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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러번 계획은 자연지형, 농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수용하여 도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화

기간 동안 훼손된 커뮤니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 개념이다. 한국의 서울 일극 집중과 대도시 스프롤에 의한

도시 주변지역의 농촌요소 감퇴 및 지역성 파괴는 산업화 이후 도시 개발의 난제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토 불균형

개발과 환경 훼손이 과제로 남아있다. 20세기 후반 제시된 뉴어바니즘의 전통과 다양성 회복이라는 계획 사조는 일찍

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대도시의 계획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어바니즘의 유럽식 혹은 미국식 계획

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러번 디자인의 철학적 개념은 농촌적 요소의 활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자원

순환적인 환경보전과 적정한 소비 및 적합한 규모를 중심으로 한 계획, 지역의 특성을 최대 활용한 경관디자인 계획

이라는 점에서 뉴어바니즘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천적 전략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러번 계획, 도시화, 철학적 계획 사조, 뉴어바니즘, 도시와 농촌 디자인

Abstract The "Rurban" Design is a design concept that can actively preserve and embrace natural terrain and 
rural resources in an effort to continuously enhance a city, and restore the community that collaps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nplanned urbanization. The concen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Korea and the 
destruction of rural areas and localities caused by the urban sprawl have become a difficult problem for urban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 of unbalanced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remain 
as issues as well. The tradition and diversity restoration of the New Urbanism paradigm, which was presen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an alternative plan for a big city that had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t an early phase. However, there is a limit of application to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ities.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Rurban Design" is to apply the use of rural elements 
more directly, and to outline resource conservation, proper consumption, and suitable scale. In all considerations, 
this will be a practical strategy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New Urbanism with its design capacity that 
maxim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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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국을 비롯한 북서 유럽에서 시작된 기능적 도시

모델은 19세기 이후 급속하게 전 지구상으로 확대되었

다. 산업 기능에 의해 도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이 주어지는 도시 공간에서의 거주가 훨씬 매력적이었

을 것이다. 도시화는 일반적인 인류 진화의 과정이 되

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까닭

이 도시의 자본 획득력과 경제적 향상성에 대한 사람들

의 보편화된 기대 때문일 것이다. 도시는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 지형과

전통적인 경관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런 무질서한 도

시의 확장은 한편으로 농촌의 희망이기도 하였다. 많은

도시 연구자들이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삶의 질을 간과

한 기능적 성장을 염려하였지만, 도시를 개념화하고 측

정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 각각의 도시들은 서로 다른

유기체처럼 변종의 방법과 성향이 매우 다양해졌다. 도

시는 거대화되고 진화되는 메카니즘을 수용하는 동안,

18~19세기 제기되었던 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현대의 도

시를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어졌다. 지리학과 도시계획

등은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분석하는 준거를 마련하

여 토지 이용 및 지역적 안배,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를

구상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몇 가지 기준을 제시

하였다. 도시의 규모, 도시 권역, 시공간적 특성에서 비

롯된 경관, 도로와 보행로, 시민의 참여와 협치, 그리고

도시 재생과 다양성 등이 관점이 되고 있다. 이는 20세

기 초 도시성(urbanism)에 대한 여러 도시 연구자들의

탐구에 이어 21세기 새로운 도시성에 대한 다양한 시점

(new urbanism)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함께 이어진 경제 성장을 주목적으로 한

도시화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환경’ 문제였고, 지속가

능한 성장과 탄력적인 회복력을 지닌 도시의 회복을 위

하여 제시된 대안이 ‘친환경’ 임을 간주할 때, 도시 연

구의 새로운 시각 중 하나는 도시성과 농촌성이 공존하

는 환경의 혼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과 논의를 위해 1980년 이후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도

시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대

안에 대한 이론적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뉴어버니즘,

어반 빌리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공동체

적 관점에서 비롯된 농촌적인 도시 환경 구축에 적합한

한국식 모델의 다각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농촌적

도시환경, 뉴어바니즘, 도시와 농촌의 혼재적 경관 및

기능 확충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략

적 도시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러번 계획의 고찰

1. 러번의 이론적 개념과 실천 사례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갤핀(Galpin C.J.)은 특히 농

촌의 마을형 주거와 농민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고 도

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농촌 경관에서 찾고자 하였

다. 동심원적 거주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으로, 상업 등 도시적 서비스 기능

의 도달 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모형(1933){7}의 전신이

기도 했던 갤핀의 모델은 중심지 체계의 육각형 모형이

중첩될 때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 형태가 된다.

