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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역사·정체성·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

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목

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였다. 러벅시는 1950년대에 기존의 약 300%나 되는 시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유층 이전과 함께 도심 쇠퇴가 심화된다. 1980년대부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고, 민

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

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도시 구조, 도심 쇠퇴,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문화 

Abstract : In recent years, various perspectives on the sustainable regeneration based on culture, history, 
identity, and the ecosystem have arisen in attempt to harmonize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of the city. However, these ideas did not consider the importance of urban structure for sustainable 
regenera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reveal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regeneration 
of Lubbock, Texa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nalysis of urban structure, city planning and city 
regeneration planning. Despite the 300% expansion of city area in the 1950s, since the 1970s Lubbock’s 
civic center has decreased in population due to middle class migration into southwestern and western sub-
urbs. In the 1980s, a redevelopment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a private sector-centered regenera-
tion plan was implemented. In this study, a new approach for urban regeneration was introduced, result-
ing in strategies focusing on the linkage of urban regener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city. 

Key Words :  urban structure, civic center declining, sustainable regenera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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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 구조는 경제·도시지리학의 오랜 연구 영

역이다. 도시 구조가 가로망과 토지구획 같은 도

시 계획의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적 힘, 주민의 아이디어와 목적을 재현하는 

복합적 결정체이기 때문이다(Hall and Barrett, 
2012). 이와 같은 도시 구조는 시간에 따라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데, 이전 국면은 이후의 변화 국면

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Hall and Barrett, 
2012). 따라서 도시 구조에 관한 시계열 분석은, 

도시 성장에 관한 아이디어 창조 측면에서 주목해

야 한다. 

최근 도시 연구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이다. 경제·사회 변화와 함께 지금까지 성장을 주

도해 오던 산업 도시들은 도심 쇠퇴와 환경 문제

를 경험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청정연료와 기

술적 해결책으로 성장과 환경 문제를 완화시켰다

고는 하지만, 여전히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시 개발 패턴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발달, 사회와의 조화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내지 도시 재생 모형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Borrego et al., 2006). 이러한 모형의 주

요 주제는 문화적 전환, 생태적 전환으로 대변되

는 문화·역사·정체성·환경 내지 생태이다(Hall 
and Barrett, 2012). 하지만, 재생 전략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를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여, 도시 구조·현황·성장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고자 한

다. 러벅시는 농·목축, 특히 면화의 집산지로서 

성장한 도시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

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목축 기능 외에 석유·

의료·교육 기능에 힘입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 특

히 소수민족의 증가와 함께 도시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전경숙, 2013). 도시구조 변화는 도심의 쇠

퇴, 유색인종의 도심 주변으로의 집중, 백인의 교

외 이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도시 재생도 함

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먼저 러벅시의 도시 구조 

분석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러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관기업 파트너십 기반의 도시 재

생 과정 분석을 통해 도시 현황과 문제점을 구명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도시 구조·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통합적 접근 대신 주

제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도시 구조 관

련 연구는, 구조 분석의 지표(김흥관, 2006; 성우

철, 2010; 정창무·이상경, 2001; Borrego et al., 

2006), 지표의 분석방법(김동현·최승관, 2009; 
유경환 등, 2006), 공간구조 형성과정(이경주, 

2013), 도시 구조 특성과 의미, 공간 구성 유형의 

상관관계, 공간 형태, 공간구성 원칙의 영향 요소

(성우철, 2010; Borrego et al., 2006) 분석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

생 관련 연구는 도심 쇠퇴와 재생(류연택, 2009; 
이명훈·전병혜, 2002; Lang, T., 2005), 환경 내

지 지속가능한 개발·성장(김영환 등, 2003; 박
훈·정재용, 2011; 오덕성·김영환, 2004; 이홍

택·정성훈, 2012; 정광중·강성기, 2013; 황기

연, 2007; Couch and Dennemann, 2000; Pušić, 
2004)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도심 쇠퇴는 

정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

화, 업무기능의 상대적인 저하를 지표로 선정하여 

인구수와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지속가

능한 도시 재생은 물리적 형태와 특성 측면의 이

론과 모형, 사례 분석, 문화·생태·도시구조·산

업·정체성 기반의 전략 제시 등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그러나 지역 자원·도시 전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연구는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구조와 지속가능한 도

시재생이라는 주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본 연구는, 문헌 및 G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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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기반 자료 조사, 현지조사(2010년 8월, 

2012년 9월~2013년 7월), 현지 조사 시 진행한 무

작위 인터뷰 조사(주민·텍사스텍대학의 지리 전

공 교수·시청 도시 재생 관계자 대상)를 기반으

로 진행하였다. 연구 단계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 기반 및 구조 분석 단계

이다. 문헌, GIS 자료, 도시 계획 자료, 러벅 시청 

내부 자료, 현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곽 성장

과 도심 쇠퇴, 도시 구조의 변화를 구명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분석 단계이다. 

