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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양  확장은 도시의 환경이 제공해주는 공공성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

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획일화된 공공디자인의 환경  메시지를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과제

를 가져다주었다. 도시의 공공환경은 지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심축을 이루며, 그 지역의 반 인 가

치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경  디자인이 잘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역의 가치는 매

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기 로 도시 랜드화에 따른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을 반 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부분에 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한 객 인 내용을 

검증하기 하여, 도시 공간 표 의 시각 ․물리  특성을 외부 공간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방법의 개념을 

잘 용한 토쿄 마루노우치 거리와 리 샹젤리제 거리의 도시경  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창의  

도시경 에 한 디자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재고하고자 하 다. 

■ 중심어 :∣창의∣도시경관∣스토리텔링∣마루노우치∣샹젤리제∣도시문화∣공공디자인∣

Abstract

Korea's latest quantitative urban development led to a result to lose our public properties' 

identity provided by urban environment, so we now have to think how to solve environmental 

matter of one-sided public design. Because one city's public environment is the central axis to 

determine its first impression and also connected with its overall value, the region's value show 

obvious differences by its urban scape design. Therefore we analyzed current cityscape of 

Tokyo's Marunouchi street and Avenue des Champs-Elysées in Paris which applied how to 

connect visu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representation to outdoor space's 

nature well, and tried to reconsider what is our design identity of creative city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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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은 로벌화 시 에 새로운 도시가 재생되고 

탄생되는 변화와 함께 도시환경이 가지는 요성에 있

어서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하여 타 도시와 구별되는 

창의  도시경  디자인 시상( 象, City Image)의 구

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디자인되어야 할 것

인가를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에서 그 해법을 찾기 해 

연구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분의 도시개발이  주거형 심

의 아 트 단지를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신도시가 개발 

되었고 이를 통해 이 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시환

경이 탄생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일방 인 양

 확장은 도시의 환경이 제공해주는 공공성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

고 획일화된 공공디자인의 환경  메시지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개

발되는 하천의 개발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

듯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 인 생태하천 재생성

의 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을 인정하는 부분

에서 더더욱 그 다.    

오늘날의 모든 디자인 역들은 그 상물이 유형

인 것이든 무형 인 것이든, 제품이든, 시스템이든, 생

태학 으로 건강하고 유기 인 체에 통합되는 인공 

환경의 구축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1]. 

특히, 미래의 도시환경을 측하고 비하는 에서 

지역 인 특성을 배재한 채 획일화 된  같은 도시들

을 복사하는 듯 한 도시경  디자인 개발의 반복된 결

과를 이제는 더 이상 방 해서는 안 되는 시 에 와 있

음을 재고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환경은 지역의 첫인상

을 좌우하는 심축을 이루며 그 지역의 반 인 가치

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경  디자인이 잘 형

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역의 가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특성을 살린 환경

디자인 개발은 지역 시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직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실용 으로 사용하는 상일 뿐 만 아니라 상징 ․시

각 인 요성이 더해가는 공간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시각 인 액센트의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삭막한 도시

를 풍요롭고 우아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 인 

디자인 솔루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 이러한 도시 환경의  내․외 인 지역의 창조  

역량을 증 시킬 요한 요소 의 하나가 바로 도시경

 디자인이며, 지역의 메시지를 차별화하여 달하는 

도시경  디자인은 삶의 질을 시하는 의식변화에 따

른 도시이미지 차별화 컨셉의 메타포(Metaphor)를 

한 요한 모티 가 되는 것이다. 문화 수요의 증 와 

사회․정치  여건변화에 응하여 지역의 도시가 가

지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도시경 의 요소인 공공디자인 등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은 도시환경과 도시가 가지는 문화에 

한 새로운 수요가 지속 으로 창출되고 있고 이를 반

하는 새로운 도시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듯 도시환경의 사회  변화가 새로운 가치 의 

배경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획일화, 문화, 표 화 등

으로 분석 인 사고, 보편  가치와 물질  가치가 

요한 기 이었던 사회에서 벗어나 정보, 문화, 환경 사

회로 환되고 있는 것으로써[3] 그동안 도시를 만들고 

조성하는 일반 인 개념과는 달리 도시가 가지는 다양

화, 다변화에 한 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

에 바탕을 둔 창의  공공디자인 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충실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격한 도심 인구 증가로 인한 주

