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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도시를 재생 발 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 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발 에 

한 잠재 인 발견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역시 동 테마 크 공공디

자인을 심으로 국내 지자체의 유사한 환경에 한 공공디자인 활용가치를 입증하고자 하 다. 

한국의 공공디자인에 한 정체성에 하여 지나친 의(廣義)의 의미를 지양(止揚)하고 지역의 통문

화지역 자산  역사와 문화, 생활경제권의 계획 인 발  방안을 통해 입지 황 분석  통문화의 요

성과 그에 따른 효과가 “ 주 역시 동 테마 크”에 미치는 결과에 해 논의 하 고, 그 결과 

국내․외의 테마 크 공공디자인에 략  개발 연구설계에 따른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지역의 문화원형  소재를 내포한 문화콘텐츠로서, 공간의 활성화  주 역시

의 도시 랜드 가치창출을 한 창의  발 의 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에 동 테마 크 공간해석

과 기호학  공간기획의 방법론이 용 가능함은 물론, 본 연구가 공간에 한 정 인 효과를 보임으로

써 국내의 ‘ 통문화 승지구 공공디자인 발 ’에 한 모멘텀(Momentum) 환경을 제언하고자 하 다.

■ 중심어 :∣전통문화∣전승지구∣공공디자인∣지역정체성∣모멘텀∣유니버셜∣스토리텔링∣에코∣

Abstract

Amidst various efforts which have been made to revive a city, the potential discover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based on copious cultural heritages is extremely significant. 
Therefore, in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es were conducted based on bibliographic data and 
image materials centered on public design of Theme Park in Daechon-dong,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case studies verifying the identity of Korean public design through 
countless numbers of research materials. However, it'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 common 
fact because it's essential to find the national legitimacy and regional identity by tiding over 
problems in standardized urban development through well-designed development plan for 
history, living and economy bloc among the regional traditional cultural assets while rejecting 
the meaning in an excessively broad sense. The spaces assigned with significance are cultural 
contents embedded with cultural original form of the region and there is room for creative 
development in order to generate city brand value and to activate the spa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spatial interpretation of Daechon-dong’s Theme Park and the methodology 
of semiotic spatial planning can not only be applied but also in that this study has demonstrated 
positive effects on space.   

■ keyword :∣Traditional Culture∣Transmission Area∣ Public Design∣Regional Identity∣Momentum∣Universal
∣Storytellin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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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  역량과 고유의 문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 는 발 시키려

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

을 시하는 의식변화에 따른 문화수요의 증 와 사회 

· 정치  여건변화에 응하여 우리문화의 가치를 재발

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통과 문화를 시하는 내 · 외  추세와 

함께 우리 고유의 유 · 무형 통문화자원을 보  · 계

승 ·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 이고 종합 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개발 추진방안이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 자산  하나로써 보  활용

의 가치가 높은 곳 의 하나인 ‘ 주 역시 동 테

마 크’를 상으로 문화와 자연이 숨 쉬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공공디자인 조성의 모티 를 제공하

고, 사회 · 경제 · 문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의 

공공디자인 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 역시 동은 평범한 지자체의 한 지역이지

만 지형 인 환경으로 인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

로 ‘아시아문화 심도시 7  권역’ 의 하나이다. 한 

이곳은 ‘아시아문화교류권’ 이자  칠석동 일원의 

‘아시아 승문화권’이며 역사 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

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1]. 

이에 향후 아시아문화 심도시 사업의 한 축으로, 우

리 것의 소 함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발 할 친환경

형 테마도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가지게 됨은 물론, 이 

지역을 방문하는 객이나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

을 제공하도록 ‘ 승문화와 휴향형 테마 크’를 조성하

는데 잠재력을 증 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으로 본 연구는 국내 지자체의 유사한 환경을 

상으로 창의  도시공간에 한 정체성의 제고와 도

시공간 표 의 시각 · 물리  특성을 용하여 공공디

자인의 아이덴티티를 한 모멘텀(Momentum) 환경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일반 으로 지자체 각 도시의 통문화 지구는 문화

유산의 잠재 인 발견과 발 방안에 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상 아래 조례 제정과 자문단 기구 설치, 옥

외 고물 리 조례 제정,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  인 라 구축과 포럼, 워크 , 홍보사업, 간