구조 분석, 도시 현황, 민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 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도시 구조 분석에 기

초한 물리적, 기능적 측면과 함께 도시 정체성, 성

장자원 활용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

근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도시 구조 변화의 의미, 그에 기초

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모형적 사례, 학술 및 

현실 적용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2. 러벅시의 도시 구조 

1) 지역 개관

러벅시는 미국 텍사스주 북서부에 위치한 남

부평원의 중추도시이다(그림 1). 러벅시 일대

는 로키산맥의 융기층이 침식되어 형성된 건조 

고원지대로, 평균 고도 1,000m, 연평균 강수량 

385.6mm, 연평균 풍속 12.4mph에 달하는 바람

의 도시이다. 과거에는 현재의 러벅시 북부에 수 

에이커의 호수가 분포하여, 러벅호수국립역사 

및 주립고고학 랜드마크(Lubbock Lake National 
Historic & State Archaeological Landmark)1) 부근

에 11,000년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첫 유럽 주민은 1870년대에 북 캘리포니아에서 퀘

이커 식민지 개척을 위해 이주한 퀘이커교도 파

리 콕스(Paris Cox)였다. 1885년에는 싱어(George 
Singer)가 상점 겸 우편취급소를 현재의 옐로하우

스캐년(Yellow House Canyon)2) 상류부에 세운다. 

남부평원 최초의 상인이자 우체국장인 셈이다. 

1891년에는 현재의 러벅 도심지역을 $1,920에 구

매하여, 러벅카운티 소재지로서 러벅시를 건설한

다(전경숙, 2013; City of Lubbock, Texas, 2013). 
그 당시 몬테레이(Monterey)3)와 구 러벅(Old Lub-
bock, North Town)에 이미 100여명의 주민이 거

주하고 있었으나, 미래의 지역 성장을 위해 새로

운 도시를 계획한다. 당시 서부 텍사스 최대 호텔

이던 니콜레트호텔(Nicolette Hotel)을 비롯한 주

요 시설들이 신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1909년

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산타페 철도가 연결되고, 

1917년에는 병원, 1923년에는 텍사스공업대학

(Texas Technological College)이 설립되면서, 러벅

시는 교통과 교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다. 따라서 1910년 첫 공식 센서스 조사 당시 인구 

2,000여명에서, 1920년에는 약 2배나 증가한다

(그림 2). 1930년에는 100여개의 산업기능(사료공

장, 정육 포장 공장, 면실유 공장, 유제품 제조공

장, 메트리스공장, 기타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입

지하게 되고, 1940년 인구는 31,000여명으로 미국 

내 제2위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다. 

남부 평원은 비옥한 토양과 오갈라라(Ogallala) 
대수층의 분포로, 자연조건이 농업과 목축에 유리

하다. 인문적으로는 진취적인 젊은 층 중심의 개

척 지역으로, 기계화와 관개 농법이 일찍 도입되

어, 단위 면적당 면화 및 사료작물 생산량이 높고, 

생산비가 낮아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러벅카운티 서부와 남부 카운티에서는 석유 채굴

량이 증가하여 수송망이 편리한 러벅시에 석유업 

사무소와 유정 장비 회사의 본사가 입지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러벅시 일대는 유리한 농목축, 풍부

한 석유자원, 러벅시의 입지 선정과 철도 유치 과

정에서 실천한 주민의 민주적 개척자 정신, 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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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텍대학을 통해 농업기술 개발과 적용을 실천한 

교육을 기반으로 도소매업과 교역 중심지로 성장

을 지속하게 된다. 

러벅시는 2013년 현재 면적 2,745.1km2, 인구

수 235,398명이다. 풍부한 개발용 토지, 편리한 교

통, 고차의 교육·의료 기관의 입지, 전국 평균보

다 저렴한 주택 가격 등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

림 3).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경제·환경 측면에

서 도전을 받고 있다. 가구의 15%, 주민의 23%가 

그림 1. 연구지역: 러벅시

출처: 러벅시 GIS 자료를 기반으로 필자 보완함.

 그림 2. 인구수의 변화(1910-2013)

자료: U.S. Census Bureau, 1910-2013

그림 3. 산업별 고용 비율(2013)

출처: Finance Department, city of Lubb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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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며, 범죄율·십대 임신율·성병이 증가하