택수요를 해결하기 해 개발되고 있는 도시의 획일

인 모습의 개선을 한 책의 일환으로 도시경  디자

인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기능성의 해결 내

용만으로 도시개발을 더 이상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에 유념하여 지역의 특성  지역계획, 국가계획 등 

련계획을 반 으로 조사, 반 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창의  도시 만들기로써의 도시경  디자인의 여건  

잠재력을 증 시킬 방안에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도시경관 디자인의 현황과 분석

한국의 도시는 반세기 동안 격한 경제 발 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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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양  팽창에 의하여 사회, 경제 인 변화에 따

라 획일화되고 메마른 아 트 주의 도시 이미지로 발

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지방 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각 지방 도시들은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

회, 문화 인 요소들의 용과 더불어 통 인 특성화

에 차별화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1958년 서울시 성북구 종암아 트를 효시로 아 트

가 건설된 이래 1960년  마포아 트 분양에 이어 1970

년   개 동 주공아 트가 공  될 때만해도 일반

인 주택난을 해결하기 한 개발의 형식이었다. 이후 

1980년  분당과 평 , 일산 등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무후무한 범국가 인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격한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가 갖는 지형

, 사회 , 경제 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살기 편

하고 효율 인 주거공간을 한 신도시 난개발은 획일

인 도시환경을 잉태하게 하 고, 이에 따른 둥이 

도시들을 지속 으로 반복하여 양산하게 됨으로써 

국에 있는 새로운 도시들 모두가 유사한 형태로 탄생되

는 기형 인 신도시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래하 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고자 

앙정부와 각 지방단체에서 세부 인 공공디자인 련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 체가 보여

주는 도시경  디자인에 한 문가가 으로 부

족하고 이에 따른 문제 을 해소하고 지역  특색을 살

리며, 역사 문화  요소가 가미된 도시경  디자인을 

실행하기 한 의지와 실행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안타

깝게도 실은 그 지 못하다. 

결국 도시환경의 격한 변화를 이유로 도시를 구성

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계와 이들 각 객체들

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체성 표 에 한 요구가 

차 증 되고 있으며, 요 수도권 도시를 심으로 지

자체의 역사․문화 인 특성이 정책 으로 개발되고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으로 지역지구제에 ‘경  지구’

를 신설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경 지구

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3]. 이를 토 로 우리나라

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보다 종합 이고 각 분야마다 연계되는 지역상황에 

합한 도시경  디자인 운 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

여야할 시 에 와있으며, 특히 지자체 문화의 거리 조

성사업에 한 열기로 지방 자치구 마다 경쟁 으로 아

름답게 도시를 가꾸는 사업에 도시환경과 련한 공공

디자인 등의 시각 , 공간 , 사회 인 커뮤니 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시하는 의식변화에 따른 

문화수요의 증 와 각 지자체의 정체성의 확립을 하

여 도시경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주요 신도시 도시경관 조성 현황

일반 으로 지자체 각 도시의 도시경  디자인은 공

공디자인 기본계획 구상 아래 조례 제정과 자문단 기구 

설치, 옥외 고물 리조례 제정,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  인 라 구축과 포럼, 워크 , 홍보사

업, 간   사인물 등의 세부  실행 업무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집행한다. 그러한 결과로  국의 

신도시 내 도시경  디자인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여

러 장소에 독자 인 의미부여와 감정이입을 통하여 나

름의 도시환경 정체성을 부여하 다. 최근의 도시개발 

컨셉인 친환경도시, 신재생에 지복합도시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미지를 가지는 테마가 마치 거 한 도시

를 상징하는 표 인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 계획의 실  실행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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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 어디서나 신도시의 유형은 무도 비슷하다. 

결국 도시의 경 디자인 구성요소인 공공디자인 가로

시설물 등이 타 지역과 구분을 하기에는 무도 유사한 

조형  결과물로 설치되고 있다는 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술과 문화  차원에서

의 공간 인 계, 생활자와의 계, 도시규범․행정과

의 계 등 각 상호간의 계를 잘 용하고 이를 기

로 기능 인 결과물을 생산하여 지역의 창의  컨셉을 

용한 도시경  디자인의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단된다[4]. 

