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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회는 경제 인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어떻게 충분하게 반 해야 하는 요한 

시 에 살고 있다. 공공분야의 욕구는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는 인에게 필요한 기본요건을 의미하며 사

회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요하다. 이러한 공익  욕구를 해소하기 해서 최근 들어 공공디자인에 

한 시설을 지자체마다 활발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확 를 정책 으로 추

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합리 인 계획과 유지 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의 근린공원에 설치될 공익시설물을 상으로 공공디자인의 황과 선

행연구를 고찰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근린공간에 설치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문제 을 악

해 새롭게 디자인하여 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무 개발을 한 디자인 방향과 공공시설물에 한 보 , 

조립, 리가 편리한 모듈 조립형 디자인을 제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개발에 련된 합리  유지 리 방

향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개발 정책에 반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공공디자인∣모듈∣근린생활시설∣

Abstract

In modern society, we live in the important age which should reflect needs of residents enough 

with the economic growth. Desire in the public sector means the basic requirements which are 

necessary for contemporary men who live in social life and is very important even at the social 

welfare policy level. Each local government is recently increasing convenience of residents by 

installing the facilities about public design and is politically promoting expansion of public 

services to satisfy their public desire. This public design should be installed to make reasonable 

plans and maintenance be smoothly done.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ecedent studies targeting public interest facilities which will be installed in neighborhood 

parks of urban areas, grasp design problems of public facilities which will be installed in 

neighborhood space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design, and apply them by designing them 

newly. It tries to examine reasonable maintenance direction related to next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by suggesting design direction for this practical development and module assembly typed 

design that storage, assembly, and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re convenient and suggest 

cases of design development which can reflect them in public design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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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이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과 

습에 따라서는 살아가기 힘들어 졌다. 일정한 장소에

서 공동체 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공간과 공

간의 다양한 구조물과 공공 인 문화가 함께 성장 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공동체생활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를 가져오고 도시화는 개인 인 생

활에서 벗어나 서로가 이용 가능한 합리 인 커뮤니

이션을 필요로 하며 함께 성장되어 오면서 공공의 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인 성장과 더불어 사회 반에 걸쳐 공공디자인

의 심과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역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인 심의 두는 주민의 다

양한 요구를 합리  계획으로 발 시켜야하는 모색이 

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익  시설물은 거시  

과 미시  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디

자인은 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공익  목

을 이루는 규모 건축물, 운하, 도로, 학교 등이 표

인 환경  공공시설물이라면 미시  공공시설물로는 

시민을 한 공원, 놀이시설, 공 화장실 등 비교  인

간 생활에 한 계가 있는 물리  공공시설물로 구

분 지을 수 있다.  

특히 물리  공공시설물 디자인 역 의 하나인 근

린공원 공공디자인은 주민의 휴양을 한 시설들로 

리 주체가 시설물을 안 하고 효과 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심미  과 디자인

인 사용성은 우수하게 보장됨과 동시에 시설 리자

의 원활한 리가 공공시설물의 수명과 공익  목 을 

합리 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공공시

설물 디자인은 그동안 단 별로 시, 구청에서 일  사

업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리하면서 디자인  문

제 보다 유지 리하는 추가 인 비용에 더 많은 고민

을 하고 있다. 시설물의 설치는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도시 미 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설치에 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추가 인 리는 효과 인 계획으

로 보완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혼란은 디자인작업 

기부터 디자인 트 드를 면 히 분석하여 개발한다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물리 인 유지 리를 설치, 

방보존 유지 리와 사후 리를 함께 시행함으로 효

율 인 유지 리 수행[1] 개선하기 한 노력이 진행 

이다. 부산시 도시 공공디자인은 이용자 에서 보

다 수요자측면에서, 유지 리측면과 서비스측면 역시 

공 자가 아닌 이용자측면에서 체계 으로 기획하고 

나아갈 정책방향[2]은 지역  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근해야 한다.  

