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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도시의 발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가 몰락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는 도시 재생문제가 도시문제의 한 사항으로 두되지 않도록 해왔다. 본 논문은 도시 재생의 발

 배경부터 시작하여, 재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도시 재생문제 상에 해 다룬다. 사례들을 선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가치가 비교  높은 사례들 찾아서 분석하 다. 사례분석을 통해 선

진국들의 도시 재생문제에 한 우수한 조치를 알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도시 재생문제 해결가능성

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생태디자인 략 라운드와 리스트 이런 연구 방법과 사례분석 결과에 따라서 산업 

단지의 건설 기에는 문화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에는 상업과의 충분한 결합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기에 와서는 환경의 후속  보호 작업에 잘 맞는지에 해서 요시되어야 한다.  

 
■ 중심어 :∣도시재생∣경관과 상권∣근대산업유산∣

Abstract

As the city continues to breed a variety of problems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prevent the city’s decline, the issue of urban regeneration is placed in the significant position 

among cities’ problems. Based on the background of urban regeneration, this paper discussed the 

research status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current stage in various countries and obtained high 

value cases for analysis through the screening and evalu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outstanding measures had been acquired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urban regeneration. 

The essence and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solutions had been explored from different 

angles. Finally, the key points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 solutions had been obtained to 

make the city keep a longer life and more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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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70년  이후 선진사회에서는 자연환경  역사문

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철거· 

재개발 심의 도시재생방법에서 문화 심의 도시재생

방법으로 환되기 시작하 다. 최근 선진국의 도시정

책들은 도시 활성화를 해 지역역사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의 개성을 살리는 도시재생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

다[6].  사회에서 도시의 발 은 생태 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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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都心再生을 한 特化거리의 活性化 方案에 한 硏究 : 역
시 인쇄  한의약 거리를 심으로

저자 박현규(2003)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도심재생, 특화거리, 도심활성화

요약
대전시에서 지정한 인쇄 및 한의약거리를 사례대상으로 하여 지역
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특화공간으
로 형성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물리환경적 측면과 기능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02 지방 도시의 도심재생을 한 정책방안에 한 연구

저자 형시영(2004) 서서여자대학교 한국정책과학학회

표 1. 선행연구 분석

시 내부 순환시스템에 큰 스트 스를 가져다주며, 한 

건축물의 개조 설계 작업이  더 많아져, 환경과 사

람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

의 연구 목 은 도시 재생의 양성과 순환을 해 도시 

재생의 설계 이론을 연구하여, 도시 재생 과정에서 사

회 발 으로 인하여 버려진 건축물의 개선·재생과 동시

에 오래된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

고, 재활용되는 오래된 도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선 도시재생에 한 국내외 학 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역사의 문화성 보 과 도시재생과의 련을 선행연구 

 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을 한 디자인 략 

 생태디자인 략라운드를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생태디자인 략라운드의 지표 축에 근거하여 비교  

련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 인 사례분석을 진행

하 다. 결론의 장은 연구과정을 토 로 연구결과의 종

합과 함께 연구의 한계 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도시재생의 개념과 선행연구

1. 도시재생의 개념 
1980년  후반에 등장한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에 

한 종합 인 재생을 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이다. 1990년  이후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의 특징

으로 정책과 집행이 보다 종합 인 형태로 환되고 통

합된 처방이 강조되며, 성장 리 차원에서 략  

이 재도입되어 지역차원의 활동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 강조와 함께 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그리고 환경  지속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이 도시재생 정책  계획에 반 되어 있다. 특히 낙후

된 도심의 재생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율

인 방법  하나이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도시재생은 더욱더 세계 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20].

