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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성장시대로접어들며사회의흐름이변화함에따라새로

운장소를계획·개발하기보다쇠퇴하는기존의도시를되살리는
도시재생이 주요한 전략으로떠오르고있다. 서울시역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역여건에따른다양한맞춤형재생을

목표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확대하여시민이함께체감하고지속적으로만들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에서진행하는대표적인도시재생사업인 “72시간 도
시 생생 프로젝트(이하 72시간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적극적
인참여를통해적은예산으로단기간내에도시의버려진유휴

공간을새롭게탈바꿈시킨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는도시재생
사업이다. 도시내자투리공간에대한관심도제고와공공성확
보를위해매년정해진주제에맞춰시민과전문가가함께참여

하여공간을재창조하는행사인이프로젝트는최근전세계적
으로 주목받고 있는 “Tactical Urbanism(전술적 어바니즘)”과
도맥락을함께하고있다. 전술적어바니즘은대규모프로젝트

가아닌도심속일반적인거리, 자투리공간과같은작은규모
의공간의유연한활용을위한접근방법을말한다. 전술적어바
니즘이라불리는이도시론은작은규모의변화와개선들을도

시설계에있어장기적인정책방안을수립하기전일시적인설계
와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72시간프로젝트는 2012년부터꾸준히진행되어현재 73개소

의작품이만들어졌으며매년큰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는사
업임에도불구하고도시내에서장기적, 지속적인방법으로발
전 가능한 사업인지 실효성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않았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 72시간프로젝트를통해변화한공

간들을유형화하고이를토대로시민들의평가와의견을조사하

여 72시간프로젝트대상지별공간특성이도시경관이미지선
호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데있다. 이와함께 72

시간프로젝트에참여했던다양한주체들의의견을검토하고문
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하여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의 동향

서울시의 72시간프로젝트사업을대상으로이루어진연구는

주소희(2014)의논문이유일하다. 논문은 72시간프로젝트를일
시적조경사업의관점에서분석하였다. 여러참여주체들의인
터뷰를통해 72시간프로젝트의문제점을분석하였지만초기의

성과만을대상으로분석하여현재까지조성된작품이도시경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안현진, 박현영(2013)은 72시간 프로젝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않았지만, 도시재생사업지구내공가및공터활용을위한
도시재생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한바가있다. 이연구는일시

적활용과전술적어바니즘의사례를조사하여국내의적용가능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준환(2017)은 전술적 어바니즘과
파크렛이라는주제로일본고베시산노미야고베파크렛사례를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손동필, 고영호, 윤주선(2017)은
전술적어바니즘기반의가로활성화방안연구에서가로활성화
를위한국내에적용가능한전술적어바니즘의계획요소를파

악하고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김영
현(2019)는 전술적 어바니즘의 전략으로서 파크렛 가이드라인
을분석하여시사점을제시하고, 미국의다양한사례를대상으

로하여구성체계의특성을파악하였다. 이와같이저예산으로
단기간에유휴부지를활용하는도시재생전략에대한학술적인
연구가많이진행되지않았지만연구자들이공통적으로전술적

어바니즘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전술적어바니즘에대한연구는논문의형태보다는

저서를통해진행되었으며학술적측면보다는실천적측면에주

로초점을맞추고있다. Lydon(2017)은전술적어바니즘운동의
심층적인역사와프로젝트의계획및수행을위한상세한방법
과 그 사례를 정리하였다. Munro(2017)는 도서관이라는 특정

소규모 조경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특성이
경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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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대상으로건축공간에어떻게전술적어바니즘의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연구는 2012년부터진행해온서울시 72시간프로젝트 73

개의작품중한달간의전시기간동안시민들의호응이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영구적으로 존치하는(일시적 존치)방식을 적

용한 2012-2014를제외하고조성된작품을모두존치하는방식

을시작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조성된작품중존치된 37

개소의 작품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다.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

유형연구

▶

정량연구

전술적 어바니즘의
이론고찰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조사
공간 유형 분류
공간 요소 분석

만족도 설문
경관 형용사 분석
상관관계 분석

정성연구

▶

분석 및 고찰

이용자 행태 조사
이용자 인터뷰
사업 주체 인터뷰

문제점 분석
발전가능성 분석

Table 1. 연구의 흐름

(1) 이론적 연구와 선행사례 조사
72시간프로젝트를이론적으로규정할수있는도시재생과

설계의개념을고찰하고, 이론적개념과관련된국내외사례들

을조사한다. 최근 72시간프로젝트와유사한방식의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여러나라에서 나타나면서, 이러한 실천적 방법론을

