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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화 발전이 초래한 환경 문제와 자연의 지진 및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의 향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환경오염과 자연 재해 앞에서 도시 생태 시스템의 예방능력과 미래 적응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하 다. 본연구
는 ‘리질리언트 이론’을 도입하여 경관 환경에서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구체적인 실제 응용 및 공간의 리질리언
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여, 공간이 경제, 문화, 사회 등 가치를 지니게 하여 보다 과학적인 참고 
의미를 제공하고자한다. ‘The High Line’을 상으로 선정한 선행 이론과 실천 사례 고찰에서 생태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적응성, 재활용성 등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도출하 고, 또 사례의 경관 공간 리질리언트 전
략의 이들 5개의 구성 요소의 구체적 응용에 한 분석을 진행하여, 리질리언트 디자인이 ‘The High Line’ 
경관 계획에서의 응용 특징 및 향 요인을 정리하 다. 연구 결과에 따라 리질리언트 전략은 디자인 과정 
및 경관 공간에 한 체계적 관리를 나타내고,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환경의 품질을 강화하며 
환경이 외부 충격을 방어하는 수요를 만족시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리질리언
트 디자인은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강화하고 주기적 순환계통을 구축할 수 있다.

■ 중심어 :∣리질리언트 이론∣리질리언트 경관∣리질리언트 디자인∣
Abstract

As th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has cause some environmental problems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natural earthquakes and floods have brought about impact, designers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independent prevention ability of urban ecosystems in fa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its ability to adapt to the future. This study introduces ‘elasticity 
theory’ to discus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elasticity design in landscape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elasticity in space, which can provide more scientific reference meaning to creat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values for space. After selecting ‘The High Line’ as the obje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evious theories and practical cases, and infers ecology, sustainability, diversity, and adaptability. 
And then this paper applies five components and analyzes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se five 
components of the landscape spatial elasticity strategy, and summarizes the application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lasticity design in ‘The High Line’ landscape planning. It can be known from 
the research that elasticity strategy which is reflected in the design process i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landscape space. Elasticity design itself can strengthen environment quality an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environment to defense external shocks so as to adapt to environment 
changes. Therefore, the elasticity design can strength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ity and 
establish a periodic recycle system.

■ keyword :∣Resilient Theory∣Resilient Landscape∣Resili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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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리질리언트 이

론1)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
년 부터 시작된 리질리언트 이론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에 한 내용
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도시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디자이너는 도시 생태 체계의 자율적 
회복능력과 미래적응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지
속발전의 형식을 탐구하기 시작하 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사상이 일반 증에게도 인
식되면서, ‘리질리언트 디자인'2) 이론은 자원의 효과적
인 이용과 인간성과 융합하여, 단순한 건축학의 범주에
서 환경 및 사회라는 전체 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로
써 리질리언트 이론은 경관 디자인의 실천에까지 응용
되었다. 현재의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구체적인 경관 계
획 디자인의 방법론적인 탐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사실 미래 사람들의 각종 수요 
변화를 응하는 한 가지의 사고방식과 전략이다. 시간
적 측면에서 리질리언트 디자인을 바라볼 때 이는 계획
과 디자인 과정에서 역사적 요소를 융합하여 미래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서 리질
리언트 디자인은 경관이 한정된 공간에서 미래 수요에 
적합한 공간적 변화와 각종 감각적 효과를 보이게 끔 
하는 것이다[1]. The High Line은 역사적 요소를 이 
안에 융합하여 향후 사람들 활동의 가능성과 기호 변화 
수요를 고려하며 디자인한 경관 시스템이다. 본 경관 
시스템에서 디자인이너들은 전 과정에서 살아남는 자
생능력을 지닌 식생을 고려하고 이 식생 조직들로 리질
리언트 개념이 강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은 식생 생태 
시스템을 디자인 및 구축하 다. 이것이 The High 
Line의 리질리언트 디자인 전략이다.

21세기 들어 관찰되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다양한 
위협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
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1) 이하 ‘리질리언트 이론’ 으로 기슬.
 2) 이하 ‘리질리언트 디자인’으로 기슬.

중 하나의 해결책으로 리질리언트 개념이 등장하 다
[2].

경관 계획 분야에서 발표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과 
정책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관 
공간의 리질리언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The High Line 경관 디자인 과정에서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또 
다른 실제 적용사례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은 리질리언트 이
론의 관점을 통해 The High Line에 한 분석을 진행
하 고 리질리언트 이론이 구체적 실천 사례의 활용으
로 발전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리질리언트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 참고 가치를 제공한다. 운  이후 발생
하는 경제적 가치, 공원관리와 보수, 사회적 가치, 문화
적 가치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경관 
공간 디자인에서 리질리언트 구성 요소가 사례에서의 
표현 특징을 제기하 다. 이는 리질리언트 구성 요소의 
심층적 발전과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의 개

념 및 리질리언트 디자인에 한 전체적인 고찰을 진행
하여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의 발전에서부터 계획 역, 
경관 디자인 역까지 정리한다. 이를 통해 리질리언트 
경관 디자인의 방향을 분석한다.

둘째, 관련 논문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The 
High Line의 발전 과정과 디자인, 리더십에 해 상세
하게 조사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을 이용하여 5개의 
실천사례에 한 자료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생태성, 지속 가능
성, 다양성, 적응성, 재활용의 5가지 구성요소를 이용하
여 The High Line의 디자인 과정 및 특징에 해 분
석한다. 또한 The High Line 공간에서 5개 요소의 개
념이 발생한 변화를 정리한다.