그림 1. 육각형 시장 영역의 파생

Figure 1. The Deribation of Hexagonal Market Areas

출처: https://www.slideshare.net/notesmaster/cental-place-theory

(Galpin C.J., 1915, The Social Anatomy of an Agricultural

Commun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e of the Univs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Research Bulletin 34),

갤핀(1915)은 농촌 마케팅과 대도시연구가 별도의

연구 영역이었음을 주안시하고 지리적인 차등과 특정

한 서비스의 집적으로 인한 집중과 도시간의 격차, 도

시와 주변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을 지적하였

다. 그리고 사센[10]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도시

혹은 대도시는 권력의 전략적 장소이자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생산하는 장소로써 도시

주변 지역 및 농촌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제한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1, pp.07-15, February 28,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9 -

적 장소라는 지리학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터 홀의

도시계획 및 디자인적 사고도 제한된 몇 몇 도시와 그

밖의 지역들의 차등을 해소하고 공간 계획을 통해 도시

의 차세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1]. 이렇듯 20세기 이후 꾸준히 도시와 농촌의 기능,

환경, 그리고 공동체 규모의 혼재적 계획에 대한 논의

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1915년 갤핀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러번(Rurban)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러반

(Rurban)은 기능적 도시(urban)와 그에 상반된 도시 기

능을 갖추지 못한 농촌(rural)의 합성어이다. 도시의 기

능과 자본의 축적력, 그리고 자연환경이 혼재된 농촌

공동체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 개발과 경제성장에 의해

도태되었던 자연환경과 삶의 질, 균등한 지역적 안배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 계획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혼잡한 토지이용, 경관의 파괴, 지역 커뮤니티의 부

재, 정부 주도의 개발과 지역적 차별화 등에 관점을

두고, 도시의 향상성과 농촌 환경의 건강한 공동체적

삶이 공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

하는데 ‘러번‘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갤핀에 의해 제시되었던 러번의 개념은 영국의 낙후 쇠

퇴 지역에 대한 지역 만들기와 일본의 도시 외곽 지역

이 도시화 과정 중 도시적 특성과 혼재 혼주 되는데 따

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촌 계획에 활용되었을 뿐

1980년 이후 새로운 도시 전략들에 의해 그 용어가 크

게 쓰이지 않았다.

그림 2. Rurban 디자인의 관점

Figure 2. The Concept of Rurban Design

주: 일본 건축학회, 2007, 충남발전 연구원, 2009, 러번디자인: 농

촌과 지역의 공생, 푸른길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5]

영국은 1970년대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종합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재생(regeneration) 전략을

세우고 특히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후

된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행정과 기업, 시민 그룹

과 개인, 젠더 차원에서의 인구구성, 내국인과 이민자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의 기획부터 실

험, 시범적 사례 활동, 평가까지 참여하는 ‘파트너십’ 체

계를 형성하고, 지역 내 자원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지방화(localization)’를 추구하였다 [1]. 고도의 산업 성

장과 도시화의 주류 속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된 대량 생

산과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의 경제 구조는 지역 내의

자원 순환 체제를 말소시켰다. 이러한 세계화의 인적,

물적, 자본의 세계적 단위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으로 지방화 전략을 세우고, 행정주도형 정책을 지