  사인물 등의 세부  실행 업무의 역량 강화 사업

으로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디

자인 발  계획이 지역의 특색이 잘 반 된 실  실

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를 반 한 테마도

시 이미지 정체성의 유형은 무도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인 동 통문화 승지구

는 술과 문화  차원에서의 공간 인 계, 생활자와 

의 계를 잘 용하고 이를 기 로 기능 인 결과물을 

생산하여 지역의 창의  컨셉을 용한 공공디자인의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표 1. 연구 구성도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그동안 각 지자체가 계승해 

왔던 일반 인 문화 련 로그램의 획일성을 탈피하

고, 지자체의 승문화에서는 없었던 한 지역의 테마

크를 심으로 실행 가능한 공공디자인 발 을 연구하

는데 을 두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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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과 실태

1. 입지현황 분석
1.1 입지현황 및 개요

동은 주 역시의 남단에 치하여 나주평야와 

연결하는 활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의 주

요 경계로는 동쪽으로 효덕동, 나주시 남평읍과 하고 

서쪽으로 극락강을 경계로 산구 동곡동과 한다.

남쪽은 지석강을 경계로 나주시 산포면, 천면과 

하고 북쪽은 송암동과 서구 서창동에 하고 있으며 

주 역시 남구 면 의 58%를 차지하면서도 개발제한 

구역이 98%인 특수 지역으로 농경지가  면 의 70%

에 이르러 도시근교농업이 발달하 다.

 [광주광역시와 나주(혁신도시)를 연계하는 광주의 남단 위치]

그림 1.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휴향형 테마파크 전경

한 동은 단  시설원 와 수도농작물을 

심으로 복합 농이 발달해 있고 농경사회에서 오는 애

향심과 동정신을 바탕으로 충효사상이 강하고 고싸

움놀이(무형문화재 33호), 포충사(지방문화재 제7호)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여 주 역시권 인근 주요 5개 

군(함평나비축제, 나주 천연염색  음식, 주아시아

문화 심도시, 화순  장성 사찰문화 등)의 , , 

의료서비스 등의 한경을 활용하여 지역의 테마 산

업의 활성화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2015년 아시아문화 심도시를 상징하는 ‘국립

아시아 당’의 개 과 함께 ‘7  아시아 승문화권역 

연계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 역시를 표하

는 친환경 테마도시로서 통문화 승지구에 한 개

발 잠재력이 탁월한 지역이다.

더불어 주 역시는 2015년도 도시환경 변화의 페

러다임으로 ‘KTX 호남선 고속철도 개통’, ‘유니버시아

드 개최’, ‘국제디자인총회 개최’ 등 도시를 변화시키고 

리뉴얼 할 수 있는 요한 빅 이벤트가 산재해 있다. 이

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의 계기는 지역사회의 공공디

자인 발 에 한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성과 

객 성, 지속가능성에 을 두고 도시와 시민의 공유 

역 내에서 공공디자인에 한 시민의식 변화의 인터

티 (Iteractive)를 한 호재가 되기 때문이다.

1.2 대촌동 전통문화 전승지구 구간별 현황

그림 2. 대촌동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적용 범위

구간별 이미지는 주 역시 아시아문화 심도시 7

 문화권역 연계 형 지역을 기 으로 동 일 의 

통문화  자연  사산의 감성 산업화를 조성하기 

한 총 10개 구간으로 정리하 다. 해당 구간 별 련 정

보 사항은 각각의 메인 장과 주요 구간별 장을 소

재  시각 인 방향에 따라서 통문화 승지구의 공

공디자인에 한 상으로 제시하 다. 

이에 공공디자인의 실천 략  실행방안을 기 으

로  동 통분화 승지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

인에 한 테마 크 구간별 황은 다음과 같다. 

❶  풍암동, 매월동  나주 연계 도로구간

[그림 3]의 구간은 풍암동, 매월동  나주 연계 도로

구간으로 주 역시의 도심과 나주 신도시 등과 연

계되어 새로운 도로구간으로 외지의 사람들이 동 

통문화 승지구에 인 하게 되는 입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은 문의 성격을 반 한 주요 

공공디자인 설치물과 더불어 동 통문화 승지

구의 특징을 잘 인지하게 되는 사인물 등을 설치 함으

로써 진행 사업들과 연계한 통합 인 공공디자인 개발 

 용이 필요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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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풍암동, 매월동 및 나주 연계 도로구간

❷ 빛고을 공 창작   고싸움놀이 테마 크 구간

[그림 4]의 구간은 지역의 풍부한 통문화 유산과 

자원을 바탕으로 통공 의 가치를 계승하고 축척된 

통 공 를  감각과 기호에 맞는 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빛고을 공 창작 ’과 제 10 회 

국민속 술경연 회에서 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나

라 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칠석동의 

고싸움놀이 상체험 ’을 함께 연결한 곳으로써  

생태학습장, 도자기체험장 등과 벨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간이다.

