2017.08.11
inflow 1.8 6.0 1.9 0.135 2.51 

outflow 0.4 5.5 0.9 0.036 0.29 

Okgok IC 2017.07.26
inflow 1.9 13.6 55.0 0.030 4.3 

outflow 1.2 10.8 28.0 0.030 0.7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의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은 BOD, 

COD, SS, T-P, T-N 등은 21.4~90.11%의 비교적 높은 오

염물질의 저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SS의 경우 

90%이상 저감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SS와 T-N항목에서

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기술효율에도 

충족한다. SS의 높은 저감율은 2,816㎡의 비교적 대규모 면적

에 설치된 생태습지 등의 저류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동절기 많은 강설량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제설작업이 많

이 이뤄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나들목은 T-P의 경우 불검

출되어 100%의 저감율을 보이며, 844㎡의 중규모 면적임에

도 BOD 66. 25%, COD 72.62%, SS 83.90%, T-N 

80.32% 등 전체 항목 평균 80.62%의 높은 저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저감효율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항목별 저감율이 우수하다.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은 593㎡인 소규모 면적에 설치

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로, BOD 79.61%, COD 5.52%, SS 

93.80%, T-P 68.51%, T-N 50.70% 등 평균 69.63%의 높

은저감율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시설임에도 환경부의 기준 

저감효율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은 694㎡인 중소규모 면적에 설

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로, BOD 35.0%, COD 44.23%, 

SS 7.14%, T-P 65.38%, T-N 7.65% 등 평균 31.88%의 

저감율을 보이며 다른 항목에 비해 T-P의 저감율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김천나들목은 911㎡의 중규모 면적에 설치된 저영

향개발 조경시설로, BOD 33.33%, SS 20.0%, T-N 13.10% 

등의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COD와 T-P는 약간 증가

하여 보여지는데, 이는 역시 기타 협잡물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지별 항목별 저감율을 살펴보면 횡성, 옥천, 정읍 및 

의성나들목은 SS, 둔내나들목은 T-N, 대관령나들목은 T-P, 

대소분기점은 BOD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저감율을 보이고 있

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의 식생시설중 식생수로의 저감효율과 비교하면, 3가지 

항목 모두 만족하는 저감효율이 높은 곳은 대관령, 의성 및 

서울산나들목 3개소이며,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곳은 대소, 

옥천, 정읍, 구미, 옥곡 등 5개소, 1가지 항목만 만족하는 곳

은 횡성과 둔내나들목 등 2개소 였다. 특히, 의성나들목은 3

가지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90%이상의 높은 저감효과를 보

이고 있다. 

2013년 이후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은 

총 34개소로 전국 고속도로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는 강우

시 도로노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저류 및 침투시켜 물의 분

산관리로 홍수피해 저감, 지하수 충진등의 역할도 하지만, 도

시지역 수질오염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수질

오염 정화능력도 높은 효율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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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result of Water Purific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ivision Picking Location
Caluses

BOD COD SS T-P T-N

Hoengseong IC

inflow 29.9 93.2 158.7 0.288 6.0

outflow 23.5 47.3 15.7 0.24 2.4

Reduction Rate 21.40% 49.25% 90.11% 16.67% 60.00%

Dunnae IC

inflow 4.6 9.4 16.4 0.189 3.74

outflow 4.7 11.6 13.4 1.311 0.083

Reduction Rate +2.17% +23.40% 18.29% +593.65% 97.78%

Daegwalleong

IC

inflow 8 16.8 26.7 0.042 0.4171

outflow 2.7 4.6 4.3 Zero 0.0821

Reduction Rate 66.25% 72.62% 83.90% 100.00% 80.32%

Daeso Junction

inflow 14.8 16.2 17 0.702 4.8

outflow 4.5 6.2 5.7 0.24 3.12

Reduction Rate 69.59% 61.73% 66.47% 65.81% 35.00%

Okcheon IC

inflow 20.6 59.8 258 0.435 3.57
outflow 4.2 26.6 16 0.137 1.76

Reduction Rate 79.61% 55.52% 93.80% 68.51% 50.70%

Jeongeup IC

inflow 3.2 21 277 0.166 1.04

outflow 1이하 6.6 5.1 0.012 0.6

Reduction Rate 68.75% 68.57% 98.16% 92.77% 42.31%

Gumi IC

inflow 2 5.2 5.6 0.052 0.9564

outflow 1.3 2.9 5.2 0.018 0.8832

Reduction Rate 35.00% 44.23% 7.14% 65.38% 7.65%

Gimcheon IC

inflow 1.5 4.1 3 0.078 0.5496

outflow 1 4.4 2.4 0.086 0.4776

Reduction Rate 33.33% +7.32% 20.00% +10.26% 13.10%

Uiseong IC

inflow 18.5 54.1 22 0.313 3.6
outflow 1.4 5.9 1.2 0.018 0.3

Reduction Rate 92.43% 89.09% 94.55% 94.25% 91.67%

W.Ulsan IC

inflow 1.8 6 1.9 0.135 2.51

outflow 0.4 5.5 0.9 0.036 0.29

Reduction Rate 77.78% 8.33% 52.63% 73.33% 88.45%

Okgok IC

inflow 1.9 13.6 55 0.03 4.3

outflow 1.2 10.8 28 0.03 0.7

Reduction Rate 36.84% 20.59% 49.09% 0.00% 83.72%

물론 대규모 면적의 저영향개발 개발 조경시설이 빗물의 

저류 및 침투, 다양한 수질오염원의 저감에서 유리할 수 있

겠지만, 서울산나들목, 옥천나들목, 정읍나들목 등 1,000㎡ 

내외의 중소규모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에서도 오염물질의 수

질정화 효과도 뛰어났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를 대상으로 강우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에 유입

되는 유입수와 녹지대내 배수로 등을 거쳐 최종방류직전 유

출부의 유출수를 채취하여 그 농도를 비교하여 수질정화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는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영향개발시설은 선진화,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악화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고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러

한 배경에 따라 저영향개발에 대한 개념, 필요성,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장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저영향개발 

조경기법의 특성과 고속도로변에 도입된 저영향개발 조경시

설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더하여 선진국의 저영향개발 기

법의 사례연구를 통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들의 특성들을 도

출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영향개발

기법의 개념과 기술요소에 대한 이해, 개발사업 추진시 물순

환체계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대다수 

였지만, 실제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한 현장에서의 사후 오

염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을 실정이다. 또한, 저영향

개발 조경시설의 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에 의한 분석 연구도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저영향개발 조경기법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기술요소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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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효율이 비교적 높으며 조경공사시 활용가능한 기술요소

로서 생태습지, 생태수로, 빗물정원 등 3가지를 도출할 수 있

었고, 고속도로변에 적용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 중 규모

적 측면과 적용된 기술요소 및 수질정화 효과 측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11개소에 대한 수질측정기록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저영향개발기법 조경시설지 11

개소를 대상으로 강우 유출수 모니터링 수행결과 측정항목별

로 최대저감율은 BOD 92.43%, COD 68.57%, SS 98.16%, 

T-P 100%, T-N 97.98% 등의 높은 저감효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섯째, 고속도로변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의 수질정화 효

과는 환경부의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식생수로의 시설별 기준 저감효율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 11

개소를 대상으로 강우 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에 유입되는 

유입수와 녹지대내 배수로 등을 거쳐 최종방류직전 유출부의 

유출수를 채취하여 수질정화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요소

의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 공간이 다기능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므

로, 고속도로변에 지속적인 저영향개발 조경기법의 도입과 

확대의 저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와 아울러 계절별, 식생별 및 저영향개발 조경

시설에 도입된 각각 시설에 대한 저감효율까지 분석된다면 

저영향개발 조경기술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의 수질정화 효과에 대한 연구

가 없는 실정 아래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시설지의 규모별 인자와 시설지별 유입 유출수의 

수질정화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고속도로변 저영향개발 조

경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부 시설별 수질정화 효과, 시기별, 도로에서 발

생되는 각종 오염원별 등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과 시료

채취 시점이 일정하지 못한 것과 계절별로 변화되는 수질정

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주변의 습지 등에서 쉽게 관찰 될 수 있는 오

리나무, 낙우송, 버드나무 등 고유 전통수종의 수질정화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리 전통조경에 대한 우수성이 

한 번 더 입증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설치 후 지속적인 수질정화 효과 분석을 위

한 모니터링의 부족과 높은 수질정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

록 하는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향상된 경관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의 수질정화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세부 시설별, 발생

오염원별, 계절별 등으로 변화되는 수질정화 효과 등에 연구

가 진행이 된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해외 선진사례들과 같이, 고속도로변 뿐만 아니라, 학교, 

주택단지,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곳곳에 저영향개발 

조경시설을 도입하여 식물과 각종 소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물순환체계 회복 및 

환경영향 저감으로 한껏 발전된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은 도심공간과 국토의 환경성 향상으로 세계가 주목

하는 또 하나의 우수한 조경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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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James Corner’s discourse, which is seen a key topic for discussion 

surrounding criticism on the conceptual vagueness of landscape urbanism, or often appears as a theory related thereto. Corner’s 

keywords applied herein include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form of process, and ecology. The author approached these keywords 

from an ecological context,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rner’s horizontality should be reinterpreted as a system for a zone or field, rather than horizontal forms and spatial 

structures. Second, infrastructure should be approached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with landscapes being subjects, rather than 

being a substructure to embrace the evolution and creation of the city. Third, a process not only implies strategic meanings that 

value tempo-spatial relationships but also calls for an implementation methodological approach that grants significance to the 

design of the process. Fourth, in Corner’s ecology, he valued ‘dynamicity’ as a driving force to keep the city healthy, the b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its environment, and presented a strategy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city’s structure and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relationships. However, ‘ecology’ should be seen as a higher-order concept that covers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and form of process, rather than being see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s other keywords. In this 

sense, the dynamicity of the city is oriented towards being ‘ecological.’  

Thus, the realization of landscape urbanism requires a view that landscapes are media which all ecological actions need to 

go through. Landscapes are sub-structures of the future that are operated through ecological approaches, building foundations 

for interactions and networking among factors consisting of the environment.

키 워 드 : 영역의 계, 생태, 경관, 상호작용, 네트워킹
Keywords : System of field, Ecology, Interaction, Networking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7년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의 주도로 개최된 심포지엄 ‘Landscape Urbanism’

에 등장한 이후(Pae, 2004), 조경․건축․도시설계 영역에서 현

대 도시공간을 풀어가며 적용되어야 할 하나의 지표로서 주

목받고 있다. 아울러 이것은 현대시점을 수용하고 미래에 대

한 도시와 관련지은 조경의 실천영역에 대한 변화와 확장의 

의미로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주목만큼 하나의 사조, 혹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실용적 실

체는 불명확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이론은 유일한 것으로 제임스 코너

(James Corner)가 주장한 일련의 개념들을 언급하며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유인즉 코너의 주장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 논의의 구심점이 될 권위를 지닌다는 것과, 명확하게 정

의된 개념어들로 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실천적 주

제로서 개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Kim, 2014). 이와 관련하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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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에 대한 국내연구의 대부분이 코너의 개념으로부터 

계획과 설계의 전략들을 도출하여 실천적 측면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비판과 고찰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인데, 주요 내용을 함축하면 ‘하나의 

사조인가, 그렇다면 이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론이 있다면 

실천적 역할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적용 결과에 따

른 차별적 특성은 무엇인가’ 등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지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직면한 비판들에 

대하여 김영민은 이론과 실천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이를 표

방한 실천적 사례가 현재 드러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으로 포섭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에 대한 또 

다른 비판들은 여전히 코너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객관성과 

개념 상호간의 관계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

라 말한다(Kim, 2015).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 역

할에 대하여 현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주목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코너에 의하여 제시된 담론 혹은 개념적 언

어 혹은 주제어들이(이하 담론으로 통일함) 학문적 영역과 실

천적 영역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이라 명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본질

과 관련하여, 이러한 담론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근본 취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론(Theory)’과 ‘담론

(Discourse)’에 대한 무차별적 혼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론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며, 경험적 

법칙을 기초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개념이 

이용되어 나타나는 궁극적 결과이며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직면

한 개념적 측면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적 양상들의 중심 논제

로서, 때로는 이론으로 등장하는 제임스 코너의 담론을 중심

으로 그 내용적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

울러 코너가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본질과의 관계성을 재조명하여, 개념에 대한 변

수로서의 역할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즘의 이론체계를 재구축하며 그 실천 모형을 수립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코너가 제시한 주요개념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체화시키거나 그것의 특징을 결정짓고 관계를 형성시키는 

설명적 연구(Song, Kim and Bhattacherjee, 2014)에 해당된

다. 코너의 주제어(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이하 코너의 주

제어로 명기함)들은 개념의 차원이기 보다 구성개념의 의미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개념은 구상적일 

수도 있으나 추상적으로 표출되나, 코너의 주제어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구성개념이 이용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너의 담론들에 표출된 

주제어들의 개념과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여 랜드스케이프 어

바니즘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였다. 

연구의 출발점은 코너가 2003년(Corner,2003)에 제시한 

주제어 ‘수평성(Horizontality)’, ‘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세스 형태(Form of process)’, ‘테크닉(Techniques)’, ‘생

태(Ecology)’ 를 중심으로 내용적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반면 2006년(Corner,2006)에 제시된 주제어 ‘시간에 따른 과

정(Process over time)’, ‘표면의 각색(Staging over 

surfaces)’, ‘작동방법(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상상력(Imaginary)’ 의  주제어들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

였는데, 이들은 2003년의 내용을 수용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

차원적 구성개념의 의미를 지니며,  사전적 정의(Dictionary 

definitions)로부터 다의성을 내재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s)로서 내용적 모호함을 극대화 시키는 이유이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한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체계를 갖춘 학문

의 영역으로 검증되기 위해서는 Fig.1과 같은 접근방식이 요

구된다. 즉 코너의 주제어를 통하여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단계와 실증적 단계에서의 검증과 관계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용을 위한 모형구축 완결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1단계에 

해당하며, 분석 결과에 따른 개념의 전개와 이후의 과정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Figure 1, 참조). 

그러므로 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론, 1절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내재한 본질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본질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당위성을 다루며, 3절에서는 코너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를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향후 이

론 재정립 및 적용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랜

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론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과 생태학적 

접근구도를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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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국내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의 흐름은 랜드스케이프 어

바니즘의 내용적 측면을 다룬 분야이고, 또 다른 흐름은 코

너의 주장에 따른 주제어들을 실천적 기반에 근거하여 프로

젝트와 연계한 분야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후자에 해당한다. 내용적 측면을 다룬 연구로는 김영민, 배정

한, 조세환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김영민의 경우 Landscape 

Urbanism Reader(2006)의 번역과 함께, 랜드스케이프 어바

니즘의 전개양상(Kim and Jeong, 2014)과 이론의 비판적 견

해(Kim,2015)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배정한은 랜

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전략을 소개하였는데(Pae, 

2004) 이 연구는 코너의 초기 담론에 해당한다. 조세환은 도

시재생적 관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술하였다

(Cho, 2010). 한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기반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6; Kang et al.. 2008; Yoon, 

2010)들은 대부분 기존이론의 수용적 관점에서 실천프로젝트

에 대한 적용과 의미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중

심으로 진행하였다.

Ⅱ. 본 론

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근원적 본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출현하게 된 기원은 전통적 유

럽도시의 도시형성론을 무의미하게 만든 현대도시의 비결정

성과 유동성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Waldheim, 2010).  이

것에 더하여 과거 전통적 조경이 행하여 왔던 ‘자연’의 이미

지를 위장한 생태적 체계를 숨기지 않고 비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도시의 장과 체계로서 접근하는 실천적 모습이다. 따라

서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조경의 대상과 영역의 대한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으며 조경을 경관으로 그리고 경관은 도시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는 영역(field)으로 다루어야함을 명시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료하게 

언급할 수 는 없으나, 배정한은 잠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불확정적인 장으로서 경관을 조절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

측하는 전략적 촉매제”, “조경과 건축과 도시의 사이를 관통

하는 혼성의 영역‘이라고 정의한다(Pae, 2004). 한편 조세환

은 이에 대하여 도시에 대한 조경의 전략과 실천영역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며 실천

전략과 수단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

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골격으로서 경관의 새로운 개념을 차

입하였다(Cho, 2010).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매체로 하여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적 실천전략이며, 새로운 

조경의 실행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Figure 2. Landscape urbanism approach on Puerto rico 

botanical garden

Botanical forest Botanical park Botanical city
* Source : www. google.co.kr

2.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 생태학적 접근의 근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이 생소한 

것은 아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태생이 이야기하듯 

모더니즘 건축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 산업도시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린치의 경우 이미 

‘좋은 도시형태’에서 혼성적 도시 형태를 기술하고자 생태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경관을 피드백과정과 흐름으로 

설명하고자 생태학의 고전을 인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Waldheim, 2006:Grahame Shane, p64). 또한 그레엄 쉐인

(Grahame Shane)은 한때 강력했던 산업도시가 쇠락하여 경

관 속으로 흡수 되는 것에 대한 시사성을 표현하였는데, 이

것은 곧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하고 종래의 

회화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

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본질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태학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경관이 의미

하는 바를 생각 할 수 없다(Waldheim, 2006:Richard 

Weller, p82)는 내용에 귀결된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이해에 대한 지표는  

1997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찰스 왈드하임의 전

시와 컨퍼런스를 통하여 재조명된 것이다. 아울러 코너는 

“보다 유기적이고 유연한 어바니즘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생

태학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계획하고 분석하는데 유

용한 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의 역할에 대하여 도시에서 작동하는 모든 힘과 요인을 다루

며 상호 연관된 네트워크로서 시공간적 생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Waldheim, 2006), 

한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생태학적 접근임을 직접적으

로 시사한 사례로는, 리처드 레지스터(Richard Register)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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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코시티 버클리(Eco city Berkeley)’프로젝트에서 산업도

시가 경관 속으로 분해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생태적 

교훈과 생태적 틀을 제안하고 있고(Waldheim, 2006:Grahame 

Shane, p63), 왈드하임의 생태적 접근은 ‘디트로이트 비우기

(Decamping Detroit)’의 제안에서도 발견된다.  

이렇듯 현대에 접어들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영역을 

포함한 조경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생태학의 

만연은 오늘날 그 용어의 의미가 생물학적인 의미보다는 규

범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생물․물리적 환경․인간사

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합하는 독립된 분야로 발전된 이유이

기도 하다(Odum, 2001).  그러므로 생태학이야 말로 모든 

학문의 영역에 적용 혹은 인용이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며, 

물질적 이던 비물질적이던 그 특성에 대한 에너지 흐름을 수

용하기에, 결국 통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이 사회․문화와 소통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환경과 경관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통한 진화와 생성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현대도시의 특징을 관련지

은 용어:다변화․흐름․복잡성․불안정성․비결정성․자기 조직과 같

은 용어((Waldheim, 2006:Richard Weller, p83)를 생태학으

로부터 공급받았다. 어쩌면 이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생존하고 진화하기 위한 범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태학이 

사람(문화 혹은 문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과 자연의 상호

관련성을 다루며 ‘the study of households’로 명명되는 이유

(Odum, 2001)와 같은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3. 생태학적 맥락의 제임스 코너 담론에 대한 비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개념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문헌 그리

고 사례연구의 중심적인 틀은 주로 코너가 2003년에 제시한 다

섯 가지 주제어 ‘수평성, 기반시설, 프로세스 형태, 테크닉, 생태’

에 집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직접적으로 반복되는 주

제어는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스, 생태 등이라 김영민은 

밝힌다(Kim and Jeong, 2014). 2003년에 제시된 주제어 중 ‘테

크닉’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말 그대로 분야 간의 협업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영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천적 자

세(Pae, 2003)등을 의미하기에 개념의 실천적 전략으로 수용하기

는 부적절하였을 것이다. 또한 테크닉은 2006년의 주제어 ‘작동

방법’에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김영민은 밝힌다(Kim 

and Jeong, 2014). 

본 연구에서는 코너의 주제어들을 담론으로 취급하였다. 담론

(discourse)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실천적 맥락

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Kim B.H., 2011), 그

러므로 비판의 내용은 생태학적 맥락(context)의 차원으로 접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맥락은 담론분석의 바탕이자 실제조건에 해

당하며 이론화를 유도하는 이유이다.

1) 수평성에 대한 소고

수평성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코너는 수평성을 확산된 수평적 도시 형태나 공간의 구조를 

의미하지만(Kim, 2015),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은 이러

한 수평성을 다루기 위한 전략으로 경관을 바탕으로 하나의 

대상이 아닌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장(field)으로 활용

한다. 만약 형태적 수평성에 국한 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그

리고 물질의 교환에 대한 관계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장

(field)에 대한 계(system)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2) 기반시설에 대한 소고

기반시설은 사회의 공공영역에 대한 기초적 기반의 의미

로서 보편적으로 해석된다. 코너는 이에 대하여 경관을 도시

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는 하부구조로서 파악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의 적용은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

한 오용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때로는 그에 대하여 이용 및 

활동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피력되고 있다. 다시 코너의 이

야기로 돌아가 만약 기반시설에 대한 주체가 경관이라고 한

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진화와 생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생태의 관점으로 재해석 되는 것이 필

요하다.

3) 프로세스에 대한 소고

코너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도시공간의 형태보

다 시공간적 관계를 중요시한 과정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

장하며, 이를 통하여 형태적 유토피아를 추구한 모더니즘에 

대항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에서 모순은 모더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이 결여된 유물론적 접근에 대한 비평으

로 국한시킨 것으로서 건축적 모더니즘에 대한 문제를 랜드

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념에 결부시킨 것이다. 아울러 프로세

스는 과정의 설계를 강조한 것으로 실행방법론에 대한 해석

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에 국한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혹은 생태적 계획에 대한 자

세를 의미한다. 

4) 생태에 대한 소고

생태학에 대하여 코너는 ‘보다 유기적이고 유연한 어바니

즘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생태학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대안

을 계획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Waldheim, 2006), 그에 앞선 2003년의 경우 생태학에 대하

여 경관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상호 관계성과 역동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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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비유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경관과 내재된 시스템을 

생태계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코너가 주장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저에는 도시와 환경의 생물적인 관계, 즉 도시

를 건강하게 지키는 원동력으로 ’역동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역동성은 도시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생태적인 관계에서 

이해하자는 전략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의 역동성에 대한 지

향점은 ’생태적‘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러한 논지들은 코너가 제시한 개념들이 서로 유사

하여 결국 개념적 차별성을 상실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 구도에서 개별언어들이 내재하는 독립적 의미와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비평을 받는 것이다(Kim, 2015). 따라서 2003

년의 주제어는 그 후 2006년 코너의 에세이‘Terra Fluxus’에

서 재정리된 4가지 개념(Process over time, Staging over 

surfaces, 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Imaginary)을 

바탕으로 재규명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4.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과제

1) 이론 정립을 위한 합의적 함의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통하여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관을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인지

하며(Waldheim, 2006), 도시가 인프라스트럭처며 그것이 경

관이다. 이것은 현대 도시의 비결성과 유동성에 대한 적용대

안으로서 경관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실현수단으로서의 수평적 경관

이 아닌, 도시가 포함된 생물군계에는 환경구성 인자들의 상

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이다. 

경관에 대한 해석과 관점 그리고 활용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데, ‘경관은 형태를 넘어선 과정이다’(Waldheim, 

2006),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지리적 

특성을 사용하기 위함이다’(Cho, 2010), ‘경관은 그 자체로 

모든 생태적 작용들이 거쳐야 할 매체이며, 미래의 하부구조

이다’(Waldheim, 2006)라는 내용 등이 근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관은 자연의 풍경

이나 픽춰레스크적 조경의 범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

각화에 한정된 결과물이 아닌, 환경조직의 구조적 바탕이며 

복합적인 문화의 전달 매개체로서 설명되고 인지되어야 한다

는 의미를 내재한다. 결국 이것은 현대시대, 그리고 도시에서 

경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 인가의 난제에 대한 랜드스

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과 경관철학(미학) 적인 지표설정과 

구체적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통한 접근은 이를 실

현하기 위한 특정 대상지가 가진 경관유전자는 어떤 것인가’

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가져

야 한다.

우선 전통적인 경관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경관觀에 

대한 비교를 통한 경관 개념에 대한 재정리와 다루어야 할 

경관에 대한 맥락적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관

은 시간성을 가지며 변화하며 다양성을 가지는데, 이는 곧 

경관의 진화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관인자를 

파악하고 실현을 위한 매체로서 경관 유전자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진화하는 경관에 대한 ‘지역다

움’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경관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데, 행태론적, 진화론적, 

상징주의와 사회 과정 그리고 생태학적 접근법이 그것이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태주의 지리학의 발달 초기에는 지각이란 행태의 

원인이며, 행태는 경관 형성의 원인이라는 관점, 즉 지각 → 

행태 → 경관 행성의 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점차 행

태는 보다 복잡한 요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둘째, 진화론적 접근법에서는 지리학 혹은 인간생태

학의 관점으로 시간 차원을 중요시하는 진화의 개념을 강조

해 왔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환경의 영향을 면밀하

게 구별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강조하였다.셋째, 경관 이해에 있어 상징적 

경관은 국민을 결속시켜 주는 사고․기억․감정의 부분으로서, 

그 국가의 대상의 일부가 된다. 상징적 경관은 지역성과 관

계가 있으며, 그 경관 자체는 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 경관은 사회와 문화

적 전통을 반영하고 또한 표현한다. 넷째, 생태학적 접근법은 

그 기원을 자연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학에서의 생태학

적 접근법은 환경 결정론과 가능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법이 인간과 자연과

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방법이다. 즉, 생

태학적 접근법은 변수의 복잡성과 변수간의 상호 관련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유기체들과의 주위 환경의 

집합체를 우리는 生態系라고 한다. 모든 유기체간의 상호관

계는 복잡할 뿐더러 상호관계 그 자체는 하나의 총체의 변화

에 반응하여 항상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 생태계의 

분석은 인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다루어야 할 경관은 

생태학적 접근으로 취급되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

동에 의하여 창조되고 변형되는 경관의 특색을 연구하여야 한

다. 따라서 경관은 수단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2) 생태학적 접근 구도

생태적계에 대한 환경의 구성은 개발환경(Fabricated 

environments), 순치환경(Domesticated environments),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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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s)의 위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계’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생태계의 계

층구조에서 하위수준은 더 높은 수준에 의해 제한되며 조절

되는 특성을 가지며, 그 조절은 시간과 규모에 따름 군집간

의 균형을 유도한다. 여기에 견주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의 주 영역이 도시환경임을 고려하고 관계된 생태계적 특성

을 재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은 살아있는 모든 것

을 포괄하는 군집(community)과 살아있지 않는 환경이 구성

되어 생태계(ecological system)를 이루며, 여기에 인공물이 

더하여 총체적 경관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대규모 계층구조에

서 구분되는 도시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적 접근을 위해서는 생

태계와 관련되어진 도시 계(system)에 대한 계층구조 정립이 

필요한데, 계층구조 정립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첫째. 도시

의 생명부양과 관련된 기초적 특성 인자들을 구축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성장․진화․되먹임’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성 기

작(Homeostatic mechanism) 요소들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도시환경 시스템에 ‘작동’의 의미를 적용시킨다는 함

의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경관의 변화와 미래대응을 위한 

‘창발성’에 기인하였거나 기인할 가능성을 찾아 이에 적합한 

다의적 의미의 디자인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Figure 3. Design framework for Landscape urbanism

결국,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디자인은 생존을 전제로 하

여, 자연유기체의 시스템에서 유추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인위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어

바니즘에 의한 결과는 생태학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근본적이며 혁명적이며, 자연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최소 에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 다양성

을 위한 최소한의 목록, 혹은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

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Papanek, 1983).

Ⅲ. 결 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제임스 코너의 연구들은, 

1997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찰스 왈드하임의 컨

퍼런스 이래 실천적주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코너는 초기(2003년) 그의 연구에서 다섯 가지 주제어 ‘수

평성(Horizontality), 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세스 형태

(Form of process), 테크닉(Techniques), 생태(Ecology)’에 집

중하였고, 그 이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프로세스(Process 

over time), 표면의 각색(Staging over surfaces),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상상력

(Imaginary)’등 4가지의 주제어로 실천전략에 적합하게 수정

하였다. 그러나 코너의 연구들이 실천적 주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천사이의 간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Kim and Jeong, 2014),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직면한 개

념적 측면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들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너의 주제어들을 담론으로 한정하고 

고찰함에 있어 생태학적 맥락(context)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이론화를 유도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너가 제시한 ‘수평성’은 수평적 형태나 공간구조에 

대한 반영이 아닌, 영역이나 장(field)에 대한 계(system)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기반시설’은 도시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기위한 하

부구조가 아닌 경관을 주체로 한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

여야 한다.