역 재생정책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센터

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단일 지

역 재생 예산의 지역자치 실험 등을 경험하였다. 영국

의 파트너십의 실현은 이른바 농부 문화(farmer

culture) 철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평가된다. 농부 문

화란 영국의 빌 몰리슨(Bill Mollison)에 의해 제기된

용어로, 농업적, 생태주의적 생활 방식 실현을 위한 기

본 원리와 실천을 뜻한다. 환경에 부담이 적은 생활과

지역 소비 및 지역 공동체의 노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구와 인간의 2대 요소와 이들에 관계되는 ‘분

베’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사고이다. 즉, 지구 및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공평한 분배를 실현함과 동시에

도시화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난제를 이 세가지 시점에

서 복원하고자 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개인과 각개

인의 다수로 구성된 공동체가 단위 조직을 이루고, 지

역적 차원에서 공동체 퇴비관리(community compost),

공동 녹지 운용, 로컬 푸드, 생산물의 직판매 등 자원

순환의 틀을 스스로 만들고 경영하는 구성체의 실천이

기조가 된다. 음식, 에너지, 물 등의 자연과 에너지 순

환은 물론, 노동 역시 지역 내에서 실현하는 생태마을,

전원도시가 특징적이다. 농부 문화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환경적 지속가능한 방

법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역의 대상을 중심도시보다 교

외지역과 배후지역으로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디자인을 실현한 바 있다. 무계획적인 도시적 토지 이

용의 도시 경계를 넘어선 확대와, 이로 인해 대도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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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역은 지역 고유의 가치보다 대도시 주변부라는 설

정이 더 크게 작용하여 공동체의 특성과 결집력 및 소

속감이 와해되는 점을 문제시하면서 러번 계획을 인지

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도심부 주변의 인구

밀도 상승과 도시 지역의 외연적 확대는 도시의 주변지

역으로 형상화하기보다 도시와 농촌적 경관이 혼재되

어 있는 러번지역으로 이해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관리와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적 시

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1945년 27.8%였던 도시화율이 1960

년 63.8%, 그리고 1975년에는 75.9%로 상승하였다. 대

규모 인구가 대도시 혹은 신흥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도시화가 전개되고, 교외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러번 지

역의 사회적 공간적 문제가 출현하였다. 단순히 도시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농

촌주민과 중심도시로의 통근자들이 혼재하면서 발생하

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시대적 특성상 철도변 주택지 개발과 뉴타운 개발

등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에 등한시 되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버블 경제의 배경이 된 자자체와 대

형 민간기업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붐이 러번 지역

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시설 정비와 함께 계획된 개발은

기존의 농촌 커뮤니티와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

성되었지만, 때로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 택지 개발은 농가와 신주민이 공존하는 지역

에 작은 지구를 형성하며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기

도 하였다. 생활환경과 각기 다른 성격의 커뮤니티들이

겪는 잦은 갈등과 충돌이 러번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했

다. 농지의 택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 기존 공동

체 질서와 경관의 와해, 법 제도의 부재 등이 사안이

되면서 생활환경 부분에서 공공시설, 오픈스페이스, 공

공 공간과 어메니티, 하부 기반 정비에 대한 계획 요구

와 커뮤니티 차원의 농가와 도시생활자들 간의 가치관

충돌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

가 출현하였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제 효

율을 우선화한 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루어지면

서 러번 지역의 중심도시로의 통근자까지도 환경공생

형 생활, 슬로우 라이프, IT 보급과 재택근무 등의 적절

한 활용을 통한 공간적 축소와 시간 절약, 지역주민 주

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초기 도심의

임대료 지불 능력이 부담스러워 러번 지역에서의 통근

을 선택한 교외 정착자들은 오히려 도심과 중심도시 내

부보다 여전히 농초지가 남아있고, 지형적 특성이 친환

경적인 러번지역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번

지역의 현황 인식을 넘어, 보다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디자인하려는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이 이루어졌다. 기

존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새로운 영농 가능성을 진단

했으며, 바람직한 러번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시도와 소

개 및 공유가 형성되었다. 통근자의 수용과 사회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되었고, 주민 주체 형성을 위한 계