기존의 물리  환경정비 심의 도시정비 사업이 환

경개선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주목하 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커뮤니티의 보 , 고양을 한 

과정  산물을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은 

이해 계자간의 합의 형성  종  권리자의 생활  지

속성 확보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시하며, 도시 리  

과 주택 정책  , 그리고 사회 경제  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근방식의 정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 즉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

는 것으로 지역의 물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

라,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생태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부흥시킨다는 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시의 재생은 생명의 활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것이다. 더불어 도시의 재생을 통해, 

이미 소실되었거나 소실 기에 처한 역사유물들을 보

호하고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변화에서 도

시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도시 시민들의 환경을 개선

하며, 도시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재 사라지고 있는 

“시  견인력”의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

고 확신한다.

2. 도시재생의 선행연구
기존에 이루어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과 련된 선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역사문화유

산을 활용한 가로조성에 한 연구들은 2000년도 이후

에 한국과 국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 고, 

주로 거리조성에 한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 활

성화에 한 것들이다.



근대산업유산의 재활용과 도시재생 디자인에 관한 연구 131

키워드 지속 가능한 개발, 성장관리, 도심쇠퇴, 도심쇠퇴, 도심재생, 도심
재생성화

요약
광주 신도시의 개발에 따라서 기존의 도심부들이 쇠퇴함을 지적하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민관
협동이나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구도심의 재생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04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  심가로 재활성화 방법 분석 : 
메인스트리트 로그램(Main Street Program)을 심으로

저자 강동진(2007)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역사가로, 도시재생, 지역재생, 수복

요약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문화의 보존’과‘지역경제 활성화’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여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참조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함.

05
지방도시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의 국  특성과 성공요인에 
한 연구

저자 최강림(200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근린재생, 역사문화자원

요약
인천시 구도심 역사문화 환경 활용사업인 ‘인천아트플랫폼’의 
지원체계구축, 기존 건물과 조화된 복원, 파트너 십 형성과 프로그
램 개발 등의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인천시 구도심 
역사문화 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함.

06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강릉시 도시재생 략에 한 연구

저자 이현정(2009)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도시재생, 역사문화자원

요약
강릉시의 지역 여건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방향 
전략을 연구하고 SWOT분석을 통해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
여 도시를 재생시키는 전략을 제안함.

08
근  역사문화환경의 보 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한 연구 : 
낙원상가 주변지역을 사례로 

저자 심아름(2011)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장소적특성, 도시 공공공간, 충주천재래시장

요약
낙원상가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에 있어 근대역사문화 환경 보전을 
통한 방안을 연구하고 일상생활로써 인식되는 개별적인 근대 역사
문화 환경을 하나의 거리로 연계하고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하
여 근대 역사문화 환경의 보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09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거리 조성계획

저자 전강은(2012) 한국도시설계학회 KCI등재
키워드 가로디자인, 가로환경개선, 특화가로, 역사성

요약
강화 고려궁지문화 특화가로 조성계획에 있어 네트워크 형성, 스토
리텔링, 주민공감대 형성계획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특화가로 조성
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11 국의 역사문화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에 한 방안을 연구

저자 왕건국(2012) 동남(东南)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도시재생, 역사문화, 중국
요약 중국의 역사문화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즉, 지역 역사문화성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연구하여 그 방안을 제시함.

12
홍콩의 역사건축과 역사  환경이 도시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해 선진사례를 통해 연구

저자 곽선(2014) 충칭(重庆)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역사문화, 발전, 역사건축

요약
홍콩의 역사건축과 역사적 환경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
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진사례를 통해 연구하고 역사문화
도시가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함.

선행 연구는 도시 재생의 의의에 을 두고 있으

며, 도시 재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도시 

재생 개념의 발 , 도시 재생에 있어 가치나 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부분을 소개하 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 과정  다수의 도시에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해 거시  에서 

분석하 으며, 이미 연구되어있는 결과에서 다른 도시

의 재생 과정  상통하는 것들을 선별하여 심층 으로 

분석하 다. 이는 미래 도시 재생 계획에 감을  

것이다.