그림 2. 국내 공공디자인 설치 사례

그림 3. 해외 공공디자인 설치 사례

도시경  이미지는 도시의 일부분 는 체에 하

여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  인상 등을 말하는 것으

로써 도시의 매력을 증진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단서

가[5] 되므로, 사람들로 하여  해당 도시에 하여 좋

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도시개발에 있어

서 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오늘

날 많은 도시들은 해당 공공공간의 이미지 차별에 커다

란 심을 가지고 정 인 공공공간 이미지는 살리고, 

부정 인 도시이미지는 제거하는데[6] 있어서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

력은 장소마 의 주요 략으로써 도시, 조경, 토목, 

건축, 고물, 색채, 조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조

화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7], 이때 도시가 가지는 

도시경  디자인의 사회 인 커뮤니티는 도시공동화, 

획일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해 도시의 특색과 문화  

차별성에 근거하여 도시이미지 창출의 시각  형상화 

이상의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Ⅲ.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역할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 의 합

성어로서 상 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

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달하는 것을 말한다. 스

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단어는 원래 문학에서 이

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이야기에 응용되

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만들

어 낸 모든 것에 내제되어 있다. 즉 이야기 달이란 단

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구나 이야기를 

나 며 살아가며, 이야기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이

는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8]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집

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스토리 는 내러티 (narrative)는 모든 문화권에서 

엔터테인먼트, 교육의 수단, 문화 보존  도덕  가치

를 공유하여 왔으며, 오랜 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 

달하기에는 거리(plot), 캐릭터, 그리고 시 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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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재 스토리텔링은 마 , 

컴퓨터 게임 즉 디지털 분야 등에 많이 용되고 있으

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써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집 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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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러한 개념에서 창의  

도시경  디자인을 한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는 지역

이 갖고 있는 특색을 주민들이 주체 으로 창조하고 

하여 시공간 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되어 뿌리 

깊게 내려온 지역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곧 그 

지역의 이야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도시 아이덴티티 전개

그러므로 지자체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지역문

화의 스토리텔링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공간을 만든다

는 것은 자신의 지역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화  특징을 스토리텔

링한 도시공간은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사람들에게도 지역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근이 용이하고 개방된 형태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신

도심의 외부공간이 이러한 특성을 반 하는데 매우 유

리하다고 보고 이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도시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도시공간을 이루는 사건, 인물, 정서 등의 요소는 특별

한 시간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정체성을 표출하는 근거

가 된다. 즉 도시공간의 정체성은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시간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로, 

역사  시간이 내포된 공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스

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공간 기획을 목 으로 실행하여

야 한다. 공간을 통한 스토리텔링 표 방법으로 그 소

재가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측면과 그 이

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 즉 교훈 인 의미와 이야기

를 통한 경험들에 을 맞추어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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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 반성  성찰과 

함께 신도심과 구도심의 공동개발의 공공  시각에서 

도시마 으로써  ‘기획’의 시각으로 도시의 환경을 바

라볼 수 있도록 변화를 기 하며,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을 용한 도시경  디자인의 공간 기획 가능성을 제시

하도록 해야 한다.

Ⅳ. 스토리텔링에 의한 도시경관 디자인 사례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의사소통이며, 도시이미지는 

그 도시의 일부분 는 체에 하여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  인상 등을 말하는 것이다. 보도블록이 산

뜻해지고 길가 벤치가 새로운 트랜드로 용되어졌다

고 해서 다른 공간과 차별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즐거움과 한 체험을 제공하며, 다른 공간과 다른 

분 기를 창출하고 건물, 시설물, 상품 그리고 경 이 

선정된 주제에 맞게 조화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의 지

배 인 분 기에 집 시키는 공간으로 창조되어 도시

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잘 달하는 변화야 말로 

도심 재생을 한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공간의 통합  

표 을 용하기 해 시각 ․물리  특성을 외부 공

간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방법의 개념을 잘 용한 토

쿄, 마루노우치 거리와 리, 샹젤리제 거리의 도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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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통하여 우리 도시의 경  디자인 정체성이 무엇

인지 재고하고자 한다.

