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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생  경쟁력이 취약한 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환경 , 문화 , 경제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도시의 지리  특성과 이동경로, 경제 인 황 악, 단순한 문제 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소주민들이 막연한 문제해결방안을 디자인  실무방향을 3D 시뮬 이션 더링으로 제작

하여 도시정책에 한 가능성이 실질 인 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거창군은 환경  에서 교량이 차지하는 상징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심  치를 차지하는 교량의 공공디자인 인 새로운 디자인 개발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재고와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교량 재창조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에 알맞은 교량디자

인을 제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개발에 련된 합리  유지 리 방향과 그 지역의 상징성 확보를 연구하고 

지역개발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도시의 경쟁력에 안을 제시하는 사례개발로 실무 디자인을 연구하고

자 한다. 따라서 교량디자인 연구개발 지역으로 선정한 경남 거창군의 핵심 하천인 천천을 심으로 교량

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교량 심형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도시발 을 향상하고자 한다. 

■ 중심어 :∣교량디자인∣공공디자인∣모듈∣중소도시∣
 

Abstract
 

As a measure to overcome the limit of small city which is weak in spontaneous 
competitivenes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cultural and economic life of 
dwellers, it analyze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ity, movement path, economic status and 
other simple problems comprehensively and produced the vague problem solutions for dwellers 
and the practical direction for design using the 3D simulation rendering in order to suggest the 
result to change the potential for urban policy into substantial alternative. Geochang-gun selected 
as research area is evaluated for the place with high symbolic value of bridge in terms of 
environment, and the new design development for this kind of public design can be the good 
measure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bridge recreation project which provides the cultural space connecting with other areas and 
improve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city and to suggest the appropriate bridge design in order 
to provide the reasonable maintenance direction related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and the achievement of the symbolism of the region and to suggest the examples of public design 
for the urban competitiveness. For this purpose, focusing on Wicheon-stream in Geochang 
County, Gyeongsangnam-do selected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for bridge design, it 
is to design the concept design bridge newly emphasizing the symbolism of bridge-oriented ci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city.

■ keyword :∣Bridge Design∣Public Design∣Module∣Smal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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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도시시설물의 한 교체와 

재창조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  이동수단으로서의 공

공시설물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도시의 경제활동이 

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에 한 물리 인 

제한은 도시기능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경제  과 디자인 인 공공성은 철

하게 보장됨과 동시에 시설 리자의 원활한 리가 

공공시설물의 수명과 공익  목 을 합리 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은 경과연수 10년 이후부터 속한 물리

 열화 상이 진행되며, 정한 유지 리를 수행한 공

공시설물  건축물은 그 지 아니한 시설물에 비해 

1.5배정도 내구연한이 증  된다[1]. 이를 해 담기

구를 설치가 필요하며 방보존 유지 리와 사후보존 

유지 리를 함께 시행함으로서 효율 인 유지 리 수

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이미지란 도시구성을 상징하며 문화  

정체성을 표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는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 경 디

자인, 문화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공간을 물

리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2] 이는 도시의 문화  

특성을 살리고 미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정 인 이

미지를 갖게 한다.

도시이미지의 핵심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의 이익을 변하는 공간을 구축

하며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문화연결

통로가 교량이다. 교량은 평소 시민들의 소통장소이므

로 공간과 공간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이미지와 부합

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그 지역이 

도시인가? 소도시인가에 따라 형태와 기능을 달리

하므로 쾌 한 도시환경을 해서 합리 인 형태와 크

기를 가지며 조형 으로 매력 인 이미지가 연출되도

록 수행 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재 소도시는 시장 환경의 속한 변화와 구조개

편은 지역재래시장에 향을 미치며[3], 지역변화에 따

른 상품의 국제 화, 정보화의 진  등 새로운 환경

에 도 받고 있다. 소도시의 사업 인 특성과 도시경

제, 문화, 환경, 주요시설, 지역 안  도시기본정책 등

의 기본사항을 조사하며 지역 사람들의 소통을 한 열

린 의견수렴, 지역의 상권마찰, 공간의 치, 수변지역

의 연결성 등 다각 인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 상으로 

선정한 거창군은 이러한 지역 환경  특색이 명확하고 

하천 심으로 양분된 형 인 하천 심도시를 이루고 

있다, 연구의 방법과 범 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량 재창조디자인 연구추진배경 

2-1 연구의 방법
•도시 재도약의 발 을 마련하고 지역한계를 극복

하며 시민의 소통과 문화를 높이기 하여 군민이 

주체가 된 지역 , 환경 , 문화 , 경제  상을 

재고하는 지역기 과의 도시정책 연계

•서울의 한강과 흡사한 도시지형을 가진 거창의 

천천은 교량을 심으로 군민 경제활동의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천천의 교량안

과  상징성확보는  거 도시 경쟁력에 있어 

무엇보다 시 하다.