그 지만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주요 목 인 시민편

이  조경 인 시각 환경 개선효과에 한 실질 인 

효과와 공공시설물 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의 연구

가 부족하고 설치 주의 개선사업진행으로 유지보수 

리의 행정 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견고성, 조형성, 심미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하지 않은 디자인은 시민의 안 과 주변시설과의 부조

화로 쾌 한 근린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논문으로 공공시설물에 한 보 , 조

립, 리가 편리한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개발에 련된 합리  안

을 한 디자인개발 정책에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디

자인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각 지역 구청  산하 공공기 에서 진행 인공공디

자인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비

해 집합주거지(아 트), 규모 기업연수원, 학원, 유치

원 등 근린공간에 한 공공시설디자인 개발은 상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주거지  근린공간에 

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시 하므로 그에 따라 공간, 장

소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 , 기능  특

성을 지닌 공공시설물을 개발하여 새로운 공공시설물 

제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린 공간 시설물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질 높은 요구를 수용하며 보다 안 하고 리하

기 쉬운 근린 공간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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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 상인 일반 인 아 트의 

근린 공간 시설물 황과 용사례를 살펴본다.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에 한 디자인요소, 설

치효과, 유지보수에 해  모듈화 디자인분석을 실시한

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와 디자인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개발 방향  컨셉을 개념화시

키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새로운 타입의 모듈 조

립형 시설물디자인을 제시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

발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미  만족도를 제공하며 근린 

공간의 매뉴얼화 된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제  비

용 감과 이익극 화를 연구하고자 하 다.

 

그림 1. 현황분석 및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개선안 

3.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개념 
모듈이란 원래 건축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

으로 컴퓨터 분야에서의 하나의 독립된 소 트웨어 

는 하드웨어 단 를 지칭[3]하지만 디자인분야에서 

건축학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을 서로 

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다른 독립된 조형물 

는 제품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에서는 모듈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요소를 하나의 장치에 집약화 함으로서 환경구

성요소가 정리되어 질서 있는 경 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별설계에 의한 특별주문 제품은 장 응

인 용 구조의 경우가 많아 조형 으로 지역성

을 반 하여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 공공시설물 모듈화는 정 도 높은 부품시

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여러 가지 기능의 

설정  설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설정이 이루

어 져야 한다.

넷째: 장래의 기능변경에 해서는 융통성 있는 응

과 장소마 의 필요성[4]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부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림 2. 모듈 조립형 디자인 제품사례

한 건축에서의 모듈건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비용  시간이 매우 경제 이며 유지보수 리가 용이

하므로 특히 도시에서는 모듈형 주택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듈건축의 표 인 것은 집단거

주지인 아 트를 지칭 할 수 있다. 부산에서의 아 트

는 우리나라 실정에 주택으로서의 알맞은 주거형식을 

충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단거주에 따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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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 리가 용이 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3. 모듈주택 디자인사례

이러한 아 트내의 근린공간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으로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은 유지보수가 간

편하고 설치가 용이하여 충분한 디자인연구가 필요하

다고 단된다.   

그림 4. 공공시설물 볼라드디자인 개선 전 사례

그림 5.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후 사례

4.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필요성
환경시설물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설치되는 장소

와 사용자와의 계가 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따라서 

환경시설물과 주변경 과 이미지 통합을 고려해야하며 

장소에 한 뚜렷한 개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공원이라

는 공간을 지역의 상징 인 장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림 6. 모듈 조립형 디자인 필요성

한편 공공디자인 개념과 용은 명확하게 하 으나 

디자인의 모듈화를 용하지 못하면 [그림 6]에서 표

한 디자인 통합화 규격화 표 화에 한 용이 어려우

면 제품마다 맨투맨 리와 유지가 필요하고 필요에 의

해 보수가 필요할 땐 경제 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신

속한 리가 어렵게 된다. [그림 7]은 디자인 표 화된 

디자인 개발은 가능하나 모듈화개념에서 벗어난 제품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공공 시설물과는 차

이가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모듈시스템으로 다른 시

설물 제작에도 용이 가능한 형태를 구 하고자 한다.  