1. 역사와 공적 공간의 만남 마루노우치
1.1 입지적 특성 - 지형적 이해
마루노우치는 에도 시 부터 발 해온 도쿄의 심

부이며 도쿄의 문 도쿄 역에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교토도리와 연계하여 일본 융 경제의 심의 상

징 축인 고층 건물이 즐비하여 이 일 를 인 한 오테

마치․유라쿠 와 묶어 “다이마루유 지구‘로 통칭된다. 

일본 와이 기거하는 황거(皇居)의 동쪽 해자(垓子)를 

따라 유라쿠쵸, 도쿄역이 있는 융의 심장부 오테마치

가 해 있다. 세 구역의 앙을 남북으로 통하는 1.5

㎞ 정도되는 길이가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앙거리)이

다.

1.2 역사적 특성 - 문화적 이해
일왕이 기거하는 왕궁까지 이어지는 교토도리 양

에 고층건물들의 늘어서 있다. 에도 시 부터 발 해온 

이 일 는 오랫동안 도쿄의 심부 으며 이일 의 차

도를 없애고 넓힌 보도에는 다채로운 공공미술 작품이 

경쟁하듯 들어서 있다.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일 는 근

 일본군의 막사와 연병장이 있던 곳으로 1900년   

유럽풍 붉은 벽돌건물이 나카도리를 심으로 들어서 

국거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고도성장기를 맞이한 

1960년 에는 다시 인 오피스 빌딩을 지었으며 

2002년부터 고층 빌딩으로 개축하는 3차 개발이 한

창이다.

1.3 이용자 특성 - 공간적 이해
마루비루가 재건축 오 하면서 주말이면 인 로 북

이는 나카도리와 마루노우치는 일 는 명품 랜드 

신상품의 쇼핑을 즐기는 행인들과 역사 거리를 둘러 보

는 객을 한 도시 문화 로그램의 활성화가 지역

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랜드로 재탄생 시

켰다. 이 일 는 아스팔트 신 돌로 만든 블록과 다양

한 오 제로 나카도리를 장식하고 양 으로 늘어선 각 

건물 1층에 유명 랜드 을 유치해 객을 유치하

고 있다. 이 게 마루노우치 일 는 과거와 재, 내국

인과 외국인들의 묘한 조화로 도심의 휴식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도쿄를 표하는 공  공간의 정비라는 도시의 가이

드라인이 말해 주듯이 마루노우치 일 는 최근 도쿄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이 지구는 오피

스 일색이었던 건물 1층을 쇼핑가로 단장하면서 주말

이면 텅 비던 거리가 인 로 북 다. 차도를 없애고 

넓힌 보도에는 다채로운 공공미술 작품이 경쟁하듯 들

어서 있으며, 문화 비즈니스 이벤트도 자주 열린다. 특

히 1929년 지어진 ‘마루비루(마루노우치 빌딩의 약칭)’

는 당시만 해도 동양 최고 높이(31m)의 최신식 건물이

었다.

그림 5. 전통과 현대의 만남 마루노우치의 나카도리

90년  들어 쇠락해 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해 

업무시설 집 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 고, 2002년 8월 마루비루가 재건축 

오 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롯폰기 힐스처럼 패션몰, 부

티크, 스토랑, 오피스 등이 한곳에 집한 마루비루는 

2007년 신마루비루가 둥이처럼 들어서면서 지역의 

부활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다. 그러나 마루노우치가 

주목 받는 것은 단지 도시의 풍요를 재생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2002년 지상 180m, 37층 높이로 재개장한 마루

비루는 ‘31m짜리 동양 최고 빌딩’을 그 로 지워 버리

지 않았다. 빌딩은 마치 두 덩어리를 포갠 듯한 인상이

다. 높이 31m 지 까지 큐  형태의  건축물을 재

하고 그 에 고층부를 쌓아 올렸다. 둘러보면 다른 

빌딩도 마찬가지다. 마치 탑처럼 기단 에 고층부를 

다시 쌓아 올린 듯한 구조로 재건축 다. 이 31m는 마

루비루의 역사이자 마루노우치의 역사를 일깨운다. 왕

궁 인근이라는 이유로 마루노우치는 60년  번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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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될 때까지 층수 제한이 있었다. 그 상한선이 31m

다. 시 가 바 어 고층 스카이라인을 허용하면서

도 그 기억을 보존하자는데 ․민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게 조성된 높이 31m 옥상정원은 빌딩마다 운치 있

는 스토랑 까페로 운 되고 있다. 역사  건축물을 

보존 활용한 ‘소 트 재개발’은 마루노우치라는 지역을 

하나의 랜드로 재탄생 시켰다. 오피스 지구라는 고정

된 지역 이미지가 ‘도시  1번지’로 바  것이다.