고 있다. 주민 구성은 백인이 감소하는 한편 히스

패닉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 히스패닉과 아프

리카계 미국인의 대부분은 세계적인 면화산지 남

부평원 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로서, 1970년대 

이후 면화산업의 퇴조, 농업 기계화와 함께 일자

리를 잃고 러벅시로 유입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

제는, 과도한 농업·생활 용수의 활용으로, 오갈

라라 대수층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에는 미국 청소년

보호재단(America’s Promise Alliance, 1997년 설

립)으로부터 젊은이를 위한 100대 지역(100 Best 
Communities, 320 후보지 중 19지역 선정)으로 선

정되었고, 러벅고등학교(Lubbock High School)는 

뉴스위크지로부터 3년 연속 미국 최정상 학교 중

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2) 도시 구조 변화

(1) 1940년대 이전

도시 구조 분석은 러벅시 도시계획, A history of 
Lubbock(Ⅲ,Ⅳ,Ⅴ), Lubbock from town to city 자
료,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카운티 소재지

로 건설된 1890년대의 러벅시에는, 2개 블록 규모

의 광장에 카운티 청사와 감옥·풍차·물탱크, 남

쪽에 서부 텍사스 최대 규모의 니콜레트호텔이 위

치하였다(Graves(ed.), 1962, p.79). 광장 주변 업

무지구에는 싱어상점을 비롯해 이발소·대장간·

마차방·세탁소·주류점 등이 입지하였다. 마차

방·주류점은 나중에 입지한 살롱·외과의원과 함

께 곧 없어진다. 카운티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감옥을 임시 학교·교회·사회센터로 이용하였다. 

신문 광고에 의하면 업무지구에는 토지중개상·

변호사·약국·담배상점·캔디상점·택시·치과도 

입지하였다. 그 주변에는 우물·풍차와 함께 100
여명의 주거지가 분산 분포하는데, 널빤지가옥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벽돌 가옥이 건축되기 시작

한다. 가옥 뒤에는 별채·창고 대용의 우물집·소 

헛간·닭장 등이 위치한다. 도시 주변의 배후지에

는 목축, 수수·기장·건초·귀리 농장, 사과·복숭

아·자두 과수원이 분포하였다.

1904년에는 시민협동기업인 조면공장이 건설

되면서 면화중심지로 성장하게 된다. 1907년에

는 60명 정도의 사업가와 전문가들이 상공회의소 

전신인 상업클럽을 조직하여, 철도 부설 추진, 홍

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아름다

운 도시 건설을 위해 묘지를 건설하고, 미화 기금

을 모금한다. 상인들은 공동 광고 전단지를 만들

어 인근의 방문객을 유인한다. 1900년대 후반부

터는 이미 목축은 과거의 산업이고, 농업이 러벅

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면화 재배에 집중하게 된

다(Graves(ed.), 1962, p.113). 도시에는, 국립은

행·신문사·공립학교·조면공장·전화(1908년 당

시 25회선)·제분소·가구점·차고·오페라단·보

그림 4. 러벅시 인종 구성의 변화(1980, 2013)

자료: Census Data(1980), City of Lubbock Planning Department(2013)

Other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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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레스토랑·제과점·제화점·자전거점·중

고 가구점·곡물상 등 다양한 중심기능이 입지하

여 번창하게 된다. 1909년에는 시민 모금으로 승

객 서비스도 가능한 철도가 연결되고, 러벅은 법

인 시로 승격하게 된다. 1909년 당시, 러벅시 경계

는 남북으로 3번가에서 34번가, 동서로 Ave. A에

서 University Ave.에 이르게 된다(그림 5). 도시의 

외부형태는 다소 불규칙한 집단형이고, 가로망은 

격자형으로 비포장이다. 

1920년대에는 20개 블록이 포장된다. 바람이 강

하고 식생이 미약한 건조지역에서 비포장 도시의 

먼지바람은 당시 큰 과제였다(Graves(ed.), 1962, 
p.100). 시역(6.3mile2)은 이전 시역을 감싸듯이 확

장되어 집단형을 유지하게 된다. 확장 시역의 가

로망도 기본적으로 직교형인데, 동남부와 북부는 

불규칙형이다. 1930년대 시역(6.5mile2)은 텍사스

공업대학 동측의 블록 절반만이 확장된다. 1940년

대에는 전국 2위의 인구 성장을 반영하여 대대적

인 시역 확장이 나타나는데, 도심 북서부의 텍사

스공업대학 북쪽, 도심 북쪽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18.3mile2). 

1943년에는 남부평원에서는 선구적인 도시 만

들기형 도시계획이 진행된다(The City Planning 
Commission, 1943). 목표는 건강하고 편리한 생

활·일·역할이고, 계획 요소는 도로·오락·공원 

시설, 학교·소방서·지구제·도시 명물/명소이

다. 격자형 도로망이 기본이지만, 주변-중심 간

의 접근성,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간선도로는 20%미만, 소로는 75-80%로 

하였다. 특히 불균형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북부의 주거지 개선, 도심 북서부와 북부의 도로 

개발 및 산업용 지구제가 제안된다. 이미 도심 남

부와 서부로의 도시 확장, 19번가의 혼잡한 교통

량을 유발하는 도로체계를 우려하고 있었다. 정주 

그림 5. 러벅시의 시역 확장 

출처: 러벅시 http://www.ci.lubbock.t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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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면에서 매킨지주립공원이 산타페철도 북