이론적으로규정하기위한게릴라어바니즘(Guerilla Urbanism),

린 어바니즘(Lean Urbanism), DIY 어바니즘(DIY Urbanism),

팝업 어바니즘(Pop-up Urbanism), 애드혹 어바니즘(Ad-hoc

Urbanism) 등의다양한개념이제시되었다. 이 중에서다른개

념들을포괄할수있으며이론적, 실천적으로널리받아들여지

는개념은전술적어바니즘 (Tactical Urbanism)이다. 본 연구

는문헌연구를통해전술적어바니즘의개념을다른유사개념

들과구분하여정리하고규정한다. 이를 통해 72시간프로젝트

의이론적함의를고찰함으로써정책적효용성과확장성을검토

한다. 또한, 전술적어바니즘의국내외사례와정책적활용사례

를조사한후 72시간프로젝트와의유사점과차이점을비교분

석하여, 72시간프로젝트의문제점과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2) 72시간 프로젝트 현장 분석 및 사업의 진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중 현재 존치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변형의 정도와 관리 상태를 파악한

다. 서울시에자체적으로조사한자료를토대로추가적인현황

조사를진행한다. 본단계는연구를진행하기위한자료수집의

과정이다. 문헌연구를토대로조사의항목과방식, 평가의척도

를정해존치프로젝트의현황을조사하고자료를정리한다. 이

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특징적 사항들을 조사한다.

(3) 프로젝트의 공간유형 및 공간요소 분석
앞선이론적고찰의내용과현장조사의자료결과를토대로

72시간프로젝트사업으로조성된공간의유형을구분하고유형

을결정하는공간적요소를분석한다. 유형구분은주변의시설

물과같은대상지의물리적조건, 인접지역의사회적조건, 공간

의 면적과 같은 양적 조건, 공간의 비율과 형태와같은형태적

조건, 시설물의종류와식재의다양성과같은질적조건에따라

구분될수있다. 공간유형분류의타당성은전문가설문을통해

검증할 수 있다.

(4) 경관 형용사를 통한 공간유형과 공간요소의 만족도
경관형용사를활용한경관분석방식을적용하여프로젝트의

공간유형과공간적요소에따른공간만족도를분석한다. 본연

구에서는각프로젝트를촬영한사진을대상으로만족도를경관

형용사여의구별척을사용해측정한다. 본 단계의분석에서만

족도는 시각적 경관미에 대한 선호도와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각 대상지에대해서프로젝트실행전후의만족도차이를결정

하는요소를파악한다. 만족도조사는설문을통해이루어지며

유형및요소의중요도분석, 유형및요소항목에대한기술통

계량 분석, t검정, 분산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선형회귀분석

등을실시하여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다.

(5) 인터뷰를 통한 이용자 및 사업 주체들의 만족도
앞서진행한경관형용사를통한정량적분석을보완하기위

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공간 유형을 대표하거나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한공간요소가존재하는대상지를선정하

여정성적연구를진행한다. 정성적분석은선정된대상지의이

용자행태를관찰하고인터뷰를진행하여이용자관점에서의만

족도와만족도를결정한요인을조사한다. 이와함께사업을진

행하였던푸른도시국행정담당자와지자체담당자, 그리고 사

업을기획하고평가한위원을인터뷰하여정책기획과실행자들

의 의견을 듣고 만족도를 결정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6) 72시간 프로젝트의 개선 방향과 발전 방향 제시
앞서진행한각단계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 72시간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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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다. 또한 72시간프로젝트가단위사업으로머물지않고지속가

능한도시계획의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사업의개선방향

을 제안한다.

Ⅲ. 연구 결과

1. 분석의 개요

본연구는 72시간프로젝트로조성된작품을촬영한사진들

에대한경관형용사및디자인평가를설문조사를통해측정하

여 기술 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을수행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72시간프로젝트로

조성된작품의도시내경관이미지선호도를분석하고, 그결과

를비교하는방법론을채택하였다. 이는작품별조성전·후의비

교분석을통해조성이완료된작품의절대적인경관이미지평

가뿐만아니라조성전·후상대적인성질도분석하기위함이다.