그림 6. 근대 건축물을 계승한 마루비루 빌딩

이를 활용한  상품도 인기다. 역사  거리를 둘

러보는 투어 가이드가 매일 객을 모은다. 도쿄를 

표하는 공  공간의 정비라는 도시의 가이드라인이 

말해 주듯이 ‘개방된 공간에 몰려드는 낯선 보행자를 

한 도로표지의 통일성’과 도시의 스토리텔링이 고부

가가치 문화상품임을 꿰뚫어 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마루노우치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도쿄 역에 인 했던 철도청 건물이 주변 

고층 건물로 기능을 이 하면서 교코도리가 시원하게 

뚫렸다. 도쿄 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왕궁 숲까지 이

어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쿄도리 주변 빌딩

의 녹지를 강화하고 도로에 물을 뿌림으로써 도쿄의 열

섬 상을 완화하려는 ’바람의 길‘ 로젝트를 함께 추

진하 다. 한 환경을 생각하는 책을 향후 도시 개

발의 기본으로 삼기 한 ‘다이마루유 도시 만들기 추

진 회(에코제리아 회)’는 ‘지역이 가진 역사의 기억

을 소 히 하면서도 다음 세 로 이어나갈 방향을 제시 

한다’며 ‘미래로 이어지는 천년 도시’라는 공공디자인의 

지향 을 ‘환경’이라는 화두로 주제를 부여하 다. 이 

지구는 개발의 성과만큼이나 과정도 주목 받았는데 민

간이 자체 으로 결성한 의회를 통해 도시경  디자

인에 한 요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 다[11]. 

이 게 도시의 과거와 재를 하나의 스토리로 개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복합공간의  일

성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도시경  디자

인의 창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시민이 만들고 세계인이 체험하는 샹제리제 
2.1 입지적 특성 - 지형적 이해
에펠탑과 함께 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개선문은 

리의 심장 부분에 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심으로 

12개의 도로가 방사형으로 곧게 뻗어 있다. 12개의 도

로 에서도 으뜸은 남동쪽으로 시원스럽게 뻗어 있는 

샹젤리제 거리이다. 샹젤리제 거리는 왕복 10차선의 도

로에 도로 폭 만큼이나 넓은 인도가 일직선으로 콩코르

드 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국의 런던과는 이하게 

다른 리의 모습에 한 국가의 지리 , 지형  여건이 

그 국가의 철학이나 국민성에 얼마나 지 한 향을 미

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 인 거

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7. 길게 뻗어 있는 샹젤리제 대로

2.2 역사적 특성 - 문화적 이해
심 을 기울여 만든 리 도심의 심 개선문을 시작

으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나간 샹젤리제 거리는 콩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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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르 장을 끝 지 으로 뒤쪽 튈르리 정원과 루 르 

박불 이 치해 있다. 특히 랑스인들의 도시 개발 

철학을 담은 문화  공간으로 튈르리 정원(Jardin des 

Tuileries), 오랑주리 미술 , 그랑팔 (Grand Palais), 

티팔 (Petit PALAIS) 등 1830년  지어진 다양한 

주제의 세 건축물들과 가로시설물들을 따라서 잎이 

무성한 가로수들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랑스만의 역

사, 문화 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이다.

그림 8. 샹젤리제의 건물 외부 디자인 현황

그림 9. 샹젤리제의 거리의 루이비통 본점  
 

2.3 이용자 특성 - 공간적 이해
웅장한 개선문과 시원스럽게 방사형으로 뻗은 로

들, 그리고 활기에 가득 찬 거리를 통해서 샹젤리제 거

리가 리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게 

조성되었으며, 샹젤리제의 시작 지 에서부터 샹젤리

제 거리가 끝나는 콩코르드 장(Place de ia Concorde) 

까지 넓은 로와 같은 인도와 일직선으로 길게 늘어선 

가로수를 따라서 도시가 지닌 역사 인 이야기를 달

하고 있다. 한 고 에서 에 이르기 까지 많은 미

술품 컬랙션과 더불어 다양한 퍼포먼스를 함께 연출하

으며, 거리를 걷는 내내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

도록 하여 자연 인 친환경 도시공간과 샹젤리제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공공디자인  도시경  요소에 

잘 용하고 있다.