셋째,‘프로세스’는 시공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전략적 의

미도 내포하여야 하지만, 과정의 설계에 의미를 부여한 실행

방법론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코너는 생태를 통하여 도시와 환경의 생물적인 관

계, 즉 도시를 건강하게 지키는 원동력으로 ’역동성‘을 중시

하였고, 역동성은 도시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생태적인 

관계에서 이해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생태’는 다른 주

제어들과 같은 독립변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수평성’, ‘기

반시설’,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의 역동성에 대한 지향점은 ’생태적‘으

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현은 경관이 모든 생

태적 작용들이 거쳐야 할 매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경관은 미래의 하부구조로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작동시

키며, 나아가 환경구성인자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킹의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조의 본질로부터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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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조경시설물의 이용자 인식 및 반응 분석 
- 아파트 조형물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esidents' Recognition and Response 

on the Landscape Facilities by the Storytelling Methods 

- Focusing on the cases of Apartment Sculpture -

이정원* 

Lee, Jeong-won

* 아트리움 디자인 대표, artrium_design@naver.com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storytelling for apartment landscaping specialized design and started to diagnose public reaction and utility of it. 

Bloomington city of Ilsan new city which is evaluated as early apartment storytelling was selected as a study area.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10 resi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effect of user perception, group difference, perception, 

and topic expression on satisfaction of apartment landscaping storytell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first storytelling element was higher than usu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orytelling elements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scale and installation 

place. When the element was more natural than the artificial element, Respectively.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mographic groups in the storytelling perception.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ge and occupation of respondent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mobilization of individual cultural capabilities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storytelling. Third, the degree of awareness 

and the degree of motivation of topic exp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orytelling satisfaction individuall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apartment storytelling landscap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toryline and secure unity. Next,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user. 

키 워 드 : 스토리텔링, 조경 시설물, 특화 디자인, 거주민 반응 분석
Keywords : storytelling, landscape installation, specialized design, analysis of residents’ awareness 

Ⅰ. 서 론

한국의 아파트는 1962년 마포아파트 건설 이후 새로운 주

택형태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 아파트 주

거 양식은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으며, 단순한 도시

의 주거 유형이 아니라, 도시의 주요한 부분이자 문화이며 

도시 생활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어 있다(이진희, 

2009). 아파트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된 이 짧은 기간을 통

해 아파트의 삶과 문화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리면

서 경제적이고 상품적인 가치 수단으로의 ‘사는 것(buying)’

과 실질적인 주거로서 삶과 이용을 위한 ‘사는 것(dwelling)' 

의 차이(박철수, 2009)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상호 모순적

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수요자의 

안목이 이전의 단순한 공동주택 형태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

고,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의 터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특색 없고 획일화된 성냥갑 형태를 벗어

나고자 건설사마다 수요자의 욕구변화를 고려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치 상승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경은 단지 외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련 

법제도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정

교하게 발전하였다. 분양시장의 경쟁전략으로 아파트 특화와 

차별화 전략을 위해 이용자의 감성에 점차 주목하게 되었다. 

질적 차별을 강조하는 21세기의 주거공간은 양적 성장에 얽

매였던 지난 세기와는 달리 쾌적하면서도 즐거워야 하고, 동

시에 유희의 공간을 연출하여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

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스토리텔링적 조경은 공간을 

이해하기에 용이하고, 공간 안에 내포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철호, 2017). 따라서,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 만들기가 가능한 설계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땅의 의

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조경 설계요소에 반영하는 중요 

설계 전략으로 등장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들이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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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제시되고 있다.

공간연출의 스토리텔링은 정서적·감각적 요구의 해결방법

론으로서 의미가 있고, 주제가 있는 공간 구성에 보다 적실

한 표현방법론이며(오경환, 2002),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브랜

드 마케팅 뿐 아니라 관광지와 테마파크, 전시구성, 주거공간

의 미술작품을 구성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고 있다(김미영,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아파트 조경에서 특화디자인의 

수단으로서 스토리텔링 중요해졌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특화디자인을 

적용한 조경시설물과 조형물 사례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

지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스토리텔링의 의도가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

떠한지를 진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적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에 활

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의 효용성을 기대한다.

Ⅱ. 이론 고찰

1.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 고찰

1) 조경시설물 개념

아파트 조경공간은 건축물에 점유되지 않은 토지로서 사

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옥외환경, 외부공간 

등은 조경공간과 유사한 의미와 범위를 가지는 개념으로 

아파트 조경설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강연주, 2011). 

아파트 단지의 조경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요소에는 식물식재가 있고, 인공적인 

요소는 친수공간, 커뮤니티시설, 옥외조형시설, 웰빙시설, 

생태정원, 경관 조명시설, 휴게소, 어린이놀이시설, 옥외포

장 등의 조경시설물이 주로 해당된다(손승희, 2007). 

과거에는 획일적이고 빈약한 계획 및 주거환경이 문제 시 

되었지만, 지방 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단지 옥외공간 조성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점차 주거

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주택산업

연구원, 1997). 아파트단지의 옥외환경은 거주자 만족도

를 높여 거주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Nasar, 1998). 소득 수준과 환경에 대한 거

주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의 확산으로 외부공간의 중

요성이 인식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

작하면서 옥외공간 설계의 변화는 곧 차별화로 연결되어

진다. 

2)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 유형

특화(special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산업이나 

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즉, 특수화, 

전문화, 차별화를 뜻한다.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옥외공간

의 차별화 개념은 단순한 ‘구분’이나 ‘다른 것’을 뜻하기 

보다는, 기업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것과 비교 우위

의 특성을 갖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Division Specialization concept

Waterscape 

Facilities

- Applying Community Concept Design to 

Central Plaza

- Ecological pond, wall that combines 

formative murals

- Fake stone mountain concept

Resting 

facility

- Tea cafe, Book cafe, Momstation's 

design specialization

- APT piloty Resting facility Furtherance

Exercise 

facility

- Fitness & Restion grafting

- large purpose Exercise space

Play 

facilities

- Complex play facilities design

- Slope playing, Tema playing design

Packaging 

facility

- Packing with various high quality materials

- Attempt to differentiate design by using 

various patterns

Mo ld ing 

facility

- Specialization of entrance gate, column, 

art wall, environmental, Sculpture

- Idle space uses: Flower stairs, Fence, 

Decorative wall

- Author garden to make

Lighting 

facility
- Nighttime special design

Convenienc

e

facility

- Waste container, bicycle storage, Trench 

Application of integrated design

Information 

facilities
- Application of integrated design

Structure
- Application of design elements of 

exterior wall finish

* Source : Lee (2018)

Table 1.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specialized 

design of landscape facilities

오늘날의 도시 아파트는 대단지의 독립적인 주거공간 창

출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가 자치화, 지역화 되어감에 따라 

실내공간 못지않게 옥외 공공공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

고 있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따라 건강한 주거환경의 

욕구와 쾌적한 생활공간의 추구 등과 같은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로 인해 건설사들은 경

쟁적으로 조경특화에 관심갖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고가의 

대형목 식재와 중앙광장 및 커뮤니티 시설 특화에 중점을 두

면서 단지 곳곳에 주목할 만한 랜드마크를 두었다. 이러한 

특화된 시설들은 단지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그 참신성을 

주목 받아 물리적, 추상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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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시설물 특화중심의 

테마공간과 조형물 및 시설물 통합디자인 등의 공간특화로 

이어지고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주인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대개의 조경시설물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칙,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그 차별화 

전략의 일환인 특화디자인 요소는 별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그 요소는 자유롭고 다양하며, 차별화의 개

념을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2. 스토리텔링 기법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story)는 이야기의 순수 재료가 되는 것이며 텍

스트(text)는 이야기가 문자로 된 것을 말하고, 플롯

(plot)은 이러한 것들은 재배열 하여 나타낸 것(이지선, 

2009), 즉 ‘구성’을 말하며, 작품의 주제를 증명하는 데 

관련된 등장요소간의 내적 관계이다(류수열, 2007). 따라

서 이야기가 되려면 인물·사건·배경이 기본요소로 있어야 

하고, 특정 인물이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에서 특정한 사건

을 만들어 가는 것을 다루는 것이 스토리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이야기(story)와 멀티미디

어적 속성(-tell), 그리고 상호작용성의 현재성(-ing)을 

포괄하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즉 이야기와 말하다, 그리

고 현재진행형의 의미가 있으며 인간이 시·공간과 맺고 

있는 ‘시·공·인’의 관계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손병옥,

2010:15). 이러한 관계적 서사를 가진 스토리텔링은 어떤 

컨텐츠에 생생한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것을 재미있고 설

득력 있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힘을 가진다. 

2) 스토리텔링의 유형과 가치

스토리텔링은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스토리텔링의 활용은 브랜드 마케팅 뿐 아니라 관광지와 

테마파크, 전시구성, 주거공간의 미술작품 구성에도 활용

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김미영, 2013). 즉, 스

토리텔링은 감성적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구

매요인이 기능중심에서 감성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늘

날에는 다양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된다.

그렇지만 마케팅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은 브랜드 그 자

체를 소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서 몰입과 재미를 자연스레 불러

일으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감

성적인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는데, 심리적으

로 공감대는 대개 호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마케팅에 도입하는 것은 브랜드나 

상품 구매를 곧바로 유도한다기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야기를 즐기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선호도를 높이는 감성 지

향적 마케팅 활동이다. 즉 스토리텔링의 역할은 특정한 대상

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아우라를 형성함으로써 그에 대

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다. 

3) 공간스토리텔링

본래 말과 글로 존재했던 스토리텔링이 공간으로 장소

를 옮긴 것은, 공간적 이미지의 본질인 역동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공간이 직접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스토리텔링의 출현과 발달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

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재미와 감동을 추구

하는 대중들의 아날로그 시대적 공감의 결과이기도 한다. 

그것이 공간에 접목될 때 장소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공간스토리텔링은 아파트 주거 단지나 드

라마 촬영장소, 지역 문화자원 등 그 영역이 확대 되고 있

고 활용 가능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스토리텔링 요소는 듣는 사람에게 재미와 공감대를 형

성하게 하며 집중을 유도하여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효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McDrury et al., 2001), 

상호적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체

성, 안정감, 확신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 된

다(Stacey, 2001).

스토리텔링과 주거공간 조경시설물이 만났을 때의 가치

는 특히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는 주거공간의 기획단계에

서 공간해석부터 공간연출의 단계까지 각 아파트단지 프

로젝트만이 가지는 또는 가지게 될 고유의 이야기 즉, 입

지특성, 입주자, 기획·설계 의도, 상품특화요소 등을 입주

할 고객에게 쉽고 직관적이며 가시적인 요소로 공간의 가

치를 체득하고 향유할 수 있게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속성

을 아파트의 기획·설계에 응용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공간을 단일한 주제로 테마화 할 때 유용

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오늘날 공간 기획에 적용되는 스토

리텔링의 활용양상은 대부분 환상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거’라는 일상성 공간속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옥외공간에 

기여하는 영향과 의의가 체계적으로 규명되어 공간스토리

텔링 작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

Ⅲ.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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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에 따른 아파트단지 조경시설물 

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가의 스토리텔링 

의도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

건이다. 그러나 많은 환경설계에서 설계가의 의도가 온전

히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흔히 있다. 특히 스

리텔링은 대개 인문적 소재를 활용하기에 이용자의 교육·

문하적 배경에 따라 문화적 이해도가 다를 가능성은 충분

하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적용

된 조경시설물의 만족도는 스토리텔링의 사전인식도나 주

제표현방식의 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스토리텔링 요소의 사전 인지도와 주제표현 동의

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전인지도와 주

제표현 동의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전 인지도와 주제표현 동의도는 스토리텔링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 대상지 선정 

본 연구문제의 실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 

대상지를 검토 후 선정하였다. 

첫째, 주거공간의 스토리텔링 설계를 구체화하여 적용

한 초기 단계의 사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한

국에서 스토리텔링이 최초에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었는지

를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둘째, 입지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며,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중대

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

지는 아파트 조경의 최근 트랜드를 충실히 반영할 뿐 아

니라, 입지적으로도 충분히 대표성이 있어 조사결과의 일

반화에 기여할 것이고 판단되었다. 셋째, 아파트 외부공간

에 대한 입주민들의 충분한 이용경험을 통해 설계의도 이

해가 용이할 수 있는 완공 후 5년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

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일원(Figure 1)의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를 3·5단

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는 식사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규모 123만여㎡에 1만여 세대의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이다. 

이곳은 ‘시(時)와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아파트 

외부 경관디자인에 테마를 부여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시

도되었다. 대상지의 건축 현황은 Table 2와 같다.

Figure 1. Research Site

Division Contents

Title Goyang City Wi-City A3, A5

Location Goyang City Ilsan Donggu sigsadong

Area Apartment house

Division 3block 5block

Area 96,968.64㎡ 65,847.66㎡

Ratio Court 46% Court 46%

Household 1,435 915
* Source : Lee (2018)

Table 2. Research Site Architectural Overview

대상지의 조경 콘셉트는 물, 산, 숲, 커뮤니티라는 네 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며,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을 위한 스

토리텔링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마스강(River Maas)1) 콘셉트는 ‘녹지와 도시, 자

연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변공간’을 지향한

다. 네덜란드의 마스강변 이미지를 차용하여 단지 내 수변

시설을 꾸미는 계획으로, 단지 내 곳곳에 흐르는 물을 통

해 단지 전체의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둘째 가우디2) 콘셉트는 ‘가우디의 이상도시’를 가우디 

가든, 가우디 벽천, 가우디 열주라는 세부 조경요소로 단

지 내에 폭넓게 분산시켜 설치하였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적 이미지를 대상지에 끌어들여 주거공간의 이미지 

상승을 꾀하였다.

셋째, 학교 가는 길 콘셉트는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 만

1) 마스 강(네덜란드어, 독일어: Maas) 또는 뫼즈 강(프랑스어: Meuse)은 유럽 서부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를 흐르는 길이 강이다. 

길이 925km , 유역면적 36,000km². 곳곳에 주변 강과 연결되는 운하가 많아 수상 교통이 활발함.

2) 스페인 안토니오 가우디(Gaudi) 건축양식. 경직된 직선을 배제하고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에 집중하였으며, 주로 파타일 소재

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한 20세기 초 매우 창조적이고 탁월한 건축시공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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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위인들의 명언이 새겨진 환경조형물 미술작품들을 

가리킨다. 학생들에게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

여 등교길에 유명인들 상징물을 배치하였다. 이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 꿈과 이상이 생겨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지의 

조경 현황은 Table 3과 같다.

Division 3block 5block

Landscape Area 44,292.89㎡ 32,658.59㎡

Children's Playground 1,691.81㎡ 1,204.15㎡

Resident exercise facility 1,646.57㎡ 857.94㎡

Rest area 2 EA 2 EA

Children's Park 2,600.00㎡ 260,200㎡

Green Way 1,362.30㎡ 117,574㎡

Tree
tall tree 6,714 4,763

bush 305,082 234,955

* Source : Lee (2018)

Table 3. Research Site Landscape Overview

대상지 조경공간의 스토리텔링은 건설사에서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실행하였다.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조

경시설물과 조형물의 특화디자인은 다음 Figure 2~3과 같다. 

대상지에 조성된 ‘마스강’과 ‘가우디’를 콘셉트로 하는 3단지

와 5단지 각각의 시설물 6개소는 Figure 2와 같다. 마스강은 

수경시설, 조형물, 휴게시설로, 가우디는 문주, 연못, 게이트

로 연출되었다. 

스토리텔링의 세 번째 콘셉트인 ‘학교 가는 길’은 초등학

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하나의 교육타운 형성을 목표로 한 대

상지의 특성을 살린 기획이었다. ‘학교가는 길’은 이를 배경

으로 3단지와 5단지에 각각 12개의 조형물이 Figure 3과 같

이 배치되었다. 

3.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

스토리텔링에 따른 아파트 단지 조경시설물의 이용자 인

식도와 만족도는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이다. 일

정 기간 내에 많은 수의 이용자를 접촉하고 그 심리적인 반

응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

을 채택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설계와 조사설계는 다음

과 같다. 

1) 설문설계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외부공간 이용행태, 조형물의 사전인지도, 주제표현 동의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사회경제학적 속성측정을 목적으로 명목형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용행태는 이용빈도, 체류시간, 이용시간대 등

을 측정코자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3 Block

Maas river Waterscape Facilities Gaudi Main Arch/Colonnade

Maas river Sculpture Gaudi Waterscape Facilities

Maas river Street Furniture Gaudi Art Wall

5 Block

Maas river Waterscape Facilities Gaudi Main Arch

Maas river Sculpture Gaudi Waterscape Facilities

Maas river Street Furniture Gaudi Art Gate

Figure 2. 3·5 block Landscape components

스

주요 측정 대상인 스토리텔링 조경시설물의 인지도와 주

제표현 동의도 측정은 마스강변을 연출한 3개 시설, 가우디 

건축양식의 3개 시설, 학교가는 길의 12개 문항으로 하여 리

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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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3·5block Way the School Sculpture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21~27일 동안에 매일 9~17시 

사이에 대상지에서 실시되었다. 모집단을 ‘조사기간 내 아

파트에 거주하는 만16세 이상의 남녀’로 하였는데, ‘학교

가는 길’ 콘셉트의 시설물이 학생층을 대상으로 했기에 고

교생에 해당하는 만16세부터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요일에 따른 편의를 막고자 일평균 30명의 표본을 조

사하였다. 표본 추출은 3단지와 5단지 입구에 배치된 조

사원이 매시간별 통과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단

순무작위표출(simple random sampling)로 진행하였다. 설

문은 응답자가 직접 적는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고,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10부를 제외한 2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은 통계전용 소프트웨어인 

SPSS(Ver.18.0)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용행태 등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주로 하였고, 인지도와 

주제표현 동의정도는 평균값 분석을 하였다. 이용자 반응

에 대한 차이분석은 t-검정(t-test)과 분산분석

(ANOVA)으로 하였으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에 대한 유의도 검정은 사회조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

는 0.0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Ⅳ. 스토리텔링에 따른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 

인식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51.0%)와 여자(49.0)가 비교적 균등

하게  분포하였다. 나이는 40대(25.7%)가 가장 많았고,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07 51.0

Female 103 49.0

Age

10s 46 21.9

20s 40 19.0

30s 34 16.2

40s 54 25.7

Over 50s 36 17.1

Job

Student 73 25.0

Housewife 45 22.0

Office job 48 19.0

Professional 21 10.0

Self-employment 13 6.2

Others 10 4.8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그 다음은 10대(21.9%), 20대(19.0%), 50대 이상 

(17.1%), 30대(16.2%)의 순이었다. 직업은 학생(25.0%)을 

중심으로 주부(22.0%), 직장인(19.0%), 전문직(10.0%), 자영

업(6.2%), 기타(4.8%)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로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성별, 나이, 직업별로 큰 편

의가 없으므로 모집단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2. 연구문제 검증

1) 스토리텔링 조경시설물 사전인식 및 동의정도

스토리텔링 조경시설물에 대한 응답자의 사전인식과 주

제표현의 동의정도를 파악하고자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사전은, 마스 강변(4.14)과 가우디

(4.15), 학교 가는 길(3.45)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

적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마스강변과 가우디는 4.0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마스강변과 가우디는 시설물의 특성

상 규모가 크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높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교 가는 길은 12개의 단위시

설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스케일이 작아 상대적으로 사

전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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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ognition Agreement

M (S.D.) M (S.D.)

Maas river (water) 4.08 (±1.00) 3.58 (±1.00)
Maas river (molding) 4.11 (± .94) 3.51 (±1.01)

Maas river(relaxation facility) 4.23 (± .85) 3.53 (±1.08)

소계 4.14 (± .77) 3.54 (± .93)

Gaudi Art(doorpost) 4.44 (± .78) 3.98 (± .96)

Gaudi Art(pond) 4.17 (±1.05) 4.03 (± .97)

Gaudi Art(gallery) 3.83 (±1.14) 3.70 (±1.03)

소계 4.15 (± .78) 3.90 (± .91)

Way the School Sculpture(korean) 3.36 (± .93) 3.54 (± .81)

Way the School Sculpture(foreigner) 3.55 (± .99) 3.60 (± .81)

소계 3.45 (± .91) 3.57 (± .78)

합계 3.91　 `(± .66)　 3.67 (± .76)

Age M (S.D.) F p scheffe

Cogn
ition

Maas

River 

10s 4.00 (± .99)

1.717 .147 -
20s 3.98 (± .89)

30s 4.16 (± .71)

40s 4.33 (± .57)

50s< 4.19 (± .51)

Gaudi

Art

10s 4.33 (± .69)

3.144 .015 -

20s 3.89 (±1.06)

30s 4.00 (± .50)

40s 4.10 (± .80)

50s< 4.41 (± .60)

Way the 

S c h o o l 

Sculpture

10s 3.42 (±1.09)

1.937 .106 -

20s 3.40 (± .96)

30s 3.36 (± .75)

40s 3.32 (± .92)

50s< 3.83 (± .66)

Total

10s 3.92 (± .76)

1.732 .144 -

20s 3.76 (± .84)

30s 3.84 (± .54)

40s 3.92 (± .62)

50s< 4.14 (± .41)

Agree
ment

Maas

River 

10s 3.79
a)

(± .92)

4.635 .001 b<e

20s 3.18
b)

(±1.04)

30s 3.40
c)

(± .66)

40s 3.44
d)

(± .98)

50s< 3.95
e)

(± .70)

Gaudi 

Art

10s 4.23
a)

(± .82)

5.412 .000 c<a,e,

20s 3.88
b)

(± .96)

30s 3.73
c)

(± .82)

40s 3.54
d)

(± .88)

50s< 4.25
e)

(± .85)

Way the 

S c h o o l 

Sculpture

10s 4.05
a)

(± .81)

12.434 .000 b,c,d
<a,e

20s 3.30
b)

(± .57)

30s 3.33
c)

(± .54)

40s 3.29
d)

(± .82)

50s< 3.95
e)

(± .62)

Total

10s 4.04
a)

(± .77)

8.849 .000 b,c,d
<a,e

20s 3.45
b)

(± .73)

30s 3.46
c)

(± .51)

40s 3.42
d)

(± .78)

50s< 4.06
e)

(± .66)

스케일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차이도 크게 작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마스강변은 단지 중앙에 시각적으로 넓게 

오픈된 대표적 커뮤니티 공간이므로 사용자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 가우디 양식 또한 

주출입구 문주나 주차장입구, 조형열주에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지점은 모두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학교 가는 길’은 단지 내 보도를 따라 녹지대에 

설치되었다. 동선과 가깝긴 하지만 타 조형물과 시설물에 비

해 조형오브제의 한 일환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따라서 

안내판을 유심히 읽어보기 전에는 타 시설보다 늦게 눈에 띄

는 요소이다.

스토리텔링의 주제표현에 대한 동의 정도를 보면, 3개 

주제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가우디(3.90)’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 가는 

길(3.57)’과 ‘마스 강변(3.5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우

디의 경우 곡선처리라는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높은 반응의 이유로 판단된다. 반면, 마스 강변의 경우 

자연경관의 특성상 다른 강변과 형태적인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인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가는 길’의 경우 내국인 조형물보다 외국인 조형

물의 사전인식과 동의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외국인 조형

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외국 위인의 경우 국내 위인보다 국제적인 인

지도가 대부분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호기심과 관심을 갖

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ognition & Agree of survey respondents

2) 응답자 특성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사전인식과 주제표현 

동의정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이와 직업에 따

른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이의 경우 Table 6

과 같이 주제표현 동의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

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10대와 50대 이상의 평균값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후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

이로 확인되었다. ‘학교 가는 길’의 경우 주대상으로 설정

한 10대의 평균값이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설계의도

가 일정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6. Difference of cognition & agreement with respondents(age)

직업별 비교 결과도 주제표현 동의정도에 한해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

문직’의 반응이 대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문적 소재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의 특성상 그 해석이나 주제를 파악할 

때 개인의 문화역량이 상당 부분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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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Job M (S.D.) F p

Maas

River

Student 3.48 (±1.00)

1.647 .149

Housewife 3.70 (± .87)

Office job 3.28 (± .86)

Professional 3.75 (± .86)

Self-employment 3.74 (±1.01)

Gaudi 

Art

Student 3.98 (± .95)

1.146 .338

Housewife 3.81 (± .95)

Office job 3.69 (± .74)

Professional 4.11 (±1.00)

Self-employment 4.05 (± .93)

Way the 

S c h o o l 

Sculpture

Student 3.71 (± .80)

3.777 .003

Housewife 3.45 (± .77)

Office job 3.25 (± .61)

Professional 3.97 (± .74)

Self-employment 3.62 (± .85)

Total

Student 3.74 (± .81)

2.266 .049

Housewife 3.63 (± .71)

Office job 3.41 (± .61)

Professional 3.94 (± .82)

Self-employment 3.81 (± .88)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Model 
11)

(Constant) 3.275 　 11.193 .000

Recognition .162 .152 2.194 .029

Model 
22)

(Constant) 2.389 　 10.883 .000

Agreement .415 .447 7.109 .000

러한 문화역량의 대부분은 교육적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이므

로(Bourdieu, 2005), 결국 학력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주제표현의 동의정도에서 나타난 

‘전문직’의 높은 반응은 이들이 가진 문화자본인 학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Difference of cognition & agreement with respondents(job)

3) 사전인식 및 동의정도와 만족도와의 인과관계

스토리텔링 조경시설물의 사전인식과 그 주제표현의 동의

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처리한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사전인식과 동의정도는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p<0.05). 두 회귀모형을 비교

해 보면, 조형물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p<0.05)보다 

스토리텔링 주제표현의 동의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p<0.01)이 더 큰 컸다. 조형물을 인식하고 있다는 스토리텔

링 소재인 조형물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

다는 것이기에 그것이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당위

성이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 주제에 대한 동의 정도는 곧 설

계의도에 대한 동의이자, 조형물 배치가 추구하는 공간의 맥

락(context)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그러한 입체적인 이해와 공감이 

만족도에 한층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The effect of recognition and agreement on satisfaction

1) R
2

: .023, F: 4.812, p: .029
2) R

2
: .200, F:50.541, p: .000

Ⅴ. 결 론

본 연구는 주거환경 내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조경

시설물 특화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의 인식도와 

동의도는 어떠하며, 그러한 것이 인구학적/사회학적 특성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스토

리텔링 만족도와 어떠한 인과관계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

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법제도, 유사사례

에 대한 분석을 거치고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형물에 대한 인식과 주제 표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두 

보통 수준보다 높았다. 인식에서 마스강변과 가우디의 인

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의 정도에서는 가우디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조형물의 스케일과 입

지, 시각적 노출정도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스 강변’과 같은 자연적 소재의 경우 디자인적으

로 고유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차별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동의 정도를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응답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나이, 직

업이 유의한 동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

교가는 길’과 같은 청소년 대상의 조형물에 대해서는 청소

년층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 설계의도가 상당 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별 비교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동

의 정도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

력 집단으로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인

문적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해석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식과 주제 동의정도가 스토리텔링 조형물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둘 다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둘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주제 동의정도의 영향력

이 좀 더 컸다. 이것은 스토리텔링 소재를 단순히 인식하

고 있는 것과 그 의미와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차

이가 결국 만족도 차이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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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거단지 내 스토리텔링에 따른 조경시설물 특화디자인

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해 본 결과 조형물이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단지 가치 형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의 명확성과 

통일성은 주민 인식에 영향을 주며, 주거공간 내의 필요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직은 상이하기에 후속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거공간은 지극히 일상적

인 공간이지만, 스토리텔링을 적용함으로써 공간의 의미가 

좀 더 풍부해지고, 그러한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보다 다양

한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 좀 

더 많은 스토리텔링 소재와 표현방식 다룬 후속 연구가 

이어져 스토리텔링의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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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al network of people with regard to construction of Yongsan Park by identifying 

a person who is eligible to become a member of governance and take charge of  construction of above mentioned construction 

to provide findings that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building the park with durability and flexibility. This study surveyed 

fifty civic activists and people in charge based on. This study analyzed “exchange of information”, “cooperation”, “ex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in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sharing of civil complaints” and “trust relationships” among people working on 

construction of Yongsan Park and members of governance for above park.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rust 

relationships” as well as “exchange of information”, “cooperation ”, “ex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in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and “sharing of civil complaints”, those surveyed said that ‘Urban Planning Sec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network governance. Second, exper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aid that Yongsan Military Base should be moved 

to Pyeongtaek Military Base, pollution in Yongsan Military Base should be investigated and cleaned and cultural heritage in Yongsan 

Military Base should be investigated before constructing Yongsan Park.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s,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system that allow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Soil and Underground water Section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Korea Green Found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embers of governance that did not form relationships in a network for “exchange of information”, “cooperation 

”, “ex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internal influence relationships”, “sharing of civil complaints” in Yongsan Park project. Fourth, 

making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ace each other in movement of Yongsan Military Base and raising fund for construction of 

Yongsan Park is likely to impede the right function of governance. It is advisable operate centralized network governance in which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lays a central role as coordinator. It is advisable for network governance consist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and local residents other than public institutions to be operated flexibly in third secto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constructing continuous and flexible network governance and lay groundwork on which various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constructing above park.