그림 4. 빛고을 공예창작촌 및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구간

❸ 포충사  한옥  음식  구간

[그림 5]의 구간은 남평과 주시 남구 덕남동이 합

류되는 지역에 치해 있는 곳으로 지석동 구도심과 연

계한 포충사가 치해 있다. 한 20여개의 한옥 은 

백숙과 돼지 바베큐 등의 통음식 조리  결혼피로연

이나 단체모임 등의 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 발원지의 깨끗한 수질이 흐르는 천의 미

류나무와 포충사의 수춘천과 함께 합하여 도심속 자연

의 운치를 더하는 구간이다. 

그림 5. 포충사 및 한옥촌 음식점 구간

❹ 동 일  진입로 구간 

[그림 6]의 구간은 동 심을 통하는 도시계획

구역 주요 진입로로써 주시의 풍암동과 매월동의 주

요 도심으로 통되어 있는 서남부권 도심 진입 근이 

순환도로 개통으로 매우 용이해진 곳이다. 한 남구의 

행정동인 이곳을 심으로 주요 생활권역이 분산되며, 

동 일원에 35만여㎡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나주 신도시와의 지리  근성을 살리고

자 공공기 과 연계한 주시 발 의 략  요충지로 

개발되는 구간이다.

그림 6. 지석동, 양과동정, 포충로, 칠석동 진입 구간

❺ 동 주민센터 구간 

[그림 7]의 구간은 동 도심 내 주민센터 구간이

다. 이곳은 민원 업무  주민자치센터를 운 하고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행정 업무지역으로 지역화합

과 소통을 시작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동 

지역공동체의 시작 으로써 도시재생  복합문화 공

간 창출을 하여 도심 심 거리의 아이덴티티를 새롭

게 제시해야 할 요한 구간이다. 

그림 7. 대촌동 주민센터 구간

❻ 콩(장류)산업  김치종합센터 구간

[그림 8]의 구간은 콩(장류)와 김치종합센터 구간으

로 남도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통음식문화의 토 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진입 부분은 다소 호젓하지만 

인근 한옥과 인가 등의 고즈 하고 온화한 환경으로 한

국의 형 인 시골 풍경을 연상  한다. 한편 ‘ 통식

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육성 방안으로서 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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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외부에서 미쳐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곳으로써 우리나라 남도 사람들의 친환경 웰빙먹

거리의 특징을 새로운 생활 트랜드로 연  시킬 수 있

는 차별화 구간이다. 

그림 8. 콩(장류)산업 및 김치종합센터 구간

❼ 어마을, 통문화( 통공 클러스터) 체험  

구간

[그림 9]의 구간은 지면  7천272㎡ 규모에 미국 

지와 동일한 시설의 체험학습장과 기숙사 형태를 갖

춘 어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주요시설로는 뉴욕마을, 

캘리포니아마을 등 미국 내 주요거  4개마을과 205명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 축구장과 야구장, 골 장 등 

각종 편의 시설도 함께 들어서 있는 구간이다.

그림 9. 영어마을, 전통공예클러스터 체험관 구간

❽ 농업용 수지 자원화 구간 

[그림 10]의 구간은 동 압 마을에 소재하고 있

다. 제 산을 경유하여 압 제와 양산제, 완동방죽이 있

는데 기에는 부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하여 조

성되었으나 지 은 수지 앙 데크통로를 통해 연꽃

을 감상하는 곳과 연계되어 있다. 때로는 야간조명 음

악분수 경  산책로로 연출되는 구간이다.

