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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는 디자인서울

쾌적하고 여유있는 공공공간

저밀도 · 고효율 공공시설물디자인 개발

통합하는 디자인서울

다기능 · 다목적 공공디자인

통합된 도시디자인 실행체계 정립

더불어하는 디자인서울

시민·전문가·행정·파트너쉽 형성

참여형, 체험형 디자인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디자인서울

자연과 인간친화적 디자인

미래지향의 순환 가능한 디자인

지속적인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_Vol09.indd   1-2 2010.1.13   4:33:13 PM



Contents 
공담 : 공공디자인 담론  2010. Vol. 09

발행일 2010.01.15

발행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기획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홍군선  디자인서울기획관

 김성보  공공디자인담당관

 강효진  디자인지원실장

 장지광  디자인지원실

 권은선  디자인지원실

 양승주  디자인지원실

 박정화  디자인지원실

담당 황상미 (디자인지원실)

제작 (주)근아 프린팅

표지이야기

이번달 표지는 보신각종  

서울정보문양 디자인맵입니다.

디자인서울은 지금 

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디자인도서 읽기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

서울시민의 손으로!
02 디자인을 보려거든 서울로 가라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는 서울이다

02 가자 서울광장으로!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디자인체험의 장 운영

04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을 디자인으로

 600년 디자인 역사를 첨단 IT기술로 표현한 서울디자인자산展

05 도시, 디자인으로 도약하다

 WDC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 국제컨퍼런스 개최

06 디자인으로 여는 세계의 동쪽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0  서울색, 서울서체 등을 적용하여 서울만의 디자인 정체성 표현

 남산을 달릴 친환경전기버스, 새로운 디자인을 입다

12  서울색표집, ‘2009한국색채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글씨체 마음에 드세요?

13  서울상징 해치 문화상품화 사업

14  은평소방서 이전 신축

15  안산 도시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16  상하이 근대주택 : 스쿠먼’

18  타이페이 모던의 상징, ‘신의지구’

20 도시의 프롬나드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_Vol09.indd   3-1 2010.1.13   4:33:18 PM



2 3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거울을 통해 미소짓는 자신의 모

습에서 디자인이 서울의 모습을 밝게 하는 요소임을 체험할 수 있

으며, 두번째 「서울의 매력, 서울의 상징」 체험존에서는 디자인서울

의 기본요소인 10가지의 서울색, 서울서체, 해치 등 서울상징을 관

람하고 장식물을 열어보고, 당겨보고, 돌려 봄으로써 색의 변화·합

성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번째 「생활속에 숨쉬는 디자인서울」 체험존에서는 도시갤러리, 

서울디자인 마당,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속에 숨어 

있는 디자인적 특성과 에어백의 움직임을 통하여 디자인서울의 역

동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우리의 희망」 체험존에서는 디

자인을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경제의 기반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소망을 담은 메

시지로 완성해 가는 공간이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시민들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오후 7시 ~ 9

시에는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쇼도 진행되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

게 될 것이다.

「해치 소망의 문」은 시민들의 2010년 새해 소망이 담겨있는 2,010

개의 소망그림판을 모아 해치 모양이 포함된 조형물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또한, 「해치 양반의 서울 도심 나들이」는 세계적인 한복 디

자이너 이영희씨가 제작한 한복을 차려입은 서울상징 해치 12마리

(1년 12개월을 의미)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의 해를 맞아 시민들

에게 새해의 축복을 비는 문안인사를 드리는 뜻을 담아 WDC 소망

조형물의 주변에 원형으로 전시된다.

한편, 기존 「신청사홍보관」은 기존 전시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2007년 서울이 세계도시간 경쟁을 거쳐 처음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추진한 세계디자인수도서울2010사업을 소개하는 공

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을 시민고객과 함께 축하하고 시민고

객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디자인수도 서

울이야기」 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체험의 장이 2009. 12. 18일부터 

2010. 1. 17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WDC 체험관」은 상모와 태극 모양을 형상화한 지름 25m, 최고높

이 5m의 나선형 체험공간으로 「디자인으로 웃는 서울」, 「서울의 매

력, 서울의 상징」, 「생활속에 숨쉬는 디자인서울」,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우리의 희망」 등 4개의 주요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디자인으로 웃는 서울」의 체험존에서는 천정과 벽에 설치

된 거울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에서 디자인의 

가자 서울광장으로!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디자인 체험의 장 운영

▲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체험관

▶ 해치양반의 서울도심 나들이

▼▼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이야기 

       행사장 구성도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_서울의 해맞이 기념 프로그램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는  디자인의 중