그림 10. 널은 인도와 가로수의 샹젤리제 거리 

랑스의 도시경  디자인을 분석하다 보면 통치자

부터 시민까지 모두 도시의 환경을 체험하고  미래의 

도시 공간을 도시경  디자인의 조화를 통해 구 하고

자 하는 랑스인의 기질을 엿  볼 수 있다. 그들의 

력은 문화지상주의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역사 인 계

기나 부를 재투자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랑스인은 가

장 먼  문화에 투자한다. 이 게 창출된 랑스 각 도

시의 도시환경 디자인  랜드마크는 결국 랑스만의 

역사  스토리텔링을 도시경  디자인에 흐트러짐 없

이 잘 용하는 랑스인의 시민의식을 잘 반 한 결과

이다.

그림 11. 샹젤리제 거리의 공공디자인

특히 백년 넘은 건물에는 간 하나도 함부로 내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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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되어있으며, 샹젤리제 상 들은 색과 흰색의 

간 만 내걸었고 거리표지  등도 깔끔한 모양과 색으

로 정리되어 거리 체가 건물의 소재와 색채, 간 의 

수량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통일함으로써 도시 체의 

조형미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게 샹젤리제 거

리만의 다양한 도시경  구성요소의 종합 인 반 의 

정 인 결과는 도시이미지 창출에 비시간  이미지

로서 장소성과 그 기억을 담고 있는 역사 문화  토

를 발굴하는 스토리텔링을 배경으로 이를 구체 인 시

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콘텐츠의 이미지디자인 

작업에 공감하고 조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그 해답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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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민

의식이 성숙되면서 공공디자인에 한 시민의 안목도 

동시에 높아짐을 랑스 도시경  디자인 사례에서 발

견할 수 있다.

Ⅴ. 지역문화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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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시하는  내외  추세로 도시

만이 갖는 고유의 유․무형 승문화 자원을 보 , 계

승하고 새로운 도시경 의 매개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략  아이덴티티에 하여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

계 이고 종합 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한 선행 연

구 사례를 통하여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반 하는 모

듈(Module)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통적 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충청남도 서산시의 지역 놀이문화를 용한 “지역문

화 스토리텔링을 용한 공공기 의 외부 공간 디자인

에 한 연구” 논문[13]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다

음과 같은 지역문화의 스토리텔링 활용 사례를 좋은 지

표로 삼을 수 있다.

선정 상 지역은 충남도 서산시로 우리나라 앙 서

부에 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6만의 소도시로서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평균 인구수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 서산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다

양하게 보존되어 있어 지역문화를 공간에 표 하고자 

하는 모델로서 합하다고 보고 서산시의 표 인 공

공기 인 서산시청을 상지로 하여 지역문화의 스토

리텔링 공간으로 제안하 다. 스토리텔링 할 서산지역

의 문화로는 서산 박첨지 놀이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산시에서 승되는 민속 인

형극으로 서산의 향토성이 짙고 재 우리나라 마을단

 민속극으로는 유일하며 원형에 가깝게 승유지 되

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선정한 것이다[13]. 

그림 12. 충청남도 서산시 박첨지놀이 모티프

그림 13. 박첨지놀이를 적용한 공공공간 형성

지역문화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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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서산 박첨지 놀이문화 

자원의 활용은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와 지역

문화 속의 이야기를 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이를 공간화 형성 단계를 통해 공공공간을 실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 논문의 논제를 해결하는 요한 사례이

며, 이는 지역문화를 반 한 스토리텔링의 활용 모듈 

기 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의 통  무형 문화자원인 

통 민속놀이, 세시풍속, 효 사상 등의 정신문화를 비롯

하여 통음식, 통의복 등의 생활문화를 토 로 스토

리텔링을 용한 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무형의 이야기

와 유형의 공간이 결합하도록 하고 공간과 사용자간의 

공감을 형성하여 역사 , 문화 인 정보를 달함과 동

시에 감성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역할보

다 한 차원 더 발 된 형태의 창의  도시공간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의 정성 (定性的) 반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공간적 유형 문화자원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우리나라의 부분의 지자체에는 각 지역마다 표