쪽인 도시 북동부에 치우쳐 있어서 도시 남부·남

서부·서부 거주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

상도로나 파크웨이 프로젝트가 고안되었다. 그러

나 마샤샤프파크웨이는, 1998년의 기금 조성으로 

2008년에야 2차가 완공되어 주요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2) 1950년대~1970년대

1950년대에는 기존 시역에서 거의 동심원상으

로 약 300%의 시역이 확장된다(75.3mile2). 기존 

농업지역이 도시로 편입되어, 50%이상이 미 구

획 공지인 전형적인 over-bounded city이다(The 
department of planning city of Lubbock, 1959, 
p.11). 개발지역의 27.0%인 주거지역은, 단독 주

택(25.4%)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상업지역은 개발

지역의 3.8%, 공업용지는 7.0%, 공공·준 공공 용

지는 20.6%인데 그 중 25.8%가 도로로 인구당 비

율로 볼 때 낮은 편이다. 북서부에 텍사스공업대

학이 입지하고 있어서 주거지 개발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도심 인근의 매킨지공원 남동

부의 Teak Ave. 동쪽 지역, 동부 19번가의 북쪽 지

역은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주거지가 

개발되어 인구 유인력이 낮다. 또한 4번가~19번
가, Ave. K~Univ. Ave. 일대는 저급 임대 주거지

로 변질되어 근린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인구가 남

서부로 이주하는 불균형 성장이 나타났다. 상업기

능은 현재도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따라 무

질서하게 분포하는데, 특히 34번가~Ave.Q 도로

변의 상업기능 입지는 교통의 흐름, 안전성 측면

에서 문제시된다(그림 6 참조). 

1960년대에는 시역의 변화가 없고, 1970년대

에는 남부와 북동부에서 국지적인 확장이 나타난

다(89.0mile2). 1969년 1월에는 1970년대의 질서

정연한 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상공회의소와 도시 

개발국 임원들이 러벅 시민 70위원회를 설립하였

다.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

고 시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러벅시는 농·목축

업 기반의 도시로서, 농산물 생산이 서부 텍사스

의 40%, 텍사스주의 20%를 차지하는데, 주요 시

장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이 없었다. 이

에 텍사스 주요 시장과 인구 밀집지역, 덴버, 서부

해안으로 연결되는 4차선 고속도로망, 특히 러벅 

경제의 1/4이 지역 내 교역이므로 4차선의 주간

(interstate) 도로 건설이 제안되었다. 도심 쇠퇴 요

인의 하나인 주차 문제, 19번가·34번가·텍사스

텍대학(1969년에 텍사스공업대학의 명칭이 변경

됨) 주변의 교통 혼잡, 대학 내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 교통패턴의 개선도 고려되었

다. 주거지 내 교통망은 격자형을 피하고, 거주지 

개발 1mile2 당 초등학교와 근린공업의 입지를 제

안한다. 좁고 긴 리본형 상업지역은 지양하고, 지

역 상업지역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변, 교회도 간

선도로변 입지를 제안한다. 플라야는 생활편의시

설 자원으로의 활용이 제안되었다.

(3)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시역(104.2mile2)은 북동부 공항 방면

과, 서부 리즈공군기지 영역까지 확대된다. 토지

이용을 보면, 저밀도 단독주택지가 18.0%, 중밀도 

내지 고밀도의 다세대 주거지가 2.8%, 상업적 토

지이용이 6.2%, 기존의 농업지역이 포함된 공지

가 35.3%이다. 1950년대에 비해 상업기능 비중은 

증가하고, 단독주택지와 미개발지는 감소하였다. 

상업기능과 고밀도 주거지는 주로 도심과 텍사스

텍대학 주변에 회랑 상으로 발달된다. 1983년에

는, 1973년부터 준비한 인구·경제·교통·시설·

주택·근린지구 분석과 재개발(renewal)에 관한 종

합적, 체계적 개발 전략이 수립된다. 이미 추모시

민회관(Memorial Civic Center), 옐로하우스캐년

호수(Yellow House Canyon Lake) 프로젝트, 러벅 

국제공항, 주간 고속도로 27 프로젝트는 시행 단

계에 들어섰다. 1985. 4. 11에는 “러벅: 2005”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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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시장은 물론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향

후 20년의 장기 목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러벅의 역사는 짧지만 

과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산이나 역사적 자

원의 재활성화, 퇴화 방지를 위한 지구제, 복합적 

토지이용, 블록의 긍정적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 구조를 재사용 하되,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 내지 이미지 창조와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

였다. 1970년의 토네이도로 파괴된 36개 블럭에

는 추모시민회관을 건립하고, 수송체계는 고속도

로 프로젝트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115.1mile2)에는 서남부의 교외 주거

지 확대가 나타나는데, 최외곽은 현재까지도 도

로망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123.4 
mile2)에는 보다 남부와 서북부 일부로 시역이 확

대되는데, 역시 가로망 설비가 미비된 상태이다. 