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도시가 중심이 되어 디자인

을 활용하여 경제·문화를 발전시키며 시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국제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Icsid,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y of 

Industrial Design)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특히, 서울은 2007년 10월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디자인 성과가 뛰어나거나, 

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시들간의 경쟁

을 거쳐 최초로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디자인 도시라고 하면 런던, 파리, 뉴욕 등을 

떠올릴 것이지만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을 통해 

‘디자인서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창조성과 고유성을 자랑하는 세계 디자인의 허

브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을 보려거든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세계인의 입에

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여 서울이 사람과 돈이 몰려

드는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됨은 물론 미래 디자인비전을 

이끌어갈 세계디자인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확

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디자인을 보려거든 서울로 가라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는 서울이다

332

해치 소망의 문

WDC 홍보관(신청사홍보관 홍보관(신청사홍보관 활용)

WDC 모빌아트
WDC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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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

텔에서 WDC서울2010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도

시디자인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계 디자인 도시의 시장을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는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

념함과 동시에, 디자인 정책, 디자인 산업지원육성,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디자인을 통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함께 토의하고 협력하는 공동 노력의 장이 될 것이다.

본 국제컨퍼런스는 2008년 세계디자인수도 시범도시인 토리노, 

2012년 세계디자인수도인 헬싱키와 분야별 도시디자인으로 성공

한 도시의 시장,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디자

인 분야 전문가 약 50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도시, 디자인으로 도약하다’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발

표를 포함한 세계의 디자인 도시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참가도시와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도시디자인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서울디자인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는 향후 서울의 디자인정책에 반영되어 시민

고객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디자인수도 _ 서울2010을 기념하여 서울시는 2010. 1. 8일부

터 3.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디자인자산展」이 개최되

며, 서울 디자인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시민고객에

게 우리 디자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

인 디자인 자산을 선보이게 된다.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

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

서 재발견, 재해석하여 지난 7월 6일 대표적인 자산으로 51선을 최

종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도시간 국제경쟁을 거쳐 최

초의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 디자인의 뿌리와 당위성, 그

리고 디자인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600년 서울의 디자인 역사를 3D 홀로그램, 미

디어, 영상물, 입체 전시물, 키오스크 등 첨단IT기술을 비롯한 다양

한 전시기법으로 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서울디자인자산의 과거, 

현재, 미래적 가치를 보다 생동감 있게 보여 줄 것이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을 디자인으로 

600년 디자인 역사를 첨단 IT기술로 표현한
서울디자인자산展 

도시, 디자인으로 도약하다 

WDC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디자인자산

고궁 ┃

54

┃홍대거리 ┃독립문 ┃소나무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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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은 지금

76

디자인 동대문이 열렸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지난 10월 개장함에 따라 시민고객과 디자

인서울, 일상과 디자인의 접촉면이 한껏 열렸다. 

대지가 흐르다 벽이 되고 그 벽이 서울의 역사와 디자인을 품는 건

물이 되었다가 다시 땅으로 스며드는 자하 하디드의 건축 디자인

은 ‘건축-조각’ 그 자체다. 디자이너를 위한 전용갤러리가 생겼고, 

서울성곽과 하도감터 등 서울의 과거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

게 디자인하는 자원이 된다. 그 속에서 시민고객들은 디자인을 통

해 만나고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휴식을 디자인한다. 

하지만 아직은 예고편이다. 서울의 디자이노믹스와 서울시민의 새

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세계 디자인의 동쪽문’ 동대문디자

인플라자(DDP)가 남았다. 공원 중심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디자

인감성공간으로 시민에게 열린 디자인체험을 전한다면, 건물 중심

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지식공간으로서 디자인과 경제, 

디자이너와 시민의 접점공간이다. 하지만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시민과 통하지 않는 디자인, 디자이너의 열정과 고민으로 깊어지지 

않는 디자인 모두 디자인 동대문을 제대로 드나들 수 없다. 디자인

과 삶, 행정과 시민고객의 동행이 서울의 아침을 여는 흥인지문 바

로 코앞의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룰 수 있다. 먼저 개장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차분히 둘러보면서 DDP를 확실히 준비하자.

디자인으로 여는 세계의 동쪽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의 살아있는 역사를 디자인하는 곳,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운동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열망을 담고자 했다. 우선 공원의 골격과 이름이 

그렇다. 이름에서는 역사로 숨을 쉬고 디자인으로 꿈을 꾸는 새로

운 삶을 초대한다. 공원의 골격 역시 오래된 터와 역사를 반석 삼

아 내일의 꿈을 키우는 첨단건물을 역설적으로 조화시켜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일을 향해 ‘높이’ 비상하는 디자인의 꿈을 

아로새겼다. ‘자연’ 중심의 공원과 달리, ‘인간’의 행위를 기억하고 

더 나은 꿈을 키우는 ‘역사+문화’의 특화공원을 개념으로 했기 때

문이다.

