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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만들기

- 창원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
The Create Cultureal art space in th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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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원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은 이

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 혹은 공간이 가지는 의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영역에서 예

술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리사이클, 업사이클, 뉴사이

클’이라는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환경조형물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흔적보전

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아냄으로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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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원주민의 재정착

률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 혹은 공간이 가지는 의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영역에서 예술적 가

치를 창출해야 한다. 마을흔적보전사업은 개발이전 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 흔적을 발굴, 복원, 보전하

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품위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연구함으로서 도시재

생에서 환경조형물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2. 본 론

기존 환경조형물의 유형은 아파트 미술장식품, 지자체 홍보조형물, 도시 상징조형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은 특화된 마을흔적물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함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해 볼 수 있다.

2.1. 리사이클(Re-cycling) 유형

마을 흔적물의 형태와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아파트 입구의 상징간판이

었던 흑벽돌과 화강석 현판의 실물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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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링[Re-cycling] 업사이클링 [Up-cycling] 뉴사이클링 [New-cycling]

마을흔적물의 형태와 소재를
활용해 원래 모습을 재현한 상징물

마을 흔적물을 소재로 활용한
상징물

마을흔적물과 다른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 상징물

예

시

1

단지입구 아파트 간판 309동 옆 어린이 놀이터 308동-309동 사이 음수대

예

시

2

홍보관 아파트 상징 조형물 초화원 팽귄(시이소) 조형물 미술작품 - 물방울 조형물

보존가치가 뛰어난 실물을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여 재현

각종 마을흔적 오브제를

또 다른 주제로 재해석

삶의 정신적 가치를

조형적 가치로 승화

2.2. 업사이클(Up-cycling) 유형

마을 흔적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적 가치를 창출한다. 당시 용지2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되었

던 팽귄 모양의 시이소를 초화원 속 팽귄들이 나들이하는 모습으로 재해석한 상징조형물이다.

2.3. 뉴사이클(New-cycling)유형

흔적물과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적 가치를 창출 한다. 당시 입주민들의 공동 우물터였던 음

수대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물’이라는 주제로

삶의 정신적 가치를 조형적 가치로 승화시켜 표현한다.

표-1.환경조형물 도출 유형

표-2. 환경조형물로 구성된 가로

3. 결론

환경조형물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마을흔적보전사업은 생활속 일상의 흔적물로 발굴, 복원, 보전해야 할

조형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마을 흔적물을 이용한 환경조형물은 도시재생에서 지역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삶의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