넷째, The High Line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
치에 해 분석하고 리질리언트 디자인이 경관 계획 
역에서의 응용 특징 및 향의 중요 요소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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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리언트 이론은 1999년 이후 기획 연구에 심화 적
용되기 시작했으며, The High Line은 1999년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조직에 의해 설립되
었으며, 2010년 처음으로 중에게 개방되었다. 리질
리언트 이론은 기획과 경관 분야에서 발전했으며, 이는 
The High Line과 같은 시간축(时间轴)에서 발전하
다. 따라서 하이라인파크의 경관 공간을 선정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물리적 범위가 1.6킬로미터에 달하는 
The High Line 구간의 물리적 공간 디자인에 해 조
사를 진행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리질리언트 이론
1.1 ‘리질리언트（Resilient)’의 개념 
리질리언트는 ‘To jump back’, ‘To Rebound’, ‘To 

Recoil’을 의미하는 라틴어 ‘Resilio’가 기원으로, 국내
에서는 탄력성, 복원성, 복원력, 탄력복원성, 회복탄력
성, 회복력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
되는 단어들의 경우 리질리언트 본래의 함축된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번역하지 
않고 리질리언트라는 용어 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3]. 그 학술적 배경은 1973년 생태학자 C.S. 
Holling이 발표한 논문에 기반한다. Holling은 주로 
예기치 못한 외부의 변화와 방해에 노출된 시스템의 동
작을 정량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리질리언트 개념
을 사용하 으며[4], 리질리언스를 ‘변화와 방해를 흡수
하고, 인구나 상태변수 간의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5].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리질리언트 
시티(Resilient city)’ 또는 ‘도시 리질리언스(Urban 
resilience)’로 개념에 한 접근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본적으로
는 스스로 방해에 처하는 능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외부 충격을 견디고 흡수하여 빠르고 안정적
으로 적응하는 능력,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회복
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1990년 부터 시작된 리질리언트 시티는 도시발전

에 실제적으로 녹아들었다[6]. 리질리언트 시티 이론은 
계속 발전하여 생태, 사회, 경제, 기술 등 각종 과학 
역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다[7]. 리질리언트 시티 이론
의 변화과정을 다룬 문헌연구에 따르면, 이 발전 과정
은 공학 리질리언트(1973년 이전), 생태 리질리언트
(1973-1988), 사회-생태 리질리언트(1998년 이후) 이
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범주, 핵심 속성, 핵심 
지표 등 3개의 내적 특징으로 이 단계들의 차이를 명확
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이 단계들은 리질리언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 다[8]. 

1.2 연구영역별 리질리언트 정의
1）도시생태학 분야 
Wu J.(2014)에 따르면, 도시생태학 자체가 90년 이

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태
학, 지리학, 계획학, 사회학 등을 통합하는 초학문적 분
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 중 하나로 인간과 자연
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지속가능성의 
등장과 함께 리질리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설명하 다. 다시 말해 생태시스템(자연)과 사회시
스템(인간)을 연계하여 리질리언트를 이해 하려는 경향
이 있는 것이다[9]. 

2）도시계획 분야
리질리언트에 한 인식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도시 

발전이 마주한 위험이 나날이 커지면서, 유연하면서 친
화적이고, 또 즐거운 도시 회복력 체계의 구축 역시 나
날이 도시계획의 기본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해 도시계획학자들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 다. 
Goldstein (2009)은 기후변화의 각도에서 접근해, 리
질리언트 이론이 사회학습의 촉진, 창의성 형성, 공정 
협의 등 방면의 소통 계획에 주는 향을 연구하 다. 
또 White(2010)는 위험과 회복력 개념을 종합하여 공
간계획이 어떻게 매순간 다변화하는지 세계 속에서 도
시의 물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한 문제를 탐구하

다[10].

1.3 리질리언트 경관의 개념
리질리언트 경관은 미국 하버드 학의 Nial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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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wood교수가 처음 제시하 다. 그는 오늘날 세계
는 이미 환경·경관의 시 에 돌입하 으며, 풍경 뿐 만 
아니라 환경, 생태, 경제, 문화, 예술, 나아가서는 정신
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조성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종합적인 회복력과 생태체계
를 통한 강한 생명력과 미래에 적응하는 능력을 Niall 
G. Kirkwood는 리질리언트 경관이라 이름지었다[11].

‘리질리언트’를 경관 디자인의 역에 끌어들이면 시
간적·공간적 방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시간적으로 
회복력을 추구하는 목적은 경관 디자인의 역에서 사
전에 인식한 역사적 요소, 미래의 불확정 요소를 디자
인 체계에 적용하여 경관이 역사를 수용함과 동시에 사
회와 인간의 다변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 즉, 
회복력의 사고를 도시계획 디자인, 건축 시공, 운  유
지, 미래의 재활용 등 경관발전의 각 단계에 일괄로 적
용하는 것이다. 한편 공간적으로 리질리언트를 추구하
는 목적은 경관의 구성요소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유연
하게 크기를 조정해 무한한 시각효과와 기능의 변환을 
나타내는 데 있다[12]. ‘리질리언트’가 존재하는 도시환
경은 또한 많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 , 기존
의 문화전통, 사회 습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업, 상
업 등이 그것이다.

리질리언트 경관 자체만으로 다양한 기능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공간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
하여 기능의 변화에 적응한다. 따라서 리질리언트 경관 
이론은 공간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리질리언
트 경관은 훌륭한 적응성을 갖고 있다. 다양한 기능이 
한 공간 내에서 동시에 또는 이어져 생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역시 자원
을 절약하는 방식이자 환경보호의 원칙에 들어맞는다. 
리질리언트 경관은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발
생하도록 하며, 기능 간의 관계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공간 흡입
력을 높여준다. 기능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교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질리언트 
경관은 인간 간의 교류도 촉진시킨다[13].

 
1.4 ‘리질리언트 경관’의 의의
환경 디자인 역에서 확장한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디자인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요소를 디자인의 체
계에 삽입하여, 다양한 변화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향후 환경의 발전에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공간을 측정하고 디자인하는 비
(非)일회성 디자인이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 독립되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욕구 변화에 응하
는 전략으로, 일반적인 디자인 과정 전체에 적용되며, 
디자인의 리질리언트 사고를 강조한다. 공간 디자인의 
이론을 공간 구축, 사용, 나아가 미래 개조와 재활용의 
모든 수명 과정에까지 확장시키며, 실천요소를 공간 디
자인에 삽입한 형태로 존재한다[14].