그런 점에서 동대문운동장 부지는 곧 장소의 혼(genIus loCI)이다. 

서울성곽과 하도감터, 조선시대 건축유구와 각종 유물들은 이곳이 

오래된 미래로서의 서울을 디자인하는 태반이 된다. 

아름다운 홍예문과 견고한 치성을 안고 흐르는 88자(265M)의 서

울성곽은 공원의 젖줄역할을 한다. 공원과 플라자를 가로지르는 

성곽은 88자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심에서 튼실하게 섬처럼 

복원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부각되는 강한 단절은 남산과 낙산 자

락의 성곽을 강력하게 지향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면면히 흐르는 

서울성곽을 그리게 한다. 그 옆 한편에 각종 건축유구와 생활유적

들이 이루는 노천박물관이 있다. 4,459㎡의 동대문유구전시장 2

개. 운동장의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나온 하도감터와 조선시대 우

물터, 건물터 등 40여개의 건축유구를 한데 모아 도심 속의 진기

한 타임캡슐 역할을 하게 했다.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모성적 창의(genIus)로 장소의 혼을 강

화한다. 직선과 직각이 거의 없는 유기적 형상과 노출 콘크리트 등 

재료적 질감이 돋보이는 ‘작품’ 건축물은 수직적으로 치솟아 주변 

공간과 사람을 압도하는 주위 빌딩과 달리 오가는 사람들과 공간

의 기능을 편안하게 품어낸다. 

건축물은 역사 테마 2채, 디자인 테마 2채 등 모두 4채. 공원 건설

현장에서 출토된 자기, 엽전, 생활용품 등 유물이 1,313㎡의 동대문

역사관에 상설 전시되며, 339㎡의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은 근대 스

포츠의 산실이었던 운동장이 만들었던 다채로운 사건과 인물들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운동장을 밝혔던 전광판의 초대형 백열등, 글

자 크기가 어린애만한 옛 간판의 조각, 쇼쇼쇼를 외쳤던 광고전단, 

그리고 운동장에서 펼쳐졌던 경기의 기록영상 등은 운동장에 대

한 향수를 촉촉하게 되살린다.

DDP의 선행공간이자 시민들의 열린 디자인 체험을 이끌 디자인갤

러리(400㎡)와 이벤트홀 및 카페(1,847㎡)는 공원의 앞뒤를 차지해 

다채로운 기획전을 펼친다. 디자이너 전용 갤러리인 디자인갤러리

는 디자이너들이 고심에 찬 창작물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

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디자인 확산 공간이다. 시민참여를 다양

한 형태의 예술과 여가, 교육으로 이끌어낼 이벤트홀은 서울성곽

과 홍예의 아름다운 선과 돌의 견고한 질감을 즐기면서 일상 속의 

편안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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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1년 12월 오픈 예정

견실한 디자인 생태계를 구성할 복합적인 공간 구성과 콘텐츠를 

준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현재 인테리어설계사업,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 기획사업, 소장품 수집사업 등 3대 사업을 축으로 

DDP의 뼈대를 구성하는데 여념이 없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랜

드마크 안팎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하

고, ‘디자인으로 여는 세계의 동쪽문, DDP’를 테마로 차별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 국내외 폭넓은 

네트워크의 자문과 교류를 통해 DDP의 소장품도 하나하나 채워

가고 있다.

DDP는 단순히 디자인 전시공간에 머물 수 없다. 서울 동쪽의 새

로운 진경(眞景)을 창출하는 한편, 디자인서울 2기의 핵심과제인 

디자이노믹스를 구현하고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전통과 현대, 동

양과 서양, 가능과 불가능을 뛰어넘어 역동하는 세계 디자인의 중

심 거점, DDP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서울 모두의 꿈

일 것이다. 이제 시민과 함께 그 꿈을 나누고 디자인할 차례다. 흥

겨운 콧노래로 시민고객의 참여와 창의를 열자. 

동.동.동.동. 동대문 동대문을 열어라~♬

공원 개관 기념 프로젝트

서울색 서울이야기, 서울성곽 사진전

공원의 첫 단추 역시 ‘역사+문화’ 테마로 꿰어졌다. ‘문화도시’ 서울

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서울색 서울이야기>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켜온 서울성곽을 재조명하는 <서울성곽 사진전>을 10

월27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원 내 복원된 성곽 바로 옆에 있는 이벤트홀의 <서울성곽사진전>

은 우리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도전하는 서울성곽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성벽을 연상시키는 아트 월에는 서울성곽 축성

의 역사, 성곽을 둘러싼 도시계획사, 성곽보존정책 등의 역사적 사

실들을 쌓았고, 그 안에다 사진작가들이 미학적 관점에서 찍은 작

품사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염원을 담은 미디어작품 등이 

아름다운 벽을 이루도록 했다.