하는 역사  공간 개념들이 있다. 이에 한 선행 연구 

사례로 나주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된 공간을 심으

로 제시한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연구”[14]의 내용에

서 공간  유형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의 이론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주시 산동 일 의 옛 ‘일제본정통’ 

거리를 상으로 역사  공간에 한 특별한 시각(視

覺) 요소로써 건축물을 비롯하여 거리경  내에 자리 

잡은 다양한 사회․문화  산물들에 하여 특별한 의

미를 부여하고자 하 다. 산포 근  공간 일 는 

1900년 에서부터 1950년 까지의 건조물들이 상당 부

분 남아 있다. 당시, 근  지표이자 문화  지표로 사

용되던 우체국을 비롯한 은행, 극장, 포목  등을 본래 

목 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가치를 살린 

복원을 통하여 근  지역 고유의 역사  의미를 담은 

공간의 물리 ․정서  양상을 반 하는 통․문화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을 부각시킨 공간기획으로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잠재  가치를 용토록 하 다. 

그림 14. 나주 영산포 특화거리 조성구간

 

그림 15. 나주 영산포 특화거리 공공디자인 계획안

실제로 나주시에서는 이를 반 한 결과로 ‘홍어거리’

로 지정된 장소와 더불어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

을 시행하여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문화 공

간의 정체성을 부여하 으며, 특히 ‘홍어거리’의 장소  

특성에 역사  인물 이종순의 이야기를 스며들게 한 공

간기획 등 역사  스토리텔링을 잘 용한 표  사례

로써 지역문화를 반 한 스토리텔링의 활용 모듈 기

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그림 16. 스토리텔링의 배경이 되는 근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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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유형 문화자원 사례

이 게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지역의 문화원형  소

재를 내포한 문화콘텐츠로서, 공간의 활성화  나주의 

도시 랜드 가치창출을 한 창의  발 의 여지를 갖

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학을 통한 공간해석과 스

토리텔링을 통한 공간기획의 방법론이 용 가능함은 

물론, 공간에 한 정 인 효과로 작용하게 되는 것

이다[14]. 

이런 에서 지역의 경  디자인  공공요소의 미미

한 시설물들이 하나하나 모여 도시의 경 디자인 체

를 구성한다는 장소 마  사고로 일본의 맨홀 뚜껑 

디자인은 지역문화의 상징 인 스토리텔링을 공공디자

인에 잘 용한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거리

의 맨홀 뚜껑이다. 하지만 부분의 맨홀 뚜껑은 그 기

능성에 국한되어 다양한 공공기 의 업무 인 역할 분

담으로 인한 획일화된 형태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한 것이 실이다. 특히 우리의 도시 맨홀 뚜껑은 

할 구청, 상수도사업본부, KT, 도시가스 등 해당 지

자체  공공기 들의 행정 인 여에 따라 지나치게 

분산되어 도시가 가지는 정체성은  반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반 하지 못한 조형

 결과물이 설치 되어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일

본의 맨홀 뚜껑들은 지역특색을 잘 살린 창의 인 디자

인을 목시켜 맨홀 뚜껑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 자원으로도 그 숨은 가치를 발휘

하고 있다. 도시의 볼 사나운 맨홀 뚜껑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배경으

로 유용한 도시경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발 시킬 때 

작은 부분의 도시의 디자인 요소들이 모여서 기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그림 18. 한국의 공공시설물 맨홀뚜껑 설치 현황

그림 19.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일본의 맨홀뚜껑

Ⅵ. 고찰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활용 사례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일본의 도쿄 마루노우치 거리와 랑스 리의 샹

젤리제 거리 분석을 통해 창의  도시경  디자인을 

한 내용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역문화의 이야기를 토 로 공공 시설물의 형

태, 색채, 소재의 제미를 통한 도시의 체 인 조화

를 추구하 고, 둘째, 디자인은 유지 리가 효율 으로 

가능한 가운데 체 으로 도시가 해주는 스토리의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셋째, 도시가 가지는 주요 