• 황연구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연구하여 소도시

에 알맞은 교량디자인 제안에 있어 거창군의 상징

을 이용한 컨셉디자인과 수정보완이 가능한 팬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0508

디자인을 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목표 
•거창군의 교량은 하천을 심으로 나 어진 형

인 하천 심형 소도시이다. 이러한 도시의 지

리  환경을 고려하고 도시의 하천 심의 경제  

경쟁력을 재고하기 한 천천 교량 사업으로 핵

심 인 연결성을 가진 핵심5교(거열교, 아림교, 거

창교, 앙교, 창동교) 에서  거창교를 새롭게 디

자인하여 디자인 개발사례로 연구하고자 한다.

• 한 교량주변의 공공디자인을 연구하여 교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주, 야 아름다운 경 이 연

출될 수 있도록 교량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거창군

을 교량과 공공디자인이 어울리도록 3D 더링으

로 설계 시뮬 이션으로 시각화시켜 컨셉디자인으

로 표 한다.   

•새로운 제안용 디자인개발을 하여 천천의 교

량의 유지와 보수가 수월하도록 조립식 모듈러형

식을 개발하여 경제 이고 효율 안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Ⅱ. 지역 시설 및 현황연구

1. 시설분석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은 도시이미지 재창조를 한 

요한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리되어야 하므로 시설

물의 공익  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한다.

•거창의 지역  특색은 노후 교량을 심으로 천

천을 심으로  조화롭게 양분되어 있으며  쾌 한 

도시조성과 주, 야 아름다운 수변 공간 창출이 시

해 보인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지역특

화산업인 “거창화강석” 활용한 교량디자인의 용

이 지역 활성화에 향을  수 있다.

•미래로의 지속 가능한 보존 친화  교량  아름다

운 경  연출이 이루어져 함께하는 공공성을 유지

해야한다. 

•거창 개발계획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경

사업 추진으로 객을 극 유치하여 지역성과 

상징성을 가진 교류의 장이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

록 한다.

   

그림 2. 거창 주요시설 배치도 

 2. 현황연구
거창교량의 특징은 교량을 심으로 도시가 배치되

어 거창에서의 교량은 거창의 핵심 인 교통의 연결성

과 상징성을 가지고 교육, 문화, 경제, 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소도시의 특수성과 지역  특색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알맞은 개발모델을 연구한다. 

둘째: 교량디자인의 조형  특성은 지역 경제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 교량시설물 모듈화로 부품시스템을 용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의 설치 상황에 맞는 형태  

       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량과 연결된 수변공원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소통과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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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사업 대상지 기본현황 연구조사
구분 기   본      황

도시
경제

 • 농경지 85,854천m²(전4,056 답81,798)
 • 거창 지방 산업단지 조성 1개소 726m²
 • 농공단지 5개소 554천m²
 •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산업

문   화

 • 거창국제연극제
 • 아림예술제
 • 평화인권예술제
 • 거창예총제

환   경

 • 3대 국립공원 중심지(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 금원산 관광 휴양지, 수승대 관광지, 월성계곡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
 • 경상남도 서북부, 경상북도 전라북도 와 경계,
   대한민국 남부내륙 중심

주요
시책

 • 산업기반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증가와 으뜸 교육도시 육성
 • 삶이 풍요로운 생활속에 문화⋅체육기반 구축
 • 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
 • 가치를 창출하는 군민 감동 자치행정 실현

지역
안  
도시기
본계획

 • 인구증가시책추진
 • 거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 거창 스포츠파크 및 읍민생활공원 조성
 •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
 • 복합문화단지 조성

     

▶ 자연경 황

•하천에 의한 시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지내에 삭막한 도시공간

에 자연성을 풍부하게 하고 도시공간의 여유로움

과 정감 있는 분 기를 창출할 수 있는 양호한 수

변경  보유

▶ 시가지경  황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자연발생 이고 오래된 도

시로서 부분이 층의 노후화된 불량 주거지를 

형성

•주상기능의 혼재로 혼잡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무질서하고 혼잡한 경 을 형성