키 워 드 : 용산공원, 용산기지,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결망분석
Keywords : Yongsan Park, Yongsan Garrison, Governance, Network, Network Analysis

Ⅰ. 서 론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환경에 

대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산기지를 반환받는

이전적지에 공원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이 공

론화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제시 후 대두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되자 용산기지 이전 방침을 정책으로 확정하고 1990년 합의

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채택하였지만, 용산기지 

이전 비용 조달과 1991년 서울시 용산공원 계획안 발표, 공

원조성 사업 주체 선정 등의 갈등으로 중단되었다.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후 2004년에 국

회 비준 동의로 용산기지 이전이 재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국가주도의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통령 발표 후 동년 11월 국무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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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용산민족·역사공원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설립되면서 

공원화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근간으로 

하여 2007년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과 2008년 1

월부터 시행으로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용

산기지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본격적으로 착

수했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역사성, 문

화성, 생태적 가치를 중점에 두고 있으나 다양한 이슈가 복합

적으로 얽힌 설계 대상에 대한 설계와 조성과정의 전략적인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2011년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설계 지침’에 단계별 계획을 설계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원 조성은 243만㎡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도시대형공원

계획과 조성에서 요구되는 최초 설계를 지속시키는 지속성과

시기별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을 필요로 한다(배정한, 2013). 

실제 완공까지 많은 시간과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은 기지반환, 오염정화와 역사문화재 사전조사,

남산과 한강을 잇는 광역 녹지축 연결, 주변 도시지역과 조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단일 추진체계로는 공원 조성

과 관련한 문제와 갈등 해결에 한계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과정적 설계에 대한 실효

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자세로 조율

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단계별 과정을 추진력 있게 실행시킬 

영향력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용산공원 관련한 선행연구는 용산기지의 활용방안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곽영훈(2004)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일관된 정책과 공원 

위원회와 시민조직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홍성태(2006)는 용

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주변부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못한

것이며, 공원 조성지역을 숲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희곤(2009)은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 도시마케팅 믹스 전략 모델을 근거로 용산공원화 

과정 자체를 프로모션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용산공원

자연현황 분석을 통해 생태공원 방향 설정과 부분별 계획 지

표를 개발한 구본현(2010)의 연구가 용산공원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2012년 용산공원 기본

설계 착수 이전인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특별법 제정 시기에 한정되어 수행되었고, 용산공원 

조성과 관계된 주체와 업무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관계된 업무 주체

이자 거버넌스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여 용산공원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등에 대한 사회 네트워크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과 탄력성을 가진 네트워크 거버

넌스 구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적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Ⅱ. 이론고찰

1.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1) 용산기지 이전사업

용산기지는 일제 식민지배 중심지이었던 용산 병영시설과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곳을 한국전쟁 정전회담이 이어지던 

1952년에 정식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2004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UA)과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ㆍ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IA)으로 구성된다. 협

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은 용산을 비롯하여 서울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토지와 시설을 우리나라에 반환하고, 우리나라

는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에 주둔할 수 있도록 토지와 시설을 

미국 측에 공여해 준다는 것이다(정해웅,2004). 서울지역에서 

115만평 토지를 반환받고, 평택지역에 52만평 이내의 토지 

사용권을 공여하며, 기지건설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용

산 주한미군을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

(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사업의 예상비용은 

8.86조원으로 추정하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평

택기지로 이전사업은 미 국방부 시설기준으로 건설되어 현물

로 제공된다(국방부, 2015). 2006년에 7월에 창설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7년 11월 평택기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전 사업에 착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체결하여 용산기지 본체부지 외 복합시설조성

지구로 지정된 유엔사, 캠프 킴, 수송부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

진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반환되는 미

군기지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것이다.

2)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공원조성지구(243만㎡), 복합시설조성지구(18만㎡),

공원주변지역(895만㎡)으로 지정･고시했다(Figure 1 참조).

Figure 1. Yongsan Park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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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월에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했다. 용산공원 기본계획 내용은 생태축 공원 등 6개 단위공

원으로 구분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원의 생태성·환경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개 단위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 공원(Ecological 

Spine Park), 역사적 시설과 복원된 만초천 등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공원(Heritage Garden Park), 용산공원의 상징 

공간으로서 관문공원(Gate Park), 다양성과 국제성을 담을 

세계문화공원(Global Culture Park), 자연경관과 기술이 융

합된 놀이공원(Play Park), 도시농업, 문화예술 등 생산･체험

활동이 있는 생산공원(Productive Park)이다(Figure 2 참조).

Figure 2. 2011 The Master Plan of Yongsan Park

국토해양부는 2012년 10월에 용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14년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공

청회를 개최 후 동년 12월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을 확정·고시하였다. 2011년 종합기본계획의 6개 단위공원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생태 축을 따라 역

사·문화·예술·스포츠 등 콘텐츠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Figure 3. 참조).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미 대사관 직원숙소, 한미연합사 잔류 등 임시 존치시설을 

감안하여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정하였다. 2014년 12월 제11

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후 발표 계획안은 전시작전

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미연합사 잔류, 설계비 확보 지연 등 

서울시, 정치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생태 축을 고려한 공

원 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 제기의 이유로 변경된 내용을 반

영했다. 종합기본계획 변경에는 2016년 용산기지 이전 및 부

지 반환시기에 맞추어 2019년 공원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추진 계획도 포함했다.

Figure 3. 2014 The Master Plan of Yongsan Park

2.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정부나 행정이 갖는 관료주의에서 새롭고 개

혁적인 의미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사

회에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문제나 필요성은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

이나 관계 구성원들이 공공 문제나 정책 등 공유 목적 달성

을 위해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정 

조직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과 실행(practice)

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구조보다는 과정에 따라 사회변화

에 반응하여 조직구조를 달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버넌스 형성은 정책 발굴 및 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능한 초기단계에 

개입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거버넌스 유형 중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정부, 민간부분, 시

민사회 등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을 달성했는지 초

점을 두고,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 이외에도 수직적이고 전통

적인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네트워크 형태도 함께 분석함

으로써 현실의 거버넌스 실제를 반영이 가능하다(Kenis & 

Provan, 2006). 특히 세 개 이상의 조직들이 목적 달성을 위

해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조정과 집합적 행동이 필요로 한다(Kenis & Provan, 

2008). 정부의 역할은 전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제하려기  

보다 네트워크 참가 구성원에게 권한 부여와 동시에 촉진자

로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Goldsmith & Egg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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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공원의 잠재적 가치 발

현의 주체가 된다. 특히 도시대형공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사회봉사, 신뢰,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수혜자가 

아닌 정책 제안자. 정책 집행자, 정책 감시자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실제적인 시민참여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민참여의 정도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구분을 시도해오고 있

다. Arnstein(1969)은 시민참여의 단계를 조작(manipulation),

치료(therapy), 정보제공(informing), 상담(consultation), 치유

(placation), 협동(partnership),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시

민 통제(citizen control)로 나아가는 8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

으며, 이를 ‘비참여 단계’, ‘형식적 참여 단계’, ‘시민권력 참

여 단계’로 대변할 수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Arnstein)

Step Arnstein(1969)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1 Manipulation
Non-Participation

2 Therapy

3 Informing

Degree of Tokenism4 Consultation

5 Placation

6 Partnership

Degree of Citizen Power7 Delegated Power

8 Citizen Control

시민참여자의 교육수준과 재산 같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 

구속정도와 같은 조직적 자원을 구분하고, 이러한 양대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들이

통합하여 시민참여로 행동 여부를 형성한다(Figure3 참조).

* Source : Parry, Moyser & Day(1992)

Figure 3. The Influence of Citizen Participants

Ⅲ. 분석의 틀

1. 용산공원 조성 거버넌스 구성 선정

용산공원 거버넌스 구성은 먼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업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 번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조(목적)’과 관한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

11조’와 ‘제13조’에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과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과

협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를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제25조’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미군기지 사업

본부)’, ‘제29조’는 공원주변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계된 ‘서울시’와 ‘용산구’를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선정했다. 

용산기지는 백여 년 동안 군 주둔지로 서울시 내에서 지정학

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작용한 기제로, 이와 

관련된 ‘서울시 문화본부(세계유산등재팀)’, ‘용산구청(문화체

육과)’과 ‘용산문화원(역사문화연구실)’, ‘민족문제연구소’, ‘서

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도 포함될 수 있다. 기지 반

환과 용산공원 조성 이전에 환경 정화는 배제될 수 없는 영

역으로 이 분야의 행위자들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용산기

지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와 오염자 처리 원칙의 준수를 주

장하는 ‘환경연합’, ‘녹색연합’ 같은 시민사회단체, ‘용산기지 

온전히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용산118’, ‘용산45’ 같은 지역

주민 모임과 연대한 민간 영역의 구성원과 함께 자발적 활동

그룹의 ‘서울센트럴 생태공원 시민모임’, ‘용산생태공원 시민

클럽’, ‘용산을 사랑하는 모임’, ‘Gate22’, ‘용산레거시’, ‘숙명

의 발밤발밤’, ‘용산 파키’, ‘안녕 서울’을 거버넌스 구성원으

로 포함하였다. 용산공원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은 6개 중

앙행정기관의 10개 조직부터 서울시·용산구 지방자치단체의 

12개 조직, 3개 용역사, 18개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44

개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정리했다.

2. 설문 설계 및 분석 방법

1) 설문 설계와 문항 구성

본 연구의 목적과 용산기지 반환 절차, 용산공원 조성 추진 

경위를 제시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에는 ‘근무지’, 

‘근무업역’, ‘근무경력’, ‘업무 파악정도’ 등 7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은 명목척도를 부여하였다. ‘용산공원 조성 업무 네트

워크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교류’, ‘업무협력’, ‘상호영향’, 

‘민원/의견공유’, ‘신뢰기관’이라는 5개 유형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유형별 응답은 직접 지목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마련했다. 이상 용산공원 조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은 13개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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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erson percent

Gender
Male 30 60

Female 20 40

Age

20’s 0 0

30’s 18 36

40’s 21 42

50’s 10 20

60’s 1 2

Educ
ation

High School 0 0

Collage 0 0

University 27 54

Master 17 34

Doctor 6 12

Affilia

tio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3 6

Seoul Metropolitan City 13 26

Yongsan-gu Office 11 22

NGO 4 8

Etc 7 14

Career

Less than 1 year 2 4

1~2  years 5 10

2~3 years 2 4

3~4 years 7 14

over 4 years 34 68

Total 50 1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2) 설문조사

설문 조사는 용산공원 거버넌스 구성원이 되는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의 업무 담당자와 활동가 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조사자와 응답자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설

문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50부

(100%)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설문분석

수집된 노드 속성 자료의 통계처리는 사회 연결망 분석도

구인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코딩은 엑셀 프로그램(Microsoft Excel 2010)을 활용

하였고, ‘정보교환’, ‘업무협력’, ‘업무영향’에 있어 서로 관계

가 없으면 ‘0’, 관계가 있으면 ‘1’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데

이터 코딩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값의 모드 변환
1)을 통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과 연

결성(connec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속성 분석 후 

Netminer 4.0 그래프 그리기 방식(visualize)을 활용하여 네

트워크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

Ⅳ. 용산공원 조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분석

1. 용산공원 조성 업무 현황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용산공원 업무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했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속된 기관인 근무 장소와 경력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업무 참여자는 남자가 30명으로 여성보다 10명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8명, 50대가 10명, 60

대가 1명으로 나타나 업무 참여자는 주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학력 수준은 대학졸업자 27명,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자 17명, 박사학위 취득자 6명의 순으로 대학원 이

상 졸업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 50명은 서울시 13명(26%), 용산구 11

명(22%), 시민단체 4명(8%), 국토교통부 3명(6%), 국방부 2

명(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7명(14%)으로 집계되었다. 

개인별 경력은 4년 이상이 34명(68%)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4년이 7명(14%), 1~2년이 5명(10%), 2~3년과 

1년 미만자가 각각 2명씩(8%)로 분포하고 있었다(Table 2 

참조).

2) 용산공원 관련 업무범위 특성

용산공원 조성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용산기지 

이전사업부터 용산공원 주변 도시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 용산공원 계획·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이나 조경 전문업역도 포함된다. 용산공원의 생태적 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활동 업무도 있었다. 이러한 업무

의 분포를 살펴보면, 용산공원 공론화 업무 22명(44%), 용산

공원 주변지역 계획과 관련된 업무 19명(38%), 용산기지 이

전협상 업무 담당 3명(6%), 용산공원 계획 및 설계와 용산공

원 생태 환경과 관련 활동가가 각각 2명씩이었다. 용산공원 

관리와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대상은 나타나지 않았

다, 본 조사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업무는 ‘용산기지 주변지

역 탐방 발굴’과 ‘용산기지 내·외부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과 자료 등을 조사·공유하는 아카이브 작업’이 있었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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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erson percent

Negotiations on the relocation of USAG 3 6

Planning around Yongsan Park 19 38

Yongsan Park Design 2 4

Yongsan Park Management 0 0

Yongsan Park Ecological Environment 2 4

Yongsan Park Public opinion 22 44

Etc(Tour Program/Archives) 2 4

Total 50 1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Yongsan Park Work Scope

3) 용산공원 관련 업무파악 특성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네

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업무 이해 소요시간을 조사하였

다. 먼저 5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7명(54%)으로 

과반수를 넘는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2~3개월 10명

(20%), 3~4개월 8명(16%), 1개월 3명(6%), 마지막으로 

1~2주 만에 업무파악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2명(4%)으로 집

계되었다(Table 4 참조).

Division person percent

1~2 weeks 2 4

1 month 3 6

2~3 months 10 20

3~4 months 8 16

over 5 months 27 54

Total 50 100

Table 4. Work Understanding Period of Yongsan Park

2. 용산공원 조성 업무 관계망 분석

1) 업무 정보교환 관계 분석

용산공원 조성 업무의 정보교환 관계 중심성 분석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Y15)가 연결중심성(0.698), 근접중심성

(0.723), 매개중심성(0.153) 부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Y10)과 용산구

청 기획예산과(Y23)도 정보교환 관계에 있어 중심성이 높은 

조직이다.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지

만 정보교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중

심성에서 나타나는 ‘용산기지 온전히되찾기 서울시민모임

(Y37)’, ‘용산구 도시계획과(Y25)’, ‘녹색연합(Y33)’,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Y2)’이 나타나는 것은 공원조성 업무

정보교환 외에 환경오염 정화 및 부지반환에 대한 이슈를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참조).

Ran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Node Value Node Value Node Value

1 Y15 0.698 Y15 0.723 Y15 0.153

2 Y23 0.535 Y23 0.624 Y27 0.126

3 Y10 0.535 Y10 0.624 Y23 0.102

4 Y27 0.512 Y27 0.612 Y10 0.081

5 Y11 0.372 Y11 0.549 Y9 0.075

6 Y9 0.372 Y9 0.549 Y11 0.048

7 Y25 0.326 Y25 0.531 Y37 0.043

8 Y2 0.326 Y2 0.531 Y25 0.041

9 Y8 0.256 Y8 0.505 Y33 0.032

10 Y37 0.233 Y37 0.489 Y2 0.026

Centralization
Index

54.928% 44.667% 21.155%

Table 5. Centrality of Business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집중화 정도(Centralization Index)가 3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될 때, 노드들의 네트워크 집중화는 높다고 평가한다. 

용산공원 관련 업무 정보교환 관계 집중화 값이 54.928%로 

나타나 노드간의 연결 및 근접 중심성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교환 관계있어서 ‘외교부 한미지

위협정과(Y6)’, ‘동일기술공사(Y14)’, ‘서울시 환경정책과

(Y19)’, ‘서울시기록원 보전서비스과(Y22)’, ‘서울센트럴 생태

공원 시민모임(Y30)’, ‘숙명의 발밤발밤(Y36)’은 관계 연결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조).

Figure 7. Visualization of Business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2) 업무협력 관계 분석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원 간 업무협력의 관

계망 중심성 분석한 결과, 서울시청 도시계획과(Y15)가 연결

중심성(0.628), 근접중심성(0.663), 매개중심성(0.177) 모두에

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용산문

화원(Y27)과 용산구청 기획예산과(Y23) 순으로 나타났다. 업

무협력은 ‘서울시(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역사문화재과)’, 

‘용산문화원’, ‘용산구청’,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LH공사’가 업무협력 관계망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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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순환정책과(Y18)’와 ‘국방부 시설기획과(Y1)·주

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Y2)’은 매개중심성 분석에서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용산기지 이전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에 관한 업무 때문으로 판단된다(Table 6 참조).

Ran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Node Value Node Value Node Value

1 Y15 0.628 Y15 0.663 Y15 0.177

2 Y27 0.538 Y27 0.569 Y27 0.105

3 Y23 0.465 Y23 0.569 Y23 0.079

4 Y10 0.465 Y11 0.548 Y18 0.069

5 Y11 0.419 Y10 0.548 Y10 0.046

6 Y2 0.326 Y2 0.491 Y11 0.041

7 Y25 0.302 Y25 0.475 Y4 0.027

8 Y17 0.233 Y17 0.467 Y1 0.015

9 Y16 0.233 Y16 0.467 Y25 0.013

10 Y9 0.233 Y9 0.459 Y2 0.011

Centralization 
Index

48.837% 38.6% 16.665%

Table 6. Centrality of Cooperation Network

업무협력 네트워크에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Y7)’, ‘서

울시 환경정책과(Y19)’, ‘서울기록원 보전서비스과(Y22)’, ‘용

산구 홍보담당관(Y26)’, ‘서울센트럴 생태공원 시민모임

(Y30)’, ‘환경재단(Y32)’, ‘숙명의 발밤발밤(Y36)’, ‘용산레거

시(Y43)’는 업무협력 네트워크에서 연결성이 없는 개별 활동 

행위자로 나타났다(Figure 8 참조).

Figure 8. Visualization of Cooperation Network

3) 외향적 관계 분석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로 영향을 

주었던 대상 중 ‘서울시 도시계획과(Y15)’가 연결중심성

(0.651), 근접중심성(0.678), 매개중심성(0.164)에서 가장 높

게 도출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Y15)’는 용산공원 조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원조성계획뿐만 아니라 주변 산재

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 용산기지와 접한 옛 방위사업청 

및 용산가족공원 부지 활용계획과 연계되어 영향력을 작용하

는 대상이기에 네트워크 관계망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구성원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참조).

Ran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Node Value Node Value Node Value

1 Y15 0.651 Y15 0.678 Y15 0.164

2 Y23 0.535 Y23 0.606 Y2 0.092

3 Y2 0.488 Y2 0.581 Y23 0.073

4 Y10 0.465 Y10 0.569 Y10 0.052

5 Y27 0.395 Y27 0.538 Y27 0.044

6 Y25 0.349 Y25 0.518 Y11 0.026

7 Y11 0.349 Y11 0.518 Y25 0.016

8 Y9 0.349 Y9 0.518 Y8 0.014

9 Y16 0.302 Y16 0.499 Y33 0.013

10 Y17 0.279 Y17 0.491 Y4 0.012

Centralization
Index

49.612% 37.563% 15.41%

Table 7. Centrality of External Influence Network

외향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대상은 ‘외교부 한미지위협

정과(Y6)’, ‘이로재건축사무소(Y22)’, ‘환경재단(Y32)’, ‘숙명의

발밤발밤(Y36)’, ‘용산45(Y39)’, ‘용산FM(Y40)’, ‘안녕 서울

(Y41)’, ‘용산레거시(Y43)’으로 분석되었다(Figure 9. 참조).

Figure 9. Visualization of External Influence Network

4) 내향적 업무 관계

용산공원 조성 업무를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

았던 관계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Y15)’가 연결중심

성(0,705), 근접중심성(0.729), 매개중심성(0.187)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나 외부로 영향을 많이 주면서도 또한 외부

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 중심에 있는 구성원으로 도출

되었다(Table 8 참조). 용산공원 조성 업무관계망에서 미미한 

관계성을 보였던 ‘용산구의회(Y28)’이 내향적 업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용산공원에 대한 공론화 및 지역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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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용산구 지역차원에서의 토

론회 등으로 나타난 것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내향적 업무 네트워크에서 연결성을 가지지 못

한 거버넌스 구성원은 ‘이로재건축사무소(Y12)’, ‘서울기록원 

보전서비스과(Y22)’, ‘환경재단(Y32)’, ‘숙명의 발밤발밤(Y36)’, 

‘용산45(Y39)’, ‘용산118(Y40)’이다(Figure 9. 참조).

Ran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Node Value Node Value Node Value

1 Y15 0.705 Y15 0.729 Y15 0.187

2 Y10 0.705 Y10 0.729 Y27 0.161

3 Y25 0.455 Y25 0.586 Y23 0.059

4 Y23 0.432 Y23 0.576 Y10 0.035

5 Y27 0.410 Y27 0.566 Y9 0.032

6 Y8 0.410 Y8 0.566 Y11 0031

7 Y33 0.386 Y33 0.556 Y37 0.030

8 Y9 0.386 Y9 0.556 Y25 0.022

9 Y2 0.364 Y2 0.556 Y33 0.015

10 Y11 0.364 Y11 0.547 Y2 0.014

Centralization
Index

53.33% 42.883% 17.717%

Table 8. Centrality of Internal Influence Network

Figure 9. Visualization of Internal Influence Network

5) 민원공유 관계

용산공원 조성 추진 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시민의견 

공유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Y15)’가 연결중심성(0.674), 근접중심성(0.701), 매개중심성

(0.243)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

워조성추진기획단(Y10)’, ‘용산문화원(Y27)’, ‘용산구(Y23, 

Y25)’, ‘국방부(Y2)’, ‘용산구의회(Y28)’, ‘용산미군기지 온전

히되찾기 서울시민모임(Y37)’이 민원공유 네트워크 관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Table 9 참조). 민원공유 관계망에서 

하나의 링크도 가지지 못하는 노드가 7개가 있었다.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Y6)’, ‘서울시 환경정책과(Y19)’, ‘서울기록원 

보전서비스과(Y22)’, ‘서울센트럴 생태공원 시민모임(Y30)’, 

‘환경재단(Y32)’, ‘숙명의 발밤발밤(Y36)’, ‘안녕 서울(41)’이

었다(Figure 10. 참조).

Ran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Node Value Node Value Node Value

1 Y15 0.674 Y15 0.701 Y15 0.243

2 Y10 0.558 Y10 0.628 Y27 0.108

3 Y27 0.375 Y27 0.548 Y23 0.049

4 Y25 0.372 Y25 0.538 Y18 0.046

5 Y23 0.372 Y23 0.538 Y10 0.037

6 Y18 0.325 Y18 0.519 Y11 0.028

7 Y11 0.325 Y11 0.502 Y4 0.026

8 Y2 0.302 Y28 0.494 Y1 0.025

9 Y28 0.279 Y2 0.494 Y25 0.019

10 Y37 0.232 Y37 0.478 Y2 0.013

Centralization
Index

53.488% 42.977% 23.414%

Table 9. Centrality of Sharing Civil Complaints Network

Figure 10. Visualization of Sharing Civil Complaints Network

3. 신뢰관계 분석

용산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신뢰관계 

연결개수가 ‘서울시 도시계획과(Y15)’ 30개, ‘용산문화원

(Y27)’ 24개,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

과(Y10)’ 19개, ‘GATE22(Y34)’·‘녹색연합(Y33)’·‘서울시 도

시관리과(Y16)’·‘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

괄과(Y9)’ 13개, ‘용산구 도시계획과(Y25)’·‘LH공사 미군기지

본부 용산사업단(Y11)’ 12개, ‘지역 국회의원(Y44)’ 11개 순

으로 도출되었다(Table 10. 참조). 신뢰 네트워크에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한 구성원으로는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

(Y6)’, ‘동일기술공사(Y14)’, ‘서울시 환경정책과(Y19)’, ‘서울

기록원 보전서비스과(Y22)’, ‘서울센트럴 생태공원 시민모임

(Y30)’, ‘숙명의 발밤발밤(Y36)’이었다(Figure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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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Value

In-Degree Out-Degree

1 Y15 30 30

2 Y27 24 24

3 Y10 19 19

4 Y34 13 13

5 Y33 13 13

6 Y16 13 13

7 Y9 13 13

8 Y25 12 12

9 Y11 12 12

10 Y 44 11 11

No-Link Node Y6, Y20, Y26, Y28, Y31,Y 41

Table 10. Connection of Trust Relationship Network

Figure 11. Visualization of Trust Relationship Network

Ⅴ. 결 론

용산공원은 국가주도의 도시 대형공원 조성을 전제로 

2003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

별법 제정, 2008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설립, 2012년 용

산공원 국제 설계공모 추진 및 기본설계까지 추진되어 온 국

가사업이다. 용산공원 조성 과정은 기지반환, 토양·지하수 오

염 정화, 기지 내 잔존하고 있는 근·현대 문화재 정밀 조사, 

남산과 한강을 잇는 광역 녹지축 연결, 주변 도시지역의 관

리 및 경관 계획과 연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동시

에 작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

일 추진 체계로는 공원 조성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전 과

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용산공원 조성에 관계된 거버

넌스 구성원을 파악하여, 각 주체별 용산공원 조성 업무 관

계와 연결망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속성과 탄력성이 작용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구축에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용산공원 업무 담당자이자 

거버넌스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업무협력’, ‘외향적 

영향관계’, ‘내향적 영향관계’, ‘민원공유’, ‘신뢰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정보교류’, ‘업무협력’, 거버

넌스 구성원 간의 ‘외향적·내향적관계’, ‘민원공유’를 비롯한 

‘신뢰관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

기획단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 조성 주체

가 되지만, 용산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

리를 포함하여 도시 대형공원 조성과 도시주변 관리를 연계

한 사업관리에 관여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 오랫동안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양상되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서

울시·용산구 공동으로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관

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에게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용산기지의 평택기지로 이전 이

행, 용산기지 내 토양·지하수오염 조사 및 정화, 문화유산 사

전 조사 등을 우선 되어야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업무협력 네

트워크에서 벗어나 있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서울시 환경

정책과’, ‘환경재단’ 등과 같은 조직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내에서 민·관 파트너십 형성할 수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

법 조항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용산공원 사업은 

관(官) 중심의 공공주도형 사업에서 민·관 협력적 관계 중심

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주도로 재조정 되고 있으나, ‘정보공

유’, ‘업무협력’, ‘내향적·외향적 영향관계’, ‘민원공유’, ‘신뢰

관계’ 분석에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거버넌

스 구성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계별 용산공원 조성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

고 공원조성의 역할과 책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되어야 한다.

넷째, 용산기지 이전, 공원 조성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문

제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속에서 국토교통부·국방부·서

울시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 오히려 네트워크 거버넌스 순기

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 간 거버넌스는 국무조정실

이 중심이 되는 집권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갈등과 입장을 정리하고, 상호 호혜적 대안

을 마련하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사회 및 전문가, 지역주민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섹터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운영·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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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용산국가공원의 ‘국가’라는 용어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다스림’ 또는 ‘더불어 다스림’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다. 용산공원의 조성 과정은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에 이르는 모든 구

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수평형 또는 중앙 집중형 네

트워크 거버넌스의 탄력적 운영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용산국가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적 대

안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사된 데이터는 관계 양측이 동일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일원

모드(1mode)가 아닌 개별 개체가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담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원모드(2mode)로 조사된 것이다. 