획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일본의 러번 계획은 도시를

지탱하는 배후지역으로 러번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유역권 구상, 그린 투어리즘, 에코 뮤지

엄 등 러번 디자인으로 응용할 수 있는 환경 공생방법

의 도출 등을 사례로 남겼다. 또한 농업 경관과 도시

경관의 공존을 추구하는 역사적 맥락을 갖춘 경관계획

을 시도하였고, 택지 조성 후 신주민의 침입에 따른 문

제점 저감을 위해 커뮤니티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영국의 러번 개념의 사조에 따른 도시 전략

보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일본의 러번 계획은 19세기

하워드가 창안했던 농촌과 도시가 융합된 이상적인 전

원도시의 밑그림과 유사하고, 20세기 초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일하고 살고 위락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도시

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번햄

(Daniel Hadson Burnham, 1846-1912)에 의해 주도된

도시미화운동은 1928넌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를

중심으로 한 근대건축 국제회의(CIAM: Congres

Internatoinaux d’Architecture Moderne)의 개최로 이어

지고 제1차 CIAM의 의장인 르꼬르뷔제는 ‘살고, 일하

고, 위락하고, 소통하는’ 네가지 기능을 통해 태양과 녹

지와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빛나는 도시를

제안한 바 있다..

2. 20세기 후반 이후 제기된 뉴어바니즘 전략과 러번

계획의 함의

어바니즘(urbanism)은 도시를 해석하는 견해, 도시

의 가치를 찾아내는 도구이다. 인간이 정주를 시작하고

사회활동의 물리적 구현을 이룬 장소가 도시라고 할

때, 도시 형태를 만들기까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

능적 문화적 일련의 과정들이 도시 안에 내적되었을 것

이다. 18세기 산업화를 경험한 후 도시는 건축, 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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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연구되고 분석되었다.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

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역시 사회적 문화적 가

치를 담고 있지만, 개발과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하여

기능적 편익 구조물의 개선작업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9세기 도시의 창출과 함께 꾸

준히 제기되었던 어바니즘은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 가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바니즘

을 통한 도시의 해석과 창의적인 도시에 대한 대안 마

련에 인문지리학의 역할이 지대한 까닭은, 이론적이고

가치생산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도시의 흐름을

건축이 명확히 이해하여 실체적 사물을 구성할 수 있도

록 교두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리학

의 학문적 영역은 토지에 형성된 시대적 가치와 오랜

기간 종합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연구에서 시작되는 만

큼, 도시를 인간의 근원적 사회형태로 보고 거시적인

담론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하워드의 이상

적 전원도시 모델과 20세기 르 꼬르뷔지에의 계획 개념

은 건축의 연장선에서 구축되고 있던 도시의 계획 개념

과 시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3]. 성장 위주의 자

본 축적을 위한 기능들의 집적체로 인식되었던 도시는,

성장 관리와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목표가

되었다. 대로와 정원이 갖춰진 쾌적한 도시, 보행로가

구분되고 거주지가 분리되는 안전한 도시, 환경과 전통

및 문화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추구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워드는 전원도

시를 통해 더럽고, 혼잡하고, 위험한 런던의 외곽에 전

원 풍경을 접목시켜 사회적 경제적 차등과 병폐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캘리포니

아와 플로리다 지역의 급격한 교외화 현상을 억제하며

지역경관을 재창출하고 오픈스페이스와 녹지의 보전을

우선으로 개발을 규제한 사례였다.