•단독주택지내 필지 단 로 ･고층의 나홀로 아

트로 인해 주변경 의 부조화와 시각  단 을 이

루고 있음

•도로와 하천에 의해 시가지 경 이 형성되어 있으

며, 도로변의 무계획 인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시

경 을 해       

▶ 공원  녹지 황분석

•도시공원  근린공원은 죽 공원이 향교, 충혼탑 

등 세부시설이 일부 조성되었으며, 상동지구 내 근

린공원은 조성이 완료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과 

복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지와 비교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산책이나 등산 등을 한 운동코스

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근린공원인 정장공원,  동호공원 등은 구릉지에 결

정된 공원으로서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군

의 재정여건상 미 조성되어 이용인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그림 3. 시설물과 보행자와의 고도시각분석

표 2. 공원 및 녹지 현황분석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비  고
개소 면 (㎡) 개소 면 (㎡)

계 20 44,469,279 10 30,804

자연공원 4 42,102,000 - -

국립공원 2 37,200,000 - - 덕유산, 
가야산

군립공원 2 4,902,000 - - 거열산성, 
월성

도시공원 16 2,367,279 10 30,804

도시자연공원 1 1,662,800 - -
근린공원 6 683,728 1 10,053 3개소 조성
어린이공원 9 20,751 9 20,751 4개소 조성

자료 : 거창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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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듈 조립형 공공시설물 필요성
모듈러 조립은 고와 같이 사 에 제작된 표  부재

들을 조립하여 체 교량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을 말

한다[4]. 도시시설물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환경 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는 장소와 시설

물의 주된 사용자와의 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시공과 

련도니 여러 가지 문제 을 사 에 방지하는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제작공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도시구조물 개선의 필요성

디자인개발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구조물 개선을 

한 교량디자인 개념의 성공 인 개발을 해서는 교량

의 유지보수 용과 합리 인 설계 통합 인 조형화, 

규격화, 표 화 [그림 4]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합

목 화를 한 개발은 구조물의 안 과 디자인의 조형

인 규격화가 필요하며 규격화, 표 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생산시설물의 모듈화를 용하

면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상된다.

우선 모듈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장치의 집약으로 환경구성요소가 정리되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개별설계를 통한 통합 인 리가 쉽다.

3) 정 도가 높은 생산시설물 개발에 가능하다.

4) 유지보수가 신속하고 부품성이 좋다.

시설물에 한 단 도 있을 수 있다. 가령 표 화를 통

한 획일 인 디자인으로 조형의 단순화를 지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단순화는 디자인 조형 인 심미  하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 조형물

표 3. 교량종류 및 거창군의 교량사례[5]

  

의 경우 사례 [표 3]에서 보듯이 모듈 인 흐름으로 정착

되고 있으며 디자인요소가 명확한 시설교량은 사람이 우

선 인 통행이 보장된 보도교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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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발을 위한 교량시설물디자인 프로세스

1. 디자인 프로세스
교량시설물디자인 로세스는 도시환경의 공공의 특

수성을 면 히 찰하고 지역의 리주체의 우선 인 

도시계획을 장기 인 랜을 기반으로 디자인 로세

스를 설정하고 지역기반기술이 가능하면 지역기업을 

고려하여야하지만 지역 특수성과 공공시설물의 여러 

가지 안 시설 리규정에 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특

히 지역 인 입장과 환경 인 방안을 고려하고 유 기

과 의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로세스는 교량시설물의 디자인 외 인 의가 디자인 

형태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지 리, 경제 인 

여건,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효과 인 안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시를 종합 으

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극

인 디자인 문분야를 연구하기 해 디자인 련 문제 

해결 로세스를 집 으로 연구하 다.

도시구조물 개선을 한 교량시설물  디자인 개발 추

진 방향을 [그림 5]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한다. 

  

 

그림 5. 도시재생디자인 개발 추진 방향

2. 디자인 개발목표 
본 연구의 개발목표는 하천 심의 소규모도시인 거

창군의 천천을 심으로 시정 행정에 부합하는 T형교 

량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다. 한 디자인, 기능, 안 성, 품질 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우수한 교량디자인을 공익  목 으로 제작 할 

수 있도록 설계추진 방향 [그림 5]를 바탕으로 구체 이

고 인지 인 디자인 매트릭스 용하여 개발하 다.