서울의 색깔은 무엇인가, 당신의 색깔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디자인

갤러리의 <서울색 서울이야기>는 47인치 모니터 38대로 만든 초대

형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다. 시민 관객이 전시장 바닥의 서울대표색

을 선택해 밟으면 영상으로 서울색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남산르네

상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이야기 35개가 차례로 소개된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설관리공단이 협력하여 서울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역사공원

이자 동대문과 서울의 새로운 비상을 디자인하는 문화공원, 시민이 

마음껏 열고 누리는 시민열린공원을 구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

획, 운영할 계획이다.

디자인서울은 지금

����������_Vol09.indd   8-9 2010.1.13   4:33:44 PM



10 11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남산순환버

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현재 남산순환버스는 2번, 3번, 5번 총 3개 

노선 15대가 운행중이며, 일반 순환버스와 

동일한 외관을 가진 노란색의 평범한 버스

로서, 근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르

네상스 사업이나, 관광객 유치 사업 등과는 

무관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주변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남산

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치, 서울

색, 서울서체 등 서울상징들이 적용된 서울

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새로운 남산순환

버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버스 외부 디자인에는 서울대표10색 중 주

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남산초록색, 한강은

백색 등을 적용하여 주변과의 배색조화를 

이루고, 버스 측면 중앙부에는 남산의 주요

장소들을 아이콘화 한 남산상징그래픽을 

배치하여 놀이동산에 소풍가는 듯한 분위

기를 연출했다.

버스 내부는 ‘핸드백을 걸 수 있는 손잡이’

를 적용하고 휠체어용 공간을 별도로 확보

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의 개념을 적

용하여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버스로 디자인하였다. 이 

중 핸드백을 걸 수 있는 손잡이는 서울시에

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2009년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품을 실제 디자

인에 적용한 것으로서 ‘더불어하는 디자인

서울’ 이라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을 반영

한 것이다. 

또한 금번에는 남산순환버스의 디자인만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버스 차체도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을 반영한 100% 무

공해 전기버스로 교체하여 그 의미가 더욱 

새롭다.

내년 초 2대를 시범운행 하는 것을 시작으

로, 2010년 내에 남산순환버스 15대 전체

가 새로운 디자인의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

체될 예정이며, 이는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남산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고, 국

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서울색, 서울서체 등을 적용하여 서울만의 디자인 정체성 표현

남산을 달릴 친환경전기버스, 
새로운 디자인을 입다

디자인서울은 지금

◀▶ 남산순환버스 이미지 

▲▲ 버스 내부
▲ 내부노선안내도

남산투어
Namsan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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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색표집▲

서울색의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제

작된 ‘서울색표집’이 11월 18일 사단법인 한

국색채학회에서 주관하는 ‘2009 한국색채

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색채개발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색표집은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의 색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정

립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의 시각문화환경 개

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850개의 서

울색을 개발하였으며, 올해 ‘서울색표집’을 

제작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분야 등

에서 서울색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색채의 정확한 현황진

단으로부터 시작된 서울색을 도시경관에 

적용가능하도록 서울색 도료를 개발하고 

서울색 크레파스와 색종이를 제작하여 어

린이에게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을 꾀

하고 있으며,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서울색

을 통한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해 주력할 것

이다.

서울상징 ‘해치’는 선악을 가리는 ‘정의와 

청렴’의 동물이며, 재앙을 물리쳐 ‘안전’을 

지켜주고, ‘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령스

러운 상상의 동물로서, 서울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울 시민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온 

서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 5 교수 등 전문가 자

문회의와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정하였고, 이 후 

해치가 가지고 있는 정의·안전·행운의 스토

리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다양한 형태

로 디자인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

의 서울상징으로 다가가고, 나아가 세계적

인 도시 상징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그간 

해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캐릭터마케팅 전문회

사인 ㈜위즈크리에이티브를 2009년 7월 

해치 문화상품화 사업 공동사업자로 선정

하고 해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봉제인형, 핸드폰줄, 티셔츠, 

가방 등 91개 품목 335종을 개발하였으며 

3개의 직영 매장과 6개의 위탁 판매점을 운

영 중이다. 직영매장은 광화문광장 해치마

당, 청계천 안내소, 영풍문고 종로점에 위치

하고 있으며, 위탁 판매점은 동대문역사문

화공원 커피숍, 북서울꿈의숲 매점, 동작대

교 커피숍, 신청사홍보관, 서울역사박물관, 

시청연금매장에서 볼 수 있다.

