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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park in the community is a public asset that is commonly used by the residents daily and performs

an important role to activate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small park plan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ncret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demand of the residents about their small

park plan, observe the changes in their demand in the process of debat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mall group workshop method was adopted in the study and three groups were set up

and surveys were made in two stages. Two dimensional pictogram cards and three dimensional digital park

formation tools were used. The results of workshop study indicated as follows: Firstly, residents wanted to

have community farming garden, green house and flower garden to grow plants, natural walls and safe

resting facilities. Secondly, individual and diverse opinions presented at first could be converted to common

opinions through mutual exchanges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debates. Thirdly, digital park formation

program functioned well as an effective visual tool to draw the attention and quick responses of the residents

and to reach an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ools in the process of drawing agreements in the community society that requires the residents’

demands and agreement and this study will be usefully utilized in planning community space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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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가원이

시행하는 09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9도시B02)에 의해 수

행되었음.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인의 사회적 · 문화적 의식 변화로 오늘

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거주환경이나 도시환경의 오아

시스적인 역할로 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도

시의 쇠퇴, 생태학적인 위기에 대응한 차원에서의 공원조성과

녹지환경 도입은 지역에 활력과 환경을 통한 지역재생을 이루어

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적

인 부분을 중시한다는 점으로 볼 때 공원조성과 녹지환경의 도

입에 대한 계획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대처한 효과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녹지환경 중에서도 동네 소공원은 마을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자산으로써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지역 내 주민의 생활권

에 위치한 소공원은 지역밀착형으로 접근성이 높아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

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기능의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되

고 있지만 가까운 위치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네 소공원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현상은 특히 쇠퇴지역

의 사회약자나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각박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소공원이 되

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원계획가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획일

적으로 공급되는 공원계획과 달리 그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

한 주민참여 소공원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방법을 통하여 그 지역 요구에 맞는 소공

원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는 주민의 소공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합의를 통해 계

획안을 도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원계획이라는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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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내용

소

공

원

근린 

소공

원

도시형 

근린 

소공원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

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 조성 

전원형 

근린 

소공원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 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 마을 보호수나 

정자옥과 같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 조성 

도심 

소공

원

광장형 

도심 

소공원

고층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주로 간선도로변

이나 고층 건물들 사이에 조성

녹지형 

도심 

소공원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변보다 녹지로

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 화초

류 또는 수경시설 위주로 된 공원 

표 1. 소공원의 개념: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스킬을 요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더욱 쉽게 공원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개발된 3D적 디지털 툴인 공원조성도구를

도입하여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고 현실적인 정보전달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계

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주민참여

‘참여’는 의사결정자가 국민이 선호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국

민의 지역적 지식을 포함하여 결정을 개선하며, 공공 의사의 합

법성을 부여하기위해 필요하다(Innes, 2004).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자치의식이

함양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중심에 놓고 함께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었다.

Arnstein(1969)은 주민참여를 조정(Manipulation), 치료

(Therapy), 정보제공(Information), 의견청취(Consultation), 회유

(Plac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의 8단계로 나누었다1).

주민참여[Participation of resident]는 사업의 시행여부에 직간

접적으로 주민들이 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주체가 되어 참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배웅규, 1994). 이는 주민들에게 계

획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

의 수요가 계획 및 시행과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은 국가와 지역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계

획적인 면에서 보면 주민참여는 설계과정에서 사용자를 참여시

키는 방식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과정에 주체가 되어

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조동호, 2007)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참여 방식에 따라 직접적인 참여와 간

접적인 참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참여는 주민들

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간적 범위가 작고 주

민의 수가 한정된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는 대부분 소규모지역

에서 개인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주민자치단체를 통하여 적극적

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신행순, 1996). 간

접적인 참여는 주로 집단적 참여에서 이루어지며 공간적 범위가

큰 경우나 전문적인 지식, 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김영수, 2001).

2.2 소공원

도시소공원의 법규상 개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

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라 명

명하고 있다. 또한 도시소공원의 ‘Vest Pocket'이 의미하는 것처

럼 작지만 요긴하고 편리함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가까운 공원,

다양한 쓰임새를 갖는 공원, 열린 공원이다.(이주희 2007)

소공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2)

1) 김광미(2012), 지역주민참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연구,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2) 이주희(2007), 역세권내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소공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환

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고 휴식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키는 장소가 된다.

셋째, 삭막한 쇠퇴지역의 경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가져온다.