2. 분석의 틀

(1)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연구의범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2시간프로젝트로조

성된 37개의작품중경관이미지분석에적합한작품을선별하

기위해고가밑자투리공간개선이라는주제로진행된 2015년

조성 9개소 (존치 8, 철거 1)는고가및대교밑이라는대상지의

특수성때문에본연구의방향과적합하지않다고판단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경관 이미지 선호도 설문조사의

대상지범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2시간프로젝트로조성

된 30개의작품으로한정하였다. 1차적으로작품의관리상태를

파악하기위해다음(DAUM) 포탈에서제공하는지도서비스의

‘로드뷰’와서울시에서제공받은관리대장자료분석을통해대

상지들의 적합성을 조사하였고. 철거된 2016년작 (밝은누리맞

이)를제외한 29개소의작품을경관이미지선호도설문조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시각 자료 구성
본연구는도시경관적측면에서 72시간프로젝트로조성된

작품이실제로어떻게받아들여지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을목

표로한다. 따라서평가에필요한이미지선정은 72시간프로젝

트조성직후완료된작품의전면사진 (그림 2)을기준으로하

고, 평가에사용될형용사쌍은기존의연구에서사용되었던형

용사목록에서본연구논문에적합한것을선정하여분류하였

다. 과거연구에서사용되었던형용사목록중본연구에적합하

다고여겨지는총 24개의심리적형용사쌍을추출하여작품의

이미지와비교하여 1차평가를하였으며, 이를분석하여의미가

중복되거나평가항목에맞지않는형용사쌍 12개를제외한총

12개의 심리적 형용사 쌍을 최종 평가 척도로 선정하였다.

3.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72시간프로젝트의작품별조성이후경관이미지선호도평

가의주요요인을도출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주성분방법을사용하였고, 베리맥스 (Varimax) 방

식으로회전시켜요인구조의적합성을높여최종요인행렬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KMO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675로 0.5 이상의값을나타내었고 Bartlett의구형성검정결과

도 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이들요인군은전체변수들의총분산 76.607%를설명하고있

어높은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단넓은/좁은, 개방적

인/폐쇄적인은 성분 1과 2에 대하여 모두 0.5를 넘는 부하량을

가져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요인추출에서 제외하였다.

첫번쨰요인으로높은부하량을보이고있는변수들을보면

한적한/복잡한, 친근감 있는/낯선, 인공적인/자연적인, 조화로

운/어색한, 따뜻한/차가운이도출되었고, 전체의 50.55%에대한

설명력을가졌다. 여기서인공적인/자연적인의부호는 (-)로나

타나고있다. 따라서첫번째요인의특성은한적한/복잡한이가

장높으며친근감있는/낯선, 조화로운/어색한도높고따뜻한/차

가운도많으며인공적인/자연적인은낮다. 두번째요인으로는

흥미로운/지겨운, 자유로운/형식적인, 동적인/정적인, 세련된/

a: FOR:REST – 서울시 양천구 신
월동 913-14, 386m2

b: G열20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266-1, 33m2

Figure 1. 작품의 전면 사진(2019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 작품)

경관 형용사

형용사쌍

한적한 - 복잡한 흥미로운 - 지겨운

친근감 있는 - 낯선 자유로운 - 형식적인

인공적인 - 자연적인 동적인 - 정적인

조화로운 - 어색한 세련된 - 촌스러운

따뜻한 - 차가운 밝은 - 어두운

넓은 - 좁은 개방적인 - 폐쇄적인

Table 2. 선정된 경관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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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운, 밝은/어두운이도출되었고전체의 26.05%에대한설

명력을 가졌다.

첫번째요인을구성하는경관형용사쌍중조화로운/어색한,

인공적인/자연적인은경관형용사에의해경관분석도구를개발

하여제시한주신하(2003)에따르면도시경관을분석하는형용

사의 인지적 특성 중 “조화성”에 해당한다. ‘조화성“의 사전적

정의를살펴보면 ’서로모순됨이나어긋남이없이잘어울리는

성질‘을말하는데, 첫번째요인중친근감있는/낯선항목역시

조화성과의관계를낯선 ’익숙하지않은, 사물이눈에익지않은

‘이라는역명제를이용하여살펴보았을때연관성이있는것으

로판단했다. 따뜻한/차가운의형용사쌍역시따뜻한 ’감정, 태

도, 분위기가정답고포근하다‘의의미를살펴보았을때경관의

분위기가정답고포근한것은 ’도시경관이서로모순됨이나어

긋남없이잘어울린다‘고판단해첫번째요인을구성하는대부

분의 경관 형용사 쌍이 조화성의 의미를 띄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을 ’조화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번쨰요인을구성하는경관형용사쌍을살펴보았을때흥

미로운/지겨운, 자유로운/형식적인, 동적인/정적인, 세련된/촌

스러운은 이미지의 디자인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관형용사의인지적특성중에서는심미성 ’아름다움을식별하

여가늠할수있는성질‘이두번째요인을구성하는경관형용사

쌍들과관련도가높다고판단해두번째요인을 ’심미성‘이라고

명명하는데 채택하였다.