해치 상품은 캐릭터가 부각된 친근하고 귀

여운 이미지의 ‘내친구 해치’, 20~30대를 

겨냥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아이

러브 해치’,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서울상

징색’, 해치 BI를 활용한 ‘해치서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프랜들리 해치’ 등 총 

다섯 가지의 제품군이며,

상품별로는 시민들에게 제일 인기가 좋은 

해치 캐릭터 인형, 여성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는 해치 숄더백과 에코백, 꼬마들이 좋아

하는 해치 티셔츠, 그 밖에 해치 머그컵, 다

양한 모양의 해치 열쇠고리와 배지, 휴대폰

줄, 모자, 손수건, 해치 비즈 쿠션 등 등 깜찍

하고 귀여운 모습의 해치가 다양하게 형상

화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KBS 수·목 드

라마 ‘아이리스’에 광화문 광장내 해치마당 

기념품숍이 등장('09. 11. 26 방송분)하여 다

양한 해치 문화상품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

해 자연스럽게 서울 상징 해치가 시민과 더

욱 가깝게 되었다. 

서울시는 향후 2012년까지 미술관, 공항, 코

엑스 등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할 예

정이며, 200여 품목, 500여 종 이상의 상

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상품들

을 해치의 정의·안전·행운의 스토리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

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서울상

징으로 다가서게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

시 상징 브랜드로 발전하여 서울을 알리는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색표집, ‘2009한국색채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글씨체 마음에 드세요?

서울상징 해치 문화상품화 사업

서울시에서 한글서체를 아름답게 개

발한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가 드디

어 핸드폰에 적용되었다. 12월 삼성 

Anycall Corby(SCH-W900)모델에 탑

재를 시작으로 KT-tech 기기 등 다양

한 기종에 탑재될 예정이다. 서울서체

는 디자인서울홈페이지(design.seoul.

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디자인서울은 지금

┃ 해치서울 광화문점 ┃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촬영 모습 ┃ 해치서울 영풍문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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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위원회 소식

1514

디자인위원회에서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공공건물로서 안전을 고려한 디자

인,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자연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기본 방향으로 자문

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최초의 은평 

소방서 계획안에 대해 기능적인 문제를 지

적하였다. 외부 공간은 보행동선과 주차 동

선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배려

되지 않은 계획이었으며,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적인 타공판 붙임으로 인하여 내부 채

광 및 환기 효율이 저하되는 계획이었다. 또

한 조형적으로 3개의 건물이 상호 연계성 

없이 각기 다른 형태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과도한 크기의 옥상 캐노피 등 주변과 조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

었다.

따라서 개선된 디자인 안에서는 당초에 보

행로와 차도가 혼재되어 있던 외부공간에 

별도의 보도를 연장 설치하여 보행자에 대

한 안전과 보행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건물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 타공판 붙임, 

옥상의 거대한 장식 캐노피 등을 삭제하

고 건물 기능이 우선시되도록 디자인을 단

순화하였으며, 건물 진입부 주변의 개방감

을 확보하고, 부속 건물과 상부에 오버브리

지를 설치하여 동선을 단축하는 등 기능이 

우선시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조정되었다.

3개의 건물이 조형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

로 설계되어 상호 연계되지 않았던 당초의 

디자인 안은 각 건물을 통합하여 디자인하

도록 조정되었으며, 옥상 조경을 적극 확대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

자인으로 조정되었다.

공원 내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공원 내 수

목과 산책로 등 자연환경이 우선시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화장실 시설 자체는 공원 

내에 부각되어 드러나지 않고, 여성을 위한 

적정 변기수 확보, 환기시설 확충 등 기능

에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디자

인서울총괄본부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

자인 기본방향이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공원내 

공공화장실의 과도한 디자인과 직설적인 

표현을 극복하고 공공건물로서 일관성 있

는 이미지와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는 디자

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원내 공공

화장실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서울디자인위원회는 그 중 안산 도시자연

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초에 보행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진입부

의 과도한 계단, 경사로 발생은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여, 진입이 용이한 무장애 공간

이 계획되도록 디자인조정 되었다.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과도한 곡선형 지붕,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가벽, 내구연한이 약한 아스

팔트 싱글 지붕 등은 화장실 기능에 충실

하고 화장실 시설 자체가 공원 내에서 부각

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디자인이 조

정되었다.