넷째,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통하여 녹지가 늘어나고 자연

적인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이 주는 평온

과 여유를 즐기게 한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땅, 공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공원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 일상적인 이용에 편이한

점이 특징이다.

2.3 커뮤니티가든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은 커뮤니티(Community)와

가든(Garden)이라는 두가지 컨셉의 접목으로 이는 사람의 경험,

기대, 결과물 창출의 의미를 기초로 하는 범위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Hou, 2009)4).

커뮤니티가든의 유형에 대하여 미국 커뮤니티가든 협회

(AGGA)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커뮤니티가든의 효과에 대해 Schukoske(2000)는 작물재배, 도

3) 조동호 (2007). 주민참여형 공원리모델링 계획 연구. 서울시립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정리

4) Jeffrey Hou, Julie Johnson, and Laura Lawson(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 Urban Community Gardens in

Seattle. Architecture Foundation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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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주테스트베드 전체지역과 주거지구내 대상지 표시

그림 1. 합의안 도출과정 구조도

유형 특성

농원형가든

공원 및 식물원의 일각, 건물의 옥상, 가각

의 공지에 있는 구획으로 세분화된 채소밭

만들기를 중심으로한 시민농업형의 가든

커뮤니케이션형

가든

학교, 노인주택, 공공아파트, 병원, 교회, 커

뮤니티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부지

내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든

테마형 가든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유휴지를 이용한 아

트, 자연 등 테마를 가진 레크레이션 성향

이 높은 가든

교육형 가든

유아, 아동, 청소년, 학교, 교원 등을 대상

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어린이

가든, 스쿨가든 형태의 가든

갱생요양형

가든

홈리스, 형무소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원 등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가든, 혹은 시민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든

복합형 가든

화단, 채소원,벤치, 녹음공간, 광장 등 레크

레이션 및 학습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복합형태의 가든

표 2. 미국의 AGGA에 의한 커뮤니티가든의 유형과 특성

시내 공간의 개선 및 보호 뿐 아니라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간 협동을 육성하며 커뮤니티의 형성 및 강화에 기여한다

고 언급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도 한

다고 밝혔다.5)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실제 소공원이 조성될 대상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소공원을 계획하기 위하여 단계적 워크샵을 진행하

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 계획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2단계에

걸친 워크샵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합의

를 통해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워크샵에 참가한 주민들은 총 9명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학교 프로그램 중 식물자원에 대한 수업

을 듣고 있는 주민으로 식물재배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워크샵에 참여한 주민들의 연령대는 64-75세이

며 남자 3명, 여자 6명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식물 재배방법과 토양 등에 대한 교육이외에 공동으

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형 동네 소공원을 계획하는 2회

에 걸친 공원만들기 수업을 통해 2단계의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1차 워크샵에서는 소공원에 대한 개념과 커뮤니티가든의 국

내외 사례를 소개 하고 대상지 현황과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각각의 대상지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픽토그램 카드를 도면에 배치하

는 방법을 통하여 공원계획에 대한 1차 합의안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

였다. 1차 워크샵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개발

된 공원조성프로그램6)인 디지털 툴을 사용하여 1차 합의안에

5) 박은지(2012), 커뮤니티가든 주민참여계획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

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대한 3차원적 3D모델을 제작하였다.

2차 워크샵은 1차 워크샵에 대한 내용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내용과 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디지

털 도구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1차합의안에 대

한 3차원적 3D모델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룹별이

아닌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그룹별 1차 계획안에 대하여 타 집단과의 의견

공유 과정을 거쳐 각각의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였다.

3.2 조사대상지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국토해양부 R&D 도시재생사업 전주

테스트베드 주거정비지구 내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위치하며

폐가 처리 예정인 대상지1, 2와 현재 전주시소유 공지인 대상지3

이다.