그림 10. 농엄용 저수지 관광자원화 구간

❾ 주요 문화재 연계 구간 

[그림 11]의 구간은 동 일 의 주요 문화재 연계

구간이다. 남구 칠석동의 부용정과 시 지정 은행나무와 

주요무형문화재 33호인 칠석마을 고싸움놀이 수 을 

비롯, 양과동정 향약 , 빛고을 공 창작 , 통문화연

구회, 경 지구 생태체험  등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동 일  문화유산 문화여행코스가 있다. 무엇보다

도 주요문화재 연계구간을 통한 동의 통문화 

승지구의 연계 인 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  공공

디자인에 한 인 라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구간

이다.  

  

그림 11. 주요 문화재 연계 구간

 씽씽 하이킹코스 문화탐방 구간 

[그림 12]의 구간은 자 거 문화탐방 구간이다. 

동을 배경으로 만든 문화여행 코스는 테마 크 공공 디

자인을 주민들과 상호 연계  사업을 통해 상생형 마을

로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 하고 있

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외지의 객들과 자연스러

운 만남을 통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씽씽 하이킹

코스 연계 구간’을 통한 자 거 문화탐방이 바로 이러

한 기회를 실 으로 제공한다. 코스는 고싸움놀이 

수 (출발) → 지산재 → 양과동정 → 괘고 정수 → 필

문이선재부조묘 → 포충사 → 고씨삼강문 → 고원희가

옥 → 부용정 → 칠석동은행나무 → 고싸움놀이 수

(도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림 12. 씽씽 하이킹코스 문화탐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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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 내외 현황
주 역시 동 테마 크 통문화 승지구의 

역사 ․학술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물리

인 환경시설물을 공공디자인화 하기 하여 문화 인 

배경을 시각화하는 부분의 실질  개선이 실하다. 

그러나 실 으로 국내의 사례에서도 지역의 자산

자치를 높일 수 있는 테마 크 공공디자인에 한 통

문화 승지구의 실행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행 사례가 있어도 지역을 표하는 컨셉을 기 으로 

한두 가지의 로젝트에 의한 연구가 부분이다. 

따라서 국내의  테마 크 공공디자인에 한 통문

화 승지구의 실제 인 실행과 련하여 본 연구의 내

용  근을 구체화시키기 하여 두 가지 사례를 상

으로 분석하 다. 더불어 국외의 사례로 도시의 통

인 역사와 문화를 표하는 곳과 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반 되는 곳, 두 가지 사례를 상으로 살펴보았다.

2.1 국내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사례
▣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공공디자인

‘인사동 역사문화거리’는 가로 정비와 련하여 종로

의 통과 교통 주의 간선도로 기능에서 도심성을 살리

는 도심 근도로의 기능으로 환시킨다는 방침 아래, 

도심교통을 보행 친화 으로 환하여 도심을 활성화

하고,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살려냄으로

써 주변지역의 련계획(세종로길, 인사동길, 철동길, 

화의 거리, 국악의 거리  학로)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갖도록 한다는 이념으로 추진하 다.

입지  특성 : 서울의 심지의 치, 화된 도심 

속 통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 으며 많은 상업

시설을 형성하고 있다.

배후  특성 : 주변의 많은 통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역사의 심지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  특성 : 고서 과 골동품, 화랑 등의 련업종

도 동시에 성장, 새로운 세 와 비한 新, 통문화의 

가치 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용자 특성 : 기 고서 과 서화에 련된 이용자

들이 많았으나 지 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

하고 있으며, 서울의 명소가 된 이후 많은 외국

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표 2. 국내 지자체 거리조성 공공디자인 현황

이 듯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의 일부분 는 체에 

하여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  인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도시의 특성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단서[2]가 되므로,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한 공공디자

인에 한 소소한 변화는 도시재생정비라는 환경디자

인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통문화 승지구의 발

에 있어서 해결 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 서울시 종로구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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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공공디자인 현황

▣ 진안군 백운면 원존마을 참여형 도시만들기

표 4.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도시만들기 개요

그림 14.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전경

라북도 진안군 백운면(白雲面) ‘원 마을’은 흰구

름이 쉬어간다는 이름에 걸맞게 높는 고원지 에 자리

한 아담한 마을이다. 

오랫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 된 마을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국에서 최 로 

도입하 고 이를 계기로 ‘에코뮤지엄(ECO-museum)’ 

구상의 일환으로 간 개선사업에 공공미술사업을 도입

하 다. 아름다운 간 들이 설치되면서 원 마을의 본

래 이름보다 ‘간 마을’로서 더 잘 알려져 객의 방

문이 꾸 히 지속되고 있다[3].

