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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겨울철의도시는사람들에게낮은기온, 눈에의한피해, 미끄

러움, 어두움과같은불편함을야기한다. 겨울도시란컨셉은북

위도에있는지역사회를위한여름과가을계절이아닌모든계

절내내인프라활용을중심으로교통시스템, 건물과레크리에

이션사업을계획하도록한개념이다(City of Edmonton, 2006).

겨울도시는영하의기온, 눈, 햇빛세가지특징을가지고있으며

(Pressman, 1996), 일본삿포로, 캐나다에드먼턴, 핀란드헬싱

키, 스웨덴 룰레아와 같은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겨울도시에서는겨울철이수개월동안지속되기때문에이를

고려하여계획되고설계되어야한다. 그러나, 날씨가온화한도

시와차별화되는설계목표가부재하기때문에겨울철에대한고

려가미흡하다. 기후에민감해야하는겨울도시를위한설계는

다음과같은 4가지의이유로간과되고있다. 첫째, 정책입안자

및도시설계가의참여가부족하고, 둘째, 겨울철에대한부정적

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셋째, 지역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요구가간과되기쉬우며, 도시설계가의기후데이터및분석도

구에대한접근성이부족하다(Ebrahimabadi, 2020). 특히겨울

도시의도시계획가와설계가들은주민의요구를바탕으로도시

를조성하는정책을만드는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기후민

감형 도시설계방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Ⅱ. 본론

본연구의목적은캐나다에드먼턴시의오픈스페이스를대상

지로겨울철기후민감형도시설계시범프로젝트를제안하는것

이다. 겨울도시를대상으로하는도시설계에서는사계절중에

서도 추운 계절에 대한 고려가 특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겨울도시 설계연구는 ‘소프트 모빌리티

(soft mobility)’에중점을두었으며, 겨울철공공도시공간디자

인에대한다양한요구를어떻게다뤄야할지에대해서는집중

하지 않았다(Ebrahimabadi, 2020; Chapman, 2018; Chapman

et al, 2017). 소프트모빌리티란보행과자전거등의무동력이

동수단을지칭한다. 겨울도시에적합한도시설계방안을고려

함으로써겨울이긴북부국가들의야외활동기간을최대 6주까

지도 연장할 수 있다(Pressman, 1988).

1980년대이후역사적으로수많은겨울도시중하나였던에

드먼튼시의겨울철기온은영하 40도까지떨어지고, 여름철기

온은영상 35도까지올라간다. 에드먼튼시는일년중최대 6개

월동안이겨울이기때문에도시에서는일년내내다양한겨울

축제를진행하고있다. 도시는북부지방의도시계획및설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겨울철 설계 지침" (Winter Design

Guidelines)을 개발했다. 해당지침에는색상, 햇빛, 바람, 조명,

바람, 겨울철 인프라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기후민감형설계에대한기존문헌검토이며, 시범프

로젝트에대한기초를안내하고설정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

겨울도시에서기후에민감한도시설계결정을내리는데있어

현재의정책입안자와도시계획가에게어떠한설계관행과장벽

이있는지알게해줄것이다. 제2단계는공무원, 지역도시계획,

설계 실무자, 교육자와같은관련파트너와의인터뷰로구성되

며, 인터뷰 형식은 직접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으로 수행된다.

설문지로부터수집된정보는시범프로젝트연구의계획과설계

에반영된다. 제3단계에서는분석및정량화된데이터를활용하

여프로젝트에적합한대상지가도출되며, 제4단계에서대상지

설계가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시범프로젝트의대상지는현재주차장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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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겨울철 설계 지침(City of Edmont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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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있는데, 기후민감형설계방법을통해에드먼튼시의미

래 중앙 공원으로 조성된다. 연구방법으로는 언론기사 분석과

에드먼튼시의도시설계가를통한자료수집을근거로한다. 연

구는기존언론기사의분석, 설계지침그리고설문응답결과

에 기초한다.

Ⅲ. 결론

본연구의결론은겨울철오픈스페이스의설계에관한연구

가부족하다는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겨울도시에서사람들

의 ‘소프트모빌리티’에중점을두었으나, 겨울도시설계지침에

대한연구는부족했다. 또한겨울도시를설계하는데있어다양

한수준의장애물이존재한다는것을알려준다. 본연구의가능

성은 미래의도시정책입안자들이현재의 문제점을인식하고,

겨울도시를설계하는과정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는것이다.

현재겨울도시설계과정에관한논문은거의없으나, 기존논

문에서나온지침과권고는많다. 따라서본연구의시범프로젝

트는 현재 문헌에서 권장되는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대상지에

적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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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대상지) Warehouse Campus Park Design View -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City of Edmonton, 2020)

Figure 2. (대상지) Warehouse Campus Park Area Aerial View (City
of Edmonton,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