회전 성분 행렬

구분
구성요소

조화성 심미성

한적한 .919 -.226

친근감 .896 .191

인공적인 -.849 .046

조화로운 .834 .411

따뜻한 .729 .269

넓은 .663 .521

흥미로운 .026 .921

자유로운 .206 .893

동적인 -.357 .873

세련된 .384 .743

밝은 .183 .742

개방적인 .535 .640

Table 3. 요인분석 결과

(2) 군집분석

29개의작품을 2가지요인으로군집분석을수행하였을때가

장효과적인결론을얻을수있었던군집=4를바탕으로결과를

표시하였다.

군집분석을통해 29개의작품을 4그룹으로군집하고군집된

타입별작품의종합만족도평균을산출해보았을때조화성과심

미성이모두높은군집3의경우작품의종합만족도평균도가장

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조화성과심미성이모두낮은군

집1의 경우종합만족도평균 3.19로 종합만족도의평균 3.63 보

다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고찰

본연구는도시경관적측면에서 72시간프로젝트로조성된
작품이실제로어떻게받아들여지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을목
표로한다. 이론적고찰을통해서 72시간프로젝트를이론적으
로규정할수있는전술적어바니즘의개념을고찰하고, 해외사
례들을조사하였다. 최근 72시간프로젝트와유사한방식의도
시재생프로젝트가여러나라에서나타나면서이러한실천적방
법론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론 가운데 다른
개념들을포괄할수있으며, 이론적, 실천적으로널리받아들여
지는개념인전술적어바니즘 (Tactical Urbanism)을중심으로
관련문헌과논문을참고하여다른개념들과구분하여정리하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72시간 프로젝트의 효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하기위하여 72시간프로젝트의작품별분석을진행하였다.
72시간프로젝트이미지특성분석에서는경관전·후이미지만
족도조사와경관형용사에따른조성이후경관이미지선호도
조사를진행해분석해작품별종합만족도의평균값 3.63으로종
합적으로조성이전에비해공간이미지에대해긍정적인평가
가이루어진것으로확인할수있었다.요인분석에서는총 2개의
요인이도출되었으며, 이 2가지요인을경관형용사분석에따라
심미성, 조화성이라명명하였다. 두가지의요인을도출한뒤요
인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해 4가지 타입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고 72시간프로젝트로조성된작품별유형을파악할수있
었다. 군집분석으로나눠진 4가지군집별각각의종합만족도평
균을살펴보았을때조화성과심미성이높은군집3 그룹은종합
만족도평균역시제일높은것을알수있었고, 조화성과심미
성이둘다낮은군집1 그룹의종합만족도평균은작품별종합만
족도평균 3.63보다낮은 3.19로확인되어작품의만족도에있어
조화성과심미성이중요한요인중하나라는결론을낼수있었
다. 군집별이미지만족도비교분석결과식재의개선, 포장의

작품번호 조화성 심미성 만족도

군집 1 1,4,7,10,14,18,25,27 -2.21845 -0.53467 3.19

군집 2 2,21,22,24 -1.2922 2.07668 3.56

군집 3 5,8,15, 1.77119 1.24829 4.30

군집 4
3,6,9,11,12,13,16,17,
19,20,23,26,28,29

0.77015 -1.0976 3.76

Table 4.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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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설의개선, 주변경관과의조화가그룹간유의한차이가
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조화성과심미성모두높은군집3
의경우위 4가지항목개선의정도와조화의정도가가장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분석의통계를기반으로Type별작품을유형화한뒤작

품별분석을진행하였을때조화성과심미성이둘다높은Type

3유형은작품모두바닥의포장과시설물이주변과매우조화롭

게어우러지고개별디자인의질역시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심미성만높은Type 2유형의경우, 작품에현대적인느낌의강

한 프레임이 주시설물을 이루는것을 알수 있었다. 조화성이

높은Type 4의경우작품의유형이대부분쉼터형이라는결론

을도출할수있었고, 조화성과심미성둘다낮은Type 1의경

우시설물의색채및재질이비교적다양하다는공통점을도출

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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