이원모드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모드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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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장소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
- 동두천시 생연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Using the Placeness of Old Downtown
- Focus on Saengyeon-dong, Dongducheon-si, Korea -

최철민* 

Choi, Chul-Min

* ㈜라트 오퍼레이션스 소장, cm83@naver.com

Abstract
Rapid economic growth caused a large city to be suburbanized, old center of a city to become hollow resulting in accelerated 

slumming of existing cities, economic recession, rising social deviance and unemployment rate. In order to solve the phenomena 

of declining old center of a city, some countries such as Britai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attempted to regenerate 

old center of a city based on findings of studies. Korean governments have endeavored to increase studies and projects of regenerate 

old center of a city at a national level. However, most urban regeneration ended in a failure due to various causes including 

lack of placeness of old center of a city and poor planning. Regeneration of old center needs to be based on correct and through 

analysis of problems which existing cities have and local residents so that urban regeneration can make a contribution to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is essential for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analyzed 

old center of Saengyeon-dong in terms of cultur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to examine potential power of target plac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sense of citizenshipto develop a program which residents need. Based on the findings of 

above analysis and investigation, this study presented four plans to regenerate target place making good use of placeness of 

target place based on issue and keyword.

키 워 드 : 도시재생, 원도심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장소성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Old Downtown regeneration, Placeness, revitalization 

Ⅰ. 서 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기존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

화 시키고 원도심 경제침체, 사회적 일탈현상과 실업률 증가 

등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원도심 

쇠퇴의 현상을 해결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해외의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국내 도

시재생의 문제점과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도시재

생에 대한 연구와 사업 등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방안 

마련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정책

적인 활용을 위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재

생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걸쳐 물리적인 정

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 및 

인식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계획

을 통해 서서히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

는 자세와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지 및 

실행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개념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시재생 선진사례의 답습과 성급한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는 있으나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감형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도시

정비 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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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도시정비는 지속가

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총체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

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지속가능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원도심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 기능재편을 통해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이 담긴 문화적 재생을 통해 주민 체

감형의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포함한 생활공간에 

삶의 터전에 대한 기억을 지닌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과 이용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소로 역사

적·환경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외부활동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재

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대상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해 실질적인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디자인을 실현하

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참여형 계획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 협력방안을 계획하며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통합 및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도시재

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향후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지역과 분석방법

1. 연구지역

동두천시 생연동 원도심은 인접한 지행동 일대 2004년 완

료된 생연2동 및 지행동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현재는 고령

인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비율 증대 및 중장년

층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오래되고 낙후된 건축물, 공공기

반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

한 열악한 주거환경, 중앙시장, 양키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 

경기침체 등 급속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동두천시 전체 

인구의 약 17%가 미군과 관련된 종사직종에 있으나 미군기

지의 이전에 따른 미군 대상 상업활동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

라 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지역의 쇠퇴로 동두천 생연동 원

도심 지역의 쇠퇴는 복합적으로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 Wide Area Location Map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장소성

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는 쇠퇴한 동두천 원도

심을 지역의 특화된 감성적인 경관으로 개선함은 물론 거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관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를 간직한 정체성을 높이

는 계획수립으로 지역의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2. Saengyeon-dong Downtown Loc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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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동두천시 생연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장소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해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크게 3가지의 분석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인문·사회 환경 

분석요소로 도시 공간구조, 접근성, 인구 및 산업, 토지이용, 

건축물, 역사·문화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분석 요소

인 기후 및 기상, 지형 및 지질, 수계 경관 등의 요소를 분석

하며 동두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대상지 인식, 도시재생 활

성화 계획 개선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

로 원도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활용가능한 자원을 도

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였다. 

환경 분석방법으로 인문·사회 환경 분석과 자연환경 분석, 

시민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

역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문·사회 환경 분석 내용 

중 도시 공간구조, 인구 및 산업, 토지이용 등은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건축물, 역사문화 등은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답사

를 위주로 실시한다. 자연 환경 분석은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며, 필요시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과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의식

의 경우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관광 거점지역

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재생 이슈 및 전략을 도출

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1) 인문·사회 환경 분석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은 남측에 인접하여 2004년 완료된 

생연택지지구와 송내택지지구 등 신시가지의 계획적이고 합

리적인 개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의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원도심지역의 상권 및 인구가 신도시로 편중되면서 지역 불

균형 발전을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

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은 상업시설의 밀집으로 상주인구보다

는 상인, 지역주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판

단된다. 2016년 동두천역 인근 반환미군공여지 캠프 캐슬

에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가 개교하였다. 동두천시 최초

로 미군공여지 민자유치 사업을 성공시켰으며 전국 최초 반

환미군기지 내 대학교를 건립하였고, 2015 경기 북동부 경제

특화 공모사업에서 50억 원을 수상한 ‘두드림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은 K-Rock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

계해 보산동 관광특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가죽특화거리 조

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5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서 75억 원을 수상한 ‘놀

자숲 조성 사업’은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와 연계해 체험·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중으로 도시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

을 실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를 위한 도시재생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3. Comprehensive Analysis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

업지역이 대부분이며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20

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

이라고 볼 수 있다. 5년 이하의 신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재건축, 재정비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4. Comprehen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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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동 원도심 내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생연로, 

어수로, 정장로 등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므

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상업거리에 인접한 건축물 용

도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행자들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상업거리변 용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측에는 주로 

음식점이, 남측에는 도·소매업이 분포하고 있다. 중앙부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향후 다른형

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5. Commercial Street Building 1F Use

2) 자연 환경 분석

동두천시의 생연동의 기후 및 기상의 경우 전국 평균 기

온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분포는 6~9월에 우기가 집중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우 특성을 보인다. 생연동 원도심 지역의 전체 면적 대부

분이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8m 

이내의 표고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대상시 서측으로 흐르고 

있는 신천에는 하천 제방이 존재하여 약 10m 이내의 표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심에서 하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는 경사로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경사는 

0~2% 이내로 표고와 동일하게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형태를 보이고 있고 동측으로 경사도 2~7%의 

완경사 지역이 존재하여 서측으로는 15% 이상의 경사지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의 신천을 기준으로 수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6. Elevation and slope analysis

3) 시민의식 분석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를 

위해 설정되어야 할 도시재생 방향과 현재 대상지의 인식 등

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설문조사는 직접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회수하였으며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대하여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해당되

는 일반사항과 대상지 인식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

한 인식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➀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에 대한 특성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유뮤, 거주지, 

방문경험, 방문횟수, 방문목적, 대상지를 알게된 경로 등 9개

의 유형을 설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의 의

견을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성별을 남자 50%(75명), 여자 

50%(75명)으로 균등하게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➁ 대상지 인식조사

대상지에 대한 경관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관성을 

지닌 대표 경관 형용사 6쌍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경관 형용사로는 ‘깨끗한 - 더러운’, ‘정돈된 - 무질

서한’, ‘개발된 - 낙후된’, ‘편리한 - 불편한’, ‘활기찬 - 무

기력한’, ‘문화적인 - 비 문화적인’을 선정하고 모든 경관 형

용사의 평균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3.5 이상으로서 

부정적인 경관 형용사에 치우친 결과가 도출되었다. 현재 대

상지의 경관이 이용자에게 주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더

러우며 무질서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불편하고 비 문화적이

며 무기력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필요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

분 응답자들이 대상지 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역에 대한 경관 이미지와 접근성과 

연결 되는 것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매우 중용한 키포인트로

서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도시의 활성화는 사람의 

유입과 흐름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요소로서 이를 위한 다양

한 방법들에 대한 대안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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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result of Landscape Image Analysis

Classification respondent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Landscape image

clean - dirty 150 1.0 5.0 3.6 dirty

neat - disorder 150 1.0 5.0 3.7 disorder

develop - deterioration 150 1.0 5.0 3.9 deterioration

convenient - inconvenient 150 1.0 5.0 3.7 inconvenient

vitality - lethargic 150 1.0 5.0 4.0 lethargic

cultural - uncivilized 150 1.0 5.0 4.0 uncivilized

* Source : Choi, (2018)

➂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개선방향 인식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물리적 환경, 

산업·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도시 내 주요 경관요

소인 건축물과 간판 및 시설물 디자인, 편의시설 확충, 야간

경관,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

업·경제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로 지역의 대표 음식 

및 의류 등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

기업 설립, 대중교통환경 개선, 차량 접근성 개선, 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원도심 지역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프로그램들도 함께 수반되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도시 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정보제공 프로그램, 정원 프로

그램,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인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투어코스 개발 등 5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분석

을 실시하였다. 

➃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법 인식조사

물리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한 개선방향 인식조사 분석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

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4.7%(67명)의 응답

자가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산업·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방법 보다는 이용객이 실질적으

로 체감이 가능한 도시재생의 방법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산업·

경제적 도시재생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

된다.

Division Frequency Percent

Physical environment 67 44.7

Industrial and economic environment 25 16.7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58 38.7

* Source : Lee (2016)

Table 2. Response to the method for revitalizing urban 

regeneration

4) 분석의 종합

단순히 시장이라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사람

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는 도시이며, 인터넷, 광고, 동두천

시 홍보자료와 같은 매체의 활용 부재로 생연동 원도심 지역

을 찾는 사람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상지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접근 환경의 불편은 사람의 유입을 점차 저해시키고, 사람들

의 관심에 멀어진 지역은 무기력한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정비는 경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의 연쇄반응은 지역을 

쇠퇴시키고 지역 전체를 낙후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킨 것으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 수립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지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

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경관 또

는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해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고 새로운 긍정적인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여 

도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7. Comprehen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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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Classification Index Status Plan direction

Humanities 

and Social 

Environment 

Analysis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decline due to development of 

residential areas in nearby areas

Two axis, two bases, and five regional spatial structure 

plan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ity of the downtown area

Accessibility
Relatively good accessibility, such as 

near metropolitan subway line 1
Cultural program plan introducing youth concept

Population·Industry Persistent population decline
Need to improve the settlement environment through 

establishment of activation plan

History·Culture Various cultural resources Regional characterization plan based on local culture

Land use
Mix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Need specialization centered on commercial area

Building
Most buildings are aged and 

commercial buildings

Establishment of an activation plan centered on commercial 

streets

Facility Uneven design and risk management Long-term utilization plan should be prepared

Nature  

Environmental 

analysis

Climate·Weather
Similar to the national average 

temperature and climate
General urban climate and weather

Elevation·Slope
Urbanization has been completed in 

a certain elevation and slope

Prepare a physical improvement method considering the flat 

topography

River
Sin-river, the only water system 

flowing westward
Improved natural accessibility to the Sin-river walkway

Landscape A whole old-fashioned landscape
Improving the landscape of the downtown area through the 

Green Network Plan

Civic 

Consciousness

Analysis

Demographic analysis
Absence of single element visiting 

purpose and local promotion
Establish cultural program plan reflecting the placeness

Site identification survey
Negative perception such as bad luck 

and bad scenery

Need to change user's perception through landscape 

improvement

Improvement direction 

recognition survey

Overall city improvement such as 

buildings, programs, etc.

Establishment of integrated reproduction plan through 

spatial structure conception

Regeneration method
Recognizing the urgency of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Establish physical, cultural, social and phased rehabilitation 

plans

* Source : Choi, (2018)

Ⅲ. 본 론

1. 도시재생 이슈 및 전략

1) 도시재생 이슈

환경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요소들을 바탕으로 생

연동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국내 

유일한 단관극장이자 가장 오래된 동광극장을 비롯하여 양키

시장, 중앙시장, 제일상가, 자유상가 등 시장 중심의 미군부

대와 함께 했던 다채로운 문화를 간직한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결 및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여 기존 자원들을 활용한 통합적인 도시재생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소요산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

는 동두천 관광객을 유인하고 사람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의 문화적 재생계획과 지역주민

과 상인들의 공동체 기반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정비만을 수립하는 것

은 아니다.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유입과 다양한 

도시문화를 즐기는 문화적·사회적 재생방법도 함께 계획되어 

사람들의 활동이 수반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도시재생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8. Saengyeon-dong Issue and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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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전략

환경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의 이슈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물리·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단계별 재생계획 등

의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였다. 생연동 원도심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물리적 재생방법이 아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채로운 도시문화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재생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차

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재생계획도 수립하여 단기간에 

완성되는 도시가 아닌 꾸준한 관리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완성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9. Urban Regeneration Strategy

2. 물리·환경적 재생 계획

1) 공간구조 구상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해 도시

의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였다. 양키시장, 중앙시장, 제일상

가 등의 시장이 위치하며 상업시설이 밀집한 생연로 등 2개

의 중심 거리축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인 동광극장과 현재 대

부분이 폐점된 자유상가 부지를 활용한 리모델링 지역을 거

점으로 설정하였다. 주거지역은 각 지역의 대표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형으로 5개의 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2개의 중심축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생연로 구

간과 자유상가,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을 통과하는 시장중심

의 거리이다. 생연로 상부의 경우 기존 음식문화거리 특성을 

반영한 동두천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고 하부는 패션상가인 

제일상가와 연계된 패션문화거리로 조성한다. 중앙시장의 리

모델링과 경관개선 및 양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양키 스트

리트, 실버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하단부는 5060세대를 

위한 테마거리로 계획하였다. 

2개의 거점지역은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동곽극장과 자

유상가 부지이다. 기존의 자유상가는 리모델링을 하기엔 건

축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자유상가 전체를 개선하여 청

춘을 테마로 다목적 테마광장을 조성한다. 동광극장은 내·외

부 리모델링을 통해 생연로 및 시장거리 축과 자연스러운 연

결을 유도하며 2개의 거점지역은 지역에서 가장 특성화된 공

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5개의 구역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자원을 테마로 하는 지역별 재생계획을 수립한다. 동광

극장이 위치한 추억의 영화 테마마을, 태극기 마을의 확장 

태극기 테마마을, 중앙시장의 전통시장 테마마을, 양키시장의 

밀리터리 테마마을, 5060 착한거리 중심의 실버세대 테마마

을 등 각 마을별 건축물 및 거리 내 테마도입,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쌈지공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전체를 테마가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0. Spatial Structure Conception

2) 그린 네트워크 계획

자연적인 요소를 적용한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

재 대상지에는 일부 구간에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별도

의 녹지공간이 부족하며 주거지역은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 

위주의 삭막하고 건조한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유휴부지, 골목길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틈새정원, 10cm

정원 등 녹지 유입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민의 참여로 조성

되는 소규모 녹지는 경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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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 위주의 담장은 

벽면녹화 및 걸이용 화분 등의 거리 정원을 조성한다. 

2개의 중심 거리축은 테마 가로수의 도입과 보행로 생태

수로를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기존 가로수 식재

구간은 하부 식재의 보완과 보행로와 차도 사이 공간을 활용

한 저영향 개발 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의 생태

수로 도입으로 쾌적한 보행경관을 연출하고 생태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소

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게와 커뮤니티를 증진 시키고 평

지붕 형태의 건축물 특성을 활용하여 옥상정원을 도입한다. 

옥상녹화의 경우 동두천 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

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녹지 도입을 권장할 수 있다. 

그린 네트워크 계획은 도시의 열섬화 현상과 미기후를 조

절하는 역할을 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환경적 관심이 높아진 현대사회 흐

름을 반영하는 녹지체계 구축은 자연적 요소를 건조하고 삭

막한 도시에 도입함으로써 탄소저감 효과와 도시 전체 경관

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1. Green Network Planning

3. 문화적 재생 계획

1950~1960년대 트렌드 리더로서 부흥했던 동두천 원도심

을 동두천과 함께 시대를 살아온 지역의 실버세대에게 추억

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두천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한다. 

동두천 인근 소요산, 놀자숲 등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실버세대를 고려하여 특화된 실버관광 여가형 컨텐

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동두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며 동두

천의 문화를 추억하는 공간이 된다. 동두천 원도심만이 가지

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현재 문화를 만

들어내고 공유하고 있는 세대들의 어울림과 소통을 위한 문

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양키시장, 생연로 

등은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내부 

프로그램은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울림과 소통의 문화 놀

이터가 된다. 생연동 원도심은 비단 실버세대만을 위한 도시

는 아니다. 향후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이끌어갈 어린 세대들 

에게도 흥미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계

층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과거 트렌드 

리더였던 동두천 문화를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다시 

활성화 시키고 미래 트렌드를 선도할 세대의 문화를 창작하

는 요람으로 재탄생시킨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2. Cultural Regeneration Strategy

물리·환경적 재생계획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위해요소의 

정비,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한 후 다양한 도

시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남녀노소 다함께 즐

기는 문화도시로서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5060 실버

세대를 위한 과거의 기억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추억의 프로

그램, 현재의 청춘인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미래의 청춘인 어린이 및 학생들을 위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

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생연동 원도심 지역의 문화를 활성

화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생연동 원도심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자원들과 연계하는 

월별 지역의 소규모 축제개최는 사계절 이용가능한 특별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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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Choi (2018)

Figure 13. Festival program plan

동두천 내 다양한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과 연계된 관광루

트를 계획한다. 생연동 원도심을 거점지역으로 동두천의 대

표 관광자원인 소요산, 놀자숲, 탑동계곡, 장림고개 등과 연

결되는 테마 루트를 계획하였다. 체험형 도시 관광버스와 도

시 내 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자전거 투어, 신천변 자전거 도

로를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투어 등 다양한 루트계획으로 생연동 원도심 지역

이 거점이 되어 동두천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4. Tourism Route Planning

4. 사회적 재생 계획

주민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실현됨을 목적으로 한다. 생연동 원도심 지역 내 

자치조직이나 상인회, 부녀회 등 기존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조직들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전문성 증대를 

위해 코디네이터 또는 외부전문가(지역시민단체, 지역활동가, 

민간 컨설턴트, NPO(Non Profit Organization) 등 제 3섹터

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

하고 코디네이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코디네이터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통해 주민협의체 진행을 지원한다. 간사는 주민협의체 회의 

내용을 정리⋅기록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5. Composi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원도심 지역에 사람들을 유인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선 물

리적·문화적 도시재생 방법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홍보계획

이 수립되어야 적극적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방송매

체,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빈점포 활성화 방

안을 마련하여 지역을 재생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테마거리 내 빈점포를 대상으로 동두천 시 차원에서 권장하

는 사업 창업 시 간판, 파사드 등의 시설보조금 지원으로 빈

점포 최소화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5. 단계별 재생 계획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

한 단계별 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단기간에 완성되는 도시가 

아닌 꾸준한 관리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계획으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 한다.

1단계 : 기반조성 단계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조성 

단계로 생연로, 양키 스트리트, 걷고싶은 중앙시장, 5060착한

거리 등 기존 원도심 지역의 뼈대를 형성했던 가로위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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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한다. 동광극장을 거점 지역으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 발전단계

조성된 착한거리, 양키거리,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진입부 

생연동 원도심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청춘광장 조성과 기 조

성된 생연로 음식문화거리를 패션의 거리였던 제일상가 일대

를 함께 발전시킨다. 2개의 선형 축은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

의 핵심 테마거리가 된다.

3단계 : 자립단계

원도심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거지

중심 구역별 테마마을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의 특성을 강화

한 마을별 테마를 부여하고 인접한 중앙로 상권까지 활성화

되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4단계 : 활성화 단계

생연동 원도심 지역 뿐만 아니라 동두천 및 경기도 동북

부 관광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인근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자전거 로드, 청춘버스 도시 투어 등의 관광상품을 

활성화 하고 인접한 신천 수변공원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중

심 관광지구로 발돋움하며 지속적인 도시 활성화 계획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한다.

* Source : Choi (2018)

Figure 16. Phased Urban Regeneration

Ⅳ. 결 론

원도심의 장소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를 

위해 대상지인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

획을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 법·제도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국내·외 원도심 활성화 계획 사례의 분석 

내용과 시민의식 조사 및 분석, 인문·사회·자연 환경 분석 내

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며 통합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방법

으로 물리·환경적 재생 계획을 수립하였다. 생연동 원도심의 

공간구조 구상을 통해 2개의 축과 2개의 거점, 5개의 지역을 

설정하고 공간별 재생방향을 계획하였다. 지역의 문화적 특

성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별 재생 계획은 유휴부지, 문화자원,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통합적 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업시설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거리 중심의 도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그린 네트워크 계획을 통해 도시 전체 

경관을 개선하며 탄소저감 효과와 더불어 도시의 열섬화 현

상과 미기후를 조절하는 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재생 계획으로 생연동 지역의 특화된 문화의 

활성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공간구조 구상에 따른 

공간별 축제, 동두천시 내 다양한 관광 및 문화자원들과 연

계한 관광루트 계획 등을 계획하였다. 실버세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되, 젊은층의 유입

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생연동 내에서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동두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연동 원

도심이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광루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스러운 방문객의 유입과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

하며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재생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중간조직인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주

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무엇

보다 중요함으로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안

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

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홍보·마케팅 계획으로 도시의 직·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상업거리 내 빈점포 활성화 방안을 계

획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재생 계획

을 수립하였다. 단기간에 완성되는 도시가 아닌 꾸준한 관리

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중·장기적 도시재생 

계획으로 앞서 제시된 도시 공간구조 구상을 통해 도출된 2

개의 거리축과 2개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조성 및 발전

단계를 거쳐 각 거리별 테마를 부여하며 인접한 주거지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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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통합된 개발로 자립단계에 도달한다. 인근 관광자원과

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단계는 원도심 지역 뿐만 아니라 동

두천 및 경기도 동북부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도시재생

의 확산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동두천 생연동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향

후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방법을 융·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원도심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복합화된 지역으

로 특정한 유형보다는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지역에 적

용 가능한 도시재생 요소들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

는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협의체를 중심

으로 지역의 리더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는 세부적인 도시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야 한

다. 정기적인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개

선방안도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가 간직한 역사·문화의 고증과 분석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지역주민

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도 

지역주민일 것이다. 지역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

성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과 문화적 기반

을 중심으로 시민의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재생 방법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적

인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원도심의 도시재

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향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향후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

실적인 프로그램의 도출 및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체계적

인 도시재생을 위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연동 원도심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인접한 신천을 활용한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한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신천을 비롯한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환경재생적 개념의 방안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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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ckground of the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the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activation strategy of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ject contents and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village project, social capital formation factors, and to show the differentiation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and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proj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participation was positively 

influenced in the causal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The residents were relatively satisfied with all the 

achievements relative to the professional volunte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business proc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ctivity increased satisfaction but space facility was 

less satisfied than application.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rate of professional volunteers was lower than that of space facilities. 

The social capit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greening project increase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fter the project and 

the resident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professional volunteers. The implications are that participatory recording projects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capital formation. In addition, the project activation strategy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particip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n empirical data on the proliferation of greening campaig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ealthy citizens' communities.

키 워 드 : 커뮤니티, 녹화사업, 사회적 자본, 참여
Keywords :  Community, Greening project,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Ⅰ. 서 론

현대 도시는 생활권녹지의 확충에 대한 공공의 행정적 지

원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의 녹지 확충

과 녹화운동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

해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인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사업 후 

관리체계의 연속성 부족, 커뮤니티형성과 지속성의 부재에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위와 같이 목적과 성과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참여사업체계에 대한 내실화 요구와 다양한 민간 주

도 사업에서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커뮤니티 형성 방안의 필

요성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목정훈, 2006). 또한, 민간주도녹

화운동의 확대를 위해 생활환경개선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전

략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와 연구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송인

주,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형 마을녹화사업의 사업과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분석하고, 참여주체 유형별 사회적 자본 

형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사업의 순환구조와 참여의 활성

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형 

녹화사업의 주체인 장소기반의 주민과 문제기반의 전문봉사자

의 사업과정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차

이를 분석한다. 둘째, 사업과정에서 참여활동과 녹지활용에 따

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참여주체의 자발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이애란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50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성에 의한 녹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활권녹

화운동 확장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참여형 생활권 녹화운동

도시녹지는 기후의 조절이나 대기의 정화, 공해의 완화, 

생물의 서식장소 제공 등 환경유지의 기능 뿐 만 아니라 도

시민의 운동이나 휴양시설로서의 기능, 도시경관 향상의 기

능 등을 갖는다. 이러한 도시 내의 녹지 중 ‘생활권 녹지공

간’은 도시 내 녹지시설 중 생활권의 마을이나 동네 규모에

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부터 녹지대, 가로수, 산책

로와 확장된 도시숲, 가로수길, 옥상정원과 옥상녹화, 수변공

원까지 인공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다면, 다층적 입체녹화

체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송인주, 2013). 특히 주거지 주변

의 가로 공간은 거주자들의 생활공간으로써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보행과 통행의 기능을 갖는 

도로, 보행로와의 일종의 매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가로 정원의 조성은 사적 영

역에서의 개인적인 취미활동과 더불어 공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가로 환경의 개선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녹화의 자발적 시민운동인 도시녹화운동은 1963년 영

국의 ‘Britain in Bloom 캠페인’이 시작이며, 우리나라의 주

민 참여에 의한 마을환경개선운동은 대구시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마을 만들기 운동은 생활환

경개선, 공동체적 삶의 회복, 지역의 활성화, 어린이에 대한 

배려 등의 목적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실제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도시 단독주택지 가로공간의 환경이 개선되고 

커뮤니티 역시 다시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신정림, 

2009). ‘한평공원 만들기’와 ‘우리동네숲 만들기' 등은 주거지

역 내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공간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녹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

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된 사례들이다. 가로환경의 

쾌적성과 커뮤니티성의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주민의

견수렴과 참여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정체

성과 가로의 차별성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도출한 주제요소를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박숙현, 2015).

2. 사회적 자본

본 사회적 자본은 현대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 문화의 병

폐를 치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

고, 적극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경제‧사회‧환

경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여타 자원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Putnam, 1993; 소진광, 

2002). 1960년대 이후 도시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도시 이웃 간의 생

활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Jacobs, 1961).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

었다. 용어의 설명과 학술적 전개는 Bourdieu (1986)와 

Coleman (1988)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Putnam(1993)

은 사회 자본의 정의를 ‘공동의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 로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연

결, 즉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와 신

뢰의 규범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Putnam, 1993). 본 논문에

서 사회적 자본의 조작적 정의는 ‘사회조직(공동체)의 구조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이나 개인의 목적인 공동의 목표, 발전과 

행동 촉진, 상호작용 등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구

조의 관계 자원(Relational capital)’이다. 지역 마을단위 대상

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일정 지역 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협력적 참여관계자들이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 상호간 또는 집단 간 협력을 촉진하고 축적할 수 있

는 관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기

대하고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질적 성장을 전제로 한 성과이

다.

Rohe(2004)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시민관

여(civic engagement),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및 

효과적인 집단 활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의 개념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최영출, 2004). 소진

광(2004) 사회본의 개념요소를 신뢰, 참여, 연계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로 나누고, 각 개념요소의 표현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핵심적 구성요소인 신

뢰를 기반으로 지역민에게 참여를 통한 목표의 이해와 책임

감을 공유하게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의 수준

과 규모에 따라 형성되며, 호혜성의 규범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자발적인 공동체형성에 기여한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분석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원과 지역‧사회적 차원, 정책‧제도적 차

원의 기준으로 요인을 구분하였다.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개인수준은 인구‧사회적 특성과 네트워크 특성

으로, 지역수준은 행정구역 별 지역적 특성인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으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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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형 녹화사업과 사회적 자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의 계획단

계에서의 연구에서는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참여만족도를 매

개로 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

여 주체에 따라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역할 및 권한의 강화

가 요구되었다(김우락, 2011). 참여형 마을녹화사업의 경우 

마을의 공동체회복과 생활권녹화운동으로서의 환경개선효과

를 목적으로 하여 장소기반의 주민과 행정, 필요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형 사업에서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주도는 사업의 성

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능동적 파트너쉽과 소통은 지속

가능한 사업의 유지와 미래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Freeman(1984)은 참여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조직

의 목적과 성취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로 정의하였고, 또한 다루는 주제가 장소일 경우 장소 기반

과 문제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소기반의 주체는 장소

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로 대상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

람들과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방문자를 가리킨다. 문제 기

반의 주체는 장소와 관계없지만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부부

처와 지자체 기관, 비영리단체, 전문가들로 구분하였다(김연

금, 2016). 마을단위의 참여 주체는 크게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와 비영리단체의 봉사자의 3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한

다. 세부적으로 주민 조직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유

형을 발굴 및 추진하며, 주민 조직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등을 

네트워크화 한다. 행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체간의 효

율적 연계, 민원 등에 협력한다. 지역 커뮤니티기반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은 국가와 연구자별로 요소를 달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기반의 연구와 국가들에

서 적용하고 있는 네 가지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을 구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기존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국내외 이론 연

구와 정책연구는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대상 

연구에 그쳐 참여주체의 유형에 따른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

다. 둘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대규모 사업의 

개괄적 연구나 사업후의 개인적인 만족도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참여형 녹화사업에 다양한 참여주체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넷째, 사회적 자본을 적용한 실증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에서의 계획수준의 정량적 연구와 소수 사례를 통한 마을 만

들기의 사업전후 정성적 평가에 그쳐 사업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업후의 지속성과 활성화에 실증적 연구가 필

요하다. 