반복은 어떤 형태와 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한 동

일한 형태의 연속이다[6]. 반복 인 형태의 교량이 용이

한 T형 교량을 디자인 개발함에 있어 교량을 체 인 

구조는 교량 특징상 무 방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반복연결 구조의 안정화를 한 모듈화를 극 도입

하고 트러스트교(Truss bridge)에서 많이 사용하는 몇 

개의 직선부재의 철재 빔의 연결 구조를 디자인 설계

에서 개발하고자 한다. 복합 인 T형 교량의 트러스

트교(Truss bridge) 타입을 목한 디자인 매트릭스 

[그림 6]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교량디자인 매트릭스

Ⅳ. 단계별 디자인 개발 PHASE 

1. 디자인기획조사 및 해석단계 
개발 컨셉은 제한  디자인 계획범  안에서 구체

으로 목가능하고 조립과 확장이 가능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로서 유지보수가 쉽고 경제 인 제품을 개

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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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공디자인 개발 내용
단계 목표 실행 방향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상위계획분석
-경관구조분석
-지역특징조사
-군민의식조사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문헌 및 사례조사

현황진단 및 
시사점 도출

-공공디자인 현황진단 체계 분석
-공공디자인 사례분석 
-사업수행 방향성 수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기본방향,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거점별, 기본방향 
-환경색채 수립
-공공시설물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 및 
실행방안 제시

-실행과제 말굴 및 사업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관리운영방안 제시

  

           

2. 디자인예측분석
기존의 거창교를 컨셉디자인하여 거창군 지역의 특

산물인 사과를 형상화 하여 제작 하 으며 이러한 지역

경제와 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목되어 더욱 높은 시 지를 올릴 수 있는 상징성을 가

진다. 거창교는 형 인 T형교 형태를 가지며 우리나

라에서는 경제성이 좋아서 일반 인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 거창의 표특산물인 사과를 형상

화하여 디자인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자인 모

티 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그림 7. 지역특산물은 이용한 디자인

그림 8. 위천천에 있는 T형교량 사례

3. 디자인 표현 및 적용
1-1 컨셉디자인

T형교를 기반으로 한 교량을 디자인하고 보도교를 

목하여 사람의 이동이 쉽고 지역  특산물을 살린 팬

스디자인을 모듈형식으로 목하여 디자인하 다.

 

그림 9. 중소도시형 구조물 개선용 컨셉디자인 
 

2-1 모듈형 팬스디자인
교량 구조의 안정화와 유지보수를 한 모듈화 팬스

구조물을 설계하여 연결 구조에 맞게 디자인 하여 개발 

용하 다.

그림 10. 모듈형 팬스 컨셉디자인 

Ⅴ. 결론

소도시의 지역 인 특색을 살리고 도시정책의 경

제 인 목 을 반드시 생각하며 근하여야 한다. 이러

한 근은 지역민의 이익과 목되어 서로 합리  목표

를 공유하고 화합의 장으로서의 장소로 변모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근은 환경이라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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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으로 인한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함께 디자인 되

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는 소도시를 한 시

설물의 다양한 디자인 근이 필요하나 학술 인 논문

의 과학  근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며 차후 연구에

서 다양한 근을 이어가고자 한다.

•거창의 지역  특색인 하천을 심으로 조화롭게 

양분되어 있는 도시의 재창조가 지속 으로 근

되어 다양하고 쾌 한 도시조성이 이루어지고 주, 

야 아름다운 수변 공간 창출이 합리 으로 이루어

지길 기 한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지역특

화산업인 “거창사과” “거창화강석” “거창교육거

” 등 지역 활성화에 향을  수 있도록 배려해

야한다.

•경  연출이 이루어져 함께하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 보수를 한 모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교량디자인은 한두 가지 근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우며 효과 인 리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으로 유지 리의 방 인 보 체계를 확립 할 수 있어

야 하며 시설물들과의 정보 인 공유화가 다음 3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

(1) 지역특색을 고려한 체계 인 디자인 계획

유 기  모두가 근하여 종합 이고 면 한 분석

과 계획으로 소도시의 문화  특성을 디자인할 수 있

도록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2)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화  디자인

건축설계에 무 치우치기 보단 경제 인 이익과 환

경  근이 종합  형태를 지향하고 도시의 합목 특

성을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3) 합리 인 모듈 조립형 디자인

시설 리자의 원활한 리를 해 공공시설물의 수

명과 공익  목 을 합리 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모듈 

조립형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소도시 구조물 개선을 한 교량디자

인 개발에 있어 지역특색, 주변환경, 공익 리가 우선

시 되고 소도시의 장기 인 공익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합리  제안으로 교량 심의 환경 개선이 이루

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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