2010년대에는 남동부·서부·북서부의 최외곽으

로 단편적인 시역 확장이 나타난다. 

1994년에 시의회는 연속적인 도시 계획을 위해 

‘21세기 비전으로서의 2005 러벅 목표’라는 슬로

건 하에 100명의 시민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9개 

분과위원회(경제 개발, 교육, 건강-안전-복지, 

정부간 조정, 토지이용과 도시 디자인, 근린과 시

민 참여, 오락-공원-위락-문화 업무, 교통, 공공

시설)별로 계획안을 마련한다. 하부 구조 구축, 압

축적이며 다양한 토지이용 패턴 구축, 노후 건축

물·근린지역·상업지역 보존과 활성화, 시 경계 

내부의 빈 토지 개발, 폭우 대비 체계, 플라야 호

수와 캐년 레이크 수질 유지, 컴퓨터 활용 신호등 

개선안 등을 제안하였다. 

2013년 현재의 도시 구조는 1950년대 최대 시역 

확장 이후, 루프·주간 고속도로·시내 고속도로

가 주요 도시 기능 입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상업기능은 루프 안쪽의 34번가와 50번
가를 따라 리본상으로 발달하고, 루프를 따라 보

다 외곽의 서남방향으로는 단지형 쇼핑센터가 무

질서하게 발달하고 있다(그림 6). 도심부 인근의 

상업기능은 소규모 기능체가 무질서하게 분산 분

포하고 있다. 주거기능은 단독 주택지가 대부분으

로, 루프 안쪽 50번가 위쪽으로는 격자형 가로망

을 따라 분포하고, 루프 외곽 남서방향으로는 무

질서하게 분산 분포하고 있다. 고층 주거지도 루

프·마샤샤프파크웨이를 따라 서쪽과 서남방향으

로 분포하고 있다. 텍사스텍대학 인근에는 재개

발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고층 주거단지가 형성되

고 있다(그림 8 참조). 50번가 이남의 신흥 고급 주

택지에서는 블록 내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방사형 

가로망 구조도 보인다. 도심지역은 재생계획에도 

불구하고 추모시민회관, 아트센터 등을 중심으로 

매월 첫째 금요일 행사와 이벤트 기간에만 활기를 

찾는다.

3. 러벅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1) 도시 재생 계획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유기체이다. 도

시 쇠퇴는 물리적 쇠락, 생활환경 악화, 실직, 사

회적 배제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의미한

그림 6.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분포(2010) 

출처: 러벅시 GIS 자료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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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인구와 고용 감소는 물리적, 사

회적 쇠퇴와 연계되는데,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변화가 진행된다면 도시는 쇠퇴하게 된

다. 적응 방안이 도시계획·개발·재생이다. 개발

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쇠퇴는 새로운 문

제라 아직 다양한 성공 사례가 제시되지 않고 있

다. 도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쇠

퇴 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영국 도시 정책에서 비롯된 도시 재생은 사회·환

경·문화·경제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 최근에는 생태·문화·역사·참여와 협력이 재

생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연

구 흐름과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러벅

시의 현황·문제점·성장 자원·재생 관련 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재생 전략에 접근하고자 한

다. 

(1) 오버튼지구(Overton District) 재생 계획

오버튼지구는 1907년에 거주지로 건설되는데, 

지구의 북측은 소규모 주택지이지만, 지구의 남측

은 교수·경영자 중심의 중산층 근린지구로 발전

한다(IUSI, 1986, p.13, 그림 5). 따라서 1930년대 

후반까지, 오랜 역사와 함께 영향력 있는 인사들

의 거주지라는 고급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하

지만 1982년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 이

후, 1990년대부터는 쇠퇴와 범죄(도둑, 마약 밀

매상)가 만연된 문제 지역으로 인식된다. 퇴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단지 2%의 인구 지역에서 

28%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보고와 함께, 테크 게

토(Tech Ghetto)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된다. 1985
년에 금융인·기업지도자·시민이 러벅재개발협

회(Lubbock Redevelopment Association)를 조직하

고, 오버튼지역 재생에 돌입하게 된다. 14년에 걸

친 계획 기간을 거쳐 1999년에 맥두갈(McDugal) 
건축회사가 북부 오버튼지구 재개발을 시작한다. 

그림 7 도시 재생 계획

출처:  City of Lubbock, Texas, 2004a, 2004b, 2008 등을 

기반으로 필자 작성함.