일부 공간 디자인은 초기에 리질리언트 방면을 고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손
에 상당히 강한 기능과 공간상의 적응성이 남아 있었
다. 반 로, 일부 공간은 리질리언트 디자인을 출발점으
로 삼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가 말한 리질리
언트에까지 확장되지는 못하 다[15]. 따라서, 리질리
언트 디자인 자체는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과정을 통해 
그 디자인과 원칙과 방법, 응용 정도, 범주 등을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5 리질리언트 이론을 활용한 경관 디자인의 중요성
경관은 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제든지 도시의 

향을 받는다. 현  도시의 빠른 발전, 인구 증가, 문화의 
번 , 경제의 빠른 성장 및 불확실한 정치 요인 등은 모
두 도시 경관을 변화시킨다. 특히 계속되는 환경 악화
에 따라 생태 사상이 더욱 중시되고 관심을 받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조경 설계 체계는 자기 조절, 리질리언트, 
적응성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발전
에 한 예측과 판단을 해 지역의 리질리언트를 확보해
야 한다. 자이쥔(翟俊) 연구원은 ‘순수한 기능 조합 설계
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지향하는 개방적
인 동태적 디자인’라고 리질리언트 디자인를 요약했다. 
도시 경관 발전은 완전한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사람
의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과정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 경관의 계획 디
자인이 미래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648

디자이너가 계획 디자인 과정에서 지역 발전의 리질리
언트와 다양성을 반복적으로 고려하고 설계의 틀이 유
도성을 가지게 해야 하며 제한적이게 해서는 안 된다
[16].

다시 말해 경관 계획 디자인은 하나의 과정이다. 디
자인이 경관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실행가
능하며, 적응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질리언트 디자
인 개념을 차용해야 한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개념을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 감각을 찾아내는 것
이고,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요소를 융합해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통합해 이런 요소를 디자인에 적
용하는 것이다[17].

Ⅲ. 선행연구 분석

1. 기존 관련연구 분석
리질리언트 이론은 물리,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역에서 외부의 충격과 훼손을 받았을 때 도시시스템을 
그 전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회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미래의 수요변화를 
응하는 사고방식과 전략이다. 디자인을 계획하는 과정
에서 역사 요소와 불확정 요소를 고려하여 경관이 유한
한 공간에서 적응 및 변환능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연구
에서는 이하 구성요소를 제안하 다. 디자이너도 실천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는 리질리언트 요소를 
활용한다. 다음의 [표 1]은 관련이론과 사례실천의 분석
을 통하여 본문 연구에 적절한 요소에 해 사례분석을 
하고 정리한 것이다.

*표희진(2014), 김정곤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진정은(2014)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재난의 적응방
안에 향을 미치는 목적, 방법, 범위, 비용적측면의 요
소들을 선정하 다[18]. 김정곤 외(2016)는 리질리언트 
개념과의 중복성,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
여 4개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있다[19]. 

2. 선행 사례 분석
2.1 사례 선정 기준
본문연구에서는 리질리언트 경관 디자인을 전제조건

으로 청계천, Houtan Park（上海后滩公园）, Jinhua 
Yanweizhou Park（金华燕尾洲公园）, Russia 
Kazan City Kabin Lake Group Waterfront, Long 
Dock 5개의 사례를 분석 상으로 선정했다. 리질리언
트 경관 디자인의 사례는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선정한 
5개의 사례는 모두 버려진 공간을 생태 경관의 목적으
로 복원한 공공 공간이다.

청계천 Chongae River Restoration Projects은 
2009년 ASLA3) Professional Awards ‘General 
design category Honor Awards’을 수상하 고, 
Houtan Park(后滩公园)은 2010년 ASLA ASLA P
rofessional Awards ‘General design category 
award of excellence’을 수상하 고, Jinhua 

3) 미국경관디자이너협회 ASLA(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는 1899년에 설립된 지 100여 
년 된 세계적인 전문협회로 전미 50개주와 42개주를 표한다.
경관설계학은 토지의 분석, 계획, 설계, 관리, 보호와 회복에 관
한 과학과 예술로서 건축학, 도시계획학과 함께 인간거 환경을 
구성하는 3  학과이다.

연구자 구성요소 연구 내용
Walker et al.

(2004) 자유도, 저항성, 불안정성, 패나키 사회생태학

Walker & Salt
(2006)

Walker & Salt
(2006)

다양성, 생태적 변화, 모듈성, 느린 
변수에 대한 인정, 피드백, 사회적 

자본, 혁신, 거버넌스와 생태계 
서비스의 중첩

생태학 환경

생태학 환경

Van den Brink et al. 
(2011), Gupta et al.

다양성, 학습능력, 자치적인 변화의 
여지, 리더십, 자원, 공정관리 계획 환경

표 1. 관련연구 리질리언트 이론의 구성요소

(2010)

진정은
(2014)

적응력, 내구성, 회복성, 자원의 
풍부함 도시방재

City Resilience 
Framework

(2014)

반영성, 내구성, 대체성, 유연성, 
포용성, 통합성, 자원동원력 도시계획

웨이팅
(2015)

정체성, 적응성, 경제성, 가변성, 
재활용

리질리언트 
후공업 경관

김정곤 외
(2016) 가외성, 내구성, 자원부존성, 신속성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

주선옥
(2017)

적응성, 유연성, 대체성, 포용성, 
통합성

정책생태 
리질리언트

석설
(2017)

정체성, 지속가능성, 호환성, 동적, 
생태성 리질리언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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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weizhou Park(金华燕尾洲公园)은 2015년 WAF 
세계 건축제 ‘landscape of the year’을 수상하 고, 
Long Dock는 2015년 ASLA Professional Awards 
‘General design category award of excellence’을 
수상하 다.

2.2 사례실천 구성요소 분석
  

선행연구는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의 연구자가 제기
한 구성 요소[표 1]에 한 분석을 진행한 후, [표 2]를 
통해 실제 디자인 사례에 해 고찰을 하 고, [표 3]를 
종합 이론과 실천으로 요소 도출을 진행했다. [표 1]과 
[표 2]의 구성요소가 언급된 횟수를 정리하고 구성요소
의 특성빈도수가 높은 5게를 선정하 다. 구성요소는 
생태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적응성, 재활용에서의 비
중이 보다 높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5가지 구성요소를 
분석요소로 선택하 다. 