Ⅲ. 연구범위와 분석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의 참여형 생활권 녹화사

업지역 20곳으로 하였다. 사업의 범위는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진 서울시 참여형 녹화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의 중점사업인 ‘우리 골목길 우리 

스스로 가꾸기’사업이다. 연구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첫째, 공

동체의 협동성 둘째, 지역 환경의 개선 셋째, 사업의 지속가

능성으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심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 

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중 현장답사와 참여자

대표 면담을 통해 선정 기준에 적합하며, 현재까지 참여단체

의 지속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최종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은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와 참여자대표 면담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

월까지 2단계에 걸쳐 전문가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4월에는 참여자인 주민과 전문가 및 봉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참여형 생활권녹화사업에 있어 

사업내용과 사업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파악하고, 참여

주체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형 생활권녹화사업의 참여 주체와 사업 요소를 

파악하였다.

둘째, 참여 주체별 사업내용에 대한 적용과 만족도를 분

석하였다.

셋째, 녹화사업 전후 참여 주체가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심층인터뷰(FGI)는 본 사업의 계획 및 

조성에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는 본 사업 대상지의 참여 주체 중 장소 기반의 주민

과 문제 기반의 전문가 및 봉사자, 총 263명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의 참여형 생활권 녹화사

업지역 20곳으로 하였다. 사업의 범위는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진 서울시 참여형 녹화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의 중점사업인 ‘우리 골목길 우리 

스스로 가꾸기’사업이다. 연구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첫째, 공

동체의 협동성 둘째, 지역 환경의 개선 셋째, 사업의 지속가

능성으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심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 

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중 현장답사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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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Detail element

Participati

on

Activity 

Learning

process

Recognition of value 

for participation

learning process

Par t ic ipat ion 

activity

Participant Leadership 

Program awareness

Degree of 

participation

Space

element

Space

configuration

Public space 

functionality

Greening

element

P l a n t s&F a c i l i t i e s 

Element

Management tools

Components Detail element

Trust Within the community

Between other communities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Other activities involved in the area

Network Private network 

Public network

Norms Safe environment induction

Formal norm

대표 면담을 통해 선정 기준에 적합하며, 현재까지 참여단체

의 지속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최종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3. 분석 지표

1) 설문 대상자

설문 대상자는 총 263명으로 주민과 봉사자가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한 지역 11곳과 주민만이 참여한 3곳, 봉주로 조

성한 6곳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의 전

후과정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변화를 측정하므로 사업에 절

반정도를 참여한 주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2회의 단발성 

행사에 참여한 주체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봉사자 주도의 대

상지는 주로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거나 열악한 마을환경을 

재조성해야 하는 지역이다. 

2) 사업과정에서의 영향요소

사업과정 영향요소는 크게 학습활동으로서 학습과정과 참

여활동, 공간요소로서 공공공간과 식재시설요소의 두가지 대

분류에 네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 학습활동에 대한 항목에

서는 사업의 인지, 학습과정, 참여활동과 정도 로 구분토록 

하였다. 둘째, 공간요소는 공간의 기능성과 이용성으로 분류

하였다. 식재와 시설요소, 관리시설은 식재와 시설요소가 단

계별 영향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분석요소로 합쳐 식재시설요

소와 관리시설요소의 두 항목으로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greening movement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의 네가지 대

분류 유형을 사적과 공적으로 세분화하여 8가지 유형으로 구

분했었다. 첫째, 신뢰는 주민이나 봉사자등 각각 공동체내부

의 개인별 신뢰와 참여주체별인 공동체간의 신뢰로 구분하였

다. 둘째, 참여는 본 사업내의 참여와 사업외의 마을과 지역

참여로 구분하여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참여특성을 영역에 따라 정리하고 정치적 참

여라는 용어를 실제적으로 순화시켰다. 셋쨰, 규범의 세부분

류 중 비공식적 규범은 밝은 마을환경과 안전한 거리 조성, 

범죄 예방으로 설명하였다. 공식적 규범은 환경개선을 위한 

규약으로 항목을 설명하였다(Table 2). 

Table 2.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Ⅳ. 참여형 녹화사업의 사회적 자본 분석 결과

1. 설문응답자의 특성

주민 137명과 전문봉사자 126명 총 263명을 대상으로 인

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61명

(61.2%), 남성은 102명(38.8%) 이며, 연령은 4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정도는 80%이상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었다.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의 분포비율이 높으며, 월

소득은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마을녹화사업의 특성상 

지역민의 협업, 자발적 공동체집단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인 

시간이용의 자율성과 장년층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ategories Frequency Rate(%)

Sex
male 102 38.8

female 161 61.2

Age

under 20 2 .8

20-29 31 11.8

30-39 20 7.6

40-49 37 14.1

50-59 86 32.7

60 older 87 33.1

Job

individual career 39 14.8

office manager 37 14.1

professional liberty 54 20.5

Production function 9 3.4

Service 13 4.9

housewife 59 22.4

unemployed, 

pensioner
22 8.4

etc. 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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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continuall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ategories Frequency Rate(%)

Wage

under 100million 74 28.1

100~200million 55 20.9

200~300million 68 25.9

300million over 66 25.1

Edu-

cation

Elementary school 13 4.9

Middle school 22 8.4

High school 93 35.4

College graduate 105 39.9

Graduate degree 30 11.4

partici

pation

once 0 0

under half 37 14.0

half over 38 14.4

whole course 19 7.2

post project 32 12.2

Reside

nts 

type

own house 92 35.0

charter 29 11.0

montly 11 4.2

free rental 3 1.1

etc. 2 .8

Reside

nts

under one year 4 1.5

1-5 years 26 9.9

5-10 years 23 8.7

10-20 years 43 16.3

20years over 41 15.6

2.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성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사업의 인지도와 전반적 사업성과, 참여의견 반영도, 마을

환경개선효과의 4항목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한 수준(0.05) 이하에서 변수 간 정(+)의 관계로 유의하였다. 

인지도와 전반적인 참여성과에서는 강한 상관관계(0.6< │r

│<0.8)를 나타냈으며, 전반적 참여성과와 참여의견 반영도, 

전반적 참여성과와 마을개선효과, 참여의견반영도와 마을환

경개선효과에서는 보통(0.4< │r│<0.6)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하지만, 인지도와 참여의견반영도, 인지도와 마을환경개

선효과에서는 약한 상관관계(0.2< │r│<0.4)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2) 사업성과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사업성과에 대한 인지수준과 마을환경개선효과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성과 인지수준 요인인 사업 인지

도, 전반적 참여성과 및 참여의견 반영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마을환경개선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 인지도는 마을환경개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반적 사회참여요인과 참여의견 반영

요인이 마을환경의 개선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마을환경의 개선효과가 사업과정 상

의 전반적 참여성과와 의견 반영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Factor
recogn

ition

project 

perfor

mance

Degree of 

opinion 

reflection

Environmental 

improvement

Recognition 1

Project 

participation

.669**

(.000)

1

　

　

　

　

　

Degree of 

opinion 

reflection

.365**

(.000)

.481**

(.000)

1

　

　

　

Environmental 

improvement

.304**

(.000)

.477**

(.000)

.535**

(.000)

1

　

** p<0.01, * p<0.05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value p-value

B S.E.

(Constant) 1.238 .231 　- 5.358 .000

Recognition .023 .056 .027 .419 .676

Project 

participation
.348 .068 .354** 5.113 .000

Degree of 

opinion 

reflection

.357 .058 .347** 6.163 .000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was Village 

environmental improvement

F(3, 259) = 54.800,  R-squared = 0.388, Adj R squared 

= 0.381

** p<0.01, * p<0.05

3) 참여자 주체별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분석

주체 유형에 따른 사업성과 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주민집

단과 전문 봉사가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주체별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반

적 참여성과, 참여의견 반영도 및 마을환경 개선효과에서는 

참여자 주체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은 전반적 

참여성과, 참여의견 반영도 및 마을환경 개선효과에 대해 전

문봉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장소기반의 주

민은 문제기반의 전문봉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는 변화를 계속 관찰하게 되므로 사업성과의 

인지가 높고, 사업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참여의 과정과 의견

이 현실로 반영된 조성성과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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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business effect by type of participant

Factor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Recognition
residents 137 4.09 .895 1.102

(0.271)volunteer 126 3.97 .857

Project 

participation

residents 137 4.15 .800 3.194**

(0.002)volunteer 126 3.84 .742

Degree of 

opinion 

reflection

residents 137 3.87 .784 2.458*

(0.014)volunteer 126 3.64 .698

Village

environmental

improvement

residents 137 4.22 .801 3.355**

(0.001)volunteer 126 3.90 .709

** p<0.01, * p<0.05

3. 사업 요소 분석

1) 사업요소에 대한 참여자 유형별 차이 분석

참여자 유형에 따른 사업요소인 참여활동과 공간시설 간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 및 전문봉사자 집단에 대

한 독립변수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참여활동과 공간

시설에서주민이 전문봉사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사업과정의 참여내용인 무형의 참여활동과 유형의 공간시설

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대상지에 거주하는 장소기반의 주민

들의 만족도가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봉사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 in business factors by type of participant

Factor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Participating 

activity

residents 137 3.38 0.783 3.440**

(0.001)volunteer 126 3.53 .686

Space facility
residents 137 4.09 0.674 5.104**

(0.000)volunteer 126 3.71 .532

** p<0.01, * p<0.05

2) 참여활동 및 시설적용의 정도와 만족도 차이분석

주민참여활동과 공간시설에 대한 참여의 정도(사업 과정)

와 참여 만족도(사업 후)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며

(p-value < 0.05), 참여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공간

시설은 적용 정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참여정도와 참여만족도 간의 차이분석

에 있어서는 주민은 참여활동에 있어서는 정도에 비해 만족

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시설의 정도와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봉사자의 

경우 두 요소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활동에 있어서

는 참여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요소는 

적용정도에 비해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은 참여활동을 통한 참여만족도가 높아지므

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나 학습 및 소통과정, 조

성과정의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문봉사자의 

경우 공간시설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결과로서의 녹화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

한 전문봉사자 의견의 현실적 반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Table 8).

Table 8. Analysis of difference in participation degree and 

p a r t i c i p a t i o n  s a t i s f a c t i o n

Factor

Degree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t-value

(p-value)
mean S.D mean S.D

Total

(n=263)

Particip

ating 

activity

3.53 .951 3.69 .753
-4.166**

(0.000)

space 

facility
4.12 .650 3.91 .639

4.794**

(0.000)

Residen

ts

(n=137)

Particip

ating 

activity

3.65 .995 3.84 .783
-3.332**

(0.001)

space 

facility
4.17 .764 4.09 .674

1.116

(0.266)

Volunte

er

(n=126)

Particip

ating 

activity

3.39 .882 3.53 .686
-2.524*

(0.013)

space 

facility
4.06 .495 3.41 .532

7.628**

(0.000)

** p<0.01, * p<0.05

4. 녹화사업 전후의 사회적 자본 분석

1) 녹화사업 전후의 사회적 자본 변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대한 녹화사업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각 항목별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사업 전보

다 사업후가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참여 주체 유형별로 사업전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

든 참여자 유형에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네 가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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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모두 주민이 전문봉사자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 값이 

높아지는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주민의 신뢰도와 규범

은 사업 후에 4.0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봉

사자의 경우  네트워크와 참여도는 사업 전에도 약 2.6과 

2.9정도이며 사업 후에도 3.3과 3.4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

치를 보였다. 주민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보통이상으로 수치로 증가함을 볼 때 녹화사업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전문봉사자도 사업 전에는 보통이하의 값에서나 사업 

후 보통이상으로 증가함을 보여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다

(Table 9).

Table 9. Analysis of social capital change before and after 

g r e e n i n g  p r o j e c t

Factor

Degree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t-value

mean S.D mean S.D

Total

(n=263)

Trust 3.52 .650 3.91 .605 -10.818**

Partici

pation
3.14 .915 3.69 .848 -13.598**

Netwo

rk
2.92 .869 3.56 .765 -13.759**

Norm 3.27 .785 3.93 .645 -15.216**

Residen

ts

(n=137)

Trust 3.63 .615 4.03 .600 -7.933**

Partici

pation
3.35 .958 3.91 .847 -9.967**

Netwo

rk
3.22 .809 3.81 .739 -9.746**

Norm 3.54 .680 4.13 .593 -10.250**

Volunte

er

(n=126)

Trust 3.41 .670 3.78 .585 -7.330**

Partici

pation
2.91 .805 3.46 .788 -9.222**

Netwo

rk
2.58 .809 3.30 .703 -9.772**

Norm 2.99 .796 3.71 .632 -11.315**

** p<0.01, * p<0.05

2) 참여주체별 녹화사업의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참여 주체에 따른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간이 차이검증(독

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모든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도, 네트워크, 규범에 있어 주

민이 전문봉사자에 비해 사업 후 사회적 자본 형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mong the 

P a r t i c i p a n t s  i n  t h e  G r e e n i n g  P r o j e c t

Factor group n mean S.D.
t-value

(p-value)

Trust
Residents 137 4.04 0.600 3.440**

(0.001)Volunteer 126 3.79 0.585

Participation
Residents 137 3.99 0.847 4.444**

(0.000)Volunteer 126 3.47 0.788

Network
Residents 137 3.819 0.739 5.757**

(0.001)Volunteer 126 3.30 0.703

Norm 
Residents 137 4.13 0.593 5.483**

(0.000)Volunteer 126 3.72 0.632

** p<0.01, * p<0.05

Ⅴ. 결 론

본 연구의 배경은 참여 사업에 내실화 요구와 다양한 민간 

주도 사업에 있어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의 지속성을 위한 방

안의 필요에서 출발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와 연구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형 마을녹화사업의 사업내용과 성

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을 파악하고, 참여주체 유형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의 순환구조와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지

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20

곳이며, 참여주체인 주민과 전문봉사자를 대상으로 FGI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주체의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80%이상을 

차지하며, 교육과 직업군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는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성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마을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참여성과와 참여의견반영이 개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체간의 차이를 보면 주민이 전문봉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사업요소인 참여활동과 공간시설에 대한 주체

간 차이를 살펴보면 주민이 전문봉사자에 비해 상대적인 만

족도가 높았다. 사업과정의 참여정도와 사업 후 참여만족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참여활동은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공간시설요인은 적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원인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주민은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봉사자는 공간시설의 적용에 비해 조성 후 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사업 전후의 사회적 자본 변화

는 사업 후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높아졌으며, 두 주체유

형 모두 보통이상의 긍정적  수치를 보였고, 주민이 전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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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성요소에 있어서

는 신뢰와 규범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전문봉

사자의 경우 사업전과 후 모두에서 참여와 네트워크의 형성 

수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업과정인 참여와 녹지조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형 녹

화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둘째, 참여 주체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와 참여 정도와 만

족도, 사업내용인 참여활동과 공간시설요소의 적용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활성화 전략에 있어 참여주체별로 차

별화된 사업과정과 만족도,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방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생활권녹화운동 확산

과 건강한 시민공동체 형성의 질 향상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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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미학과 한국미학의 특성 비교 분석

Characteristic comparative analysis of 

Western Aesthetics and Korean Aesthetics

이윤진* ‧ 조세환**1)

Lee, Yoon-jin ‧ Cho, Se-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lyj8306@naver.com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 chosh3@hanyang.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esthetic aspects of Korean aesthetics and to understand Korean beauty properly 

through semantic analysis. In order to have a proper view of Korean aesthetics, we analyzed the concept,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Western and Korean aesthetics. Especially, the time range was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 of Korean beauty 

that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1920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when Western and Korean aesthetics are compared 

with the way of thinking and thought, Western viewpoints the universe as a spatial system of the number system and the temporal 

dynamics of the notion that the East including Korea is changed into the influence of epistemological thought is eternal. The 

West places more emphasis on reason than human emotion, and the Orient respects emotion. The emphasis of human reason 

wa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development of aesthetics scientifically, and nature was also the object of analysis. Oriental aesthetics, 

on the other hand, considered humans and nature in equal positions and tried to assimilate or harmonize with nature.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beauty and the aesthetics of Western and Korean, the aesthetics of the West starts from 

the problem of beauty, and when it is objective property, the aesthetic subject becomes the aesthetic subject of visual and auditory. 

On the other hand, when the subject is subjective, the pleasure felt by the object of the subject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the subject expresses the pleasure felt by the subject as pleasure or displeasure of the subject perceiving the subject as beautiful 

by projecting the pleasure to the subject. Third, in the western aesthetic attitude, nature is a aesthetic object and takes a formality 

in the natural space. On the other hand, the aesthetic attitude of Korean aesthetics refers to the attitude toward nature, which 

is the subject of psychology that conforms to the natural order of nature. From the aesthetic attitude of indifference to nature 

to adapt to nature, the nature of mind is returned to the nature and the nature of the mind is brought into the nature of art, 

and nature, human being and art are united. Fourth, modern Korean aesthetics was analyzing the beauty attitude through individual 

art works. In other words, korean  beauty could be divided into the morality of unbalance, the expressiveness of joke and humor, 

the beauty of spiritual beauty, and the natural beauty of natural conformity, and the natural respect and the cyclical world view 

played a major role.

키 워 드 : 서양미학, 한국미학, 서양미, 한국미, 특성분석, 미적태도   
Keywords : Western aesthetics, Korean aesthetics, Western beauty, Korean beauty, characteristic analysis, aesthetic attitude

Ⅰ.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진리·진실

(眞), 선(善), 아름다움(美)으로 축약될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철학과 논리학을 배우고, 좋은 삶 또는 바

른 삶을 위해 윤리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학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 볼 수 있다.(이현

택,1997) 

미는 한자로 美, 영어로 beauty의 사용 범위는 감각적

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대상을 긍정적 가치를 표현할 때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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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미 즉 

선, 미 즉 용, 미 즉 합목적적’ 이란 사상 가운데 유용성

이나 합목적성의 개념인 미와 선의 원리로 삼으로써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류명걸, 

2000) 

한국어로 미를 표현하는 어휘로는 ‘아름다움’과 ‘고움’과 

‘멋’ 등 세가지가 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앞의 내

용과 같이 ‘beauty’라고 번역하지만, ‘고움’과 ‘멋’은 아름

다움의 한 부분, 그 일면을 고조하는 말로 외국어로 번역

이 잘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즉, ‘고움’은 한국적 미의식의 

정통적 특성을 대표하는 말로, ‘미려(美麗)’와 같은 뜻으

로 사용되지만, ‘멋’은 아름다움의 정상성의 한국적 고유

미로 규정하고 있다. ‘멋은 한국예술의 모든 분야에 있어

서 중심개념이고, 격식에 맞으면서 격식을 뛰어넘는 초격

미(超格美)를 말한다고 한다.(조지훈, 1964)이처럼 서양

미와 한국미는 서로 다른 미의식과 미적 태도를 통해 미

적 지각을 보여주게 된다.  

서양의 미학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어 

근대에 학문으로 영역을 정립하고 체계화 되었으나, 우리나

라는 1920년대부터 한국미론이 대두었다. 하지만 우리 선조

들이 남긴 조각, 회화, 조경, 건축 분야의 작품을 보면 한국

의 미의 예술성이 다른 나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인지

했을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미의 배경엔 풍부한 

철학적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늦게 이루어진 점이 아쉬울 뿐이다.

본 연구는 서양과 한국의 미와 미학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미학이 가진 미학적 관점을 분석하고 의미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미를 바르게 인식하

고 한국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서양 미학의 개념과 특성

1. 미학의 개념 및 역사

1) 미학의 개념

미학(美學)은 영어로는 Aethetics 사전적 의미의 공통

된 내용으로는 미와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 감성적 인

식의 학문을 말한다. 미학이라는 명칭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A.G. Baumgarten, 1714년~1762년)의 

저작 「Aesthe-tica」에서 연원되었으며 이는 그리스어의 

감각(aisthesis)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라이프니츠ㆍ볼프

의 학설을 기초로 철학을 상급의 완벽한 논리의 인식인 

이성에 의한 논리학과 하급의 감성적 인식에 의한 미학으

로 2분하여 구분하였다. 처음으로 미학을  감성적 인식의 

과학으로 규정하고 철학 속에 포함시켰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와서 독립된 학문의 영역을 갖추게 된

다.(류명걸, 2000) 또한 미는 일종의 감성적 인식체험에서 생

기며, 미적 체험의 근원적인 자태는 판단의 형태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미학을 미적 판단의 학문이라고도 한다.

서양미학은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철학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다. 

서양은 우주를 수 체계인 공간적 정태성(靜態性)의 관점

으로 바라보았고, 우주의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해 본질적 실체에 개념적 사유를 한다고 하였다. 본질적 

실체는 관념이고 순수·영원한 참된 존재인 형이상의 개념

이 되며 현상은 거짓으로 분류된다. 형이상의 세계는 이성

적 논리로 추론되며 개념과 사유로 추구되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형이상학은 본질세계를 이데아로 감각으

로 인식할 수 없는 현상세계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석적 사고는 이상과 현실, 본질과 현상, 이성과 

감정, 미에서는 미와 추의 이분법적 사고로 발달하였고 과

학적 합리주의를 추구했다. 이성적 사유의 인간은 자연을 

지배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서양미학 또한 이러한 철학적 

배경으로 학문적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2) 미학의 역사

미학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학문으로 불리었지만, 서

양의의 미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감각으로 인식하는 현상세

계와 본질세계인 이데아(idea)로 나누고, 이데아를 진짜세

계라고 하였다. 그는 미를 ‘미의 이데아’ 미를 찾음으로서 

형이상적 원류, 추상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반면 아리스토

텔레스는 추상적인 미 보다는 구체적 예술 속에서 철학적 

반성을 꾀함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이론학’, ‘실천학’, ‘제

작학’ 분류해 예술의 독립을 꾀하는 구체적 예술로 구분하

였다. 고대의 서양미학은 수학과 도덕에 속해 있었고 근대 

과학의 발달로 독립된 학문의 영역을 갖추게 되었다. (최

광진, 2015) 

서양의 근대의 상황을 보면 인간의 이성은 논리학, 의

지는 윤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어졌지만 감성을 다루는 

학문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때 바움가르텐은 감성적 경험

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이성과학의 하위인 감성적 경험

을 미학으로 명명하고 철학의 한 분야로 포함시켰다. 

바움가르텐 이후 미는 진리나 도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칸트는 우리의 심적 능력 전

체를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으로 3분하고 각

각 순수이성, 판단력, 실천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Table 1) (이현택,1997) 여기서, 판단력은 자연의 법칙

을 인식하는 감성계와 도덕적 법칙을 인식하는 초감성계

를 매개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미는 진리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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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영역에서 독립되어 논리학과, 윤리학과 같은 동등한 

학문의 지위를 같게 되었다. 

Human

Mental 

ability

Cognitive 

ability

A natural 

principle

Applicati

on
Study

Cognitive 

ability

Pure reason

(Appraisal)

Justicity

Cognitive 

ability

Nature Logic

Of 

pleasure 

and 

discomfort 

Emotion

The faculty 

of judgment

(Hobby)

Assertiveness

Judgment 

ability

Art
Aesth

etics

The ability 

of desire

practical 

reason(Super-

sensitive 

system)

Objective

Willpower
Freedom

moral 

scienc

e

Table 1. The aesthetics of Kant

칸트의 취미는 미적 판단으로 미를 인식하고 예술작품

을 판단할 수 있는 감정능력인 합목적성이 인간에게 있다

고  보았다.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취미가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는 ‘무관심성’에서 제시했는데 무관심하게 

관조하다보면 누구나 선험적으로 가지는 공통감각에 의해 

보편적인 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의 무

관심성은 사회현상과 역사성을 배제할 때 얻는 관념적인 

미로 예술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었다. 

근대 미학자 페히너(Gustav Theodor Fechner, 

1801~1887)는 ‘정신물리학’이라고 불려지는 심리학의 입

장에서 실험에 의한 귀납적 ․ 기술적(記述的)방법을 미학

에도 사용하여 「실험미학론」을 저술하였다. 그것에 뒤이

어 그의 주요 저작으로 꼽히는 「미학입문」서문에서 그

는 종래의 철학적․ 사변적 경향을 띤 미학을 ‘위로부터의 

미학’이라고 하고, 이것에 맞서 과학적 ․ 경험적 미학으로

서 ‘아래로부터의 미학’을 제창하였다.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1886~1980년)

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이며 미술

사가이다. 그의 저서 「미학사」(History of Aesthetics)

에서 미학에 대한 연구에 대해 2원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미 이론과 예술이론, 미적 대상과 미적 경험, 기술과 

규정, 분석과 해설 등의 이원성으로 미학연구를 이원적으

로 적용하며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고 주장하였다.  

그의 미학의 2원성은 객관적미학과 주관적미학, 심리적

미학과 사회학적미학, 기술적미학과 규정적미학,  미학적 

사실과 미학적 설명, 일반 예술들의 미학과 문예미학 등이

다.  미학자들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러 노선들 중 하나를 

취해가며 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술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미적 대상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며 이

런 노선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서양미학은 고대시대 철학의 한 분야에서 시작

해 근대 이후에는 과학의 발달에 의한 학문의 체계를 갖

는 과정에서 미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미와 예술에 대한 

성찰은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합리적·과학적인·논리적인 체

계화 되었다.

2. 특성 

1) 미적 태도와 미적 대상 

미학에서 미의 문제는 미가 무엇이며, 미는 대상 속에 

있는 객관적 속성인가 혹은 주관적 속성으로의 쾌·불쾌인

가가 쟁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를 객관적 속성을 본 피타고라스는 그 대

상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척도, 비율, 

질서 및 조화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했

다. 즉 아름다움의 판단은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참과 거

짓으로 구별되는 사실에서 아름답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주관적 속성이라는 주장은 미가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쾌·불쾌라는 감정의 문제로 주관이 느낀 즐거움을 

대상에 투사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대상의 주관

이 느끼는 즐거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미가 주관의 감정 문제로 간주된다는 것은 미를 경험하

는 주관의 조건인 ‘미적 태도’의 개념으로 연결되며, 좋은 

미적 경험을 위해 감상자가 지녀야할 태도로 규정되었다. 

좋은 미적 경험을 위한 미적 태도의 항목으로 스톨니츠는 

무관심적, 공감적, 주목을 지적했다.

무관심적은 인지 대상 자체를 위하여, 무관심적으로 공

감적에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대상을 

이용하거나 조작해서 얻으려는 관심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관심적이 아닌 이해 관계와 관련해 바라보지 않

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은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의 가치관이 아닌 대상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나의 가치관이 아닌 작품 감상시 인물의 

입장에서 감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주목은 수동적 반응의 

주목이 아니라 적극적 주목으로 작품으로 인해 상상력과 

감정이 촉발되는 것을 말한다. (미학대계2, 2014)

서양미학에서 미적 경험의 범위가 한계가 없음은 태도 

또한 어떤 대상이라도 미적으로 감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미적인 대상은 무관심적 주목과 또는 관조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물, 행위든 추상적인 것도 미적 주목의 대상이

나 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미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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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은 미에 관한 학문으로 대상은 미이다.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류명걸, 2000)

첫째, 객관적 미학과 주관적 미학에서 객관적 미학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존재로서의 그 자체의 측면에 대해 객

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며, 주관적 미학은 주체

의 미적 체험 측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둘째, 효과미학과 가치미학은 미의 태도를 단지 심리학

적 의미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심리미학을 말하고, 가치미

학은 미적 가치체험으로서의 구조와 가치 근거를 구명하

는 경향의 미학을 말한다.

셋째, 향수미학과 창작미학은 미적 가치체험은 수용적 

가치인 미적 향수 작용 또는 미적 관조 작용과 생산적 가

치인 미적 창조 내지 예술창작의 양면으로 구분된다. 향수

미학의 입장에 있어서는 본래 미적 향수작용이 예술작품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자연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조활동은 예술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미학을 말한다.

넷째, 주지주의 미학과 주정주의 미학은 객관적 지적 

측면 미적 직관과 주관적 측면의 정감작용과 양면에서 성

립된다. 주지주의는 감성 작용을 중시하며, 주정주의는 지

성과 사유인 이성적 원리를 취한다. 

다섯째,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은 미적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형식과 내용의 양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형식

미학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시하며, 내용미학은 이

념이나 본질과 같은 지적 내용을 중시한다.

이처럼, 미학 이론은 어떤 미적 태도인지에 따라 분류

되며 각각은 양면성 구성되어 있다.

3) 미적 가치의 범주 및 영역 

미적 가치의 범위는 미적 태도로 인해 고대의 객관적 

특성으로 이해해 온 조화, 비례와 균형,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무관심적 태도로 경험할 수 

있는 있는 부분까지 미적 가치 범위가 확장되었다. 