 

그림 7. 일반개념의 벤치디자인 시설물

Ⅱ. 개발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1. 디자인 프로세스
공공디자인의 로세스는 일반 인 제품 로세스와 

구별되는 문제해결부분을 확  용시켜야 한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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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 국가의 

모든 역 는 그와 련된 의의 의미[5]”를 가지고 

있기에 공공을 한  문제해결은 측이 가능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해를 통해 디자인

문제의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디자인 범 를 설정해

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란 어떤 상황 속에서 재 나타

내고 있는 상황과 기 되는 상황과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

는 재의 상황조건과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 조건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이 을 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6]. 따라서 공

공시설물 디자인은 재에 없는 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재 존재하는 디자인을 보다 효과 인 디자인과 유지

리가 경제 인 형태로 연구하여 디자인 문제 해결의 

근과 필요한 디자인 설계 추진 방향[그림 8]으로 개

발 하고자 한다. 

그림 8. 공공디자인 설계 추진 방향

2. 디자인 개발목표 
본 연구의 개발목표는 공공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

고 우수한 디자인의 사회  변확 를 목 할 뿐 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근린공원  도시환경에 목되는 

상징  모티 를 모듈형 공공시설타입으로 개발하여 

제품화시키려는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 디자인, 

기능, 안 성, 품질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공익  목 으로 생산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 인 디자인개발 사업이다. 사업 취지에 

맞도록 개발된 설계추진 방향[그림 8]를 바탕으로 구체

이고 인지 인 디자인 매트릭스 용하여  개발하고

자 한다.

조립  확장성 우수하고 복합 인 소재 목이 탁월

한 디자인 매트릭스[7] [그림 9]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공공디자인 디자인 매트릭스

Ⅲ. 디자인 개발 PHASE 1

1. 디자인 이해화 단계
개발 컨셉은 제한  디자인 계획범  안에서 구체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655

으로 목가능하고 조립과 확장이 가능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로서 유지보수가 쉽고 경제 인 제품을 개

발하고자 한다. 

표 1. 공공디자인 개발 내용

   개발 목표    개발 내용

디자인 기획 및 이미지전략  
구축

시장조사 및 트렌드분석을 통한 디자
인 방향설정

공공디자인 개발
아이디어스케치
디자인렌더링
디자인 모듈적용

지식재산권 관리 특허관리를 위한 디자인 출원을 고려

디자인 적용
파고라
벤치
볼라드
팬스

기타 확장성이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접목이 가능

  

2. 디자인 해석화 단계
모듈화된 공공시설물 시스템 개발을 한 디자인 개

발요소를 확정하고 다양한 시설물에 공동으로 용되

는 모듈을 개발하며 조립을 통한 개발제품이 합리  

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발요소 확정은 디자인, 기능, 안 성, 품질로 분류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그림 10] 하 다.

-디자인: 다양한 연구범 가 가능한 디자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연구목 에 맞는 개발 제한 

범 를 정해 연구의 용범 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해 고라, 벤치, 볼라드, 팬스 로 설정하여 논문

의 실무 개발 범 를 정하 다.

-기능: 모듈형 조립시설물로 디자인하고 크기는 최  

지름 120m/m가 넘지 않는 형태를 연구한다.

-안 성: 알루미늄 다이 스 기법으로 제작하여 형

태의 뒤틀림과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품질: 조립과 확장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다른 소재

와 친환경  목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며, 특히 

부분 인 수리  유지보수에 합한 제품으로 개

발한다. 

그림 10. 디자인 추진 컨셉

Ⅳ. 디자인 개발 PHASE 2

1. 디자인 개념화 단계
본 단계에서 디자인 개념화는 디자인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간단계로서 개념화를 통해 디

자인의 개발방향을 검해 나간다. 보통 아이디어스

치, 간단한 Mock-up  기존제품의 분해, 조립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사이즈별 모듈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용하기 하

여 개념 인 아이디어 스 치를 통해 제품개발방향을 

살펴보고 디자인개발에 있어 각종 지지 의 통합과 연

결부 의 안 성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

보았다. 한 압출성형을 통해 일정한 규격제품을 양산

하 으며 량생산을 가능하도록 하 다.

통합된 공정과 규격의 일 성은 제작비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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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측면을 고려하여 제작 단이 가능한 소재(알루미늄)

을 용하 으며 지주들의 안 성을 하여 원형타입

으로 표 화하여 양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아이디어스 치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

여 간단한 필기구  마카를 용하여 스 치 하 으며 

디자인에 용 가능한 형태를 선별하여 수록[그림 11]

하 다. 