이곳은 20년 만해도 임실, 장수, 무주 일 를 아우

르는 5일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상수

원 (용담 )의 건설로 인한 인구유출로 지역단  지

원의 부실한 구조와 공동체의 상실감이 조성되었다. 이

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안군은 2007년 4월 마을만

들기 국 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장하여 마을축제로 

발 시켜왔다. 

한 리사업(NURI : 지방 학 신역량강화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조사단’과 ‘진안군 마을 만들

기’와 결합하여 지역의 역사문화(풍속, 풍습, 생활양식, 

인물사 등)와 자연자원(지역생태계, 마을숲, 유역환경, 

생물종 등) 등의 조사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 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로그램 개발에 용하 다. 

결과 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은 외지에

서 오는 사람들을 일반 객으로서의 상으로만 보

지 않게 되었으며, 주민들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지역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는 도 나아지

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

게 된 것이다. 

진안군 백운면 원 마을 만들기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낙후된 지역의 평범한 마을의 공공디자

인 개선에 따른 작은 변화가 지역 랜드 가치의 향상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규모 시설투

자나 국가 인 정책 로그램만을 추구하는 것만이 지

역의 통문화 공공디자인 발 을 한 해결 의 아니

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진안군 백운면 원촌마을 도시만들기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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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원촌마을 간판개선사업 프로젝트 현황

2.2 국외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사례
▣ 랑스 상제리제 거리

랑스의 문화와 통성을 반 하는 도시계획과 실

행의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

는 랑스인들의 태도에서 공공디자인에 있어 일 성 

있는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다. 획일 인 상품미학의 

범람을 막고, 랑스 고유의 술성을 지켜낸 랑스인 

특유의 술에 한 자존심과 진지하고 사려 깊은 계획

에 입각한 체계 인 도시정비를 통해 과거와 재가 공

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랑스의 공공디자인은 그들의 문화지상주의로 꽃피

운 공공디자인의 선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 인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공공디자인에 녹여 정체

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되며, 특히 랑스인의 문화

지상주의는 그들 일상의 삶 속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그 로서 리의 문화 심인 ‘ 피두센터’

는 매달 새로운 미술  디자인 을 기획하고 사람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킨다. 도시의 공간이 시장이 되

고  통문화 승의 소재가 공공디자인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림 17. 프랑스-샹제리제 거리 공공디자인 사례

이 게 창출된 랑스의 공공디자인을 그들의 생활

상과 통문화 승과 연계하여 연구하다 보면 통치자

부터 시민까지 모두 공공디자인을 체험하고  미래의 

공공디자인을 구 하고자 하는 랑스인의 기질을 엿 

볼 수 있다. 어떤 역사 인 계기나 부를 재투자하는 기

회가 생긴다면 랑스인은 가장 먼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다. 랑스 각 도시의 공공디자인  랜드마크는 

결국 공공디자인에 한 랑스인의 시민의식인 셈이

다. 특히 백년 넘은 건물에는 간 하나도 함부로 내걸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샹젤리제 거리(Avence Champs 

- Elysees) 상 들은 색과 흰색의 간 만 내걸었고 

거리표지  등도 깔끔한 모양과 색으로 정리되어 거리 

체가 건물의 소재와 색채, 간 의 수량과 색채 등을 

규제하고 통일함으로써 도시 체의 조형미에 정체성

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다원화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의 많은 디

자인들이 국제화 양상을 띠고 있다. 때문에 랑스 디

자인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 ‘디자인과 문화  

정체성’의 계를 살펴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4]. 이

게 창출된 시민의식이 성숙되면서 공공디자인에 한 

시민의 안목도 동시에 높아짐을 랑스 공공디자인 사

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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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21- 모토마치 거리 

요코하마는 일본 최 로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여 역

사 이고 국제 인 도시이나 많은 시민들이 도쿄로 출

근하기 때문에 자립 인 도시의 성격이 부족해, 도시 

불균형의 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 한 규

모의 도시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그것이 바로 ‘미나토 

미라이21’이다. 

미라토 미라이 21 로젝트는 1979년부터 를 

변하는 ‘ 앙지구’와 통을 상징하는 ‘신항지구’로 구

성한 요코하마 통문화 공공디자인 특징을 집약한 축

소 이다. 