3. The High Line
3.1 The High Line의 선정 기준 및 개요
The High Line을 본문 연구의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미래 사람들의 각종 수요 

변화를 응하는 한 가지의 사고방식과 전략이다. 현재 
The High Line응 경제,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방면에
서 현저한 효과를 보 다. 하지만 이에 한 연구는 주
로 옛 산업유산의 재활용의 연구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
며,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을 중점으로 연구한 논문은 
소수에 그쳤다. 따라서 The High Line은 지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또한 경관 디자인과 생태 형태
에 더욱 집중한 사례이기에 본 논문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경관디자이너협회 ASLA는 리질리언트 디
자인 지침을 제시하 는데 그중 한 가지 리질리언트 디
자인 전략이 바로 ‘생물 다양성의 소실’이다. 여기서 생
물 다양성의 소실이 생태계 서비스와 운행에 매우 큰 

향을 일으켰고 장기적 리질리언트 발전 및 인류의 복
지를 교란하 음을 지적하 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 생물 다
양성은 시스템 복구와 운행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소실에 한 리질리언트 계획의 실행 방식과 야
생 동물 및 토종 식물이 커뮤니티에서 없어서는 안될 
구성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 다. 하여 우선 먼저 생태 
건강과 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20]. The High 
Line의 리질리언트 디자인 전략 ‘종의 다양성’은 ASLA
와 부합된다. The High Line에서 풍부한 야생 식물 경
관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선택한 식물에는 여
러해살이 식물, 초본, 관목 및 나무의 53개과의 139속 

사례 디자인 내용 / 구성요소의 응용 연구 내용

한국 
청계천

(2003-2005)

하천의 복원은 도시주민들이 참여 가능하고 
생태성을 지닌 공공생활공간이 되었음. 생태형 도시 

복원지속가능성, 생태성, 경제성, 다양성 경관，복
원와 재활용.

중국
Houtan Park
(2007-2009)

개선을 통해 재생경관이 된 인공습지는 홍수
범람 방지의 기능도 갖게 되었음. 공공생태공원 

복원재활용 디자인, 생태적 시스템, 재생경관, 지
속가능성.

중국
Jinhua 

Yanweizhou Park
(2010-2013)   

적응형 홍수방지 제방, 식물, 하수로를 설치함
으로써 경관의 생태적 회복력을 실현하였음. 경관의 

생태적 복원적응성, 홍수예방, 생태적 리질리언트, 사회문
화 리질리언트，물친화적인 지속성,회복성 디
자인.

Russia Kazan 
City Kabin Lake 

Group 
Waterfront

(2013-2015)

‘The Resilient Ribbon’을 중심으로 빗물과 
홍수에 적응하고 자연, 문화, 사회를 보호하는 
경관으로 디자인. 생태빈수공간

복원생태 빗물 홍수 시설, 자원동원력, 연속성과 
가용성, 생태계，공업 플랜트 재활용.

미국 
Long Dock

(2004-2014)

공업폐기지역을 예술거리, 오락, 환경교육을 
일체화한 다양하고 자율성을 지닌 경관으로 
개조. 다양한 생태 

복원다양성, 생태성, 예술성, 경제, 사회적 지속가
능성.

표 2. 관련 사례의 리질리언트 구성요소

리질리언트 구성요소 / 
빈도수 1 2 3 4 5 6 7

자원동원력 ●

정체성 ●

내구성 ●

표 3.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리질리언트 구성요소

생태성 ●

지속가능성 ●

경제성 ●

적응성 ●

대체성 ●

재활용 ●

다양성 ●

설명：1.구성요소의 귀납 과정에서 의미가 같지만 명칭이 다른 요소를 하나의 단
어로 통일했다.（혜:회복력 → 회복성, 생태성 디자인 → 생태성)
2. 구성요소의 빈도수 통계과정에서 많은 빈도수 중 ‘1’만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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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가지를 포함하 다.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응
용한 형식이 새롭다. 각종 식물마다 내한성(耐寒性), 적
응성, 다양성이 있고 계절 변화의 색깔과 결에 한 고
려와 선택도 있다[21]. 

셋째, The High Line은 경관계의 권위가 놓은 
ASLA에서 두 개의 상을 받았다. The High Line는 
제13회 Veronica Rudge 도시 디자인 녹색상을 수상
하 다. 그 중 Section1의 도시계획 항목은 2010년 
ASLA에서 명예상을 수상했고, Section2의 도시계획 
항목은 2013년 ASLA PROFESSIONAL AWARD에서 
명예상을 수상했다.

The High Line은 1934년부터 1980년까지 맨하튼
의 물류 운송 기능을 담당했다. 철도는 뉴욕시의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20개의 도시블록을 가로지르며 각각
의 지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2.3km의 고가 화물철도
로서 근  산업혁명의 시기가 지나자, 그 기능을 다한 
고가철도가 폐쇄되었다[22]. 철로가 폐쇄되면서 이곳은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난무한 우범지역이 되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철도폐선부지는 지역의 단절을 
야기하 다. 토지 소유자들은 철도의 철거와 건축을 요
구하 으며, 운행을 멈춘 폐선에 해 뉴욕시민은 개발
론자와 보존론자로 양분되었다. 수년을 걸친 소송 끝에 
시민들의 큰 지지를 얻은 보존론자의 승소로 개발 위기
에 처했던 하이라인은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어
떻게 보존할 것인지 다양한 계획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3]. [표 4]는 The High Line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
한 것이다.

*이혜주, 서리인 외(2014)를 참고

3.2 The High Line의 디자인
The High Line의 디자인팀은 ames Corner Field 

Operations디자인사무소와 Diller Scoidio+Renfro 
디자인사무소가 포함되었고 식물의 디자인은 네덜란드 
식물 경관 디자인회사인 Piet Oudolf가 맡았다. The 
High Line의 건설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이하 
[표 5]는 이에 한 정리를 하 다. 세 단계의 전체적인 
디자인 이념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이를 전체적으
로 분석하 다.