서울시 공원내 공공화장실은 화장실 가이

드라인 적용을 통하여, 기능에 충실하고 공

원에 조화되는 세련된 공공디자인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본 「서을시 공원내 공공화장실 디자인가이

드라인」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 

(http://design.seoul.go.kr) →  디자인 DB  

→  디자인서울 E-Book 보기’에서 다운받

을 수 있다.

은평소방서 이전 신축 안산 도시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디자인 개선안 ▼

최초 계획안 ▼▼

◀ 최초 계획안,    디자인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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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근대주택 : 스쿠먼  
◀스쿠먼             안방▼

상해는 오랜 기간동안 중국의,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제1 무역도

시로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한데 섞인 (실크로드의 반대편 터

키와는 또 다른) 이색적인 풍취를 자아내는 도시이다. 일부국가의 

브랜드가 치중되어 도입되어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과 남미, 동남아

시아, 아프리카 등 오대양 육대주의 문물을 골고루 비교해볼 수 있

는 곳이기도 하다.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제일통로였던 만큼, 역

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아시아 침략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시기에는 반 강제적으로 침투국가의 문화 예술을 받아들이게 

마련인데, 이로인하여 상해는 그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만들어냈

다. 이 중 하나가 ‘스쿠먼(石庫門)’이라 불리는 연립식 주택이다. 본

자는 여기에 상해의 스쿠먼 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 그대로 ‘돌대문’이라는 의미의 스쿠먼은 19세기 말에 지어지기 

시작하어 1920-30년대 사이에 대단위로 자리잡은 주택 유형, 혹

은 그 주택의 입구 돌대문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때 상해의 80% 

이상의 주민이 스쿠먼에 거주하였다고 하니 상해 주택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쿠먼은 상해의 도시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듯 서양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된 주택 형식으로서, 중정을 둘러싼 가옥 형

태가 바로 중국의 것이며, 스쿠먼의 세부 묘사에서 단지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럽 건축, 특히 ‘테라스 주택(Terrace 

House 혹은 Row House)’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1851-65)’ 당시 이를 피해 상해로 몰려

든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으로 보급된 것인데, 1920년대 많은 

주택이 급작스레 지어진 탓에, 당시 지어진 양식 호화 주택에 비하

여 다소 허술하다. 

스쿠먼은 대개 중정이 있는 2-3층의 가옥으로, 초기에는 목구조

로 지어진 것이 이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벽돌 외벽이 추가되었

다. 대부분의 스쿠먼 가옥은 개발업자에 의해 대단위로 건설된 주

택 단지로, 대문과 중정을 포함한 작은 주택들이 벽 하나를 등지

고 ‘롱탕(弄堂)’이라 불리는 좁을 골목길을 따라 연립식으로 지어졌

다. 좁은 대지에 높게 지어진 터라 자연채광을 들이기 위해 광통로

나 중정등이 주택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스쿠먼은 방 2 거실 1 주

방 1, 방3 거실 1 주방 1, 등과 같은 형식으로 보급되었는데, 작지 않

은 토지 규모와 건축 세부를 볼 때, 중산층 이상의 가옥으로 보여

진다. 입주이후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방을 작게 나

누어, 한 가옥 내 다세대 주택이 형태로 변화해갔다. 집 주인은 주

로 남쪽으로 놓여진 거실과 주 출입구 위에 자리한 공간을 사용하

였으며, 주로 북쪽에 자리한 주방과 창고 위의 작은 방들이 하인들

에 의해 사용되거나 임대되었다. 

이 중 특히 임대용 목적으로 만든 작은 방을 팅즈지엔(亭子間) 이

라고 하는데, 보통 주방 위 중2층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에

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팅즈지엔은 주로 1920~30년대 정치.사회

적으로 불안한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신지식인들이 거주하였다. 

‘루쉰(魯迅)’, '궈모러(郭沫若)', '마오둔(茅盾)', '바진(巴金)', '딩링(丁玲)'

등, 상당히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이 초라한 작은 싸구려 방에서 

명작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이들의 생활상은 사전을 베게삼아 지독

하게 공부하며, 가난한 서울 유학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우리네 노

인들의 젊은 시절과도 흡사했으리라. 이리하여 그들의 작품들을 '

팅즈지엔 문학(亭子间文学,Tinzijian Wenxue) '이라고도 부른다. 

이 당시 스쿠먼 단지 내에는 호텔과 공방, 신문 보급소등이 있었지

만, 여전히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었다. 각각의 골목 입구에는 '옌

지팡(烟子坊) ' 이라 불리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는데, 상점이라기 

보다는 담배와 휴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작은 판매소였다. 