그림 3. 21세기 도시계획의 대안 뉴어바니즘

Figure 3. New Urbanism, the Alternative Urban Planning in the

21
st
Century

주: 이자원, 2014, “산업화 이후 20세기까지 도시계획상의 환경

인식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8(4),493-505; 이자원,

2015, “도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2), 187-198의 내용을 참조로 작성. [3]

산업화와 현대화가 만들어 놓은 조닝(zoning)이 공간

단절과 인클레이브(enclave) 형성을 낳아 도시의 다양

성을 해쳤고, 안전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내었다며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는 미국 대

도시의 확대와 교외화를 비판했다. 리처드 번스타인[6]

은 어바니즘은 실용주의 철학운동의 응용이라고 하며,

장소는 거주자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정의되고,

장 겔[8]은 “삶이 우선이 된 공간, 그 이후 건조

(buiding)”이라고 하며 지역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

동체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20세기 관념적 이상에서의

어바니즘에 대한 시도는 보다 구체적인 모듈을 형성하

며 ‘맥락(context)’과 ‘규모(scale)’ 광역 대도시권과 지구

단위 커뮤니티에 가장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자는 새로

운 개발방식의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지나친 도시의 확

대와 교외화, 무분별한 택지개발,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 저밀개발 등을 지양하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시도를 제시하는 이른바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전략이다.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전통적으로

사용된 도시 및 주거 개발 방식으로 회귀하여 직장과

상업공간, 위락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재배치를 통해 주

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할

수 있는 편리한 보행로를 제공하여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시키자는 개념의 계획 전략이다. 환경보전과 경제

적 복지, 사회의 탄력적인 회복력의 증대에 대한 실용

적 개발 방식을 제시하며,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을 반

대하고 커뮤니티의 창조와 활성화를 주축으로 한다.

1993년 뉴어바니즘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계획 및 설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성, 안전과 시민과의 신뢰,

경제적 기회, 이웃과 하는 커뮤니티, 우선개발, 지역적

건축의 특성, 접근성, 도시와 지역의 연결, 가로(street),

공공 공간, 복합용도,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력,

설계 코드, 시민과 공동체의 연계와 협치 등을 내용으

로 하여, 전통적 커뮤니티로 회귀, 대중교통 위주의 교

통 개발, 복합용도 개발을 계획 원칙으로 한다.

러번의 계획사조와 뉴어바니즘의 원리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한 지역성의 강조에 공통점을 두고 있다. 도

시화의 확대 속에 도시 주변의 농촌이 중심도시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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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 생활방식과 같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지속성을 기반으로

자족적 공동체의 순환을 이루는 계획을 입안하자는 유

사한 방식의 계획 사조이다. 러번 계획은 각 지역에 맞

는 디자인을 창출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점에

서 기본 원칙를 제시하여 각 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뉴어바니즘의 원리와는 조금 상이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 기법 중 전통적 근린주구

개발(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은

근린주구에 광장과 공원을 중심에 입지하고 정류장을

배치해야함과 대부분의 주거지는 중심에서 도보 5분 이

내, 평균거리 400m 이내 위치, 공동체 내 주거형태는

남녀노소 및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함께 살 수 있는

계획과 다양한 주거형태를 입지, 공동체 경계부에 상점

과 오피스 배치, 각 주택의 뒷마당에 작은 보조 건축물

의 건축을 허용, 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는 1.6km 이

내 도보를 원칙, 거주지 반경 200m 이내 운동장 설치,

공동체 내 격자형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혼잡 분산, 보

행과 자전거 환경 조성, 중심건물은 공동체의 주요 도

로에 인접하여 설치, 주차는 소로를 통해 건물 후면에

배치, 장소성을 지닌 공간을 공공 용도로 활용하고 건

물은 도로 끝 부분 혹은 공동체 중심에 위치시킴, 공동

체는 자치체로 운영 되어야 함을 설계 원칙으로 구성하

였다. 그러나 이중 몇 개를 제외하고는 동아시아의 전

통적 도시들이 산업화를 입고 이후 발전한 지역에 적용

되기 힘든 유럽 혹은 북미형 방식이라 분석된다. 러번

계획이 시사한 바는 각 나라의 시대적 진화와 지형적

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원리를 변형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연결지대의 계획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례적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화를 경험

한 현대 도시문제의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사조로 러번 디자인과 뉴어바니즘이 제기되었지만, 러

번 디자인은 도시, 도시와 농촌의 점이지역, 그리고 농

촌 지역에까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

적 시점의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행력이 높

다고 판단된다.