Ⅲ. 생태디자인 전략 라운드와 리스트

1. 생태디자인 전략 라운드
생태디자인 략라운드는 생명주기 디자인 략이라

고도 한다. (lifecycle design strategies, 약칭LiDs）이

것은 디자이 가 디자인 략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돕는 

략으로, 디자인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최

소로 일 수 있도록 도와 다. 

생태디자인 략 라운드는 디자인의 최 과정인 ‘문

제분석단계’에서 사용하기 합하다. 이 디자인방법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방법의 용은 디자인 기에 각

종지표를 통제하여 디자인이 최 화에 이르도록 하기 

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연구 과정  

연구 상에 한 분석과 기존 디자인결과의 각종 지표

에 한 분석을 진행하여 생태디자인 략라운드 방법

으로 사례 선별하 다.

생태 디자인 략 라운드는 하나의 역과 디자인결

과와 련된 역을 네 개의 다른 방면의 지표로 세분

화하여 디자인결과를 비교하 다. 각각 개념방면, 재료 

 사용량 방면, 환경에 미치는 향 방면, 기시스템

과 폐기시스템 방면으로 나  수 있다[19]. 

생태 디자인 략 라운드는 사례 평가 방법의 한 가

지이다. 우선 모든 평가요소를 나열하고, 문헌자료·인

터넷자료· 장자료를 종합 으로 검토한 후에, 항목별

로 수를 매기고 각 수를 합산하여 배열하 다. 사

례 에서 평가요소의 연 성이 클수록 연구 가치는 더 

높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3132

사 례 개념
재료와
사용량

환경에 한 
향 

기시스템과 
폐기시스템 

미국 와라와라 거리 ◌ ● ◐ ◐
캐나다토론토 
호반구 재생사업 ◐ ● ◌ ◌

표 4. 생태디자인 전략 라운드 선별 
               （●관련성높음, ◐관련성보통, ○관련성낮음）

지 표 내 용

개념

1. 이 디자인이 도시발전과정 중 어떻게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
는가? 

2. 이 디자인이 도시재생 중 주요기능과 보조기능은 각각 무엇인
가? 

3.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의 기능들이 달성될 수 있는가?
4. 이 디자인이 현재 도시의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5. 이 디자인의 기능을 확장 또는 개선시켜 도시재생 과정 중 끊

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는가? 
6. 설계가 변화된 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재료와 
사용량

1. 원재료의 생산·공급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2. 사용한 뒤 회수가능한 재료인가? 각각 어떤 유형인가? 
3. 어떤 유형의 첨가제를 사용하였는가? 
4. 플라스틱과 금속재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5. 표면처리공예를 어느 정도 하였는가?
6. 이러한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7. 이러한 재료들과 부품들을 운송하는 과정 중 에너지를 어느 정

도 소모해야 하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원재료의 생산·공급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2. 사용한 뒤 회수가능한 재료인가? 각각 어떤 유형인가? 
3. 어떤 유형의 첨가제를 사용하였는가? 
4. 플라스틱과 금속재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5. 표면처리공예를 어느 정도 하였는가? 
6. 이러한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7. 이러한 재료들과 부품들을 운송하는 과정 중 에너지를 어느 정

도 소모해야 하는가?

초기시
스템과 
폐기시
스템

1. 회수와 처리과정 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가? 
2. 현재 도시발전과정 중 사용이 끝난 후 어떻게 폐기 처리하는

가? 
3. 폐기된 부품과 재료는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재료들은 

쉽게 판별될 수 있는가?
4. 분리하기 힘든 인쇄 잉크, 표면처리재료, 도료 등이 있는가? 
5. 독성을 가진 부품을 간단히 해체 해도 되는가?