한때 80%를 차지했던 이 가옥들은 허술한 시공과 부실한 관리로 

(사실, 습도 90%를 호가하는 한여름을 목구조가 지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이기도 하다)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판자촌에 가

깝다. 또한 지난 십여년간의 광속도의 발달에 상해의 고주택들은 

고층 건물군과 유흥/쇼핑가로 대체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이런 현

대화 바람에 대다수의 스쿠먼이 사라졌으나, 최근에는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 당국의 보호하에 들어갔다.

여기 소개된 주택은 홍콩의 개발업체에 의해 재개발된 가옥으로 

현재 스쿠먼 박물관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있다. 가옥 옆으로 마

련된 전시관에는 당시의 생활상과 함께 신천지 개발과정이 소개되

어 있는데, 기존 건축구조에 설비보양을 한 경우, 많은 부분을 보

수해야했던 경우, 훼손도가 심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야 했

던 경우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이 시대적 이슈로 자리하고, '건축 보존학

(Architecture Preservation)'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 즈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옛것을 보존하여 또다른 가치를 추구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 능률적인 새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리모델링과 신건축 사이에서 한번쯤 발을 멈추고 생

각을 하게하는 곳이었다. 

주소: 타이창루 181롱 신티엔디 베이리광창 빌딩 #25 스쿠먼가옥 

전시관 (中国上海市 新天地北里广场太仓路181弄 25号楼 石库 

门民居陈利馆 )

글·사진│정혜원 동화대학교 RDI 전임강사 www.heona.net

┃ 주방 ┃ 임대용 방 ┃ 광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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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모던의 상징, ‘신의지구’ 

흔히 타이페이 시의 랜드마크라 불리우는 ‘101층 빌딩(Taipei 101)’

이 위치하고 있는 ‘신의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소식을 전할까 한

다. (101층빌딩의 전체 경관사진은 이곳에서 참고요망, http://www.

taipei-101.com.tw) 타이페이 101은 대만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상징

하는 건축물로2004년 101층 200,000평방미터의 건평, 총 508미터

의 세계 최고높이에 등정 이후, 세계의 주목을 끌기위해 꾸준히 이

슈화시키고 있는 초고층 마천루이다. 외관은 대나무 모양으로 동방

의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건축물의 유연성과 지속성

장 등을 뜻하고 있다. 내부는 명품 쇼칭몰과 함께 잘 정돈된 실내외 

전망층을 개방하고 있어 타이페이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본 ‘신의지구’는 타이페이 101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으로 타이페

이 시정부가 설계한 특별 도시계획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우

선 타이페이 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지표적인 의미와 국제급도시

를 겨냥한 도시계획상의 경관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사회의 세

계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대만의 창’이라 상징할 수 있겠다. 서울의 

강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의지구는 고급 주택과 높은 교육열로

도 유명하다. 필자가 처음 유학와서 중국어를 하나도 모를 당시에

도 영어소통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직장인들의 영어수준과 외국인에 대한 호의는 놀랄만하다.

신의지구를 소개하게된 이유는 서울의 최초 강남개발계획과 비슷

한 점이 있고, 시정부에서 추진하는 야간조명계획이나 도심 자전거

도로 확보, 국제 디자인전시물 등 디자인적인 면에서 서울시 정책

과 유사한 점이 있어 도시계획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흥미롭게 지

켜볼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지구의 개발배경으로는 1981년 현대화 부도심 위한 계획 이후, 

원래 군용 용지였던 연근사령부소속 차량공장과 창고 부지를 시 

부분과 민간의 대량투자를 통해 상업시설과 기본설비 개발을 합작

하여, 현재 101층 빌딩 외에도 국제 컨벤션센터, 중국신탁금융빌딩, 

워너브라더스, 뉴욕뉴욕, 미츠코시백화점 등 국제기업과 각종 기업

의 주요 헤드퀴터와 외교본부가 입지한 전체 시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의지구의 경관계획에는 「점（節點）, 선（路徑）, 면（建築立面）」의 광

환경시스템을 도입한 ‘야간조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

분과 사적부분이 모두 참여하는 이 야간조명준칙(Lighting Master 

Plan)에 따라 각각 특색 있는 아름다운 조명을 통해 타이페이 시를 

상징할 만한 멋진 야간환경을 가꾸고 있다. 이 야간조명준칙에 의

거 신의지구 외에도 내후, 기룡, 향간, 주자제 등 신도시지구에 적

용하여 도로와 건물 개방공간 등의 경관요소에 조명개선계획을 세

웠으며, 공공부분 집행계획에만 1.7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

고, 신의지구에는 5~6년 예산 2.47억 대만달러(약 100억한화)를 

투입하여 시청주변 등 공공공간의 조명계획에 반영하였다. 발렌타

인데이, 크리스마스와 연말마다 기획하는 101층 빌딩의 야간조명장

식도 늘 즐거운 화제거리가 되곤 한다.  