Ⅲ. 한국의 러번 디자인 적용 가능성

1. 한국 도시개발의 목적

한국은 2014년 이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연담도시로 구성된 중추도시권과 인구 10-50만명의 도

농연계생활권, 그리고 인구 10만명 전후 농어촌 생활권

등 규모별 도시개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지역문화와

생태를 살리면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자족도시 구

축이 공통의 목표이다.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중

심이 되어 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주민행복 증진에

초점을 둔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집중하여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광역

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와 14개 도지역

의 권역을 선정하여 전국 20개 중추도시 생활권을 육성

하여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이었다.

그림 4. 20개 중추도시생활권

Figure 4. 20 Major Urban Communities

자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2]

이러한 전국적 차원의 분산정책은 이미 제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기간인 1970년대 시도된 바 있다. 전국

을 28개 생활권으로 편성하여 산업화와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의 적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와

산업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는데, 공업시설의 입지

에 따른 환경파괴의 피해가 나타나고 집적의 논리가 극

대화되면서 전국적 균형개발의 거점으로 인구가 분산

되는 대신 오히려 서울 대도시권 주변이 집중과 서울권

의 기능적 확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계획과

2015년의 계획 중 가장 큰 차이는 정부주도 개발 대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가 보조하는 형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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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방식이라는 것이다. 도시권 육성 특별법 제정이 지

원되고, 도시 재생과 산단 리모델링을 통한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복합 타운을 형성하여 지역의 중추기능을 강

화한다는 것인데, 지역균형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그 결과를 가늠하기가 여전히 모호하다.

러번계획과 뉴어바니즘의 계획적 사조는 현재 남

아있는 자연 자원과 가용 및 수용능력을 측정하여 이를

우선 활용하고 재정비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재의 문제점과 보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한

다는 것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림 5. 쇠퇴 도시분포, 2014

Figure 5. Distribution of Declining Cities, 2014

자료: 국토연구원

2013년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협치적 관점에서 재 점

화됨에 따라 중추도시육성과 도시재생이 함께 논의되

었다. 5년간 평균 인구가 감소의 사회지표를 지닌 기초

생활권, 5년간 총사업체수 감소의 경제지표를 지닌 도

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

는 환경지표를 지닌 도시가 전국적으로 96개로 분석되

었다. 이중 55곳은 이미 쇠퇴가 상당히 진행된 곳이었

고, 41개는 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인데, 예상과 같이 대

부분 서울대도시권과 부산,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 중추

도시권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남

제주에 분포한 군들 역시 쇠퇴가 진행되었다고 분석됨

으로써, 지역 쇠퇴는 단지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를 경

험한 도시들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시기적 낙

후 때문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초생활

권의 인구 감소, 산업 쇠퇴, 건축물의 노후 부문과 관련

된 삶의 질적 상황에 따라 개선과 재생 및 복원이 우선

계획되어야 한다.

2. 러번 개념의 적용

러번 디자인이 시사 하는 바는 제 문제의 파악과 각

시례에 대한 검토와 디자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동,

그리고 러번 디자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검토 등이다.

경제성장과 산업의 확충이 우선되었던 20세기까지의

생활에서 취득과 소비를 풍요로운 생활이라고 인식했

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새로운 구입 수단과 처리

가공된 식품에 의한 많은 편의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쓰레기와 오염 및 피해가 양산, 확대되었으며 공동체의

적극적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지혜 등이 현저히 감퇴

하였다. 생활과 생활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

하여 환경의 질을 고려한 자족적 지역 재생을 통해 지

속가능한 개발의 지표가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되

어야 한다.