표 2. 생태디자인 전략 라운드 네가지 지표

  

생태디자인 략 라운드는 디자이 가 자신의 디자

인에 한 이해와 개선한 디자인이 실행가능한지에 

한 략을 뚜렷하게 반 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디

자이 는 디자인에 한 비평 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디자인 리스트
생태디자인 리스트는 디자인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향들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도표

이다. 이러한 문항들은 디자이 가 디자인한 건축물, 식

생 등의 생명주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내도록 도와  수 있다.

생태디자인 리스트는 디자인 컨셉트 기획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디자인결과에 한 분

석에도 합하다. 생태디자인리스트는 일반 으로 생

태디자인 략라운드와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디자인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향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생태디자인리스트는 일반 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1. 건축, 식생 등의 디자인이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문제 2. 각각의 문제에 한 

개선방안이다. 이 모든 내용은 생태디자인 략라운드

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연

구하도록 한다. 생태디자인 리스트의 내용은 창조, 사

용, 폐기 그리고 재생 부분으로 나  수 있다[19].

지  표 내  용

창 조 기존현황연구, 새로운 디자인 개발, 생산제조, 질량확보 등
을 포함

사 용 기존 디자인을 어떤 장소에 배치하는지, 어떻게 보호 하는
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등을 포함

폐 기 사용기한, 폐기방식, 폐기처리방법 등을 포함

재 생 중고로 전환, 일부분의 재사용, 재료 회수, 재료 연소발전 등
을 포함

표 3. 생태디자인 리스트 내용

  

Ⅳ. 국내외 사례분석

1. 생태디자인 전략라운드에 의한 사례 선정
도시의 문제는 역사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도시의 쇠퇴 

상을 다루는 ‘도시재생’ 한 그 배경에 따라 쇠퇴의 원

인이나 유형에 따라서 이를 다루는 방법도 다를 것이

다. 본 장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한 보존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

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재

생’ 우수 사례의 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태디자인 략 라운드 선별은 각 지표 축에 근거하

여 최 화 방안을 설계하고 비교  련성 높음과 련

성 보통, 련성 낮음으로 표기하여 각 지표에 따라 비

교  높은 련성 주로 사례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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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까르까손느 ● ◐ ◐ ◌
중국 따산쯔 
789예술특구 ● ● ◐ ◐
캐나다 토론토
이튼중심 ◐ ◐ ● ◌
런던 도클랜즈 
재생사업 ◐ ◐ ◌ ●
영국 리더풀 쇼핑거리 
개발구 ◐ ◌ ● ●
영국 게이츠헤드 ● ● ◌ ◐
독일 베를린 
포츠담 광장 ◐ ● ◐ ◌
호주 시드니 달링 하버 
문화오락시설구역 ◌ ◐ ◐ ●
일본 동경 
덴노즈 재생사업 ● ◌ ◌ ◌
일본 오사카 
오대구 개조사업 ◐ ◌ ◐ ◐
싱가폴 순텍시티 ◐ ◌ ● ●
일본의 나가하마 
구시가지 ● ● ◐ ◐
중국 홍콩 
국제금융중심 ◐ ◌ ◌ ◐
중국 북경 화무중심 ◐ ◐ ◐ ◌
중국 상해 
태평교 개조사업 ◐ ◐ ◌ ◐
중국 충칭 춘림해안 ◌ ◐ ◌ ●

와라 와라 (Walla walla main street) 
위치 워싱턴 면적 33.26 km2

년도 1992 이전 유형 상업 도시

도시
재생의 
배경

와라 와라는 1800년대부터 지역농업의 중점적인 도시기능을 수
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와라 와라의 주력 산업이던 와인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와라 와라의 가로상가들의 공실률이 높
아져만 갔고 상점, 백화점들이 문을 닫는 등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
하고 말았다. 