건물 등을 괴하거나 신축을 최 한 자제하고 리뉴얼

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문화  특성이 공공시설물의 형

태  디자인에 반 되어 히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의  도시경  디자인

을 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에 한 두 

가지 모듈, 즉 ‘ 통  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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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의 용 방안과 ‘공간  유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용 방안을 토 로 도시의 경 을 조성

하는 공공디자인 정립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더불어 보다 친근하고 차별화 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0.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적용 개념

따라서 도시 랜드 마 의 일환으로써 도시가 가

지는 유일의 스토리에서 강조되는 가치가 공공디자인 

등 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민들의 자 심을 고취

[15] 시켜주게 되며 이는 곧 도시 랜드 철학으로 연결

되고 이에 따라 도시경 을 이루는 창조  가치에 공명

하여 창의  커뮤니 이션의 토 가 될 수 있게 된다

[16]는 이론  배경으로 부터 창의  도시경 의 효과

인 실행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고려해

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첫째, 통합 이고 유기 인 도시환경 시설물을 디자

인 하기 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디자인 설계, 시공, 

사후 리의 일원화를 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모듈화

를 통하여 도시의 역사․삶․커뮤니티가 소통하는 창

의  도시경  디자인에 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 리주체의 효율 인 조형  기능성과 더

불어 지역의 차별화를 한 스토리텔링을 용하여 친

환경의 선 순환  의미를 부여한 콘텐츠 로그램을 개

발 용함으로써 창의  도시재생 개념의 도시경  디

자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듯 지역의 창의  도시경  디자인은 도구, 제품, 

건축, 도시 등 모든 인공물들을 발 시키는데 을 

맞추고 있으며 도시의 가로 시설물 한 도시의 경 요

소의 일부로써 공공의 공간과 개인의 공간을 연결시키

는 동시에 분리시키고, 이들 상호간의 달을 한 

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17]. 즉, 도시

의 이미지를 통합화 시키는 데는 공공디자인 요소들의 

기능과 편리 뿐 만 아니라 심미 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미 인 측면은 디자인의 기능

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18] 지역문화가 

갖는 스토리텔링의 창의  소재들의 개발과 유기 인 

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Ⅶ. 결론

본 연구는 도시 이미지 정체성을 통하여 창의  도시

를 개발하게 되는 요한 모티 (Motive)로써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자체의 지역문화 스토리텔

링의 창조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도시경  디자인

에 효과 으로 용하는데 있음을 제언하고자 하 다. 

근래 들어 우리 지역 사회의 도시환경 변화에 있어서 

특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하여 문화 으로 잘 설계된 도시의 공공환경의 조합

이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미래형 공공환경디자인의 

실 에 따른 공공복합 문화공간  공공시설물, 가로경

 디자인 등의 개선을 통한 도시 랜드 마 의 효과

를 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가치 변화

에 따라 도시 생활에 있어서의 쾌 성과 문화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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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을 진하는 공

공 문화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변화에 따라 

도시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되어 창의  도

시경  디자인에 정 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함께 기 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한 도시경  디자인에 있어서 활력의 근원이 되는 

것은 디자인  그 활동의 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

지해 가는 문화의 토양이다. 이 문화의 토양을 토 로 

도시 공간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을 주체 으로 창조하고 하는 시공간  형태

로 표 이 가능함을 인식하기 해서 이야기의 속성을 

표 하고 체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외부 사람

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기 로 도시 랜드

화에 따른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반 한 아이덴티티

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부분에 용되고 있는 것인

가에 한 객 인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실행이 창의

이고 통일된 메시지를 달하게 되는 역할과 함께 도

시 체를 보여주는 도시경  디자인의 반 인 향

에 미치는 향력이 다 하다는 을 각인시켜 주는 것

이다. 

결과 으로 주변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도시가 

가지는 문화 인 요소 특유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살려 디자인된 창의  도시경 의 이미지로써 그 환경

의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제공해 주어 이용자들로 하여

 사회  교류(Social Communication)를 할 수 있게 

하고, 각 도시 마다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  메시지를 

제공해 주어 새롭게 시도되는 도시환경 조성 정책을 실

함에 있어서 타 도시에 한 변별력과 함께 지역의 

소속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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