그림 18. 일본-요코하마 거리 공공디자인 사례

앙지구는 ‘랜드마크 타워’, ‘퀸즈스퀘어’ 등 식 

건물들이 포진해 있지만, 바다로부터 차 상승되는 스

카이라인과 ‘라이트업 요코하마’ 로젝트를 통한 야간 

조명 리로 통지구의 차분함을 깨뜨리지 않는다. 신

항지구도 화물열차가 다니던 기찻길인 ’기샤미치‘는 교

량을 그 로 둔 채 보행자 용도로로 꾸미고, 면세물

품 보 창고 던 ’아카 가소고‘도 겉은 그 로 둔 채 

내부를 쇼핑센터와 갤러리로 개조해, 통과 를 함

께 살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요코하마는 도시의 과거와 재를 

하나의 스토리로 개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재

생  복합공간의 일 성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도시의 통문화를 토 로 공공 디자인의 창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연계된 모토마

치는 2005년부터 시행된 모토마치거리 만들기 정을 

통해 패션, 문화를 테마로 하여 거리 체가 건물의 소

재와 색채, 간 의 수량과 색채 등을 규제함으로써 거

리 경 에 활기와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2.3 사례를 통한 전통문화 전승지구의 공공디자인 모듈
오늘날 많은 도시들은 해당 공공공간의 이미지 차별

에 커다란 심을 가지고 정 인 공공 공간 이미지는 

살리고, 부정 인 도시이미지는 제거하는데[6]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객 성, 지속가능성에 을 두고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통문화 승지구의 공공

디자인 발 에 한 사회 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  역량과 문화  가치

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 는 발 시키려는 시도

가 활발히 진행 이다.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시하

는 의식변화에 따른 문화수요 증 와 사회․정치  여

건변화에 응하여 우리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를 도시의 공공디자인에 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통과 창의  문화를 시하는  내외  추

세로 지역의 도시만이 갖는 고유의 유․무형 승문화 

자원을 보 , 계승하고 새로운 도시경 의 매개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략  아이덴티티에 하여 정부와 지

자체 차원의 체계 이고 종합 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

는 추진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통문화 승지구의 공공디자

인을 반 하는 모듈(Module)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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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발전방향의 
   연구결과 및 고찰

1. 발전방향과 타당성 검증
통과 문화를 시하는  내외  추세로 도시 랜

드 마 의 일환으로써 도시가 가지는 발  방향과 타

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통문화에서 강조되는 가치

가 공공디자인 등 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민들의 

자 심을 고취[5] 시켜주게 된다는 사실을 재고해야한

다. 이는 곧 도시의 환경디자인과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 철학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도시경 을 이루는 

창조  가치에 공명(共鳴)하여 창의  커뮤니 이션의 

토 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6]. 

이에 주 역시 동 테마 크 공공디자인의 발

 방향을 제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로드맵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첫째, 문화 심도시의 통문화 가치의 표 을 통한  

조화로운 공공디자인인가?

둘째, 친환경형 테마도시 이미지 정체성의 확립을 

한 공공디자인인가?

셋째, 문화와 자연이 숨쉬는 승문화와 휴향형 테마

크에 합한 공공디자인인가? 

넷째, 도시민의 휴양, 교육, 에 한 미래형 공공

디자인인가?

다섯째, 도시와 도시사이, 가로환경과 조화  통일된 

테마도시 특화거리 공공디자인인가? 

여섯째, 지역이미지 창출을 통한 지역 랜드 가치상

승을 한 공공디자인인가?

일곱째, 7  문화권역 연계형 지역특화 산업 활

성화를 한 공공디자인인가?

여덟째, 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련한 공공디자인인가?

아홉째, 지역디자인 수 향상  주민의 공감  향상

을 도모하는 공공디자인인가?

열째, 주권역 인근 간 , , 의료 등을 연계하

는 테마형 산업 공공디자인인가?

이 게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지역의 문화원형  소

재를 내포한 문화콘텐츠로서, 공간의 활성화  주

역시의 도시 랜드 가치창출을 한 창의  발 의 여

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7]. 더불어 동 테마 크 공

간해석과 기호학  공간기획의 방법론이 용 가능함

은 물론, 공간에 한 정 인 효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2. 개발 연구 및 설계
표 6. 전통문화 전승지구 개발 연구 설계 개요

     ⇩              ⇩              ⇩

2.1 유니버셜(Universal) 공공디자인
동은 역사  자원과 통문화 자원이 많지만 

승지구 지역별로 문화자원들이 주와 나주를 경계로 

분산되어 있다. 주 역시는 2015년 아시아문화 당

의 개 과 함께 2023년 이후 7개의 문화권역 연계형 실

행사업으로 도시의 리모델링을 완성하게 된다. 