단계 구역 면적 시간

1차 Gansevoort Street
에서 20번가

1.13에이커，구역 9개, 길이 
0.9킬로미터

2009년 3 차 구
간 개장

2차 20번가에서 30번가 0.87에이커, 구역 10개, 길
이 0.8킬로미터

2011년 1 차 구
간 개장

3차 기차역 서부, 30번가
에서 34번가

기차역 서부, 30번가에서 34
번가

2014년 2 차 구
간 개장

표 5. The High Line의 구역 개요

The High Line의 디자인적 요구는 조경 재료적 특
성 측면에서 환경보호 재료와 기술을 첨가하여 공원의 
단기 및 장기 보수와 운 을 보장하는 것이다. 원래 산
업 철도 던 곳을 휴양공원으로 개조한 것인데, 이는 
하나의 공원이자 공공공간으로 야생식물의 재배, 친밀
한 교류와 사회 활동의 필요에 부응한다[24]. 동시에 
The High Line의 자연적 특징을 보존하여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 다. The High Line은 각 구역을 연
결하여 도시 녹화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구축하 으며, 
도시를 자세히 살펴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고 창의적
인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리질리언트 경관의 
표적인 아이콘이 되었다. 이는 다른 도시 경관 디자인
에 계발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사람들에게 경관이 도
시 생활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다[25].

3.3 The High Line의 리더십
The High Line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비 리

1847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 거리 철도 트랙 건설 사업을 승인

1908 교통 혼잡 및 사고로 인해 10가는 '죽음의 거리’라고 불림, 상인들 
항의 시위   

1931 화물선로 철거 한 자리에 고가 선로 건설시작

1933 고가 철로의 첫 열차 운행시작

1980 마지막 철도 운행중단 이후 방치됨

1991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철거론자 지지 

1997 이후부터 주변 지역에 현대미술 화랑가가 조성됨 

1999
CSX 운송, The High Line 경영권 인수, 지역 계획 협회, 경철 도
나 그린 웨이 권장, The High Line 보존을 위해 비영리 예술계열
의 'Friends of Highline'조직 구축 

2004
뉴욕시의 시장 블룸버그를 설득,
뉴욕시에서 5000 만 달러 지원 및 철거 대신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실시 

표 4. The High Line의 역사적 과정 

2003 년 The High Line를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 및 최종 선정

2009 The High Line 1 차 구간 개장  

2011 The High Line 2 차 구간 개장

2014 The High Line 3 차 구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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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직 ‘friends of the high line’이 운 하고 있다. 
‘friends of the high line’의 추진 아래 점차 많은 사
람들이 The High Line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 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The High Line의 보호를 추진하
는데, 프로젝트 중반에는 여러 개의 디자인 방안을 공
시를 통해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디
자인 방안이 공공의 지지를 받게끔 함으로써 시민의 공
공 이익에 균형을 이뤘다. 프로젝트 후반에는 공공의 
예술행사, 학교 교육, 과학 보급 행사, 개인적인 활동 등
을 계획하여 공원의 사용빈도를 높 다. 동시에 High 
Line Art Commissions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The 
High Line에서 노천 음악회, 미술 전시회, 공연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공공 예술 행사를 주최하 다.

4. 연구적 차별성
리질리언트 이론 부분에 관한 논문에서 생태학, 도시 

계획, 도시 방재, 지속 가능한 도시 등 여러 측면에 
해 연구를 진행하 으나, 경관 디자인에 관한 연구 논
문은 거의 없다. 연구도 주로 이론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 이론 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 때
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논문과 선행 사례에 한 종
합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 프레임의 리질리언트 구성 
요소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트 이론을 경관 
디자인의 관련 연구에 활용한 시작이다. The High 
Line에 관한 관련 연구 논문에서 주로 폐기와 개조, 재
활용 면에서 연구를 진행하 으나 본문은 리질리언트 
디자인 사고의 각도에서 The High Line 사례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 The High Line의 디자인 과정 공
간 형태의 탄성 구축을 탐구하 으며 구체적 사례에서 
구성 요소의 특징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한 이론이 환경디자인에 적용되어 진다
면 외부의 충격에 훼손되어진 환경이 스스로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할 수 있는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Ⅳ. The High Line의 리질리언트 경관 디자
인 구성요소 

1. 구성요소의 기본 개념
본 장은 문헌 고찰을 통해 생태성, 지속가능성, 다양

성, 적응성, 재활용 요소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 다. 이
를 바탕으로 The High Line의 디자인 과정에서 5가지 
요소의 표현 특징과 적응을 분석해 각 요소 별 차이 및 
내용을 요약한다.

2. The High Line의 5가지 구성요소 특징 분석
2.1 생태성
생태성 디자인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생태성은 시민

의 입장에서만 고려되야 할 문제는 아니다. 리질리언트 
경관의 생태성은 보편적인 생태관이며, 생태는 일종의 
녹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하이라인파크의 리질리언트 
생태 디자인은 하이라인파크라는 버려진 지역을 재생
시켰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했다.

The High Line의 디자인 속에서 나타날 생태전략은 
도시형태에 한 주목이며 시간의 작용으로 다양성, 유
동성 및 안정성을 나타낸다. 생태는 도시기초시설 회복
의 주요 수단이며 다른 학문과 결합하여 폐기된 도시기
초시설이 점차적으로 생명력을 지닌 탈산업화시 의 
도시기초시설로 성장해야 한다. 

구성요소 개념

생태성
Ecologicality

생태성은 토지개발이용, 생태, 자원의 보호 및 개발, 경제발전과 
환경 퀄리티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임. 더 나아가 
경관생태시스템의 전체기능을 개선하고 사람과 자연의 화합을 
달성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Harrison et al.(2014)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했을 때 
높은 수준의 리질리언트 또는 적응 능력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 시스템은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26]. 이 
개념에 기초하여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의 3가지 기본적인 지속가능성 방면으로 발전하게 됨.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Diversity)은 사회생태적 시스템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
의 종, 사람 및 제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유연성
(flexibility)과 연계되는 반면, 효율성(efficiency)의 증가는 다
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다양성의 결여는 대안 선택을 제한시
키고. 방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게 됨[27].

적응성
Adaptability

시스템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변화를 마주할 때 시스템의 리질리
언트는 커지고, 낮을수록 리질리언트가 작아진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나눌 수가 없다. 적응성은 생태보
호와 건설발전의 대입현황을 완화활 수 있다. 유연한 계획수단
은 시스템이 방해받아도 빠르게 대응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하
며 시스템의 반발력과 활력을 높일 수 있음[28].