이
미
지

특징 토지소유주들과 사업주들은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84년에 결성된 지원조직‘DownTown Walla 

표 5. 미국 사례분석

Walla Foundation’은 walla walla가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지
로 지정된 199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New-Tradition&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사
적인 가로경관의 복원을 핵심 사업으로 결정한 뒤 연접하여 있는 
3개동의 건축물 수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심에서 가장 큰 상
업건물이었으나 해체위기의 몰린 본마르체빌딩을 지키기 위해 연
접한 리버티극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통합개발하기로 하고 두 건물
의 공동수복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리버티극장과 인접
한 부르크빌딩을 복원한다.
현재 도심 외곽에 입지해 있던 와이너리(winery)들이 메인스트리
트로 이전하여 오거나 신규 설립되어 현재 8개의 와이너리가 메인
스트리트에 입지하고 있다.(5)

생태
설계

거리에 대한 전체적 계획은 지면에 여러 상점을 두고 술집영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지하에는 와인 저장실을 개발하여 지하 자연 
온도를 이용하여 와인을 저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장하는데 사용
되는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와인 저장지와 판매지의 거리를 좁혀 
운수에서 나타나는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거리에 대한 개조에서 우
수한 환풍 시스템을 디자인 하였는데 번화한 상업활동으로 인한 
열도 효과를 막을 수 있으며 거리의 전체 온도와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상업구역이기에 녹색 식물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증산이 적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현지의 기후에 어울리도록 
한다. 동시에 수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 지하 술 저장실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할 수 있다. 

생태
디자인
리스트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 ● ◌ ◌

까르까손느(Carcassonne)
위치 오드 면적 65.08 km2 
년도 1840 이전 유형 낙후된 역사문물

도시재
생의 
배경

까르까손느는 중세기 동안 증축과 개축을 통해 가장 완벽한 성곽도
시로서 성장하였지만, 18세기 혁명 등의 사회의 변혁을 거치면서 
훼손과 파괴로 이어져 볼품없는 성곽과 역사문화유산을 가진 낙후
된 도시가 되어버렸다. 까르까손느의 역사문화예술 정체성을 대변
하던 성벽들은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재로 
전락하기도 했다. 19세기 초 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고수하고
자 일부 지식인들의 움직임으로 성곽과 방어진지들을 보호할 수 있
었지만, 새로운 도시, 미래의 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 그리고 
이 도시의 경제권을 갖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까르까손느의 성곽도
심이 도리어 귀찮은 존재가 되어, 관심 밖의 역사의 짐으로 도시의 
뒤안길이 되어버렸다. 결국 성곽도심에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정착
하게 되었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지 않은 허름한 건축물들은 역
사의 흔적을 더욱 어둡게 하였다.

이
미
지

특징

19세기 중엽 이 도시의 역사학자인 쟝-삐에르 크로-메레비에이
(Jenan-Pierre Cros-Mayrevieille), 국방부장관 르 마끼 도뽈
(Le Marquis d'Hautpoul), 역사문화유산관리 담당자인 프로스
뻬 메리메(Prosper Merimee) 등이 주도하에 관리되지 않은 초
라하고 볼품없는 성당과 주거 등을 재건하여 성곽도시의 면모를 되
찾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840년 이들은 먼저 도심 내 주요 건
축물과 성곽도시의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
하는 보호조치를 하였고 1890년대 후반 까르까손느 성곽도시의 
복원이 1차적으로 완성되던 시기에 이곳 출신 예술가와 문학가들
은 까르까손느의 가치창조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 하였다. 
영화제작자의 노력으로 까르까손느는 성곽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
화를 만들고 중세영화 촬영지로서의 도시 마케팅에 성공하였고, 조
각가들의 노력으로 주요 건축물, 조형물 등을 3D로 형상화하고, 
도시구조 전체를 1/100로 축소시킨 미니어처를 나무로 제작하여 

표 6. 프랑스 사례분석

2. 사례분석
생태  디자인 략라운드 요소  비교  요소 활용

이 높은 사례를 선별하여 구체 인 사례분석을 진행하

다. 그리하여 다음의 5가지의 사례들이 더욱 연구가

치가 있고 본 연구의 설계디자인에 타당성이 있게 한

다. 5개의 사례들이 연구의 가치가 있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3134

까르까손느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
사적 특성에 맞게 13세기 복장을 한 기병대 행렬과 중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공연축제 등을 매년 8월 한 달 동안 진행함으로써, 도
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였고 현재 매년 2백만의 관광객이 찾
고 있다.