이에 주 역시의 지역 특화 산업 등 경기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문화와 술을 풍미하는 지역민들의 

‘유니버셜-공공디자인‘을 충족시켜 주어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남구 지역 문화

산업 기반에 공공디자인의 실  안을 제시하는 

략 인 모멘텀(Momentum)의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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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니버셜 공공디자인의 컨설 을 통한 지역

의 황  특성, 국가계획, 해외 통문화도시 사례 등 

련계획 등을 반 으로 조사하여 아시아문화 심문

화도시로써의  세계 이고 보편 인 여건  잠재력

을 통합화(Identity)해서 용해야한다.

표 7. 테마파크 공공디자인 유니버셜 시스템 통합화

그림 19. 친환경(ECO) 디자인 아이덴티티 적용안

2.2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공디자인이란 지역의 환경과 역사, 기후 등의 독특

한 문화를 조화롭게 표 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으

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용한 도시경  디자인의 

공간 기획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을 실천하며 살아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에서 도시경  측면의 이

야기는 ‘이야기하기’의 방식을 통해 행  하는 인물의 

의식과 물리  상징물을 비롯하여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 하는 것이며, 공간을 형성하는 내용  요

소들을 이용하여 목 이 있는 공간으로 재의미를 시도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  특징을 스토리텔링한 도시공간은 지

역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

록 하며, 외부사람들에게도 지역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근이 용이하고 

개방된 형태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신도심의 외부공간

이 이러한 특성을 반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이

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로, 역사  시간이 내포된 공간의 문화자원

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공간 기획을 목

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게 지역의 문화  스토리를 

공공디자인에 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간을 통한 스

토리텔링 표 방법으로 그 소재의 이야기 자체가 가지

고 있는 내용  측면과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 

즉 교훈 인 의미와 이야기를 통한 경험들에 을 맞

추어 스토리텔링 하는 것[8]이 창의  테마 크를 조성

하는데 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창의  도시경  디자인을 한 차

별화된 지역의 문화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주민들

이 주체 으로 창조하고 하여 시공간 으로 변화

를 겪으면서 형성되어 뿌리 깊게 내려온 지역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곧 그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시

각  매개체의 내용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 승문화 승지구 역시 역사  자원과 근

문화를 활용한 휴향형 테마 크의 도시재생  복합 문

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용한 도시

경  디자인의 공간 기획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

다. 특히 거주자와 방문자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기 하여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

을 통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가지는 입소문마

의 효과를 극 화하여, 소재의 명확한 아이덴티티

(Identity) 구축과 거리의 특성  지역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디자인 개발의 체계 인 제시가 필요하다.

표 8.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도시 아이덴티티 전개

2.3 에코(ECO-Enviroment Culture Organic) 디
자인

지역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디

자인 결과물이 디자인 의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생산하

는 과정에서 자연과 친화 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

민의 건강과 쾌 한 생활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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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의 발 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무분별한 도시 공간 개발은 도

시 공간에 내재한 고유의 정체성을 괴하는 신 인 

방식으로만 시행되어 왔다[9]. 

따라서 지역의 상을 재정립하기 하여 단순한 공

공디자인의 정비 사업을 틀을 넘어 설계․시공․사후

리의 일 된 실행을 한 로드맵 제시와 도시 리주

체의 효율 인 조형  기능성과 더불어 친환경의 선순

환 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콘텐츠 서비스디자인의 

로그램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에 도시개발의 공공디자인에 한 반성  성찰과 

함께 통문화 승지구 공공디자인 발 에 한 공동

개발의 공공  시각에서 도시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

록 변화를 기 하며, 디자인의 최종 인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융합으로 친환경(ECO-Logical)이 바탕이 되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반 해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하

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 으로 통문화 승지구 공공

디자인 개선은 다른 공공투자에 비해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고부가가치의 효과 인 디자인 솔루션이다. 