재활용
Recycling

도시 개발상황에 따라 목적이 있고 계획적인 개선, 종합이용 및 
개발행위를 진행해야 하며, 중요한 역사, 건축, 문화가치 특징을 
보유하는 동시에 현실에서의 사용기능을 실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생태가치를 창조해야 함[29].

표 6. 구성요소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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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속가능성
The High Line의 디자인팀은 인위적인 디자인과 변

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
속가능한 발전’의 생각을 가져야 The High Line를 디
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The High Line의 디자인 
사고방식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 도시의 인문경관과 역사문화를 기초에
서 설립되며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2.3 다양성
미국경관디자이너협회(ASLA)의 리질리언트 디자인 

지침서에는 생물다양성의 상실에 한 분석을 포함한
다. 생물다양성의 상실은 생태시스템 서비스와 운 에 
큰 향을 끼치며 장기적인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발전
과 인류의 복지에 방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
스템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생존에 관하
여 매우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시스템 회복과 운 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야생동물과 본토식물은 도시구역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The High Line의 디자인은 시간변화에 
따라 공원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나타났다. [그림 1][28]은 생동적으로 우리에게 군락
의 안정성이 년 단위로 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The High Line의 건설이 긴 시간
동안 그 지역 환경발전에 해 긍정적인 향을 끼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１. 군락의 안정성 변화

2.4 적응성

경관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공간 디자인과정의 각 다
른 단계에 적응해야 하며. 디자인, 시공, 사용, 개선 등 
각 단계에서도 적응능력을 지녀야 한다. 

디자인과 시공단계에서도 개발자와 사용자의 각기 
다른 수요에 따라 비교적 강한 조절능력을 지닌 디자인 
방안을 확정해야 하고, 디자인이 어느 정도 수요변화의 
필요에 적응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The High Line 
디자인의 초기에 자연요소, 공간요소, 문화요소 및 시민
의 활동요소에 하여 전면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
다. 그리고 나서 여러 방안의 구상과 디자인을 제안했
으며 장단점을 파악해 가장 나은 방안을 확정하 다.

사용단계에서 장소환경은 공간, 기능의 변화 및 발전
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하이라인파크의 풍부한 참여
성 활동의 운형관리는 공공예술 활동, 학교교육 과학 
보급 활동, 개인 활동 등을 배치하여 공원의 사용빈도
를 높 다. 공공사용 및 참여는 공원에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 다. 

개선단계에서 본래 환경과 결합하고 새로운 수요, 기
술조건에 해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The High 
Line의 지면배치 및 녹화 디자인의 모습은 규칙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했다. [그림 2][29]은 사용률을 보이는 
구역(100%경질배치)와 재배환경구역(100% 녹화구역)
이 있다. 

그림 2. 하이라인파크 녹화 디자인 

2.5 재활용
The High Line의 재활용은 공동체를 기초로 한 비
리성 조직 ‘Friend so the high line’를 먼저 설립하

여 고가철도에 한 보호를 촉진하 다. 이를 설립한 
사람은 2명의 현지주민 Joshua David과 Robert 
Hammond이다. 조사연구를 진행한 후 The High 
Line 건설에는 경제적인 실행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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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폐기한 후 사용기능은 상실했지만 주변 주민
들한테는 고가철도의 형태는 이미 그들의 생활과 기억
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수
단을 통해 폐기된 고가철도를 보호하며 이용하길 바랐
다. 리질리언트 개념 속의 재활용 및 개선방침에는 도
시계획의 통제, 상태의 융합, 생태과 예술의 결합 및 다
학제의 업무 틀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기타 폐기경관
의 처리이용에 해 중요한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 

3. The High Line의 5가지 구성요소 적용 분석
리질리언트 경관 디자인이 강조하는 점은 리질리언

트 경관 개념이자, 경관이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되살
아나게 한다는 것이다. 리질리언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공간을 이끄는 리질리언트 디자인 방법과 그 이론 배경
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 7]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의 개

념분석을 통해 분석 틀을 구축하여, The High Line을 
연구 상으로 삼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소결
해당 부분의 내용은 우선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생태

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적응성, 재활용에 하여 구성
요소의 기본적인 개념 고찰을 하 다. 그리고 The 
High Line 사례 중 5가지 구성요소의 특징에 해 분
석을 진행하여 응용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가
지 구성요소의 기본 개념에 한 비교를 진행하며 [표 
8]과 같은 소결 내용을 얻게 되었다.

5. 하이라인파크의 위한 리질리언트 도시의 역할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듯, The High Line은 리질리언

트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곳으로, 버려진 철로를 

구성요소 사진 유형 내용

생
태
성 

 
1 . C h e l s e a 
Thicket

2.도로포장

- 다년의 생물, 식물 및 이의 배치를 디자인하여 동적인 야생경관을 완성 
- 야생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은 식물을 유지하는 원가를 낮추고, 4계절에 따라 각 
다른 경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도시 중앙에 위치한 녹색지붕임

- 도로 옆의 토지에는 식물과 궤도를 배치하여 빗물이 자연스럽게 심은 식물이 있
는 토양층에 흘러가게 하며 관개 수요를 줄였음
- 이는 생태보호에 부합하는 절약디자인임.

지
속
가
능
성

1.직원의 공유 공
간

2.관광객의 여행
지

- 하이라인파크는 23개의 구역을 포함하여 공공공원으로 디자인 된 후 각 구역을 
치밀하게 연계하여 구역 간의 긴밀성을 강화
- 직원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도시개선항목의 핵심은 ‘보호’와 ‘재활용’
- 이는 동시에 정치, 생태, 역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닌 항목임
- 현재, 이러한 항목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뉴욕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

다
양
성

1.들꽃 재배 지역

2.무장애 디자인

- 100개의 각 다른 품종의 식물이 있으며 이는 현지 야생식물에서 선정한 것임
- 이는 식물의 다양성을 강화했으며 현지야생식물은 공간의 인위적인 느낌을 줄일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의 화합을 보여줌

- 개방형식의 배치는 광장과 도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 이러한 기능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무장애(pathless)’처리방식은 관광객들이 자
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양성의 선택은 사람이 공간에 참여하게이끌고 있음