생태 
설계

남은 성과 건물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오래된 성의 지면
에는 이미 여러 곳이 굳어졌기에 남아있는 식물이 아주 적어 성 내
부의 온도가 비교적 높아 식물이 자라나는데 불리하다. 역사 건축 
원 모습을 파괴하지 않고 동시에 환경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하여 
낡은 성의 지하에 새로운 생태 급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
면 지하의 급수가 충족해져 식물에 충분한 수분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생태
디자인
리스트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 ● ◌ ●

따산쯔(大山子) 789예술특구
위치 북경시 조양구 면적 60,000㎡
년도 2006 이전 유형 공장

설립
배경

1950년대 북경 789전자제품공장이 무너진 후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예술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이 공장 
지대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1995년에 중국 고등미술 산실인 중
앙미술학원이 798지역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지역은 예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2년 쉬용(Xu Yong)과 황루이(Hwang 
Lui)가 789에 정착하고 798스페이스를 오픈하였다. 이 지역은 
독특한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789의 중심
이 되었고 예술적인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미지

특징

1중국의 소호로 불리는 따산쯔 789예술특구는 2003년 제1회 
따산쯔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유명해졌고, 중국정부는 11차 5
개년 계획(2006~2010)을 통해 창조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5개의 창조산업특구와 9개의 예술촌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이후부터 베이징은 따산쯔 789예술특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갤러리 100여 곳, 작업실 200여 곳, 디자인 사
무소 170여 곳, 소극장 5여 곳, 이 외에 음식점, 카폐, 술집, 서점 
등 편의시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생태 
설계

예술 구역의 건축물은 모두 낡은 건축물을 개조한 것이며 과반수
가 낡은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한 것이다. 일부 새로 지은 건축물
의 위치는 고목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 있기에 예술 특별구의 특색
에 어울리게하기 위해 건축물이 나무를 피해주는 국면이 나타났
다. 그리고 건축물 사이의 큰 고목은 1층에서 3층까지 관통하여 
식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특별한 경관효과를 주었다. 생태적 문제
에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예술의 형식으로 생태환경보호의 이념
을 전달하였다. 이런 디자인 방법은 디자인이 시작될 때부터 생태
의 이념을 보여줄 수 있다. 

생태
디자인
리스트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 ● ◌ ●

표 7. 중국 사례분석

나가하마 구시가지
위치 긴키지방 면적 247.01km² 
년도 1984 이전 유형 상무역 도시

설립
배경

나가하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다는 나가하마성 아래에 
형성된 동네로 400년 전부터 무역업이 성행했던 무역도시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3번째로 철도가 개설되고 소학교, 은행 등이 
건설되는데, 1900년에 건설된 흑벽은행(벽체가 검어 이렇게 부
름)이 나가하마 구시가지의 핵심부분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 번성
기를 누렸던 나가하마는 1970년대부터 도심인구가 줄어들면서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는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미지

특징

일본 지방정부는 기존 자원들의 가치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 방식
을 채택하였고, 1984년 ‘박물관도시구상’이라는 목표를 세워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도심의 빈 땅에 히키야마박물
관을 건설하였다. 
이 박물관이 바로 나가하마 구시가지 재생의 핵심이 된 ‘흑벽지

표 9. 일본 사례분석

게이츠헤드(Gateshead)
위치 타인위어 주 면적 538 km2 
년도 1990 이전 유형 중공업 도시

설립
배경

게이츠헤드는 영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이다. 이지역에서
는 석탄산업이 활성화되다가 산업혁명 이후 금속제조업, 조선업, 
화학공업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1980년 중반, 중화학공업의 쇠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쇠퇴를 
가져왔고 결국인구감소와 심각한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했다. 이러
한 배경으로 게이츠헤드는 실패한 중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
하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주도
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된다.