그림 8. 북부 오버튼지구 재생 프로젝트 결과 형성된 상가와 고층 주거단지: 2013년, 텍사스텍대학 정문 앞 

출처: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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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첫 소매업자 월마트가 4번가에 입지하

게 되고, 2013년에는 재생 프로젝트가 완공된다

(그림 7, 그림 8). 남부 오버튼지구는 국립역사적

거주지구로서, 2011년 9월에 디자인과 개발 법규

를 수정하고, 지구제를 변경하여 보존 중심의 재

생을 진행하고 있다(The city council of the city of 
Lubbock, 2011).

(2) 도심 북부·동부 종합개발계획

2004년에는 ‘도심 북부·동부 종합개발계획

(North & East Lubbock Master Development 
Plan)’ 이 제시된다. 운영위원회, 워크샵, 300여명

이 참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이 준비된다. 지

역 현황 분석, 잠재적 재개발 도구, 시장 분석 자

료들을 기반으로 미래 자원의 집중과 최대 성과

를 위한 투자라는 방침 아래 근린지구 재생 방안

을 도출한다. 공적·사적 역할 분담을 통해 5 분야

별(하부구조·공공정책·경제 개발·주택·조직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전략을 제시한다. 주

요 관점은 근린지역과 중심부의 연결, 지속가능한 

개발, 보행자 도로를 포함하는 통합 교통 체계 확

립, 경제 환경 창조이다. 고용 기회와 소매업 기능

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인식하고, 국제공항과 철도 

잠재력의 강화, 상업센터에서의 소매업 성장 장려 

전략이 제시되었다. 

계획안의 도출 과정에 전문가·시민이 참여하였

으나, 주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

다. 계획의 시행을 위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의 경

우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3) 러벅 중심부 종합계획 

2005년에는 ‘러벅 중심부 종합계획(Centra l 
Lubbock Stabilization and Revitalization Master 
Plan)’이 발표된다. 중심부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

한 종합계획으로,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한 포괄

적 지침서이다. 계획 과정에는 거주자·직장인·

시 직원·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시장의 힘

까지 고려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공하였다. 지구제

와 규정에 따르는 시행,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는 

질적 개발로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물리적·

정책·혜택·규정의 4 범주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 

시행을 위한 권고 사항과 프로그램이 고안되었다. 

(4) 비전과 전략적 시행 계획

2012년에는 비전과 전략적 시행 계획인 ‘Imag-
ine Lubbock Together’가 시작된다. 주민의 현실적

인 소망·꿈·열망을 반영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

여 쌍방향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00개의 백지 

차트를 올려서, 장소에 대한 비전 즉, 러벅의 미래

를 위한 비전을 기술하도록 하여, 수 천 건의 권고 

사항, 1,400 건의 아이디어를 수합하였다. 운영위

원들은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20개 주제로 분

류하여, 파트너십·사람·장소·역할·번영의 5가
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참여 시민(800명 이상)이 

범주별 목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500명
의 주민이 최종 검토하였다. 총 1,900명 이상의 시

민이 방문하여 8,000여명의 참여자가 웹사이트나 

행사에서 1,250가지 이상의 논평과 아이디어를 제

공하였다. 성공적인 시민 참여 사례라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비전을 시행하기 위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시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주

민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비전, 이해당사자들의 권

고, 컨설턴트의 현황과 경향 분석, 지역사회 개

인·기구의 지식이라는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8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8가지 각각의 요소(예

술과 문화, 기본 서비스, 미화와 이미지, 도심, 경

제 개발, 교육, 오락, 근린)에 대해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라는 구체적 제시와 함께 도심의 경

우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5가
지 범주의 장소에 관한 목표 중에서 도심을 최우

선 순위로 선정하였다. 시민들은 텍사스텍대학과 

연결된 도심을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재생하여 젊은이들에게 활동 장소 제공, 

기업·대학 졸업생 유치, 젊은 전문가들에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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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다음의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방안에서 제시하도

록 한다.

2)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도시 재생은 1978년 이후 영국 도시 정책의 주

요 요소가 되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정점에 달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역시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 정책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정책 당

국은 도시 재생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지

하지만, 정책 실천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재생

보다는 경제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Couch and 
Dennemann, 2000). 

러벅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산을 보유하고 있

다. 주민 스스로도 러벅시는 자신의 삶, 자녀 교

육을 위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ACP 외, 2013). 러벅시의 도시 및 재생 계획, 현

황과 문제점, 전경숙(2013)의 지역성과 성장 자원

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한 도시 재생 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러벅시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행정, 교육, 의료

기관, 주변의 풍부한 농업과 석유 자원 등 경제적 

성장 자원이 풍부하다. 도심의 성장 자원으로는 

역사적 건축물·상징·이미지, 체계적이며 넓은 

격자형 가로망과 빈 공간이 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심으로의 이주자와 방문객을 

흡인할 수 있는 주제 및 장소의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재생 계획이 진행 중인 주요 핵심지역(구 철