미적 범주의 입장에서 미는 순수미(이상미, 순정미) 우

미(優美)ㆍ숭고미(崇高美)ㆍ비장미(悲壯美)ㆍ해학미(諧謔

美)ㆍ골계미(滑稽美)ㆍ추미(醜美) 등 여러 미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미의 영역적 구분은 예술과 유형에 따

라 건축미, 조각미, 회화미, 음악미, 문예미 등으로 구별된

다. 

Ⅲ. 한국 미학의 개념과 특성

1. 한국미학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우리나라에서 미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을 부여하고 체

계를 구축한 것은 근대의 일이다.  대부분 한국미학 연구

는 개별 예술작품을 통한 미의 태도로 분석하고 있다.

미적 태도의 중추는 자연존중과 순환적세계관으로 한국

미학을 포함한 동양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양의 사유방식은 이성보다는 직관을 중시하고 개념적

사유보다는 마음의 느낌을 중시한다. 도(道), 천(天) 등의 

개념들은 인간지식으로 개념화될 수 없고 끝없이 변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변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동양의 미의 실체는 서양의 지적인 관심보다는 우주의 질

서에 화합으로 미적인 쾌를 얻고자 했다. (최광진, 2015) 

미학자들은 한국미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신화에 삶

의 표현은 우리 민족의 미의태도와 문화의지가 반영되어 

있어 미에 이해와 미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우리의 단군건국신화를 예를 들면 태초의 한국인들의 

인간관과 자연관과 우주관을 살펴볼 수 있다.  태양을 가

진 천신(天神)족은 홍익인간의 의지가 강한 환웅을 땅으

로 내려보낸다. 지신(地神)족은 하늘의 이치와 문명을 받

아들이는데 서로 대립과 갈등은 없다. 땅의 상징인 곰이 

인간이 되길 소망하여 수행 끝에 인간이 되고 환웅과 결

혼하여 단군을 낳는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여 태어난 단군

이 고조선을 세운다. 즉,  하늘(天), 땅(地), 인간(人)의 

합일사상의 균형논리로 조화(harmony)되었다. 이러한 조

화와 융화사상은 한국인의 윤리와 예술의 기반이 되었다. 

(미학대계2, 2014) 

또한 한국인의 이상 인간관에는 신선사상이 있는데 하

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합쳐진 사람을 신선(神仙)이

라 한다. 신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회가 유토피아 사회

이다. 원래 신선사상은 단군의 건국신화에서 연결되는 한

국의 사상이 중국에서 도교로 체계화되었다. 중국의 도교

는 하늘의 도(道)와  땅의 도 관계를 다루는 이재(二才)

사상이며, 인간은 천지자연에 동화되어야할 대상이 되었

다. (최광진, 2015)  

2) 역사

한국미학으로서 한국미의 연구는 주로 건축물, 탑, 불교

예술, 공예품 등의 건축·미술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1920년대에 독일인 안드레 에카르트(1884~1971)와 일본

인 야나기 무네요시(1889~1861)에 의해 시작되었다. 

안드레 에카르트는 실증적인 양식분석으로 한국·중국·

일본의 비교학 관점에서 건축물은 단순성이 있고, 불상과 

탑의 절제된 중용 표현으로 서양의 그리스 미술처럼 고전

미가 있다고 보았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환경예술측면에서는 비애미, 선의 

미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는 불이미라고 말한다. 불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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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동양미학을 정립하였다.

고유섭(1905~1944)은 한국인으로 한국의 미학과 미

술사학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한국미를 ‘무기교

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민예적인 것’, ‘비정제성’, ‘비균

제성’, ‘무관심성’ 으로 말한다.

그가 정의한 한국미를 예술가의 제작태도와 감상·향수의 

측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2)

Table 2. Ko Yoo Sub's the beauty of Korea

Sortation Korean beauty

An artist's 

attitude

unsullied technique, a plan of no 

planning, folk arts , non-uniformity , 

unrefinement 

Aspects of 

appreciatio

n

beauty of loneliness, a summary of 

humor, like an adult. a savory taste 

먼저 비정제성과 비균제성은 기술주의가 구사될 수 없

었던 제작태도로 정치한 맛이나 정돈된 맛보다는 질박한 

맛과 둔후한 맛과 순진한 맛이 두드러진다. 비균제성은 상

하나 좌우의 규칙적 통일에 얽메이지 않는 것으로 한국예

술 전반에서 보여준다. 

이는 제작 특성을 통해 큰 맛과 작은 맛이 합쳐진다고 

보았는데 큰 맛은 생활의 면과 생활태도에서 오며 특징은 

온아하며, 작은 맛은 자연의 제약서 오고 것이고 특징은 

단아하다. 구수한 것은 순박한데서 오는 큰 맛을 말한다.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은  기교나 계획이 서구의 

독자성, 자율성, 과학성을 획득하지 않는 한국 전통 미술

의 제작태도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무관심성은 자연에 순

응하는 심리로서 결국 미적가치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보는 태도를 말한다. ‘예술’은 자연과의 구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결합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고유섭은 

한국미의 특성을 예술과 자연의 모순을 화해하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 (권영필, 2015) 

1920년대의 안드레 에카르트의 소박미와 고유섭의 자

연미는 한국미의 특징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에카르트의 

소박미는 최순우를 통해서, 자연미는 김원용에 의해 현대까

지 내려오고 있다. (Table3)  

윤희순은 풍토양식과 민족성을 탐구했으며 한국미를 재발

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선미학의 핵심은 색채에서 찾아

낸 청초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깨끗하고 맑은 하늘과 아

담한 풍토의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반도라는 특수한 지형이 

미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Resea

rcher

Perspectiv

e

Korean

beauty
Characteristics Field

André 

Eckart

A 

comparati

ve view of 

Korea, 

China and 

Japan

Simplicity

·Natural nature 

in conflict with 

process and 

distortion

·Visual clarity

Archite

cture

Classical 

beauty

·Include 

simplicity

·Excessive 

abdication, 

silence, and 

moderation

·Complicated 

and restrained 

expressions

Pagoda 

Yanag

i 

Mune

yoshI

Environme

ntal art 

theory

grief, 

The beauty 

of line

·lonelinessand 

sadness.

·Sleek, long 

flowing, and 

musical 

rhythmic 

movement

Buddhi

s t 

sculptu

re 

Life
folk arts

beauty
·random beauty

Handicr

aft,

A 

Buddhist 

point of 

view

Absolute 

beauty

·Random 

meaning

·Beauty before 

being 

conscious of 

beauty 

Buddhi

st art

Ko 

Yoo 

Sub

A 

diachronic 

perspectiv

e

·Unsullied 

technique

·A plan of 

no 

planning

·Attitude 

toward 

production

·Meaning of 

the state 

before 

separation of 

faith and life

·Chosun is the 

blood of the 

artist

Folk

non-unifor

mity , 

Unrefineme

nt 

·simplicity,dullne

ss, innocent 

taste

Temple, 

woodcr

aft 

No 

interest

·Compliance 

with nature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e of 

materials

·Great taste

Archite

cture

Table 3. A discussion of the beauty of Korea in the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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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discussion of the beauty of Korea before 

and after liberation in 1930 ~ after 1950 Korean War

Resear

cher

Perspec

tive

Korean

beauty
Characteristics Field

Yoon 

Hee 

Soon

Environ

mental 

art 

theory

The 

beauty 

of color

· Study of the 

essence of local color

· It comes from an 

environment of clear 

sky and compact 

climate.

· A special terrain 

called peninsula 

forms the beauty

Chosun 

Fine Art

Kim 

Yong 

Joon

Environ

mental 

art 

theory

·Gotham

·Cheong-

ah

·Han-ah

· Natural and 

occurring 

psychological factors

·Essential and 

conceptual features

· Gotham : dry and 

clear

· Cheong-ah : Clear 

and fresh

· Han-ah : The 

freedom and 

elegance of the 

Korean Peninsula.

Chosun 

Fine Art

Evelyn 

McCu

ne

Political 

viewpoi

nt

Meaning 

of the 

poor

· Mental Freedom

· Depend on the line 

and form because it 

is materially poor

· Applying the need 

to the suffering that 

overcomes poverty

Oriental 

Buddhis

t artThe 

integrity 

and 

morality 

of 

scholars

The extremes of 

sophistication and 

sluggishness of 

Korean art

Dietric

h 

Sackel

A 

compar

ative 

view of 

Korea, 

China 

and 

Japan

Spontan

eous 

cool 

energy

· Analysis using 

formalism and 

comparative theory

· Scientific and 

theoretical approach

Oriental 

Buddhis

t art

김용준은 조선의 아름다움을 고담, 청아, 한아, 장한으로 

요약했다. 고담은 마르고 맑음, 청아는 맑고 산뜻함, 한아는 

여유와 우아함, 장한은 유장함과 여유를 뜻하며 이 모든 개

념들은 정신요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족다운 특색을 구

수하고, 시원스럽고, 어리석고, 아담하다고 보았다.

미국인 맥퀸은 일본의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참혹한 현실

을 목격하며 한국은 가난한 약자의 나라로 물질적으로 가난

하므로 값싼 재료를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로 다룬다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인 디트리히 젝켈은 동양미술사 내에서 한국 미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

기하여 의미를 부여하나 미적태도의 직관적 이해가 없어 한

계를 드러냈다. (Table4)

최순우는 고유섭의 미론은 이어받으며, 탁월한 문장과 표

현력으로 한국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에 의해 풍아(풍류와 문

인적 아취)가 새롭게 등장했다. 해학과 애수를 함께 엮어 해

석하고 있으며, 어설프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 등 상반된 

미적 감정이 한국미 속에 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Table 5. Comprehensive discussion of Korean beauty 

since the 1980s

Resea

rcher

Perspec

tive

Korean

beauty
Characteristics Field

Choi, 

Sung 

Woo

An 

intuitive 

and 

empiric

al view

Simple 

beauty

·Color anddecoration 

in Zobah and lack of 

pure flattery

·No tenacity, no fat, 

no weakness, no 

arrogance

·Pure, honest,quiet, 

simple

Architec

ture

Landsca

pe 

Architec

ture

Kim 

Won 

Yong

A 

diachro

nic

view

Beauty 

of 

nature 

(excludin

g me)

·The beauty of nature 

comes from a mild 

natural environment, 

·The purity of 

production

·Integration with 

environment and 

nature

Architec

ture

Cho 

Yo-H

an

Environ

mental 

art 

theory

non-unif

ormity, 

Natural 

Complia

nce

·Discussing Korean in 

a philosophical and 

aesthetic way

·Dual structure: 

non-uniformity and 

natural conformity 

complement each 

other

·The ideal of Korean 

garden is natural

·Attention to Han (恨) 

and humor (Pansori, 

folkpaintings)

·Harmony is a 

wisdom of Korean 

reality

all sorts 

of fields

김원용은 한국미술을 전체적인 특징은 자연의 조화를 그

대로 받아들여서 재현하는 예술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대상

이 있는 그대로 파악 재현하려는 자연주의이며, 철저한 아

(我)의 배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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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architectural 

beauty

Resea

rcher
Perspective

Korean

beauty
Characteristics

Yoon 

Jang 

Sub

·A simple and 

gentlemanly 

manner of 

living

A grand 

flavor of 

elegant 

simplicity

· Following 

the Korean 

art theory

· Structure 

and 

materials

Kim 

Jung 

Ki

· Harmony 

with nature

· Building 

techniques that 

adapt to 

nature

naturalism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Materials 

and 

expressions 

appearing 

on the 

outside

Affinity with 

nature

·Adherence to 

traditional 

techniques

·Commitment 

to established 

tradition

Conservativ

e

Joo 

Nam 

Chul

· Asymmetric 

balance

· Fusion with 

nature

· Shipment 

configuration 

and flexibility

artless art,

technique,

naturalism,

Harmony

·Plane 

configuration

, placement

·chae and gan 

differentiation

·Openness and 

Closure

·Diversity and 

Unity

Duality

·Elegance of 

the human 

scale

Elegance,

Harmony

·Harmony with 

natural 

environment

·Natural 

naturalization

·Five Cardinal 

Colors 

Nature 

friendly

·Hierarchy of 

space
Hierarchy

Kim 

Bong 

Ryul

The active 

value of 

building nature 

as an active 

landscape

MultI-layere, 

Significance

·Relationship 

with 

architecture, 

space and 

nature

조요한은 예술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미의식과 시대

정신의 상관관계에서 한국 문화의 무교는 음악미, 불교는 조

형미, 유교는 생활미, 도교는 정원미로 보았다. 문화적으로 유, 

불, 선 종교가 조화를 이룬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Table5)

또한 건축분야의 한국미의 주된 논의는 자연환경과 사상

적 관점에서 한국미를 보고 있으며, 건축물의 형식, 구조, 재

료, 배치 평면, 입면 등의 시각적 요소 한정하고 있다. 한국

의 종합적 건축미의 의견으로는 예술에의 자연주의, 자연 친

화, 자연에의 순응, 무기교의 기교가 주된 미론으로 기존의 

한국미론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Table6)

그밖에 조경분야의 미학과 관련된 연구도 미적태도에 

주목했으며, 전통조경관점에서 개별정원의 미학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전통정원의 특징

에 대해 도가사상에 기초한  ‘자연스러움’, ‘자연과의 조

화’로 규정하였다. 

2. 특성

1) 내용

한국미학에 다루어지는 미를 내용적으로 종합해 보면 

형태미, 표현미, 정신미, 자연미로 볼 수 있다. (조요

한,1999)

첫째, 형태미는 형의 비균제성으로 한국미의 특징은 수

학적 균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제약이나 강요로

부터 자유로우며 거부하고 있다. 고유섭의 견해로는 형식

적 규범보다는 변화와 생동의 진실 가운데 미적 형식을 

미학으로 보고 있다. 형태미에 관해서는 자연미, 소박미, 

단순미 등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다. 

둘째, 표현미로서는 익살, 해학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내려

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기법이 원숙해진 뒤 자연 발로 되

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표현된다.

셋째, 정신적미는 유유자적하는 낙천성의 풍류라고 볼 

수 있다. 도교의 안빈낙도 영향으로도 나타난다.

넷째, 자연미는 자연 순응성으로 자연주의적 제작태도, 

자연환경, 도교·풍수 등의 영향으로 무기교의 조화, 무관

심성, 소박미, 단순미 등으로 표현된다.   

2) 한국미와 영향요인

한국미의 영향요인은 자연주의적 제작태도, 자연환경, 

경제·사회, 사상과 종교로 볼 수 있다. 

자연주의적 제작태도는 자연환경과 연관되며, 온화한 

자연환경에서 한국인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 만족

감, 친밀감이  한국미학의 자연주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으로는 농경중심사회에서 가식없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천진난만함이 생겨났으며, 사회적으로 

소수의 지배계급이 부를 독점한 사회에서 평화롭고 천진

난만함이 생겨났다.(김원용, 1998) 사상과 종교는 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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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Western 

aesthetics
Korean aesthetics

The main 

subject
human

Human and nature 

are equal

aspect Spatial stability Temporal dynamics 

Aesthetic

Reason

reason emotion

Essential

Conceptual 

reason of reality

Emphasis on 

sensitivity

Dichotomy 

thinking
Cyclic thinking

Analytical, 

analytical

Access

Comprehensive and 

holistic approach

Human-centered 

aesthetics

Space, human, 

nature

Harmony aesthetics

Main idea
Plato Idea,

Rationalism

on the Sky Earth 

Human`s Idea,  

Immortal and 

Immortal Thoughts, 

, dynamics.,

thought of 

Yin-Yang and the 

Five Agents 

즘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리, 신화 등과 관

련지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자연주의적 태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순

미, 소박미, 단순미로 표현되었고, 각각의 사상에 따라 보

면 유교는 소박미, 질박미, 도덕성, 빈자의미를 도교는 안

빈낙도와 자연조화미, 풍수는 자연과 조화, 순응미 등이 

표현되고 있다. (Table7)

Table 7. Types and Factors Affecting Korea

Factors Types of beauty

Naturalistic 

attitude

Natural 

beauty

naturalness,

indifference, harmony

Rustic

beauty

Flavor great taste, 

simple, humorous, 

folk beauty

Simple 

beauty

Abstinence, 

uniformity, 

refinement

natural 

enviro-

nmen

Topograp

hy
Harmony, conformity to nature

climate Clean beauty , bright

Peninsular 

characteri

stics

The beauty of sorrow, beauty 

of the line, duality, Weakness 

of beauty

Thoug

h t s 

a n d 

religion

Confucian

ism

Unadulterated simplicit, Simple

beauty, morality, beauty of the 

poor

Buddhism random beauty, harmony

Daoism Nature's harmony

Feng shui 
Harmony with nature,

adaptation

Shamanis

m

folk beauty, harmony beauty, 

humor

An 

ancient 

myth

White beauty, Simple beauty, 

Moderate beauty

Mental 

feature
Pungnyu, poor beauty

Econo

mic 

society

Economic 

poverty

poor beauty, morality, Simple 

beauty

Agricultur

al society

Adapt to nature, Simple 

beauty

Ⅳ. 서양미학과 한국미학의 특성 비교 분석

본 연구는 한국미학이 가진 미학적 관점을 분석하고 의

미해석을 통해 한국미를 바르게 인식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올바른 한국미학의 관점을 같기 위해서는 서

양미학에 대한 상대적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양

미학의 개념 및 역사,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한국미학

은 192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한국미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과 한국 미학을 사유방식과 사상 등으로 비교하

면 서양은 우주를 수 체계인 공간적 정태성(靜態性)의 관점

으로 바라보며,  한국을 포함한 동양은 역학(易學)사상의 영

향으로 변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관념의 시간적 동태성(動態

性)으로 본다.  서양은 인간의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하며, 동

양은 감성을 중시한다. 인간의 이성의 중시는 미학의 발달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했으며, 자연 또한 분석의 대

상이 되었다. 반면 동양 미학은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위치

에서 생각하며 자연에 동화되거나 조화되려 하였다.(Table.8)

Table 8. The way of thinking and thought of Western 

aesthetics and Korean aesthetics

둘째, 서양과 한국의 미와  미적 태도와 대상을 비교한 결

과, 서양의 미학은 미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며 객관적 속성일 

때 참과 거짓으로 미적 주체는 시각과 청각 중심이 미적 주

체가 된다. 반면 주관적 속성일 때 미는 대상을 지각하는 주

체의 쾌·불쾌라는 감정의 문제로 주관이 느낀 즐거움을 대상

에 투사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대상의 주관이 느끼

는 즐거움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서양의 미적 태도로 보면 자연은 하나의 미적 대

상이며 자연공간에 형식미를 취한다. 반면 한국미학의 미

적 태도는 자연, 인간, 예술과의 관계는 결국 자연의 순리

에 순응하는 심리로 대상인 자연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무관심성의 미적 태도에서 자연으로 순응으로 심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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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복귀되며 심성의 자연은 예술의 자연으로 발양되

어 자연과 인간, 예술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넷째, 근대의 한국미학은 개별 예술작품을 통한 미의 태도

를 분석하고 있었다. 즉, 한국미는 비균제성의 형태미, 익살

과 해학성의 표현미, 정신미의 풍류, 자연 순응성의 자연미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자연존중과 순환적세계관이 크게 작

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서양은 예술미를 한국은 자연미를 추구한다. 

서양은 인간의 이성 중심의 이론으로 인간의 예술의욕에 의

해 자연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공하고 성형하여 작품이며, 한

국미학은 자연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무위자연의 도에 순응

한 자연미를 가치로 추구한다.

Table 9.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Western 

aesthetics and Korean aesthetics 

division
Beauty = Pleasure

Western aesthetics Korean aesthetics

beauty

·Objective attributes: 

interest in physical

attributes

·Subjective 

attributes: feelings 

about beauty

Relationship with 

nature, human, 

and art

Aesthetic 

object

·Indifferent attention

·Object of 

contemplatio

nature

Aesthetic 

attitude

Indifferent, 

sympathetic, 

attention

The purification 

of the natural 

course

conclusion

Human reason 

center,

Artistic desire of art

The Natural 

Beauty of 

Adaptation to the 

Wisdom of 

Nature

  

본 연구를 통하여 서양미학과 한국미학은 각기 다른 미

의 사유방식과 사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음

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미학의 연구가 서양미

학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해석이 이루어지고 가치가 인정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미학을 바르

게 인식하고 한국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기초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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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내 공원 조성사례 분석을 통한 스마트공원 구축전략

Strategies for Building Smart City Parks through Case Analysis

이은영* ‧ 조세환**1)

Lee, Eun-Young ‧ Cho, Se-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 전공, ley1@lh.or.kr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 교수, chosh3@hanyang.ac.kr 

Abstract  
Smart City is a model that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as a solution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city,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limate change, global low growth, rapid urban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also adopted Smart City as a national new growth engine business in 2016 and is actively promoting smart city construction 

as a world lead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mart service cases that are reflected in the smart city parks in Korea and abroa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e expert advisory group that was created to create the smart pilot park in LH 

in 2017. As a result of smart service analysis reflected in domestic and overseas parks, It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urban 

services such as crime prevention, disaster prevention, environment, and energy to park space. However, the park is a place to 

enjoy recreation, exercise, play, education and culture in nature, to meet people and to share opinions in the na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that clearly distinguish it from other urban space called "space with naturalness". There is a need to develop 

services for the enhancement of function and nature, human and community recovery. The following are the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 of Expert Advisory Groups by Sector" to create Smart Demonstration Park. First, the key smart park service that can 

enhance the function of the park itself should be deriv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ks centered on the park planner. 

Second, The infrastructure such as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data management system that Smart Park has is different 

from the infrastructure of the general park and it costs to operate and manage it. Therefore, it should be decid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management. The technology that is applied to the park should have the direction for restoration of nature, human 

and community rather than expressing the technology itself, solving va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 landscape and function 

directly. The technology that is applied to the park should be sustainable and more intuitive and more visually appealing to citizen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service that can feel the nature filled with emotion and restore humanity and community by using 

technology. 

키 워 드 :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원, 시민체감도, 자연성 · 인간성 · 커뮤니티 회복
Keywords : smart city, smart park, citizen's feeling, naturalness·humanity·community

Ⅰ. 스마트도시 내 공원의 진화, 스마트공원 추진

현대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예측 불가한 변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속화,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세계적 도시화 현상 

및 대륙별 극명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스

마트도시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모델이다. 나라마다 그 추구하는 목표 및 관심범위

는 다르지만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

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정부차원에서 스마트

도시를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채택2)하고 정부조직3) 및 

법제를 정비4)하고 스마트도시가 담아내야 할 도시의 구조,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2) 2016.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선정

3) 국토부, 2016년 도시경제과에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신설
   2017.10 대통령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 조직 운영

4) ‘17.3.2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하고 2017.9.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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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 산업, 기술, 교육 등 전방위적 국

가‧도시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및 R&D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 행복을 위한 첨단 지능형도시를 표방

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 

중 공원에 반영한 스마트 서비스 사례 분석과 2017년 LH에

서 스마트 시범공원5)을 조성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

는 핵심 도시공간으로서 스마트도시 내  공원의 서비스 방향 

및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스마트공원 추진사례 분석

1. 국내사례

1) 일산 호수공원 중심의 스마트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9월 ‘사물인터넷(IoT) 융복

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자로 LG유플러스-경기 고양시 컨소

시엄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6).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IoT 기술로 

안전, 환경, 에너지, 교통, 치안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

업이다. LG유플러스는 고양시 호수공원, 호수공원 인근 버스

정류장, 바이오 매스폐기물 처리장, 

시립어린이집 등 주요 지역에서 안전, 환경, 교통 등 3

개 IoT 실증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약 

3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호수공원 내 추진한 서비스는 첫째, 각종 센서를 활용

한 미세먼지, 수질, 매연, 소음 등 실시간 측정과 측정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둘째, 산책로에 동

작감시 센서와 원격제어 기능 등을 갖춘 `환경 보안등`을 

설치하고 112·119와 연계하는 시민 안전 서비스, 셋째, 

스마트 환경자전거 공유 서비스. 넷째, 지자체 전역에 자

동 모기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역별, 시간별 모기 개체수 

자동 계수 데이터에 근거한 선별 방역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2) 대구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스마트서비스

대구시는 2016년 10월 IoT, AI, 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안전하고 밝은 시민소

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SKT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안전, 편

의, 친환경 등 3가지 테마로 9가지 서비스를 구축7)하였다. 

안전서비스로는 공원 내 이상행동을 스스로 감지하는 인공지

능 CCTV 및 112,119와 연계하는 비상벨 서비스, 편의서비

스는 공공Wi-Fi, 스마트 방향 표지판, 지능형 보안등 서비

스, 친환경서비스는 미세먼지 등 환경정보 측정서비스, 태양

광 벤치 및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

원 내 입지해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의 컨텐츠를 활용하

여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AR(증강현실) 서비스가 있다.

5) “자연환경 및 문화, 놀이, 운동,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공원․녹지 인프라와 첨단 IoT기술을 융합하여 자연, 인간, 커뮤니티 회복이 가능토록 
각종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지능형으로 관리되는 공원”으로 개념 정의

6) 출처 : 컨슈머와이드(http://www.consumerwide.com)

7) 내일신문대구, 2017.4.18 http://blog.daum.net/sakgane/10702
   조경신문. 2017.5.8 https://blog.naver.com/yjwu2004/221000849755

Figure 1. Overview of Smart Service Platform in Daegu National Treasury Compensation Memorial Park

* Source : Naeil newspape, Daegu,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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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 스마트도시 홍보체험존 구축을 위한 공원서

비스 공모

LH는 세종시를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로 추진하고

자 조성단계에 교통, 안전, 방범·방재, 환경 등 기본적인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시민체감형 스마

트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 실증하기 위해 2017년 11월 

세종시 호수공원 및 연접도로를 대상으로 스마트 서비스 

공모를 추진하였다. 도시와 공원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몇 

개의 서비스를 선정·구축하였다. 공원서비스로는 IoT 공원

등, 칼라그림자 공원등, 호수공원 안내 AR서비스, 공원의 

주요 지점에 전래동화를 연계한 AR 서비스, 미세먼지 정

보알림 서비스, 안전 비상벨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4) 개별 요소기술 추진사례

① 세종시 수목관수관리 기술개발

2015년 8월 세종시 BRT변 6생활권에 심은 노각나무 

및 2생활권 왕벚나무 등이 대규모로고사하여 언론매체에 보

도8)된 바가 있다. 2015년 9월 기준 전체 하자율은 5.6%로 

일반적인 수준범위 이내였으나 BRT가로변 중 6생활권 노각

나무 하자율 56.8%(359주/632주)과 2생활권 왕벚나무 하자

율이 14.7%(50주/338주)로 높게 나타났다.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9)결과, 수종 선정의 문제보다는 극

심한 가뭄과 폭염, 관수·시비 등 유지 관리 미흡, 토양 부적

합이 하자의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다른 여러 가지 대책수립

과 함께 최첨단 수목관리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었다. 

8) 8.31(SBS 기동취재), 9.2(경향, 한겨레), 9.3(대전MBC)

9) 2015. 9월 한국임업연구원 변재경 박사 등 3인

AI CCTV service Interactive safety emergency bell Smart Park lights

• An AI CCTV that detects and 

learns the risk factors by 

oneself

• When an emergency occurs, press 

the emergency bell to call the 

nearby police emergency dispatch

• Energy-saving light that adjusts 

brightness by sensing people

Public Wi-Fi AR historical cultural contents Smart direction Signs

• Provides wireless Internet access 

for park users free of charge

• Provides information on major events

and historical culture contents of the

park by combining AR technology

• 360° rotating LED direction signs 

installed at key points

Environmental fine dust Sensor Solar bench Smart trash can

• Service to measure, analyze 

and verify harmful components 

of air quality

• Lighting and cell phone 

recharging service utilizing 

solar power generation

• Trash can with Load capacity 

check, compression, alarm to 

administrator

Table 1 Smart park service main features and installation photos in Daegu National Treasury Compensation Memorial Park



이은영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70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수분,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PH, 등 토양 내 센서를 

설치하고, 지속적 통신을 통해 관리자에게 결과를 전달해 

주는 IoT 수목관수관리 기술로서 LH가 통신업체와 함께 

기술개발을 진행하였다. 기상․토양환경정보 및 수목의 관

리상태가 데이터로 생성되어 축적되고 관리자가 이를 운

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면 기후대별, 지역별, 수종별, 토양종별 

적정 수목생육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수목 생장

과 하자관리, 병충해관리 및 방제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증 결과, 

통신부문은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토양환경의 수

분정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

한 보완이 불가피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② 지능형 수목관수관리 서비스 

국내 IoT 기술개발업체인 ㈜엔젠소프트 에서는 SKT와 

협업하여 토양환경정보를 센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대형목이나 가치가 

높은 고가의 수목, 도심 내 Pot 식재 수목의 생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도심내 가로수 관리를 

위해 도입하고자 LH와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 조

건 및 수량, 환경 등 유효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구축으로 까지 이어지지

는 못했다. 