이미지

특징

게이츠헤드의 도시재생전략은 총 세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도시이미지 형성, 두 번째 
단계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창조적 인력 유입, 마지막 단계
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적 도시재생의 확산으로 나눌 수 있
다. 1단계에서‘북녘의 천사(The Angel of the North)' 프로젝
트와 가든 축제(Garden Festival)를 진행했고, 2단계에서 대규
모 문화시설인 밀레니엄다리, 발탁현대미술관, Sage음악당을 건
립했다. 3단계에서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진 대규모 쇼핑센터 메트
로센터의 재생, hilton호텔건립, 게이츠헤드 의회에서 추진한 게
이츠헤드 재생전략을 추진했다. 

생태 
설계

장소 내의 수계를 완벽하게 남기고 굳어지지 않은 땅도 남겼으며 
포켓 공원과 잔디밭 광장을 지어 구역 내의 미기후 평형을 담보하
였다. 또한 남은 여러 작은 토지를 이용하여 수원을 보존하고 장소 
내의 식물이 토지 자체의 수분을 통해 자라나게 하여 도시 속에 대
규모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막아 근본적에서 수토의 생태능력을 높였다.

생태
디자인
리스트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 ● ◌ ●

표 8. 영국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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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출발점이 된다. 1988년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8곳이 공
동으로 쿠라카베주식회사라는 제3섹터를 설립하고 먼저 흑벽은행
을 쿠라가베글라스관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또 다른 흑벽건물들을 
찾아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
였다. 
이후 창립 10주년을 기념으로 쿠라카베주식회사는 또 다른 주식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며 발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생태 
설계

나가하마에서 옛 성 개조를 시작하기 전 해안선은 모두 항구로 이
용되었으며 시민은 해양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
었다. 때문에 팔경도 개발 구역을 건설하였다. 구역의 총 면적은 
24헥타르며 해안선에 대하여 전면적인 생태회복을 진행하여 근해 
식물과 해양생물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해안선의 건축물 
높이를 다시 한번 낮춰 근해 녹지의 면적을 증가했으며 나가하마 
옛 성의 해안선 생태능력을 점차 회복하였다.

생태
디자인
리스트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 ● ◌ ●

3. 소 결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지리  치, 

문화  특징, 생태  특성, 풍속습 , 건축특색 등 여러 

방면의 요소들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요소

들이 상호작용, 상호제약하면서 도시재생에 무한한가

능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례 창  조 사  용 폐  기 재  생

미국 와라와라 거리 ● ● ○ ○
프랑스 까르까손느 ○ ● ○ ●
중국 따산쯔 789예술특구 ○ ● ○ ●
영국 게이츠헤드 ○ ● ○ ●
일본의 나가하마 구시가지 ○ ● ○ ●

표 10. 생태디자인 리스트 선별
                       (● 관련성많음, ○ 관련성적음) 

사례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도시 경 을 재생하는 건설은 정부의 상응하는 정

책과 결합하여 진행을 했고, 반드시 로젝트 건설

은 최 한정책상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미

국의 （walla wallla main street ） 로젝트와 

랑스의 （carcassonne） 로젝트에서 볼 수 있다.  

2. 도시 경 을 재생하는 건설과 상업이 충분히 결합

되어 진행하 으며, 경 이 회복과 재생을 얻은 후

에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각 국가의 우수한 사례

들은 모두 이 에서 잘 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도시 재생 발 의 필연 으로 운 되는 추세이

다. 단지 각각의 로젝트 안에서의 경 과 상업 

계의 처리에서만 서로 다른 이 있었을 뿐, 모

든 로젝트의 상권에 한 의존도 역시 달랐다.  