도역 지구, 예술·컨벤션 지구, CBD, 거주 지구, 

소매업 지구)을 중심으로, 현실적이며 창조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역사적 건축물 

보전, 팝업 사업의 창조, 도심 노동자와 일반인을 

위한 업무클러스터 개발 및 공모, 소규모 기업인

을 위한 저렴한 협업 공간(co-working space) 창조 

전략 등이 있다. 현재 러벅에서는 버디 홀리(Bud-
dy Holly), 글레나 굿 에이커(Glenna Goodacre) 같
은 유명 인사를 도심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버디 홀리 센터는 매월 첫째 금요일마다 예

술가들에게 무료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

다. 시민들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쇼핑·관람

과 함께 문화·역사를 즐기고 있다. 로큰 롤 개척

자인 버디 홀리와 옛 철도역이라는 상징·이미지·

역사적 의미를 활성화 주제와 장소로 활용하고 있

다(그림 9). 글레나 굿 에이커는 1달러 동전 앞면

을 디자인 한 유명 조각가이다. 북부 오버튼 재생

지역, 텍사스텍대학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 다수의 

작품을 배치하고, 도로명까지 지정하여 시민들이 

그림 9. 성공적인 도심 활성화 주제·장소로서의 버디홀리 센터

출처: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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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공공장소의 예술품

은 플롭예술이 되기 쉬운데, 일상 삶 속에서 주민

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성

공적이라 할 수 있다(전경숙, 2013, p.24; 남기범·

남미영, 2013 참조). 

다음 단계의 전략은 외부인의 지속적인 유입 

창출과 적극적인 마케팅이다. 도심 주거지 개발

과 함께, 텍사스텍대학의 학생·젊은 교직원·최

근 졸업자, 노동자들에게 도심 거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야 한

다. 현재 도심 인근은 우범지구라는 인식으로, 텍

사스텍대학 학생과 교직원들도 도시의 서남부 주

거지를 선호한다. 재생이 완료된 북부 오버튼지구 

주거지는 대학과 근접해 있지만, 고가라는 약점

이 있다. 도심 치안과 함께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지구 활성화를 꾀한다면, 도심 소매업·업무·예

술 지구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심 치

안을 위해서는 제인 제이콥스가 제안했듯이, 거

리 활성화를 꾀한다면 승수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감시체계 보다는 거리 예술이나 음악

이 가능한 공공 공간의 활성화, 예술 중심의 협업 

공간 창조, 야간 거리 공간의 허용 등은 소매업과 

오락지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예술·회

의지구와 구 철도역 버디홀리센터의 무료 전시·

판매 행사는 한계가 있다. 도심 근무자가 매일 활

동할 수 있는 생산·서비스 기반을 강화해야 한

다. 아울러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과 경영·마케팅

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지구 재생

을 위해서는 젊은 전문가 집단과 저렴한 생활비 

요소를 융합시킨 입지 중립 기업 장소 창조도 바

람직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텍대학 기반

의 젊은 전문가 그룹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도심 기업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

께 생태·문화·역사·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홍보

해야 한다. 도심 인근에는 매킨지주립공원과 같이 

쾌적한 자연환경·위락·스포츠가 가능한 호수와 

공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전경숙, 2013, p.20). 
미국풍력센터와 풍력발전소·국립목장유산센터

(National Ranching Heritage Center) 등은 전통적

인 문화와 역사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사회적 성장 자원은 러벅시 주민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은 도시 건설에서부터 도시 재생 

계획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때마다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 

성장을 위해 자발적 기금 조성과 참여라는 상생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전경숙, 2013, p.19). 최
근의 도시 계획 및 재생 계획 과정에서도 협력과 

참여가 러벅 시민의 정체성임을 입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생과 성장은 지역성·역사·문화·

의미·상징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정부·

기관·기업·주민·전문가가 양보와 협력을 기반

으로 일상적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쉬운 부분은 러벅시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

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힘은, 짧은 기간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조직 속에서 발

휘되어야 한다.

향후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요

구된다. 유색인종 증가와 빈곤은 사회적 갈등과 

함께 자발적 참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심 

북부·동부 종합개발계획의 경우, 시민 참여와 구

체적 재생 아이디어가 미흡했다. 이는 지역성 요

인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해 본다.

셋째,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다. 