신의지구 경관계획에서 또한 중요한 점은 101층 빌딩의 경관과 안

전성 등을 고려한 높이 제한이다. 이는 건축부지 섹션을 나누어 실

시하여 A3, A5, A18, A23의 건축부지는 고도 126M 이하로 제한하

고，A1, A2, A4, A6, A7, A14, A15, A21, A22섹션은 고도 85M로 제

한, 주로 인기있는 쇼핑몰이 위치한 A8, A9, A10, A11, A16, A17 등 

101층 빌딩과 주요 컨벤션빌딩과 가까운 구역은 고도 45M로 제한

하였다. 

낮은 레벨이 주는 편안한 시각과 어울려 식재조경을 한 A8, A11 주

변에는 공연 등의 활동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연을 2층과 

3층 연결 통로와 외부 복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활기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던한 분위기의 A11의 2층 

PUB에서는 맥주와 함께 열정적인 음악을 감상하며 흥겨운 금요일 

밤을 보내는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

고 각각 섹션마다 안내표지와 주차구역을 보기 쉽게 표시한 것도 

이 지역 방문객을 위한 편리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1918
▲ a8주변 ▲ 신의주구쇼핑몰 ▲ 보도와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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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_ 뉴욕

02 _ 런던

03 _ 서울

타이페이 시청주변인 시민광장과 청사주변에는 쉴 수 있는 아담

한 공간들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배려한 동선의 공간구

성과 공원둘레의 작은 실개천 설계는 무더운 타이페이의 한낮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간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이곳을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고 신의지구 주변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배치해 두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도가 높은 편이며, 자전거를 이용한 

타이페이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시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요 자전거 

도로와 잘 연계가 되어있어 시티투어의 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아직 공사중인 101주변은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전시물들이 배치되

어 있고 무역센터와 컨벤션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타이페이시 문화

국에서 주최하는 예술행사나 창의활동이 각 시기에 따라 전개된다. 

시민활동과 관광, 비지니스와 컨벤션, 외교와 정부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타이페이의 대표적 모던 공간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신의지구는 최첨단 기술을 응집한 101빌딩과 함께 대만의 국

제세계를 의식한 첫번째 특별설계지구라 할 수 있고, 본 디자인 기

법은 각 지방의 랜드마크 설계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유은영 대만대학교 건축청향연구소(해외통신원)

01
02
0304

01 시민광장
02 지역표시판
03 공공디자인
04 자전거

도시의 프롬나드

목   차 제1장 _ 21세기 도시거주의 키워드 ‘걷고 싶은 생활환경’ 

제2장 _ 걷고 싶은 거리의 매력이란 

제3장 _ 거리의 매력을 점으로 다룬다 

제4장 _ 거리의 매력을 면으로 다룬다

제5장 _ 거리의 매력을 의식으로 다룬다 

제6장 _ 걷고 싶은 생활환경의 실현을 향하여    

| 책소개 |

도시의 프롬나드는 걷고싶은 거리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도쿄의 

대표적인 거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리의 매력을 거리의 역사, 문화, 거주민의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휴먼스케일이 거리매력의 중

요한 평가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풍요로운 삶과 즐

거운 개성을 전해주는 거리와 그런 거리의 매력적인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책소개 |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이 책은 뉴욕, 런던, 서울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도시 재생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행해지

는 개발과 보존, 재생에 대한 무지함과 왜곡된 현상을 바로 보고 진

정한 도시재생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작은 문화현상에서부터 

대규모의 도시계획까지 13개 주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만난다. 

도시 재생에 대한 논의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생의 개념이 불확실한 우리의 경우, 도시의 규모는 짧은 시간 성

장했지만 기존 질서에 대한 인식 없이 새로운 계획과 확장만이 해

법으로 인정되었다. 결국 수많은 단절과 충돌, 부조화가 문제시되

었고, 이제 우리도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갈급해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부터 뉴욕, 런던, 도쿄 등 거대도시들

은 도시를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은 결코 도시재생의 모범답안이 아니다. 저자는 세 도시의 사

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화려한 성공스토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도

시재생에 담긴 고민과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도시는 매

우 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역동적이기 때문에 도시가 살아나기 위

해서는 몇몇 소수에 의한 거대개발계획이나 정책에 앞서 도시에 대

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를 

넘어 문화적 비전으로 확대되는 것만이 도시와 공간을 살릴 수 있

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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