3. 많은 로젝트는 모두 다용도의 종합 인 장소를 

만들어 경 이 그 에서 다원화의 특색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 노드의 설치는 다수의 장소에서 많은 기

능이 교묘하게 나타냈다. 를 들어 국의 798 

술구역의 많은 장소에 설치된 것은 람을 할 수

도 있으면서 한 상업 인 경매를 진행하는 홀이 

되도록 하 다. 그러므로 경  디자인 에 두 가

지 기능을 겸비하도록 하 는데, 술 인측면과 

동시에 상업 인측면을 갖추게 하 다.   

4. 우수한 사례 에는 모두 우수한 문화의 발굴이 나

타나 있다. 국의（ Gateshead ） 로젝트는 산

업 뒤에 드러난 산업정신에 한 충분한 이해를 갖

고, 장소의 복구와 동시에 문화 인 정취를 부여하

여 진행하 다. 국의 798 술 구역은 국 

인 술이 발휘되도록 하 다. 이런 사례들은 모

두 도시 재생의 과정 에서 유익한 역사문화 발굴

에 하여 매우 요시되는 것이다. 문화는 도시 

재생의 심과 같아서 도시로 하여  계속해서 생

기와 활력을 유지하게 한다. 

5. 사례분석 결과 산업 단지의 건설 기에는 문화 가

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에는 상업과의 

충분한 결합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

기에 와서는 환경의 후속  보호 작업에 잘 맞는지

에 해서 요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나가하마 옛 

성은 로젝트의 모든 단계마다 한 감독과 제

어를 잘 진행하여 더 좋은 도시재생의 효과를 달성

했다. 

6. 도시재생의 규모와 도시의 발  수 은 서로 상응

하게 된다. 우수한 사례에서 토론한 디자인의 장

은 각각의 로젝트의 구체 인 환경 가운데에서 

토론을 하여야 한다. 일방 인 디자인 방안에 한 

토론은 실 하는 것이 비과학 이다. 그러므로 도

시 재생이 실제에 맞도록 하는 것은 특히 요하

다. 우수한 사례에 하여 분석을 할 때에도 바로 

이 을 특별히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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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근 산업의 재활용과 도시재생 디자인에 

한 연구를 분석,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은 체 이고 입체 인  에서 개

시켜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구성은 

한 방향으로만 편 될 수 없고 종합 인 각도에서 이해

하고 진행시켜 나가야지만 체도시가 유기 으로 순

환할 수 있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훌륭하게 계승시켜나

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수요와 시간개념의 도입이다. 도시재생의 시간

인 향과 필요기능의 변화에 해서 디자이 는 디

자인책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료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  향과 단기

 효과를 비교해 본다. 디자이 로써 디자인에 사용되

는 각각의 재료들에게서 생기는 단기효과와 장기 향

간의 계를 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폐기와 회수 시스템이다. 도시의 유기 순환은 

폐기와 회수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 훌륭한 폐기와 

회수방식은 도시환경에 가장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

다. 모든 디자인은 생명주기가 있는데 만약 폐기와 회

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다면 도시재생과정  인력, 

시간 등 낭비하게 되는 부분을 폭 일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문화의 계승이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론

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이 의 표 을 

통하여 들이 도시재생에 해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문화를 소 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로경 의 지속 인 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련 경  법규를 보완하고 강화하거나 가로

공간의 구성요소인 가로변 건축, 가로시설물, 수목, 옥

외간  등 공공의 공간을 지속 으로 리하여 내방객

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쾌 한 가로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수 있는 기 자료가 되고 도

시재생  부딪치게 되는 각종 디자인문제에 해서 시

사 을 제공해  수 있길 바란다. 한 지역역사문화

를 드러낼 수 있는 효율 인 공간 활용을 통해 지속

으로 창출되는 진정한 문화도시가 곳곳에 생겨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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