그림 6. 러번 계힉의 지역 적용

Figure 6. Regional Adaptation of Rurban Planning

한국형 러번 계획은 지역의 범주 설정에서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사례 지역을 대도시권, 신산업지역이나

특정 요소에 의해 최근 인구 증가를 경험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도농통합형 지방도시군, 그리고 농어촌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대도시권은 중심도시의 기능과 주거

지의 확대로 인해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도시적으로 활

용되거나 브라운필드로 남아있을 것이고, 신산업지역과

최근 인구 증가를 경험한 도시지역은 대도시에서 출발

한 기간 철도와 도로 주변에 입지하여 인프라와 녹지

등 생활 환경의 조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도농통합형 도시권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이 구분될 것이고, 농어촌 지역은 농경지와

자연자원이 분포하지만, 도시화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

도시적 시설물의 관리와 환경 정비는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이들 지역은 다시 입지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도

시 주변형, 중심도시와 일체형, 그리고 도시내형, 비도

시 지역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지역 계획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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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도시 주변형은 난개발과 스프롤 등 이미 농업적

환경이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대에 잠식되어 환경의 복

원과 오염의 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유산과 상하수도 및 전기, 간선도로의 재정

비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탄력적인 지속운용에 초점을

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지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구조는 대도시 접경

지역과 지방도시 주변형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도시

접경지역은 이미 도시화의 압력으로 행정구역상 차이

가 있을 뿐 대도시와 유사한 경관 및 기능시설이 확대

되어 있다. 대도시의 쇠퇴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업 기능

확대 및 주택지 난개발 등의 문제가 산재해있을 것이

고, 새로 개발되는 신산업지역과의 갈등 및 차별도 문

제가 된다. 대도시와의 연계, 신산업지역과의 연계 등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가 구축되어

야 한다. 특히 인프라와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 등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도시 내 관리에서의 러번 계획은 공원 등 하천 복

원 등 녹지의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이 된다. 낙후 시설

의 정비, 쇠퇴 주거지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외

국인 이민자의 수용과 기존 상업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의 장소와 지역성을 복원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하

는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도시 지역은 대도시권 외곽지역의 농촌 배후지,

도농통합지역의 농촌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 등이 포

함되는데, 무엇보다 농업 용지, 녹지, 하천 관리가 핵심

이 된다. 도시 지역과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무분별한 관광화의 전략 역시 배제되어야 한

다. 지형과 자연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관

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배치와 지속적인 정

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7. 전략적 러번계획의 실천

Figure 7. Practice of Tactical Rurban Planning

Ⅳ. 논의 및 결론

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극심한 도시화의 결과로 인

해, 서울 일극 집중에 대한 국토 불균형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왔다. 서울 집중과 대도시의 난개발, 국

토 불균형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

역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의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현실의 문제 진단과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

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도시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도시계획인 뉴어바니즘을 요소로 하고 있

는데, 전통적 도시성의 복원을 위해 맥락과 다양한 규

모의 적합한 활용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뉴어바니즘은

도시의 문제 해결과 탄력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적 요소

를 강조하는데 반해, 이미 20세기 초 제안된 러번 계획

은 농촌지역의 문제까지 폭 넓게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의 도시계획은 대도

시와 중소도시, 도시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

전히 지역 균형 발전에서 농촌에 대한 부문이 차별적이

라 할 수 있다.

러번 계획이 도시계획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회시

된 농촌경관 계획이 포함된 점이 뉴어바니즘의 사조와

함께 도시문제의 해결과 국토의 사회적․ 경제적․ 환

경적 공생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유연적 러번 계획사조는 각 지역의 장소와 지역

성을 특화하고 이를 요소로 한 디자인 전략이라는 점에

서 각 지역 개발에 적합한 계획 사조이다. 인간 생태

적 입장에서 자연과 지형 및 기후에 순응한 자연보전과

순환에 가장 큰 가치를 둔 러번 계획을 통해 지역별 경

관디자인이 전략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뉴어바니즘의 패러다임과 함께, 러번이 지닌 농촌적

요소의 보전과 활용 및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세밀한 지

역별 계획을 위하여 지역별 역사와 문화, 사회적 결집

력에 관한 인문적 사상이 디자인의 원칙이 될 것이다.

계획을 통한 개발 이전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을 이해하고 보전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의 사상체계가

확립되어 지역의 종합적 경관 요소를 구축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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