그림 11. 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 

2. 디자인 예측화 단계
개념화 단계를 통해 정리된 아이디어스 치를 간단

한 3차원 시뮬 이션[그림 12]을 통해 어떻게 조립되고 

분해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2. 디자인 3차원 시뮬레이션 

본 과정은 설계를 통해 치수개념을 명확히 하고 디자

인 하 으며 형태의 변화와 디자인의 수정을 Feedback

을 통해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 칼

라링을 통한 색감의 변화를 주기 에 작업하는 단계로

서 다양한 형태를 구 할 수 있다. 

Ⅴ. 디자인 개발 PHASE 2

1. 디자인 시각화 단계
문제해결을 해 디자인의 시각  인지를 활성화시

켜 문제해결 을 찾아보고 디자인의 수정  보완상태

를 검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그림 11][그림 12]의 

아이디어스 치와 3차원 시뮬 이션 작업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문제 을 악하고 구조 인 결합과 수정보

완하기 좋은 기구 인 상태를 연구하고 용하는 단계

로서 디자인 Mock-up을 만들기 에 시각 인 문제해

결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제품이미지, 환경과의 

계, 경제 인 측면, 설치를 한 문화 인 배려를 충분

히 고려해야 한다. 

그림 13. 디자인 확장 조립화 과정

    

그림 14. 디자인 연결부위 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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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결모듈 어플리케이션

2. 디자인 정보화 단계
앞서 제안한 개발 범 를 정한 연구의 용범  고

라, 볼라드, 벤치, 팬스를 실무 디자인하여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실무 으로 용 하 다.

▶ 확장가능형 파고라디자인 
규격: 가로:4500m/m, 세로:3500m/m , 높이:3000m/m

▶ 모듈기능형 볼라드디자인 
규격: 가로200m/m, 세로:200m/m , 높이550m/m

▶ 모듈조립형 벤치디자인 
규격: 가로:1500m/m, 세로:450m/m , 높이450m/m

▶ 지속가능형 팬스디자인 
규격: 가로:3000m/m, 세로:120m/m , 높이:1200m/m

그림 16. 실무디자인 적용 사례

Ⅵ. 결론

이상과 같이 디자인 매트릭스 로세스를 용하여 

실증 인 디자인 개발을 용을 함으로서 디자인에 

한 문제 을 심층 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한 각 로세스를 통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정

보화 단계에서 디자인 사례를 개발해 으로서 디자이

의 고유 역인 실무  개발을 연구하 다. 

선행연구 [1]에서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의 문제

으로 지 한 유지 리의 어려움과 문제  산부족으

로 사후 보  유지 리 수행과 산범 에 맞춘 비

한 용을 시정하기 해서 기 제작과정부터 계획

된 모듈형 혹은 조립식 시설물로 제작 설치한다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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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한 합리 인 안으로 한 공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효과 인 리와 확장이 가능한 디자인으

로 다른 소재와 친환경  목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개

발하고 유지 리의 방 인 보 체계를 확립 할 수 있

어야 하며 시설물들과의 정보 인 공유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도시환경에서의 일원화된 디자인시설물들의 체계

인 디자인 계획,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디자인 나아가 

산수립에 한 합리 인 디자인계획을 할 수 있는 모

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해서 다음과 같

은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1)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
기디자인 로세스의 면 한 분석과 우수한 디자

이 의 문성, 도시의 문화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합리 인 용과 도시 랜드를 강화 할 수 있는 디자인

(2)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디자인
작품성에 치우치며 즉흥 이고 개별  형태를 지양

하고 도시의 환경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 

용, 공공디자인의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확장 

조립형 모듈개발.

(3) 합리적인 모듈 조립형 디자인
디자인 용과 설치,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설 리자의 원활한 리를 해 공공시설

물의 수명과 공익  목 을 합리 으로 수행 할 수 있

어야 하며. 디자인 트 드를 면 히 분석하여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듈 

조립형 디자인.

이상과 같이 디자인 모듈화 공법은 즉흥 인 유지

리  설치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공공디자인의 생산

 증 , 일원화된 행정공유, 지속 인 원가 감으로 

장기 인 공익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합리  제안

으로 평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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