소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은 국토해양부 R&D 도시재생사업

마스트플랜 중 Art Map Landscaping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쇠퇴

지역에 만연해 있는 나대지, 텃밭 등 기존자원을 이용하여 주민

들과 함께 다양한 소공원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전체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에 조성하게 될 소공

원의 특징은 크게 생태적인 자원, 예술적인 자원, 운동기구자원

등을 모두 포용하며 각각의 비중에 따라 공원을 특색 있게 하여

「운동형 소공원」「예술문화형 소공원」「생태형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취지에 따라 3개의 대상지 각각의 유형을 기본

개념으로 조성계획을 추진하였다. 대상지1은 「생태형 소공원」,

6) 국토해양부 R&D 도시재생사업「전주테스트베드기법적용연구」

주관기관 연세대학교에 개발한 공원조성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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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픽토그램

커뮤니티

가든

산 책 로 와

수공간

동물사육

공간

휴식공간

예술조형물

운동기구

표 5. 선별된 옥외환경 픽토그램 카드

그림 3. Art Map Landscaping사업 개념도

대상지2는 「예술형 소공원」 대상지3은 「운동놀이형 소공

원」으로 지정하였다. 유형선정에 있어서 대상지1「생태형 소공

원」의 경우, 바로 인접한 곳에 이미 텃밭이 존재하여 생태적

자원을 서로 활용함으로써 공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대상지2「예술형 소공원」의 경우, 대상지 네 면이 건

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이 빈번

한 조건으로 조형성이 있게 문화적 가치가 높이는 것이 효율적

이라 판단해 선정하였다.

대상지3「운동놀이형 소공원」의 경우,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인접하고 있고 어른들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필요

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의 놀이와 운동공간으

로 조성하는 안으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지에 따른

소공원의 유형 선정은 주변의 환경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

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주변현황은 <표 3>과 같다.

대상지 1은 면적 143㎡의 주거지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지원

센터 뒤에 위치한 페가처리 대상지이다. 화재로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었으며 현재 바로 인접한 유휴지에 일부 주민들이 텃밭

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대상지 2는 면적 198㎡의 주변이 주택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

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한 폐가처리 대상지다.

대상지 3은 면적 91㎡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바로 인접한 유

휴지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땅이며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3.3 워크샵 도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으며 개인의 의견 표현

과 타인과의 의견 공유를 도울 수 있는 도구로 픽토그램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 픽토그램 카드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R&D

「전주테스트베드기법 적용연구」 공원조성프로그램 단계에서

개발된 픽토그램 중 옥외환경에 관련된 32종을 선별하여 본 연

구에 사용하였다. 선별된 픽토그램 카드가 <표 5>이다.

2차원적 픽토그램 카드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그림만 보여주

는 것에 비해 이중적인 이해코드를 주기 위하여 그림과 글자를

같이 사용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인 전주테스트베드 지역의 기초조사에 의하면 노후주거지구의

주민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결과7)

를 고려하고 픽토그램 카드는 쇠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

7) 정은정 외(2011)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21호

게 표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1단

계 워크샵 도구로 사용하였다.

특히, 2차원적 계획만 보여주는 픽토그램 카드의 단점을 보완

하고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가상공간에서 실제에 근

접한 계획을 볼 수 있는 3차원 디지털 툴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을

대상지 1 (143 ㎡)

대상지 2 (198 ㎡)

대상지 3 (91 ㎡)

표 3. 조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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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합의안 2조합의안 3조합의안

표 6. 조별 1차 워크샵 계획 합의안

top view view1

view2 view3

표 7. 공원조성프로그램으로 표현한 1조 1차 계획안

그림 4. 공원조성프로그램

top view view1

view2 view3

표 8. 공원조성프로그램으로 표현한 2조 1차 계획안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특징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Vertool 엔진을 통한 현실감 있는 3D 시각화

Ÿ 계획창과 네비게이션창을 이원화하여 계획결과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Ÿ 어떠한 작업과정에서도 당해 화면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

일로 저장하는 기능

Ÿ 사용자가 계획한 공원의 설치비를 포함한 대략적인 비용

의 견적기능

Ÿ 누구나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 : 시각화된 아이콘과 손쉬

운 조작

Ÿ 노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탑재

4. 결과 및 분석

4.1 1차 워크샵 결과물

1차 워크샵에서는 2차원적 픽토그램 카드를 사용하여 공원조

성대상지가 표시된 도면에 계획을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 계획

안은 <표 6>과 같다. 각 그룹별 1차합의안에 근거하여 디지털

툴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모델 안을 제작하였다. 주

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D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해 미관적인 디자인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현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3차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생태형 소공원」조성을 목표로 하는 1조 합의안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텃밭을 공원의 가운데 부분에 만들고 다른 주택과 맞닿은 면

에 창고를 만드는 것이 좋다” “파고라와 간단한 세면대 지압길

이 필요하다” “울타리를 설치하고 길 앞쪽은 화분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길과 인접한 부분은 화단이나 꽃밭을 만들