적
응
성

1.공업소재의 운
용

2.체험 공간

- 공업소재(예: 시멘트, 내후성 강재, 재활용 목재)를 사용해 배수로를 깔고, 심어놓
은 식물과 철로 궤도가 결합되면서 빗물이 자유롭게 식물의 토양층으로 스며들게 
함
- 이로써 관개의 필요성을 줄임

- 공원의 테두리에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곤충과 새의 이상적인 서식지를 조성
- 방문자가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유도
- 철로 궤도의 빈틈에는 야생화를 심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모습을 연출

재
활
용

1.보류 중인 레일 
디자인

2.26가 관경대

- 고가철도는 공업시기 발전의 산물이며 역사적 기억과 도시건설가치를 지니고 있
음
- 도로배치에는 철로의 디자인을 유지하여 중요한 문화적 가치특징을 유지하는 동
시에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색을 창조

- 폐기된 고가철도는 도시현황에 따라 공원으로 개조되었으며 잃은 기능을 다시 이
용
- 이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야외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변 토지의 가치를 
올려 새로운 취업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창조 

표 7. The High Line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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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사회적으로 체계화한 능력이 발현된 사례이다. 
The High Line은 비록 가장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 
리질리언트 디자인이 접목된 공간이 구축되었을 때의 
실효성과 작용에 뚜렷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 따라서 The High Line이 리질리언
트 도시에서 맡은 역할을 간단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The High Line는 경제성장

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 공원의 관리와 유지의 차원
에서 보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해서 리질리언
트 디자인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 거주민들을 The High 
Line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문화적 차원에서 보
면 다양한 예술활동을 개최하여 다양한 기능을 늘릴 수 
있다. 

구성요소 경관 디자인 구성요소의 내용 리질리언트 디자인 사진

생태성

- 자연발전의 과정을 존중하고,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따른 이
용과 장소에서 수반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기능을 이끔

- 생물과 환경의 조화로운 통
일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
로 공간의 시설에의 관심으로 
바뀌어 감

-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개념은 생물
과 환경의 관계보다는 공간형태에 
더욱 주목함
- 공간 재생은 점진적으로 활력을 
지닌 공간을 형성함

활력을 지닌 
공간

지속
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특정한 경관이 지
닌 특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사람들의 복지적 
차원의 종합능력을 유지하고 개선
시킬 수 있음

- 특정한 경관 공간의 서비스
는 기존에는 사람들을 위해 행
해졌지만, 점차 경제, 정치, 사
회 등 전면적인 지속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었음

-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개념이 강조
하는 지속가능성은 특정 장소의 인
문적·역사문화적 요소를 통해 해당 
공간이 정치, 경제, 역사,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며, 도시의 리
질리언트를 증대시킴

선형 공원

 다양성

- 모든 환경 속의 모든 사물은 다
양성을 지니고 있음
- 경관의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성
의 범주에 속함
- 경관의 다양성의 지표는 풍부함
의 정도를 포함함

- 리질리언트의 다양성은 경
관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개
념으로, 그 개념의 의미가 크
게 다르지 않음

- 리질리언트 디자인 개념의 다양성
은 역시 생물의 다양성에 관심을 둠
- 결여된 야생 동물과 현지 식물군
을 분석하여, 해당 공간에 포함된 생
물이 점차 다양해지면서도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디자인함

현지 식물군

적응성

- 적응성은 사람에게 적합한 디자
인임
-  ‘경관의 적응성 디자인’의 개념
은 체계적으로 환경과의 조화로움
을 이루어냄

- 환경에서 비롯된 적응성이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되는 각
종 단계와 적응능력, 향후 발
생할 문제를 위한 대응능력으
로 전환되었음

- 리질리언트 디자인 개념의 적응성
은 디자인, 시공, 사용, 개선의 각 단
계에서 일컫는 적응성임
- 이는 요구의 변화, 기능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서 수반되는 적응성을 
포함함

휴식 공간

재활용

- 버려진 장소는 경관 디자인을 
통해 충분히 해당 공간의 특징과 
장점이 활용되어 개선되어, 결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도시계획의 시각에서 다양
한 분과학문을 용합한 틀 속에
서 공간의 재활용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효과의 변화를 분석
하여 해당 공간을 재활용함

- 리질리언트 디자인 개념의 재활용
은 도시계획 통제, 생태와의 융합, 
경제적 가능성을 모두 포함- 리질리
언트 디자인의 수단을 통해 공간을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음

재활용된 
관람대

종합
따라서 리질리언트 디자인 이론에 포함된 5가지 요소는 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과학문, 다양한 시각, 다양한 영역, 다양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고려되어 
도시의 리질리언트 특징을 강화하였고,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음. 
각 요소들은 자신만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서로 융합되는 부분도 존재함

표 8. 구성요소 종합 분석의 소결



리질리언트 이론을 활용한 경관 디자인에 관한 연구 - ‘The High Line’ 를 중심으로 - 655

분석 내용

경
제
적

가
치 

The High Line를 설립한 후 새로 구역을 나눔. 신구역과 공원의 조합은 
이곳이 뉴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구역이 됨.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신구역의 인구는 60%나 성장하였으며 가장 
활력있는 구역이 됨.
고가철도와 근접한 항목건설의 허가증은 2배나 증가했으며 적어도 29개의 
항목을 개발하고 총 투자는 20억달러를 넘으며 총 12,000개의 일자리가 
생김.
‘friends of the high line’라는 조직의 년도세무표(Form990)에 따르면 
2013년 총 수입은 3,169만달러임. 그 중 기부는 3,001만달러에 달하여 
94.7%에 달함. 기부의 중요한 수단은 회원모집임.
공공자금을 공공공간에 투자하여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음.

공
원
관
리

와
보
수

도시폐기고가절도경관을 개조한 후의 환경은 자율통제, 조정, 균형의 자연
관리통제과정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추후 생길 수 있는 인위적 행위, 문화, 
생태 등 요소를 고려함
반드시 인위적 관여를 통해 관리와 통제를 진행하고 자연 자체의 순환회복
능력을 강화해야 함.
관리와 통제는 도시 폐기철도경관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중요한 단계임.
환경감독은 관리통제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는 경관의 추후 보수를 
위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데이터정보디자인 관측과 관리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 작용을 하며 
끊임없이 리질리언트 디자인을 보완하는 작용이 있음.