도시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기에 도시 거주자들

은 자연·생태적 환경을 열망한다. 최근, 환경문

제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면서, 자연·생태는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

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러벅시는 건조한 기후, 

강한 바람을 대수층과 함께 긍정적으로 활용해 오

고 있다. 호수와 플라야 공원, 우물과 풍차,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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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조, 대형 스프링클러, 풍력발전은 경관 요소

와 생산 측면에서 자연·생태적 그린 이미지를 준

다(전경숙, 2013, p.18 참조). 그러나 아직 긍정적

인 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브랜드 전략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도심의 옛 포도주 양조장·우

물·풍차 경관은 도시 이미지 요소로 활용할 수 있

다. 자연·생태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함께, 역

사성을 담은 이벤트 개최, 관련 기업체 유치, 마케

팅과 브랜드를 창조해야 한다. 아직은 미흡하지

만, 풍력 에너지 생산 증대와 함께, 태양 에너지 

생산, 대수층 고갈과 홍수 대비책, 그린 교통 전략

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재생은 쇠퇴 전략에 중점을 두는데, 지역성을 

담은 생태적 긍정 이미지는 보다 승수효과가 크

다. 예를 들어 러벅의 포도주·우물·풍차 같이 역

사성과 긍정적 활용에 중점을 둔 전략은 보다 독

창적인 흡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성장 전략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재생 방안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

시 전체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

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도시 구조는 도시 계획의 주요 요소일 뿐 아니

라 경제·사회·문화적 힘, 주민의 아이디어와 목

적을 재현하는 복합적 결정체이다. 따라서 도시 

구조는 정체성과 성장 아이디어의 창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최근, 도시 연구의 이슈는 지속가

능한 도시 재생이다. 이와 함께 도시의 환경, 경제 

발달, 사회적 조화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

시 성장 내지 재생 모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재생 전략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목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

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

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러벅시는 1891년에 계획적인 카운티 소재

지로 탄생하였다. 배후지의 비옥한 토양, 풍부한 

용수, 철도 연결, 대학의 기술적 후원을 기반으로 

농·목축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다. 

둘째, 면화 생산으로 1940년대에 급성장하면

서, 1950년대에는 도심의 300%나 되는 시역 확장

이 나타난다. 그 후의 계속적인 시역 확장에도 불

구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

유층 이전이 두드러지고, 도심은 쇠퇴하게 된다. 

도시 건설 초기에는 규칙적인 가로망 구조였지만, 

불규칙 가로망, 고속도로망, 미개발지의 추가로 

교통 문제, 주거지 문제, 지역 불균등성 문제가 야

기되기 시작한다.

셋째, 1980년대부터는 주민 중심의 재개발 조직

체가 구성된다. 역사적인 고급 주거지역인 오버튼

지구 재생 계획을 시작으로, 민관기업 중심의 재

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북부 오버튼지

구 계획은 15년에 걸쳐 계획안이 준비되었고, 실

현까지는 30여년이나 소요되었다. 시민 참여 기반

의 바람직한 계획들이지만, 지나친 장기 계획으로 

도심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변 상황의 변

화에 비해 적응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면 도심 재

생의 효율성이 문제시 된다. 최적기에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화가 필요하

다. 그렇지만 단기 계획과 시행에 익숙한 우리나

라 상황에서는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넷째, 러벅시에서 제안된 재생 계획안을 기반으

로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지역성, 성장자원, 도

시 구조,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제안하였다. 먼저 경제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러벅시 일대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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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도심의 물리적 구조, 역사적 건축물, 상

징, 이미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은 주

민이 도시 건설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실천한 협력

과 참여의 정신을 재생 과정, 삶 속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생태 측면의 지속가능

한 성장 전략은 러벅의 자연 조건, 그에 적응해 온 

주민의 삶 가운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질

적 생산, 이미지 활용 이벤트·마케팅·브랜드 전

략 등이다. 이상의 전략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재

생 방안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고, 도시 전체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계속 모니터링·수정·보완해

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러벅시 재생이 진행 중

이므로 재생 계획 및 시행 안 기반의 과정 분석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재생 방안을 도출하였다. 

재생의 결과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주민·현실·

지역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재생 안은 도출할 수 

있었다. 재생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장기 

계획 과정, 지역 현실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재

생 전략은 이론적, 응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유용

하다. 특히 시민 참여 기반의 장기적인 재생 과정

은 우리나라에 소개할만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는 도시 구조 변화의 의미, 그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사례, 학술 및 현

실 적용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재생의 시행 과정, 시행 결과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여, 

재생 안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성공 사례, 이상적인 독창적 재생 방안의 제

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주

1) Lubbock Lake National Historic State & Archaeological 

Landmark는 Lubbock Lake Site, Lubbock Reservoir Site, 

and Lubbock Locality라고도 알려져 있다. 러벅시 북단에 

위치한 약 300에이커의 고고학적 보존지역이다.

2) Yellow House Canyon은 Blackwater Draw(140km에 달하

는 건천)와 Yellow House Draw(236km에 달하는 간헐천)

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길이 32km에 달하는 협곡

으로, 러벅시 동부의 매킨지주립공원 일대이다. 

3) Monterey는 1890년 4월에 현재의 텍사스텍대학 캠퍼스 북

쪽에 건설된다. 그리고 구 러벅으로 알려진 경쟁 도시는 현

재의 매킨지골프장을 가로지르는 Plainview고속도로 서쪽

에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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