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아치와 같은 조형물로

공원입구를 만들고 주택과 인접한 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 좋

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합의안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공원조성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3차원적 모델을 작성한 것이 <표 7>과 같다. 공

원조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예술문화형 공원」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2조의 합의안 과

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텃밭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만드는 것이 좋다” “도구를 보

관하는 창고와 겨울에 작물을 재배하는 작은 온실이 있어야 한

다” “창고와 온실은 그늘진 곳에 만든다.” “화단을 만들어 꽃을

재배하면 좋겠다” “위치가 구석진 곳이기에 정자나 테이블을 만

들면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대신 잠깐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면 되고 일을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

가 있어야 한다” “벽면에 벽화를 그리고 아치와 같은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구와 합의안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공원조성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3차원적 모델을 작성한 것이 <표 8>과 같다.

「운동놀이형 공원」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조의 합의안 과

정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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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1 view2

view3 view4

표 9. 공원조성프로그램으로 표현한 3조 1차 계획안

top view view1

view2 view3

view4 view5

표 10. 1조 최종 계획안“이곳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에 텃밭을 위주로 하고 다른

것은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텃밭은 정원 중

심에 만들고 화분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 “밭일을 하고

바로 씻을 수 있는 수도와 음료수를 사서 마실 수 있는 자판기

를 설치한다” “대상지의 면적이 작기에 운동기구 설치는 적합하

지 않다” “놀이터의 자전거거치대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신 그 자리에 운동기구를 몇 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 놀이터와 연결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구와 합의안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공원조성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작성한 것이 <표 9>와 같다.

4.2 2차 워크샵 결과물

2차 워크샵에서는 1차 워크샵에서 도출한 각 형태의 소공원

계획안에 대하여 참가자 전체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샵의 목적은 참가자 전체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

양한 측면의 계획요소들을 찾아내고 공원조성도구프로그램으로

표현된 1차 계획안에 대해 수정사항을 진행하는 것이다.

2차 워크샵은 우선 각조별 1단계 워크샵에서 픽토그램 카드

로 계획한 평면과 그것을 기반으로 공원조성프로그램으로 제작

한 3차원적 모델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또한 동시에 2차원적 모델인 픽토그램 카드를 사용한

1차 계획안과 3차원적인 모델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2차 계획안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변화를 집중적

으로 관찰하였다.

2차 워크샵에서 도출한 1조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고와 온실은 인접한 주택 쪽에 만들고 창고와 온실

사이에 나무를 심는다.

둘째, 정자는 불량소년들이 모여 드는 장소가 될 수 있기에

작은 테이블로 대체한다.

셋째, 기존에 오른쪽에 배치하였던 지압길은 왼쪽으로 옮겨

졌으며 수도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넷째, 보다 큰 면적의 텃밭을 원하였고 보도와 맞닿은 부분은

화단이나 화분으로 경계처리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이견을 반영하여 만든 3차원적 1조의 최종

계획안은 <표 10>과 같다.

생태적 특성을 강조하여 계획함으로써 「생태형 소공원」을

계획하고자 한 1조의 소공원은 텃밭의 면적이 커지고 텃밭과 어

우러지는 자연스런 조경 및 담장처리, 주민들이 텃밭활동을 하

면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사회적 공간이 만들어

졌다.

2조의 계획안의 경우 「예술문화형 소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안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원하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꽃밭사이에 예술조형물을 추가 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텃밭을 크게 만들기 위하여 정자와 같은 시설을 추가적

으로 넣을 필요가 없이 텃밭을 최대화 하자는 공통적 의견이 있

었다.

셋째, 빗물을 받아서 관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라는 의견이 있었다. 디자인작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었지만 마을 소공원에서의 환경과 경제적인 면인 시점에서 중요

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2조의 의견을 토대로 제작한 2조의 3차원적 최종계획

안은 <표 11>과 같다.

공원조성프로그램의 컨텐츠 종류에 대한 한계로 주민들이 요

구하는 예술조형물이나 빗물을 사용하는 방안과 같은 의견을 직

접적으로 디자인에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외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2조의 계획안에서는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예술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예술적 요소를 겸비한 소공원으로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3조 대상지는 다른 대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요소들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담장대신 울타리를 만들면 좋겠다.