사
회
적
 
가
치

The High Line 리질리언트 경관디자인은 생태성을 지닌 역사문화공공공
간을 만들었으며 공업폐기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류, 활동, 오
락공간을 제공함.
해당 지역의 문화생활 수준을 올리고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유치하고 공공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The High Line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응용은 경관공간이 사회와 사람의 
변화수요를 충족함. The High Line는 개방적이면서도 아직까지 이의 리질
리언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치를 지님.

문
화
적
 
가
치

The High Line는 공공예술을 유입하며 <예술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
으로 하이라인파크에서 각종 유형의 공공예술활동 예를 들면 야외음악회, 
그림 전시회, 콘서트 등을 주최함. 
The High Line 디자인팀은 공원 근처의 폐기공장 및 창고에 대해 계획과 
디자인을 하여 공공예술관과 예술업무구역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
여함. 
공공예술활동은 The High Line과 서로 영향을 끼치며 성장하고 구역경제
의 발전을 촉진함. 

표 9. 리질리언트 디자인 후의 역할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현재 도시는 더 많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마주하
고 있고, 이는 생태환경, 사회구조, 생활방식 등의 방면
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나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시공공공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는 주로 공간의 단일화, 기능의 경직화, 적응성의 상실
에서 엿볼 수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디자
인 방식이 변화하는 상태, 외래변화요소에 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발전변화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 리질리언트 디자인 방식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전면적 디자인’과 ‘무(無)디
자인’ 사이를 고려하는 사고방식이다. 공간의 리질리언
트능력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생명력을 실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취지는 리질리언트 이론을 결합하여 리질
리언트 디자인의 실천공간에 해 분석을 진행하는 것
이다. 각종 문제와 압력 하에서 하이라인파크 자체의 
리질리언트 능력을 판단하고 디자인 속의 생태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적응성, 재활용 등의 5가지 리질리언트 
디자인요소를 연구하고자 하 다. 이러한 요소는 공간
에 리질리언트를 부여하 으며, 도시의 경제, 사회, 문
화, 구역, 사람에게 모두 발전가치를 지니게 하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는 The High Line의 역사, 디자인 및 리질리
언트 관련 이론과의 연관성에 해 고찰하 다. ‘The 
High Line’은 방치된 지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철거 
논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몇 차례 완전 철거될 위기에 
몰리기도 하 다. 이러한 와중에 1999년 결성된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조직의 적극적인 보
호로 최근 중에게 개방되는 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리질리언트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The High Line의 
리질리언트 디자인 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버려진 The High Line은 긍정적인 효익을 창출
할 수 있으며 리질리언트를 보유한 공공 공간으로 형성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래 몇 가지 요소에서 찾
을 수 있다.

첫째, 다양성과 생태성은 상호 작용하고 있다. The 
High Line은 고가 도로 위의 공원으로 지면과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야생동물과 
현지 식물을 선별하여 이러한 동식물을 기존의 자발적
으로 조성된 경관 위에 이식한다. 그리고 이를 관개를 
줄이고 리사이클이 가능한 식생과 궤도로 디자인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점차 유지 보수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태 시스템으로 형성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성 디자인 측면에서 The High Line
은 역사 문화 및 인문경관에 착안하여 23개의 구역을 
가진 철로 노선 구조를 보존하고 이를 보행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23개의 구역을 연결하 다. The High 
Line은 공공 공간에서 당  예술의 역할을 확장하 는
데, 여기서 정기적으로 공연활동 및 예술 프로젝트가 
개최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 으며 건강
하고 편안한 공공 생활을 창출하 다. 동시에 정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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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측면에서 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시켰다.
셋째, The High Line 건설 초기 및 건설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는 큰 역할을 하 다. The High Line 건설 
초기의 공공 참여로 인해 경쟁을 통한 계획 디자인 방
안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후반에는 
The High Line을 관리하던 ‘friends of the high 
line’이 다채로운 활동을 주최하여 공원의 이용 빈도를 
높 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The High Line의 성공
을 촉진하 다. The High Line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 
한국의 도시 건설 및 경관 발전을 비교하면 비록 문화
적 배경, 사회적 인식 등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
한 참고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를 통해 공간의 리질리언트를 강화하여 미
래의 충격을 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공간과 상호작용
을 하며 서로 향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다른 공간에
서 리질리언트 디자인 요소의 구성은 변화할 수 있으며 
구성 요소의 개념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리질리언트 경
관 역 요소의 개념 변화는 다른 역과 구별되며 중
요한 의의를 갖는다.

리질리언트 경관디자인 요소는 경관 디자인의 디테
일과 리질리언트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관 
디자인의 강화와 경관에 한 유기적 시스템 관리는 단
기적으로는 일정한 경제적 투자를 증가시키지만, 이러
한 지속가능한 경관은 장기적으로는 공원 자체 또는 주
변 환경 발전에 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향을 끼치게 
된다.

리질리언트 경관디자인의 본질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에 속하며 주기적 순환성을 보인다. 디자인에서 장소기
능 디자인의 확장성 탐구, 재생가능 자원 에너지원의 
재이용과 재개발, 공공기초설비시설의 내구성 및 현지
식물의 회복과 보호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

리질리언트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 방법 외에 흔
히 일반적인 디자인 방법과 어우러져 보다 디자인의 리
질리언트 사고를 강조하고, 디자인 과정 및 디자인 완
성 후 해당 환경의 변화 추세에 더욱 주목한다. 서로 다
른 공간에 한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적용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고, 디자인 초기에 환경의 각 구성 요소가 나

타낸 특징이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응용 여건과 사회 여
건을 만족시키는 여부를 고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리
질리언트 디자인이 프로젝트에서의 적용 범위와 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배치를 명확히 하여 인문이 환경에 
한 관리와 통제를 확보하고, 자연 자신의 순환 복원 능
력을 강화하며 리질리언트 디자인의 작용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 리질리언트를 강
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경관 설계 측면에서 공간의 적
응형 사이클 (The adaptive cycle) 문제를 이해하고 
버려진 역사 공간의 리질리언트 건설에 한 구체적 방
향성을 제기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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