Sejong City Smart service contest 

promotion location
Lake park AR information service

Intelligent park lighting service 

installation pictures
• Sejong lake park and connecting 

section
• Establish App to provide guidance 

and information

• Automatic Dimming when 

pedestrians are detected

IoT park lighting service system structure, function and expectation effect

Service Scenario function and expectation effect

• It reduces energy by automatic dimming when pedestrians are detected and provides data that can be used as basic 

data through regional and hourly traffic measurement.

Color shadows etc. Lake park VR service Safety emergency bell srevice

• Emotional lighting service for 

children
• Sejong city main buildings VR 

experience and game / guide 

resident

• Safety emergency bell & CCTV 

connected to 112 

Table 2. Service main features and installation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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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ot Tree water management Service Outline Map 

③ 3D BIM 설계

정부는 국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M기반 

3D설계로 급속 전환을 추진 중인데, SOC의 경우 2020년

까지 20%이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설계 분야

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LH는 2016

년 토목분야를 시작으로 2018년 건축, 조경분야에서도 

3D BIM 설계를 착수하여 관련 기준을 작성하고 확대하고

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D설계 결과를 피드백하여 

설계오류를 찾아내고, 설계 정밀도를 높이며, 최적 공정관

리와 설계안의 다양한 경관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하다. 특

히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 후 경관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및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가능해졌다. 조경부문에서는 

3D 설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다양한 

수목, 경관 표현이 가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더욱 다채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④ 세종시 중앙공원 내 미디어 분수 반영검토 사례

2016년 세종시 중앙공원 내 분수와 연계한 미디어 분

수 설치안이 검토되었다.

미디어에  표출할 내용에 대하여 각종 시정․홍보사항, 세

종시 지역정보, 각종 문화․예술 컨텐츠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

의 적정성 및 시민들의 만족도와 컨텐츠의 지속 가능성에 대

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관리하게 될 세종시에서도 컨텐츠 보

수비용 및 유리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이에, 설계 

진행단계에서 본 미디어에 대하여는 보류 후 추후 결정사항

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공원 시설요소로서 첨

단 미디어에 대해서도 하드웨어 뿐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느

냐 하는 지속가능한 컨텐츠가 공원의 성격과 이용, 경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조경시설물과 IoT 기술의 연계

그늘시렁, 체력단련시설, 벤치, 포장재 등 다양한 조

경시설물과 Io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다. 예를 들면 그늘시렁과 벤치, 식물소재 등을 연계한 시

설에 Cooling Mist 설비를 연계하여 뜨거운 여름에 냉각

분무를 통해 주변지역의 온도를 3~5°C 정도   낮춰 주는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천정이나 벽면에 태양광패널을 설치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정보(온․습도, 미세먼지 및 각종 오

염정보 등)를 표출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를 부착한 그늘

시렁, 태양광패널과 운동량 표출 미디어를 접목한 체력단

련시설, 태양광패널과 조명등을 부착한 휴게시설 등 다양

한 시설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실외공간용 대형 미디어 

및 프로그램 음악분수, 조경시설과 다양한 미디어 시설을 

접목한 시설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로 

가격 대비 성능이나 지속가능한 효용성, 디자인 수준 등에 

대하여 상당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사례

1)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Landscape facilities and 

mist linked service

Solar panel, environmental 

information media rest facility
Solar panel·Lighting rest facilities

• Urban heat island and fine dust 

reduction effect

``

Figure 3. Iot Landscape Facilities Case fused with various landscape facilities and Io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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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은 2006년 봄에 완공되어 미시

간 호수와 시카고 빌딩들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

어오는 풍경과 시카고 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과 유명 음

악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공연 들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

과 함께 산책하며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 인기가 많다. 밀

레니엄 공원을 스마트공원의 사례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

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기․통신설비가 연계된 대규모 

야외 공연장과 분수와 연계된 미디어보드는 충분히 스마

트공원 요소로서 사례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최근 공원 

및 도심 내 다양한 공간에서 반영 ․검토되고 있는 대형 야

외 미디어보드는 각종 첨단 기술요소가 집적된 분야로서 

색감과    표면, 표출방식 등의 기술도 중요 요소지만, 어

떤 내용을 표출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밀레

니엄공원의 크라운분수는 15.2m에 달하는 LED타워 2개

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상분수인데 스크린에서는 1,000

여 명의 시카고(Chicago) 시민의 얼굴이 13분마다 바뀌며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여, 시민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나이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시카고(Chicago)의 특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과 쌍방

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는 평을 받고 있으며 시카고(Chicago) 시민이 가장 사랑

하는 명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변하지 않는 가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2) 개별 요소기술 추진 사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 정의 및 목표와 비전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프로젝트 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공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의된 바가 없고, 한 공간에 

집적하여   조성한 사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간

의 부분으로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때문일 것

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공간 및 공원 내 구축한 스마트 서비스 사례를 조사

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중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제안하고 있는 독일 “Green City 

Solution”의 "City Tree"라는 이끼벽과  스페인 및 영국에

서 시행하고 있는 수목관수 관리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① 독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시티 트리”

시티 트리(City Tree)라고 불리우는 친환경 이끼벽은 

독일의 친환경 스타트업 회사인 '그린시티 솔루션(Green 

City Solution)' 이 도시 속 공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식물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하여 만든 제품인데,  이는 

3×4×1m의 체적으로  275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것과 동

일한 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 파리, 런던, 

홍콩, 싱가폴 등 다수의 대도시에 설치되며 지속적으로 확

장하고 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풍

향, 대기중 기상상태, 도시의 구조 등 변수가 많아 명확하

게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러한 기술로 인해 도시에서의 인간 활동이 좀 더 쾌적하

고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스페인 및 영국의 수목관수 관리서비스

급속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폭

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Crown fountain in Chicago 

Millennium Park
JAy Pritzker Pavillion

Free movie screening in

Bryant park, NY

Media wall in Cheongna lake parkKwangmyung Cave LED media tower Sejong lake park media fountain

Figure 4. Crown fountain in Chicago Millennium Park & Various media boar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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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심 내 다수의 수목고사 및 식물 생육지역의 변

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수목관수 관리서비스는 향후 유용

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 몇 개 나라에

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

련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상·토양·수목 환경에 부

합한 관수시기를 알려주거나 지능형 관수까지 연계한 안

정적인 기술로 진화가 필요하다.

2. 해외 및 국내 사례조사 결과 시사점

1) 도시 관리 효율성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서 수요자 

만족도 고려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안전서비스 및 지능형 가로

등, 환경정보 알림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공원

에 확장하는 개념의 서비스 유형이 많고, 점차 수목관수관

Country Smare Service Major features and functions

USA

Boston

Solar bench

• 'Sofas', compound word of ‘solar power’ and ‘sofa’

• 'Changing Environment' company developed

• After installing in Boston in 2014, it was installed in 27 

  states and installed in 65 cities in 5 countries

• Community message sharing, advertising / charging

• Air Quality and Noise Measurement

Las Vegas 

Eco-Friendly Park Lighting

• Street light combining kinetic energy and solar energy

  (Powering pedestrian kinetic energy from a pad)

• EnGoPLANET Startup Corporate Products

• Public Wi-Fi, Wireless charging 2 Port, bench, Air pollu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traffic collection sensor, etc.

New York

Smart Safety Streetlight 

Cooling Center

• CCTV Monitoring and safety streetlight installation

• Sprinkler timer, button on children's playground

• Installing a cooling center in the summer: When the 

temperature exceeds 35℃, the air-conditioner is installed in 

public facilities so that it can be used by citizens.

San Diego

IoT street lighting

• Energy-saving smart street light installation

• Cooperated with GE, replaced with 3,200 of intelligent 

  lights, saving more than 60% on energy costs

England
London Smart Bench • Bench with solar panel and LED lighting

Water management services • Intelligent watering system

Spain

Barcelona public bicycle 

parking facility

• Demonstration of bicycle parking facility equipped with

  anti-theft system

• 14 pilot sites in the city, easy, smart, safe moto

Water management 

services
• Intelligent watering system

Netherlands
Amsterdam pollution 

information notice

• Air pollution measurement information visualization service

• Measures real-time air pollution in the area and displays

  the status by color

China

Beijing Smart Safety Streetlight • CCTV monitoring and safety streetlight installation

Shanghai 

solar energy system

• Introduced solar energy system to the Fujian district

• Supply power to elevators, lamps, electronic screens in 

  public places

Singapore All Street Lights
• Replace with energy-efficient LEDs

• Remote control and climate change monitoring

Japan Tokyo
• Solar charging stand installation

• Install solar panel, LED lighting, wireless charging port 

Canada Emotional lighting in Quebec • Chandler (Nova Lumina)

China, India, 

USA etc.
Music fountain

• China Shanghai music Fountain

• Kolkata, India, CESC Fountain of Joy music Fountain

• LA, California Disney world music Fountain, etc.

Table 3. Examples of overseas major smart servic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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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서비스나 다양한 공원 시설물과 IoT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확

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보나 문화자원을 기초로 

AR, VR 등의 컨텐츠를 구축한 사례도 있으나 미미한 수

준의 App 다운횟수를 감안하면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된다. 

고양시 호수공원 서비스의 경우, 환경정보 수집, 호수․

분수의 수질관리, 모기 방역을 위한 모니터링 등 주로 관

리의 효율성 위주의 서비스로 구축이 되었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경우에는 지능형 CCTV․

비상벨 등 안전서비스와 환경정보 수집 등 환경서비스 이

외에 공공 Wi-Fi, 스마트 방향 표지판, 태양광 벤치 및 

스마트 쓰레기통, 지능형 공원등,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AR(증강현실)서비스 등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시도되었

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수준을 갖

추지 못하였다. 공원 이용자 대비 접속회선의 부족으로 인

터넷 접속속도는 느리고, 태양광 벤치의 무선충전 포트는 

두개 뿐으로 원활한 이용이 어려우며, 스마트 쓰레기통은 

시범적으로 일부 개소만 설치하여 관리자의 편의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기는 하나 관련 법

규(환경법)에 의거, 일반 대중에게 미세먼지 수치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되는 서비스는 지능형 공원등 서비스와 스마트 

방향표지판 서비스이다. 아직 제도적 미비에 따른 여러 가

지 제약이 많고 기술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성된 지 36년이 지난 공원에 여러 스마트 서비스

를 추가하느라 여기저기 통신망과 중계기, 안테나 등이 부

착되어 있고 공원등주 하나에도 여러 기기들(CCTV, 미세

먼지 센서, 안전비상벨 등)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경관적

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실험실과 같은 상황으로 지

속적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세종시 호수공원 및 연접구간에 “스마트도시 홍보체험

존 구축”을 위해 구축한 공원서비스 중 100여기에 달하는 

IoT 공원등과 공원입구 광장에 칼라그림자 공원등은 에너

지 절감 및 이용자에게 흥미를 주는 요소로서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10)되었고, 미세먼지 알림등은 일반 이용자가 인

지하기 너무 작고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외국 사례의 경우 밀레니엄 공원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위한 파빌리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얼

굴을 투영한 미디어 활용방법은 지속가능성과 유머를 표

현하는 방법으로서 스마트공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의 

하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개별 기술 구축사례들을 살펴보면 친환경에너지 시스

템 등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기술 분야의 시도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 국내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설비 단가가 높아 오히려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으

로 실질적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적용과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완성도 높

은 기술의 개발․구축이 필요하다. 

2) 공원 자체의 기능증진을 위한 서비스 창출 필요

지금까지 살펴 본 국내․외 스마트공원 서비스는 대부

분 도시 서비스를 공원공간 내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공원은 다른 도시공간과는 명확하게 차별화 되

는 “자연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속

에서 휴양, 운동, 놀이, 교육 및 문화를 향유하고 사람들

과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공원자체의 기능증

진과 자연, 인간,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에 접목되는 기술은 기술자체를 표출

하기 보다는 자연, 인간, 커뮤니티의 회복을 위한 방향성

을 가져야 하고, 환경․경관․기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적으로 해결해 주며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더 직관적이고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아야 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감성이 충만된 자연을 느끼고 인간성과 커뮤니티를 회복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Ⅲ. 스마트 시범공원 구축을 위한 전문 분야별 

자문단 운영

1. 동탄2 신도시 스마트 시범공원 구축 자문단 운영

2017년 LH에서 스마트 시범공원을 조성하고자 동탄2

신도시 제○호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조경계획․설계․IT․전기․

지자체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3차례 협업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시행자인 LH의 설계담당자와 조경설계사

인 ㈜동부ENG, 다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SKT 사업부장, 지자체인 화성시 공원녹지 담당팀장, 마지

막으로 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여러 분야 간 의견을 조율하

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

회 학회장인 조세환 교수가 참여하였다. 스마트도시 내 도

시 속성을 고려한 미래 도시공원의 방향성 설정, 비전과 

목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 

10) 스마트공원 서비스 공모․구축 및 구축 후 이용자 만족도에 대하여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세종시 공원담당자 협의 결과 (2017.11~2018.3 까

지 수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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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획,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현황 및 대안 제

시, 공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지자체 요구사항과 이를 구

축하기 위한 일정, 사업비, 공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차 회의에서는 스마트공원의 정의, 방향, 비전에 대

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2,3차 

회의에서는 대상지의 여건과 주요 설계내용 분석, 스마트

공원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비용 및 서비스 적용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행과정에서 시사점으로 도출한 사항으로 가장 중요

한 점은 IT전문가는 주로 안전, 환경, 편의 등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공원 공간에 뿌려주는 기능적 사고에서 출

발하므로, 공원 자체의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공원계획가가 공간의 상위계획과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컨셉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원계획가가 주요 스마트 공원서비스를 기획하고 IT전문

가가 도출된 서비스를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지 방

법론을 제시하며, 구체화 해 나가야 한다. 즉, 공원 자체

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스마트 공원서비스는 

공원계획가가 중심이 되어 부문 간 협업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스마트공원은 인프라로서 통신망 및 

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일반 공원  인프라와는 차이가 나

고 운영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

체는 새로운 시설 및 기술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성향이 

크므로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도 높은 서비스의 발굴과 실증을 통해 효과

를 검증한 후 실제 공원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증공원 구축방안

동탄2 신도시 스마트 실증공원은 진행 단계에서 불가피

하게 공원 개념이 변경됨에 따라 안을 도출하는 작업까지

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원 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

요 서비스로서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첫째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Tri-M(Museum, Music, Mediea)을 주제로 하여 

공원 내 건축될 청소년 문화관을 중심으로 야외공연장과 

연계하여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과 문화, 공연 

문화의 장으로서 이용이다. 둘째는 자연을 매개로 한 도시

민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서비스 안으로서 스마트 가드

닝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생산과 노동의 즐거움, 가족․이웃

과의 교류의 기쁨을 위한 공원 활동으로 도시농업 요소와 

스마트팜 설비를 연계하고 운영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공모 ․ 선정하여 각종 교육, 체험, 판매, 전시 등 다양한 

공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이다. 

3. 시사점

공원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건강한 자연을 

담고 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며, 인간 간의 관계를 회

복하여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동탄2의 스마트 실증공원에서 제안한 새로

운 스마트공원 서비스는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국내․외 

사례에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에서의 다양한 음악  공연의 장으로서, 시카고에서의 도시

농업과 커뮤니티가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로서, 아마존의 

시애틀 본사건물의 일부인 Biosphere(28m의 둥근 유리건

물 안에 3천종의 희귀식물을 보존하는 문화휴식공간)의 

가능성으로서 진정한 공원의 역할과 기술의 접목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Ⅳ. 스마트공원 구축 방향

스마트도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여건에 대응하여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도시모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를 국가 신성장동

력 사업으로 선정11)하고 세계적으로 성공적 모델을 도출하고

자 민간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추진12)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의 핵심 도시공간

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내․외 공원 공간 내 스마트 서비스 구축사례와  스마트 실

증공원 구축을 위한 분야별 협업회의 결과 분석을 통해 첫

째, 스마트공원의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 도출하고 둘째, 스마

트공원 구축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한다. 

1. 주요 서비스 방향성 : 시대변화에 부응하며 공원 

본연의 기능 증진을 위한 서비스 창출

현재까지 공원 내 구축된 스마트 서비스는 IT 분야 

주도의 기술적 접근 중심으로 도시관리 효율성 측면의 접

근이 우선시 되었다. 시민의 체감도 및 참여, 만족도와 연

계된 서비스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공원 본연의 기능 증

진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공원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술이 

11) 2016년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선정

12)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중이며11월 국가시범도시로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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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되어야 한다.

공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환경성 증진, 자연접촉, 경관 

증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회   통합의 다섯 가지로 유

형화13) 할 수 있다. 도시를 둘러싼 주요한 변화의 흐름 중 

기회 요소를 활용하고 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급속한 도시화 및 기계화 등 기술 주도의 사회로의 변화

와 저출산․고령화 및 1·2인 가구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외

로움과 인간 소외현상을 심화시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과 미세먼지 등 자연적․사회적 재해는 도시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도시민을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원은 이를 완화할 수 있도

록 자연에 대한 접촉, 인간 본성의 회복, 커뮤니티 회복에 대

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스마트공원은 커져가는 녹색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린 스페이스의 입체적 확대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적 제약이 있는 공간에서 자연을 재

현14)하기도 하며, 

공원의 이용에 제약으로 다가오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며, 초연결성을 가지는 다양한 매

체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다양한 커

뮤니티를 구축하고 연계하며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문

화․예술․역사 등 인문 요소와의 다각적 연계 및 표출이 가능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드닝, Farming 등

과 연계한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15)를 창출할 수 있으며, 첨

단 AR·VR 기술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도

입 등도 가능하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

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개념의 접근이 필요하

며, 도시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도시민이 개인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포럼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및 SNS

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통합의 기능은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의 정치행위인 촛불집회 

등의 사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학술적, 실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원의 기능과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표적 기능으로 유형화한 것임

14) 이탈리아의 한 조명회사인 코룩스1)는 따스한 인공태양과 푸른 하늘을 재현하고, 열대 지역에서 북유럽의 지중해 햇빛을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랑스의 시마디자인에서는 천장 대신 푸른 하늘을 구현하는 LED 패널을 만들었다. 

15) 주요 사례로서 Smart Gardening Service와 스포츠 복지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해 기획한 바, 공원 인프라와 IoT기술을 융․복합한 

신개념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 Smart Gardening Service는 IoT 기술을 활용한 Smart Gardening 설비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Gardening을 통한 교육, 체험, 커뮤니티, 기부, 휴양, 판매 등 도시민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신개념 도시문화 서비스임.  스포

츠 복지 플랫폼 서비스는 생활권내 스포츠시설 인프라 이용․관리APP을 구축하여 미디어 정보표출, 예약, 커뮤니티 활성화 등 스포츠를 

통한 도시민의 건강행복 증진 서비스임

Function of the 
park

Factors to cope with 
urban change Direction of the Smart park 

Environment

Climate Change 

Response

• Intelligent ecological resource management

• green technology to reduce heat, fine dust and obtain evacuation 
  facilities and indoor programs

Intelligent Park 

Management

• Intelligent park facilities, tree management

• Smart disaster safety management

• Renewable energy system construction

Natural contact

Expand natural contact 

opportunities in cities

•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parks

• A combination of various city functions and parks

Expansion of Artificial 
Ground Recording • Artificial ground greening linked with IoT technology

Scenery
Build a green network • Build a rich green network

Introduction of 
high-tech media • Introducing advanced media and media boards that link IoT technology

Health promotion

Responding to an 
aging and increasing 

one-person households

• Welfare services for disease prevention / health promotion

•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s linked to IoT technology

Strengthening urban 
walking function • Comfortable walking environmen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uch as heat

Social integration

Citizen participation •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park design, operation management, event

Promoting the 

community

• Creating new services for community activation such as gardening and 
  festivals linked with IoT technology
• Linking diverse cultural and profit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cafes, 
  eco-schools in the park

Table 4. Service direction of smart park to cope with change of city from the viewpoint of enhancing function of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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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서비스 구축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스마트공원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공원계획

의 프로세스는 스마트공원의 속성을 반영한 형태와 기능

을 구상하고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를 계획한 후 세부 시

설물을 계획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맥락에 부합토록 하

여야 한다. 무계획적으로 덧붙여진 서비스는 공원의 기능

적, 경관적,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이용자 및 관리자의 만

족도를 떨어뜨릴 것인 바, 면밀하게 기획하여 완성도를 높

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원설계는 설계가 뿐 아니라 이용자와 

관리자, IT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해 대상지가 가지는 환

경․사회․문화적 잠재력과 시민계층별 요구사항을 담아내며 

각종 IoT 기술이 상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계획된 시나리오와 

공원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잠재적 문제

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기술이 연계된 스마트공원은 기술이 표출되

는 서비스에 대하여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미

디어를 통한 영상 및 정보 등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면밀

한 기획 없이 미디어 등 매체(기술)만을 중심으로 반영할 

경우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 컨텐츠는 없고 기

술만 있거나, 목적한 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술은 공원은 

있되 이용하지 않는 공원으로 남을 것이다. 미디어라는 매

체를 통해 변하지 않는 가치, 자연과 인간․예술․문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더 풍부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공원

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시

대에 확장성 있고, 호환가능하며, 세계 표준의 오픈 데이

터를 활용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몇

몇 기술을 도입하여 졸속으로 조성된 공원은 도시민에게 

기술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 주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며 시민행복을 위한 공원

의 진화 좌표로서 스마트공원의 서비스 방향성과 구축전

략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IoT기술을 활용하여 자연

성을 강화하고, 자연접촉 기회를 확대하며, 외부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화 및 1․

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커뮤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원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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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variability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with the times through 

prototype and development paths that Saemaul Undong took for its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draw 

practical way of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uch as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Although Saemaul Undong has mainly succeeded in mind-set change of the people, and development of rural areas, there 

are less studies on how to develop and expand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in 21 century. This study analyzes new spirit 

of the times such as share, care, service, trust, participation, creation suggested by the precedent studies with following 

analysis tools : analysis of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alysis on primary factor, analysis for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hrough thes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value of creation’ is the most suitable value for Saemaul Undong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listed below. First, Saemaul Undong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in Korea in 1970’s. And I found that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uch as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is still valid even in 21 century. However, proper values of the times such as ‘creation’ 

need to be added to lead the social change and solve different types of problems. Second, Saemaul Undong has 

continuously developed with the committed SMU leaders and the stereotyped SMU training courses. However,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networks and platforms for conversion are important for making partnership with a new 

paradigm. I believe that would be promoted with the value of creation. Adopting the value of creation, Saemaul Undong 

would develop as a new community movement suitable for the 21 century. Although Saemaul Undong started as a national 

movement for ‘better life’ in 1970’s, now it is seeking for ‘better life for all community members’, lead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as well as cultivating a sense of community and its values for the 21 century.

키 워 드 :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정신 :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운동 지도자, 새마을운동 훈련, 지식정보사회
Keywords : Saemaul Undong,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Saemaul Undong Leaders,  

          Saemaul Undong Training,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Ⅰ. 서 론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부터 조국근대화와 경제개발을 기치

로 내걸고 빈곤퇴치와 농촌의 근대화를 시도하였던 박정희정

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자조를 통해 삶의 질 상승에 이바지하

였다. 이는 '잘 살아보세'로 시작하여 '함께 더불어 잘살기'를 

갈망하던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무원

들의 리더십이 결합하여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 정신의 

시대 변화성을 통하여 가치 진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추동력인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에 대

해 실증적으로 분석, 고찰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시대정신으

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

여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한 새마을운동의 진화 방향과 새마을

† Corresponding author : Se-Hwan Cho, Dept. of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070, Korea, Tel: +82-2-2220-0274, E-mail: chosh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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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가치 진화 고찰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지향점과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시대정신을 결합하여 국민과 다함께 실천하면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국가브랜드이자 국민운동으로 거

듭날 수 있다고 본다.

Ⅱ. 이론고찰 

1. 새마을정신의 의의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운동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실천원

리이자 행동철학이며 행동강령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를 위하

여 근면ㆍ자조ㆍ협동의 3가지 기본정신을 갖는다. 새마을운

동은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는 정신혁명운동이다. 지난날 가난

을 반성하고 원인을 찾아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서로의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하고 도와나갈 줄 몰랐던 지난 날 우리

들의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속에 내려오는 

민족혼을 되살리는 정신운동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잘살

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계발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신혁명운동인 것이다(내무부, 1975: p37).

새마을정신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태동 시에 국가상황을 

반영하여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시의적

절한 의식화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내지 규범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운동을 왜 하는지, 어떤 새마을운동을 해야 하는지, 새

마을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기

능을 한다(전주영 외, 2013). 

이와 같이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동력인 

의식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새마을 회원들의 

의식과 마음자세나 가치관을 잘 갖추어져 있고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관점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Table 1.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pirit Meaning
Goal

Origin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aemaul Song

Diligenc

e

Diligence, Challenge

(The Pioneer Spirit)

Power of Execution ·Koreans have DNA inherited from the past(=Diligence⇔ Success)  

-Mr. Jeon Gyeongchang’s family rules and spirit, 

-Mr. Jeong Yak-yong’s preface of his book called Gyeongseyupyo.

Diligence : Virtu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ized Societies

Saemaul Song

First Verse

Self 

Help

Autonomy, 

Responsibility

(Owner Spirit)

Sense of duty ·Traditional spirit of self-reliance, strenuous efforts, and independence.

·Samuel Smiles ‘Self Help’ / Self-rehabilitation(=One’s own efforts = Self Help)

Self-help : Virtue of Industrialized SocietySaemaul Song Chorus

Cooperat

ion

Harmony, Care

(Community Spirit)

Productivity ·Derived from Hyangyak, Dure, Pumasi, Gye.

Cooperation: Virtu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ized SocietiesSaemaul Song Third Verse

Source : Korea Saemaul Undong Center, reorganized by the author(2017)

따라서 새마을정신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된 시대정신

을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새마을정신은 새마을운동 방

법론과 가치를 포괄하는 새마을운동의 중심적 실천 강령이

다. 새마을정신의 핵심 이념은 가난을 극복하여 잘사는 농촌

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새마

을운동의 실천원리이자 행동철학이다. 또한 새마을정신의 3

대 강령은 새마을노래 가사에 잘 반영되어 있어 주민들의 마

음속에 각인시켜서 새마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지침이 

되었다.

결국 새마을운동이란 잘살기 위한 운동이며, 잘살기 위해서

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면하고 자조하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내무부, 1975: p35).

이상의 새마을정신의 3대 강령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정

신이 아니라 함께 기르고 실천해 나가 이 세 가지 정신을 하

나로 융합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면하지 않고 자조

할 수 없으며 자조하지 않고는 협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근면

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서로 다른 정신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하나인 정신이며 삼위일체를 이루는 정신인 것이다

(내무부, 1975: p55)(Table 1).

2. 새마을정신의 정립 및 변천

현재의 새마을정신이 ‘근면ㆍ자조ㆍ협동’으로 정립된 것은 

1973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이다.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새마을정신의 ‘자조정신’을 강조하여 1970년 3월 12일 전국 

시장, 군수들에 대한 연설과 1970년 10월 5일 ‘벼베기대회’ 

치사에서 그리고 1970년 11월 11일 제2회 농어민소득증대특

별사업경진대회에서 언급되었다. 1971년 9월 17일 전국 시

장군수비교행정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 정신을 국가 개발의 

기본정신으로 삼아 계몽에 앞장서자고 강조 하였다.

1971년 9월 29일 벼베기대회 치사2)에서 처음 ‘자조·자립·

협동’이 곧 새마을정신이라 하였고, 1972년 1월 11일 연두기

자회견, 1972년 2월 7일 지방초도 순시 후 경북도청 유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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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Years

Spirit of 
Saemaul 
Undong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ooperation
1973. 1.

Korea 
Saemaul 
Undong 
Center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ooperation+Share, Service, 

Care

2009.

Lee, 

Sangyeop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 o o p e r a t i o n + S e r v i c e , 

Creation

2010.

Choi, 

Oechul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ooperation+Share, Service, 

Creation

2011.