한 사회  가치 변화에 따라 도시 생활에 있어서의 

쾌 성과  문화  다양성의 추구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

니 이션을 진하는 공공 문화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

고, 사회  변화에 따라 도시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되어 창의  공공디자인에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함께 기 할 수 

있게 한다.

표 9. 친환경(ECO)형 이미지 반영을 통한 차별화 전략

그림 20. 친환경(ECO) 디자인 아이덴티티 적용안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의 통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이를 지

역 랜드화 함으로써 지역에 한 자부심을 높임과 동

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기 한 ‘창조  소

재 - 주 역시 동 테마 크 공공디자인’들과 같

은 문화 인 콘텐츠(Contents)를 찾아내고 이를 공공디

자인에 효과 으로 용하는 행정  방법을 제언하고

자 하 다. 

이것은 과거처럼 단순한 지역의 정비나 공간개선의 

수 에서 계획과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어떤 생활공간이 삶의 질 향상에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가 하는 공공디자인의 시각  연출의 과 

도시 환경 속에서 환경심리 · 문화 인 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논 에서 공공디자인을 결정짓는 창의  공공

디자인은 도구, 제품, 건축, 도시 등 모든 인공물들을 발

시키는데 을 맞추고 있으며, 도시의 가로 시설물 

한 도시의 경 요소의 일부로써 공공의 공간과 개인

의 공간을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고, 이들 상호간

의 달을 한 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10]이라는 

으로 다시한 번 심도 깊게 주지해야 한다.

디자인 문화의 토양은 시민 개개인이 디자인에 해 

이해하고 디자인을 가까이 느끼고 디자인의 성과를 즐

기는 안목과 연계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거 으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

하는 것은 각 지자체와 앙정부가 지역의 통문화 

승지구의 자생 인 환경 요소들을 토 로 문화  이미

지와 지역 랜드를 공공디자인 발  방안에 하여 연

구[11] 함으로써 포 이고 통합 인 노력의 결과를 

기 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한국의 경제  수 이 올라가면서 디자인 문화의 

반 인 수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뉴거버 스(New 

Governance)와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지역균형 발 의 

요한 모태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

역의 통문화 승지구의 공공디자인 발  방안에 

한 실행가능(Executable)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특정한 실행과정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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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장애물 없이 쉽게 구체 인 표 이나 결과로 환

되기는 쉽지 않다. 

표 10.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발전 방안

결과 으로 지역 자산  하나로써 보  활용의 가치

가 높은 주 역시 동 테마 크에 하여 문화와 

자연이 숨 쉬는 특색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모티 를 제공하고, 사회 · 경제 · 문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표지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향후 시행하는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개

발 계획의 멘토(Mentor)  역할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에 공동체로서 지역의 통문화 승지구를 활용

한 도시공간의 활성화로 공공디자인 발  방안의 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  역량과 고유의 

문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 는 

발 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이다.

둘째,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시하는 의식변화에 따

른 문화수요 증 와 사회․정치 ․여건변화

에 응하여 우리의 통과 문화를 시하는 

내․외 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

립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셋째, 우리 고유의 유․무형 승문화자원 인 라를 

보 ․계승․활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략  아이덴티티에 하여 정부와 지자체 차원

의 체계 이고 종합 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다원화 되는 시 의 

흐름에 지역의 물리 , 사회 , 경제 , 문화  조건들

을 토 로 통과 문화를 시하는 내․외  추세에  

하여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메시지가 사회  공감

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 통문화 승지구 공공디자인’의 지속 인 발

 방안에 한 활용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보다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재, 국내 지자체의 

사회  가치변화에 한 기 는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여 히 추상 이며 무나 포 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

리고 정치와 행정의 과도한 앙집권으로 인해 지역사

회가 분산되었고 거주지와 거주자 간의 일체감이 사라

지게 되었다. 특히 신도시 등의 형 주거지 개발에 따

른 높은 이사율과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지역 시민의

식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지역연  의식이 상실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756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되

살리고자하는 서사이론의 에서 지역의 통문화를 

개발하고 이를 용해야 할 연구의 한계 을 가지고 있

다. 더불어 민족  정통성과 지역  정체성을 토 로 

세계화라는 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 심미  안목을 보다 구체 으로 수용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따라 향후 연구 방향의 ‘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 통문화 승지구 공공디자인

의 창의 인 발  방안’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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