둘째, 큰 길에 위치하여 있기에 길과 인접한 부분은 화단을

조성하여 경계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셋째, 옆에 있는 놀이터와 함께 연계하여 좀 더 조화가 될 수

있게 계획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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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3조 최종 계획안

top view view1

view2 vie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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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조 최종 계획안

넷째,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 주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아이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이미 정자가 2개나 설치되어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

하고 있어 1개를 철거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3조의 3차원적 최종계획안은

<표 12>와 같다.

「운동놀이소공원」에서 운동기구는 어린이 공원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아주

작은 창고와 온실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4.3 종합논의

본 연구의 2단계에 걸친 워크샵에 참가한 대상 주민들은 전

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학교에서 4회에 걸친 식

물자원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주민들의

경우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과 온실, 화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조성될 소공원에 대한 계획이기에 현실성이 높

고 주민들의 열의가 높았으며 표현에 있어서 본인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제안하였다. 각 조별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며 합의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합의안으로 모아지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 그룹별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1차 계

획안에 대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전체주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

는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최종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생태형 소공원」의 경우, 정자는 청소년들의 위험지구로 변

할 수 있기에 테이블로 변경되고 지압길의 위치도 텃밭과의 관

계조정으로 변화를 나타냈다.

「예술문화형 소공원」의 경우는 1차 합의안에 대하여 주민

들이 동의하에 변화없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운동놀이형 소공원」은 전체적인 배치에는 크게 변화가 없

었지만 담장대신 울타리를 설치하고 길과 인접한 부분은 화단으

로 처리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소공원 계획에 참여한 모든 조의 공통적인 의견

으로는 식물재배가 가능한 텃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차지한

점과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온실과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창

고를 원했다는 점, 또한 이 지역의 공원이 더 이상 건전하지 못

한 청소년들이 모이는 사회적 장소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 화단과 같은 꽃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하고 편리한 시설을 원하였던 점이 특징적이었다.

1단계 워크샵에 사용된 2차원적 픽토그램 카드의 경우 간단

한 이미지로 되어 있어 사용이 쉽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

어 계획안 도출에 효과적이었다. 계획이나 디자인작업에 접근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픽토그램 카드를 통하여 공간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활발한 계획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상

호간의 의견 교류와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

용되었다. 이는 계획에 있어 표현력이 제한된 주민들에게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발된 3차원적 공원조성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작

업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합의안을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

였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도출을 증대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실제와 근접한 가상 모델을 보는 과

정에서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각자의 의견을 표

현하는 과정에서 더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소공원 계획과정에 적극

적인 참여와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툴을 사용

하여 주민과 전문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소공원 계획을 도출하는 방안을 실행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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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에서 디지털 툴 도입을 통해 기존의 주민참여디자인

을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보다 직관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도출을 가능케 하였다. 계획이나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합의

를 용이하게 하며 참신한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에 걸친 워크샵 결과를 통해

첫째, 주민들은 식물재배를 위한 텃밭, 온실 화단 등의 시설

과 자연적인 담장처리, 안전한 휴식시설을 원하였다.

둘째, 합의과정에서 논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상호 교

류됨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초기의견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의 소공

원이 보다 지역 주민을 결합시키고 애착이 있는 장소로서의 가

능성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셋째, 디지털 툴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

내고 합의하는 과정에 흥미를 주고 빠른 반응을 자아내는 효율

적인 시각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기존의 참여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해 오던 아날로그적인 도구인 픽토그램 카드는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이해가 쉽고 주민들이 기능위주의 평면계획안을

만드는데 용이하였으며, 디지털 툴인 공원조성프로그램의 경우 3

차원적인 모델을 보여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실감과 동시

에 다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 참

여 대상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다소 생소하였으나 이것은 계

획과정에서 주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유용한 도구로

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반면, 전반적인 계획이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진행하다보니 공간의 활용이나 동선, 텃밭의 위치와 규

모 등에 대하여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존재하였다. 이는 후속연

구를 통해 주민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가이드를 제시하

는 등의 보다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

와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관점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 계획을 도

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툴에 대한 효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국가 테스트베드사업의 마스터플랜 상에서 실행될 Art Map

Landscaping사업의 그 첫 시작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공

원계획을 진행하였다. 이 Art Map Landscaping 사업은 쇠퇴지

역이 가지는 수많은 유휴지와 텃밭 등의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

치가 있는 마을전경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열

정을 가지고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조성될 경우 실제적인 재생

사례로써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추후 이러한 조성을

확산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주

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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