Jean, 

Jooyoung,

et al.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 o o p e r a t i o n + S e r v i c e , 

Harmony , Share 

2013

Cho, 

Sukjoo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 o o p e r a t i o n + T r u s t , 

Communication, Participation, 

Share, Care

2013.

Cho, 

Jungho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ooperation+Creation
2017.

Author
D i l i g e n c e ․ S e l f - h e l p ․

Cooperation+α
2018.

Source: Lee, Jungjoo, et al.(2016), Lee, Junglak(2017), 

reorganized by the author

1972년 3월 7일 지방장관회의 유시를 통하여 ‘근면ㆍ자조

ㆍ협동’이 새마을정신임을 재차 언급하였다(Table 2).

Table 2. Evolution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Spirit of Self-help(1962.08 ~ 1970.03) 

→ Spirit of Self-help ‧ Self-reliance ․ 

Cooperation(1970.05 ~ 1972.03) 

→ Spirit of Diligence ‧ Self-help ․ Self-reliance ․ 

Cooperation (1972. 05 ~ 1972.12) 

→ Spirit of Diligence ․Self-help ․ Cooperation (1973.01

~ Current)

Source : Saemaul Acedemy of Kyungwoon University, 

reorganized by the author

근면정신이 추가된 것은 1972년 5월 18일 ‘전국새마을소

득증대촉진대회’ 치사를 통해서였으며, ‘자조’와 ‘자립’은 ‘자

조ㆍ자립’으로 새마을정신은 ‘근면ㆍ자조ㆍ자립ㆍ협동’으로 

표현되었다. 그 후 1973년 1월 1일 신년사3)에서 현재의 새

마을정신인 근면ㆍ자조ㆍ협동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새마

을정신은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동참을 유도하여 새마을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을과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관을 정립하는 뜻도 있었다.

새마을정신은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해가는 동시에 공동체적 참여와 노력을 추구하는 정신이

었다. 또한 사회통합의 정신이며 ‘잘 살아보세’라는 공동의 

염원과 민족번영을 이루기 위한 공동선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라 하겠다.

3. 새마을정신의 가치 변화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은 1970년대 제정된 이래

로 새마을운동 추진의 지표와 행동강령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산업화 시대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서도 그 가치는 유효하다고 본

다. 최근 2010년대에 오면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한 가치를 

반영한 시대덕목을 추가하여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

다는 주장이 선행연구자들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Table 3).

Table 3. Value Change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이러한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덕목은 나눔, 배려, 봉

사, 소통, 참여, 창조, 화합 등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

하여는 새마을정신의 가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

다. 또한 이애 관하여는 일정한 논의와 체계적인 검토와 정

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새마을정신 연구자들의 시대덕목 분석

새마을정신에 관하여 연구는 Table 3.의 연구자 이외에도 

다수(김명진, 1977; 이정희, 1984; 정동헌 외, 1988; 최희정, 

2004; 문상석, 2010; 김지인, 2014)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에 대한 가치와 실천 논의, 미국

의 프론티어 정신과의 비교, 글로벌새마을정신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전통문화인 향약과 비교하며 

향약의 조직을 새마을운동에 접목하고자 하는 등 새마을정신

을 독립적인 가치로 보고서 외국의 것 또는 우리의 전통문화

와 1:1로 비교하는 단편적 시각의 연구에 머물고 있다 (조정

2) 1971. 9.29, 박정희대통령은 벼 베기 대회 치사를 통해「새마을가꾸기운동의 정신을 나는 최근에‘새마을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새

마을 정신’이란 뭐냐, 자조와 자립과 협동정신입니다.(중략) 내 힘으로 잘 살아 봐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 보

다 하는 자조정신, 또 남한테 의지하거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자립정신, 또 한 동네에 있어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동해 나가는 협동정신, 이러한 정신이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 농촌은 불과 몇년 이내에 완전히 일어

납니다.

3) 1973, 1. 1, 박정희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우리는 안정되고 진실한 정치의 바탕위에서 새해에도 계속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국

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농촌과 도시의 구별없이 각기 자기의 생

활영역에서 발휘하여, 농촌에서는 소득증대에, 기업가는 경영합리화에, 그리고 근로자는 생산증강에 각기 전념함으로써 국력배양에 이

바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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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7).

그런 면에서 새마을정신이 계, 두레, 향약, 품앗이 등 한국

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연관

성이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 진화적 측면에

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시대덕목으로 새마

을정신의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분석

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새마을정신을 추가

하고자 한다.

   이상엽(2010)은 근면ㆍ자조ㆍ협동+봉사, 창조, 개척정

신(근면), 주인정신(자조), 공동체정신(협동) 등 ‘새마을정신’

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외출 (2011)은 새마을운동 연구경향과 ‘새마을 학’ 정립

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네

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연구경향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 독자

적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며, 

‘새마을 학’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 근면ㆍ자조ㆍ협동+나

눔, 봉사, 창조라고 제시하였다.

전주영·한태천(2013)은 새마을정신의 시대정신 반영 필요

성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 빈곤타파에서 봉사

와 화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새마을정신역시 ‘근면ㆍ자조ㆍ협동’정신으로부터 ‘봉사, 나눔, 

화합, 협동’의 정신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조석주(2013)는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

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절대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근면ㆍ자조ㆍ협동정신을 기반으로 실천적 성격의 ‘잘살

기운동’이었으며, 성공적 국민운동 이었다. 근면ㆍ자조ㆍ협동

+신뢰, 소통, 참여, 나눔, 배려라고 제시하였다.

조정호(2017)는 새마을정신을 한국고유의 농경 협동 문화

에서부터 인간관계를 진화론을 적용해 고찰하면서, 두레, 계 

등의 협동의 유전형질을 복사해 새마을운동의 유전 형질을 

이룬 것처럼, 산업사회의 문화적 유전형질인 새마을정신을 

복제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기에 동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 정신이라는 새로운 유전 형질을 융합하여 유전 형질적 

변이를 도모해야 함을 제시, 근면ㆍ자조ㆍ협동 + 창조라고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자들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의 실천적 원리와 행

동적 요소를 강조하고 시대 변화성과 시대 지속성 그리고 새

로운 시대 덕목의 출현과 접목에 관한 고찰이 미비하였다. 

또한 새마을정신의 연원과 변천 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라는 통시대적 과정이라

는 맥락에서의 고찰을 놓쳤다. 특히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 

덕목들의 요소들이 농경사회에 근원한 ‘협동정신’과 종속되거

나 사회적 호혜(互惠)적인 덕목이었다. 이러한 덕목들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새마을운동 정신요소로서도 부족하고, 실천

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와의 연결성 등에 대한 연구도 미

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대상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운동가인 회장단과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동기

를 부여하는 활동가인 사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에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는 17만 6천여 명에 이르며 이들이 

핵심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리ㆍ

통별 새마을지도자와 함께하는 새마을가족인 회원이 191만여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새마을회장단과 지도자와 회원조직이 전국적으

로 208만여 명에 이른다. 활동가인 사무조직은 중앙회와 연

수원,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지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데 전국적으로 상근 사무직원이 약700여 명이 있다. 이와 같

은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운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하기에

는 방대한 작업이라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전국 시군구

회장단 이상 1,000여 명과 사무직원 600여 명 등 1,600여 

명의 20%인 320명과 일반시민 등 320명 등 64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 분석지표 도출

선행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에 관한 인식,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 새마을정신의 정립과 변화, 새마을정신의 

시대정신 반영 필요성 지금 시대와의 부합정도의 연구를 통

해서 분석지표를 도출하였다. 근면·자조·협동의 각각의 정신

요소가 지식정보사회의 시대 덕목과의 부합 정도, 새마을운

동의 기여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새마을정

신의 시대정신과의 부합정도로 구분하였다.

3. 설문조사

새마을운동 정신에 관하여 의식 조사는 선행연구인 ‘새마

을운동 대국민의식조사 분석’에서 활용된 설문지를 도출하였

다. 전원흠(2018)은 설문조사 기간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과 시도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7일

부터 21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지 

10개소에 표본 수는 각 대상지마다 10~20부씩 총 32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답변 14부를 제외한 총 156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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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scription Others

Means of 

Collecting 

Data

�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rough face to face talk

Target for 

Investigati

on

� Users of 10 organizations such as 

Korea Saemaul Undong Academy, 

Metropolitan and Provincial-level 

Branches, ect.

Valid 

Sample
� 180 Copies

Periods & 

Collected 

Copies

� April 7 – 21, 2018 (for 14 days) : 

170 Copies

Investigat

ors

� Researchers from Saemaul 

Undong Research Academy

로 일반시민 의식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전문가 의식 

조사는 본 설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

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설문 조사는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 설문문항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2018년 3

월 10일 수요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본 조사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Table 4. Means of Awareness Investigation for Citizenry & 

Outline of the Survey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개념과 문맥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하고, 2018년 4월 7일 수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 동안 

총 320부의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 결과 총 

29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3부

를 제외한 유효표본수 282부를 확보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 본인과 새마을운동연구소 연구원(석ㆍ박사과정 

학생)을 조사원으로 투입하였다. 이 조사원들은 본 연구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 응답자들의 질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였다(Table 5).

4. 설문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분석도구인 Win SPS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요인분석(t-test), 집단 간 차이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Table 5. Means of Awareness Investigation for Experts & 

Outline of the Survey

Division Description Others

Means of 

Collecting 

Data

�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rough face to face talk

Target for 

Investigation

� Persons concerned of Saemaul 

Udnong, Presidents & leaders, 

Staffs

Valid Sample � 320 Copies

Periods & 

Collected 

Copies

� April 7 – 21, 2018 (for 14 

days) : Experts(295 Copies)

Investigators

� Researchers from Saemaul 

Undong Research Academy, 

Staffs fro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evel branches

Ⅳ. 새마을운동 정신의 변화에 대한 가치진화   

분석

1. 설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의 일반사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일

반인은 연령대별로 고른 10~20%의 분포를 보였다(Table 6). 

전문가는 50대와 60대 이상이 40% 내외의 분포(40대 이상 

비율, 263명, 93.2%)를 보여서 새마을운동 관계자의 일반적

(장년 비율이 높음) 인구 추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자의 남녀 성별은 일반인은 남자가 72명 46.2%, 

여자가 84명 53.8%, 전문가는 남자 118명 41.8%, 여자가 

164명 58.2%로 대체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조금 높게 분포하

였다.

직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인은 회사원 71명으로 

45.5%, 주부와 자영업이 각각 30명 19.2%, 기타가 20명 

12.0%, 학생이 5명 3.2%를 보였다. 전문가는 지도자가 158

명 56.0%, 사무직원이 119명 42.2%, 기타가 5명 1.8%를 보

였다. 전문가의 종사기간은 16~20년이 70명 23.4%, 11~15

년이 66명 23.4%, 20년 이상이 63명 22.3%, 6~10년이 52

명 18.4%, 1~5년이 31명 11.0%를 보였다. 또한 일반인의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가 97명 62.2%, 전문가가 163

명 57.8%로 한국의 수도권 거주 인구비율 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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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amp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itizenry, Experts)

Variable
Citizenry

Variable
Experts

Sample % Sample %

Gender

Male 72 46.2 Male 118 41.8

Female 84 53.8 Female 164 58.2

Total 156 100.0 Total 282 100.0

Age

20’ 35 22.4 20’ 2 .7

30’ 17 10.9 30’ 17 6.0

40’ 44 28.2 40’ 61 21.6

50’ 40 25.6 50’ 112 39.7

Over 60’ 20 12.8 Over 60’ 90 31.9

Total 156 100.0 Total 282 100.0

Job

Student 5 3.2 Leaders 158 56.0

Housewife 30 19.2 Office Workers 119 42.2

O f f i c e 

Workers
71 45.5 Others 5 1.8

Self-employed 30 19.2 Total 282 100.0

Others 20 12.8

Total 156 100.0

Working Periods

1~5 years 31 11.0

6~10 years 52 18.4

11~15 years 66 23.4

16~20 years 70 24.8

Over 20 years 63 22.3

Total 282 100.0

Region

Seoul 36 23.1 Seoul 63 22.3

Busan 6 3.8 Busan 17 6.0

Daegu 19 12.2 Daegu 4 1.4

Incheon 30 19.2 Incheon 53 18.8

Gwangju 5 3.2 Gwangju 16 5.7

Daejeon 5 3.2 Daejeon 9 3.2

Ulsan - Ulsan 3 1.1

Gyeonggi 31 19.9 Gyeonggi 47 16.7

Gangwon - Gangwon 3 1.1

Chungbuk 6 3.8 Chungbuk 10 3.5

Chungnam - Chungnam 3 1.1

Jeonbuk 1 .6 Jeonbuk 8 2.8

Jeonnam 1 .6 Jeonnam 13 4.6

Gyeongbuk 11 7.1 Gyeongbuk 18 6.4

Gyeongnam - Gyeongnam 4 1.4

Jeju 5 3.2 Jeju 11 3.9

Total 156 100.0 Total 282 100.0

2. 새마을운동 평가 분석

다음은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이다(Table 7). 

일반인에 비하여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이 월등히 더 잘 알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30대가 3.4118로 

가장 낮고, 20대 3.4706, 40대가 3.9048로 조금 더 높게 나

왔다. 60대 이상은 4.3333으로 일반인 중에 가장 높게 나왔

다. 이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긍정적으

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General View on Saemaul Undong

Variable

Citizenry Exper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wareness 3.8156 .78924 4.5279 .74988

일반인 직업별(Table 8)로는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관하여 학생이 3.2000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 회사원 

3.6571, 주부 3.8400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4.17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일반인 중에서 자영업과 기타, 주부들이 회사원

이나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

마을운동의 활동이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하기에 자영업자나 

주부들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현장 활동 등

을 통하여 이해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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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ample

Awareness on 

Saemaul Undo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s 35 3.4706 .70648

30’s 17 3.4116 .61835

40’s 44 3.9048 .79048

50’s 40 4.0303 .76994

Over 60’s 20 4.3333 .72375

Total 156 3.8156 .78924

Job Sample

Awareness on

Saemaul Undo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udent 5 3.2000 1.09545

Housewife 30 3.8400 .80000

Office 

Worker
71 3.6571 .73987

Self-employ

ed
30 4.1739 .57621

Others 20 4.1111 .90025

Total 156 3.8156 .78924

Age Sample

Awareness on 

Saemaul Undo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Under 30’s5) 19 3.9999 .91687

40’s 61 4.4464 .78438

50’s 112 4.6337 .57832

Over 60’s 90 4.5443 .84425

Total 282 4.5259 .74988

Working 

Periods
Sample

Awareness on

Saemaul Undo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Over 5 years 31 4.4000 .76376

Under 10 

years
52 4.5000 .77184

Under15 years 66 4.3448 .90905

Under 20 

years
70 4.5484 .73946

Over 21 years 63 4.7586 .47055

Toal 282 4.5259 .74988

Fields Sample

Awareness on

Saemaul Undo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aders 158 4.5474 .76669

Office 

Worker
119 4.5182 .72608

Others 5 4.0000 .81650

Total 282 4.5259 .74988

새마을지도자나 회장들의 직업분포도를 보면 새마을 회장단

과 새마을지도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새마을부녀지도자와 

회장들의 직업은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다4).

Table 8. General View on Saemaul Undong (Citizenry)

다음은 전문가를 조사한 내용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는 50대 이상이 4.6337로 

가장 높게 30대 이하가 3.999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Table 9). 이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연령층이 낮을수록 새

마을운동에 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새

마을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이해도가 50대가 가장 높은 것은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가장 핵심층이며 활동적인 연령층인 것과 무

관하지 않다. 전문가의 종사기간에 따른 의견은 5년 이하가 

4.4000으로 가장 낮고 21년 이상이 4.7586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종사한 기간이 길면 길수

록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 등으로 조직에 관한 애착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새마을운동 기여도 분석

새마을운동 성과와 성공요인과 연결되는 새마을운동이 기

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설문하였다

(Table 10). 설문조사 결과 새마을운동의 기여도 중에서 '빈

곤으로부터의 해방', 즉 '잘 살기운동'이었다는 부분이 일반인

과 전문가에서 모두 1위(일반인 4.0897, 전문가 4.6099)를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9.  General View on Saemaul Undong(Experts)

이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 = 잘 살기운동'이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빈곤타

파를 통한 잘 살기운동의 실천이었음을 조사결과6)로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경제(소득증대)와 마을 환경개선'의 기여도가 공

통 2위(일반인 4.0769, 전문가 4.594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3대 과제7) 중 2가지 과제 채택되어 새마

을운동 3대 과제가 잘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 기여도 부분에서 나머지 4가지 부분도 일반인

은 평균값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은 평균값을 넘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최하위는 일반인은 '국민의식 선진화'(3.7821)

부분을, 전문가는 '삶의 질 향상'(4.2821) 부분으로 답하였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 기여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일반

인과 전문가 모두가 평균값을 넘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로 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새마을운동이 기여한 부분에 관하

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새마을운동40년사 자료집(2010, 새마을운동중앙회)

5) 전문가의 경우 20대의 표본수가 너무 작아 이하 분석과정에서 모두 30대와 합쳐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6) 새마을운동 대국민의식조사, 1990년~2015년까지 13차례 조사에서 새마을운동성공요인 등에서 결과로 반영

7)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의 3대과제는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농업의 소득증대, 농민의 정신계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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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tems below 

is the most suitable 

to Saemaul Undong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itizenry Exper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14-4. Creation 3.7348 .72953 4.2392 .81908

15-4. Care 3.6212 .76697 4.1961 .78919

16-4. Share 3.6591 .74986 4.2118 .74391

17-4. Service 3.7121 .74680 4.2706 .79943

18-4. Participation 3.7273 .80163 4.2157 .79649

19-4. Trust 3.6288 .77563 4.1255 .84178

Total 3.6806 .62328 4.2162 .64953

Table 11. Effectiveness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itizenry, Experts)

Variable

Citizenry Exper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13-1.

Effectivene

-ss of the

Spirit of 

Saemaul

Undong 

in the

knowledge

informati

-on society

3.5789 .90127 3.9948 .91478

Table 10. Views on Saemaul Undong's Contributions (Citizenry, Experts) 

What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Citizenry Exper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7. Free from the poverty 4.0897 .77353 4.6099 .63440

8. Income generation & Living-conditions 

    Improvement
4.0769 .75808 4.5943 .63175

9.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living conditions 3.8452 .79071 4.2821 .73983

10. Modernized and pioneering mind-set change 3.8387 .80971 4.2903 .78080

11. Advanced national awareness & A sense of 

   community
3.7821 .86729 4.2857 .73114

12. Spread of cultures of order, kindness, clean, share,

   service, care
3.8968 .83879 4.3525 .74913

Total 3.8803 .66338 4.3876 .56954

3.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 정신 부합여부

지식정보사회에서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부합

여부를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11).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평균

값 이상으로 부합한다고 답했다.

4.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어떤 시대 덕목이 새마을운

동 정신 부합여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어떤 항목이 새마을운동 정신에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12).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적합도 조사에서 일반인은 1순위로 '창

조'를, 2순위로 '참여'를, 3순위로 일반인은 '나눔'최하위로 '배

려'라고 하였다.

전문가는 적합도 1순위로 '봉사'를, 2순위로 '창조'를, 3순

위로 '참여'를 최하위로 '배려'를 꼽았다. 전문가는 '창조'를 근

소한 차이로 2위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창조'라는 덕목이 아

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진

다.

또한 일반인 1위와 전문가 2위로 선정한 '창조' 덕목이 지

식정보사회에 부응한 시대 가치이며 새로운 정신적 요소로 

추가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그룹 모두 선행연구자들

이 제시한 덕목들을 모두 평균값 이상으로 부합한다고 답하

였다. 특히 전문가그룹은 각각의 덕목에 대하여 평균값을 상

회하는 적합을 표시했다.

Table 12. The Suitable Value for Saemaul Undong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Citizenry, Experts)

Ⅴ. 결 론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

식조사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와 새마을운동 성과와 성공

요인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고찰에서도 새마을운동 성과와 성공요인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는 1990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각급 신문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잘 알고 있으며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40여 년 동안 새마

을운동의 결과가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지

하고 새마을운동의 기여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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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30대보다는 20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

고,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접해본 경험 등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주요인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과정의 결과와 2010년대에 들어와 글로벌 새마을운동 

등의 파급효과로 새마을운동의 인지도가 나아진 덕분이라고

도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현재의 30대는 10대 고등학생으로서 '새

마을운동에 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집필된 교과서로 교육받

은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20대는 그 이후 수정된 

교과서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었기에 교과서에 의한 교육의 

영향력이 컷다고 추측되어진다. 특히 2010년도 이후로 ‘새마

을의 날’제정,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

재와 SGL결성과 지구촌새마을운동 활성화와도 무관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직업별로는 새마을운동의 기여정도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관하여 학생이 3.6333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 회사

원 3.7329, 주부 3.9778로 나타났다. 기타가 4.1333로 두 번

째로 높게 평가하였고 자영업이 4.21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새마을기여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활동이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하기에 자영업자나 주부들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

도자들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이해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회장들의 직업분포도

를 보면 새마을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새마을부녀지도자와 회장들의 직업은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

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어떤 항목이 새마을운동정신에 적합한가

의 설문결과 일반인 적합도 1순위로 '창조'를, 적합도 2순위

로 '참여'를, 적합도 3순위로 일반인은 '나눔' 최하위로 '배려'

라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는 적합도 1순위로 '봉사'를, 2순위로 

'창조'로 3순위로 '참여', 4순위로 '나눔'으로 답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이 근면ㆍ자조ㆍ협동정신과 더불어 지금 시대 

변화에 적합하다고 선정한 덕목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본 연구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협동정신의 종

속요소로 볼 수 있는 시대덕목들이 ‘봉사’, ‘참여’이고 호혜적

(互惠的) 덕목이 '배려'와 '나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전문가가 1위로 선정한 '봉사' 덕목은 협동정신의 종속

요소로서 지금 시대의 정신으로 편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전문가

들 역시 높게 평가한 '창조' 덕목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는 이미 밝혀진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정보의 창출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든 수단이 강구

되고 자기의 그칠 줄 모르는 창조정신에 의해서 발전된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한 시대 가치이며 새로운 정신

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창조정신'을 새로운 새마을정신으로 포함한다

면, 새마을운동의 가치 진화와 함께 지식정보시대의 시대적 

감각과 트랜드에 맞는 새마을운동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추

진내용도 보완하여 공동체 운동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새마을정신으로 '창조정신'

이 포함된다면, 새마을운동의 성격과 운동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부 토론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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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회 소식

2018 제4회 바이오도시포럼
: 축소도시 시대의 생명경관도시 전략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반까지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610호에서는 (사)한

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바이오도시포럼 : 축소도시 시대의 생명경관도시 전

략’이 개최되었습니다.

△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4차 바이오도시포럼 단체사진

  조세환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학회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환원적이고 세분화 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가 아닌, 통섭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바이오도시포럼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걸

어온 길과는 전혀 다르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공지능(AI), 만물인터넷

(IoE), 무인자동차, 4D 프린팅, 생체공학 등의 기술들이 네트워크 되어 초연결주의적 사회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학문 분야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학회는 생명 관련 기술들을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

양한 분야 간 통섭과 융합을 조장하고 지속적인 담론 형성을 통한 생명경관도시 만들기에 주력해

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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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홍 박사의 ‘축소도시 시대의 생명경관도시 전략’ 발제 모습

제4회 바이오도시포럼은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축소도시 시대의 생명경관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중소도시들의 인구감소로 인한 생활편의성 저하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였다면 현재는 도시 축소라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 기회 등 긍정적

인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축소도시 시대의 기본 전략으로 첫 번째 인구비전을 설정하고 두 번째 네트워크 콤팩트시티 개

념 도입, 마지막으로 도시 간 연계를 통해 도시 적정 규모와 밀도를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들어 도시 구조에 맞춘 적정 용도를 유도하는 방

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과는 다르게 중소도시에서 용도지역제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미 상실하였다. 하나의 예

시로 빈집보다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높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도 철거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장개발 시대의 관점에서 용도가 없는 대지의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

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현행 용도지역제도의 한계를 말하였습니다. 

임준홍 박사는 도시가 축소하는 관점에서의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행 법제도는 성장

개발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의 빈 공지들은 생명경관도시 차원에서 앞으로 조경분야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

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시 분야뿐만 아니라 조경, 정원,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고 통섭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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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508-8920
pISSN 2508-903X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Vol. 3 No.1 2018. 03. 31.

△ 바이오도시포럼 발제 이후 토론 중인 도시, 건축, 조경 분야 전문가들

포럼 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정원 분야의 많은 전문

가들의 축소도시 적응 전략에 대한 토론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며 향후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담론을 구체화 시키자는데 한뜻을 모았습니다.

바이오도시포럼이 끝난 후 2018년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의 새로운 상임이사 18명 중 포

럼에 참석하신 4명의 상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조세환 학회장이 위촉장을 전

달하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고 포럼에 참석한 등기이사 및 상임이사들은 모두 박수로 환

영 하였습니다.

※ 제4회 바이오도시포럼 : 축소도시 시대의 생명경관도시 전략 발표본은 학회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l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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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4차 학술발표대회
: 도시 공원복합용도지구 지정과 생명경관도시재생

※ 본문 내용은 녹색문화예술포털 라펜트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주변부 ‘공원복합용도지구’ 도입 주장 제기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4차 학술발표회’ 개최 

△ 조세환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공원 주변부 일정 범위에 공원을 기반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 등이 융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로 가칭 ‘공원복합용도지구(Park-Based MUD)’의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주장한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이 지구에서의 건축 규제는 고도를 규제하는 대

신 밀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동시에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서 외부공간의 녹지율을 높이는 시스

템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기반으로 옥상녹화, 수식정원 또는 수직

숲을 허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시의 시각적 경관관리 차원에서 ‘높이’를 규제하면 상

대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지고, 땅은 건축물로 채워져 녹지가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세환 교수는 “공원복합용도지구 제도의 도입은 도심공간에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쇠퇴된 도시

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고하고, 도시를 재자연화 할 수 있음으로써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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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4차 학술발표회 토론 사진

지난 1일(금)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회장 조세환)는 ‘도시 공원복합용도지구 지정과 생명

경관도시재생’을 주제로 ‘2018-1 제4차 학술발표회 프로시딩’을 지난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에

서 개최했다.

조세환 교수는 “도시공원 주변부는 거의 저층저밀 주거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 주변부는 

쇠퇴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녹색복지 차원에서 공원녹지가 필요한 곳은 도시 내부의 공원녹지이나 

공원녹지는 녹색섬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기후변화시대, 도시재생시대, 쇠퇴도시시대의 도래에 따라 토지이용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혼성과 융합으로 이동했으며, 도시경관도 스카이라인 등 시각관리에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활성화과 건강성을 담보하는 작동성 관리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경계부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저층저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타리로 단절되어 낮에는 공동화현상, 밤에는 범죄가 일어나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한강 주변부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서울도심 양안과 한강을 분리단절시키고 서울의 오픈스

페이스 한강을 도시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으며, 용산국가공원은 공원이 건축물과 담장으로 둘러싸

여있어 공원이 주변부 도시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환 교수는 “주거용도라는 단일 용도지구의 적용, 경관관리 차원에서의 주변부 도시 건축물 

높이규제 등을 탈피해야 한다”며 “도시민들이 실제로 공원, 녹지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기후변화에 적응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시대적으로 융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융복

합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원용도복합지구를 도입한다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Bio-Technological Landscape Urbanist94 l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eISSN 2508-8920
pISSN 2508-903X

「바이오텍경관도시 리뷰」 Vol. 3 No.2 2018. 06. 30.

△ (사)한국바이오텍경관도시학회 제4차 학술발표회 전경

엄선용 공익재단법인 토요타도교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용도 간 혼합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

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혼합토지이용은 보행권 내에 다양한 용도를 배치함으로써 보행 및 자

전거 등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이용 촉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도

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전병혜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의 높이제한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지형과 지

세, 역사문화적 자원 등 도시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해 제한을 강화할 곳과 완화할 곳을 구분해야 

하며,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준은 구속력 있는 절대적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신화컨설팅 대표)는 “일산호수공원은 주변으로 도시가 확산되

고 있으며 광교호수공원은 녹색섬으로 어둡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공원의 경계선상이 설계자의 

판단으로 도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조경설계가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혜영 성균관대 교수는 “도시와 공원을 녹지로 엮어주는 복합용도의 버퍼존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높이규제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측면

에서 도로를 지하화해 녹지와 강을 연결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조경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문제를 해결해 도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지만 그 건물의 외벽은 시민의 것이라는 빅토

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의 이익과 모두의 이익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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