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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요즘 도시정책 인 도시재생은 서구 선진산업국들이 세, Key word

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으로 급격한 도시쇠퇴

에 대한 대응으로 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1980 . 

러한 도시재생의 변화는 년대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2000

변화의 문제가 도시쇠퇴와 함께 다루어야 할 도시문제로 상호 관계

의 복합적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도시재생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을 살 , 

펴보면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산업도시의 쇠퇴기능 회복과 외곽개, 

발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에 치중한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년 들. 2000 어서 도시문제의 새로운 

인식으로 도시쇠퇴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 

문제를 상호 관계의 복합위기 문제로 도시재생에 접근하고자 하였

다 이에 녹색커뮤니티 관점 의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재. ‘ ’

생사업 추진에 적용할 계획요소 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

다.

1.2. 연구의 범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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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련선행 연구를 통해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개별 연구 관련 도시패러다임 연구와 이를 통해 적용된 구체적인 , 

사례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관련연구 고찰 연구 . , 

분석틀 도입개념의 규정을 시작으로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특히 녹색커뮤니티 관점의 도시재생의 계획요소 최종 . , 

도출과정은 조정검토 과정을 진행했으며 진행과정은 아래의 그림, 

과 같다(Fig. 1.) .

특히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도시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대응원칙들을 우선 도출하였다 도출된 원칙과 관련 도시. 

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는 원칙을 선택하였다 선택, . 

한 원칙과 관련 도시계획 제어요소를 검토하여 적정한 계획요소를 

선택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된 계획요소로 국내 외 사례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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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Recent urban regeneration is taking a complex approach to urban decline and climate change. Now,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increase in fossil 
fuels as well as urban decline. Therefore, it is requested to respond to the social and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decline of the city and the natural and environmental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rban regeneration planning elements in response to the complex crises of urban decline and 
climate change. Method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is the view of the green community, which is to 
approach the decline of the city and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a two-way complex relationship at the 
community level. First, review and write the principles that are claimed by recent urban theories; second, we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principles are applied in existing urban paradigms. Third, we draw out the 
planning elements from the reconstructed principles that apply to the case analysis and present the planning 
elements after the brainstorming process. Results: The proposed elemen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are basic research to be applied to the green community urban regeneration model and future urban regeneration 
project plans. This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n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2018 KIEAE Journalⓒ 

도시쇠퇴
기후변화
녹색커뮤니티 도시재생

Urban Decline
Climate Change
Green-Community Urban Regeneration
 

A C C E P TA N C E  IN F O 
Received June 23, 2018
Final revision received July 25, 2018
Accepted July 26, 2018

Flow of research

Combined
 Crisis of

Urban
 decline

and 
Climate
 Change

Review the 
principles of 

urban 
paradigm

 
Review of
Planning 
Elements

in the
principles 

Case 
analysis

And 
Mediation

review

Presentation
 of green 
community 

urban 
regeneration 

planning 
elements

Review the principles 
of urban paradigms

Case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Planning Elements

Fig. 1. Application of evaluation matrix and flow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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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조정검토를 통해 선택된 . 

계획요소를 조정하여 최종으로 녹색 커뮤니티 관점의 도시재생 계‘

획요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2.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따른 상호관계의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다.(Table 1.)

Table 1. A Study of Prior Research

첫째 도시쇠퇴의 측면에서는 학술적 연구 도시재생사업단을 중, , 

심으로  한 연구개발사업 의 본격적인 연구와 통합적 (2007-2011)

관점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도시 대응방. , 

안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의 추, , 

이와 예측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 

구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 

응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 

업 및 경제에 관한 연구도 고찰하였다.  

셋째 세기 도시패러다임에 따른 도시계획 연구 공공성 측면, 21 , 

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도시쇠퇴에 ,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 

의 정책적 함의 등의 연구 등도 고찰하였다 넷째 도시재생의 개발. , 

방식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 다른 점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2.2. 연구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 축 과 기후변화에 대한 (X )

대응 축 을 상호관련의 복합적 관계로 접근한다 이 관계를 세(Y ) . , 20

기 후반 도시문제 접근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등장한 녹색‘ ’

의 가치적 차원과 근린범위의 커뮤니티 단위로 접근하는 녹색커,  ‘

뮤니티의 관점 축 을 도입하여 분석틀로 삼았다 이것은 녹색’(Y ) . ①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적 차원의 가치와  실천적 차원의 커뮤니티 ②

단위를 기반으로 도시쇠퇴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위기를 상호관계의 복합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도시에서 삶의 질이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의해 쌍방향

적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복합위기의 도시문제 로 접근한다 이를 ‘ ’ .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Fig. 2.)

3. 녹색커뮤니티 관점의 도시재생 개념 고찰

3.1. 전환의 가치로서 녹색과 도시의 관계

흔히 세기를 녹색의 시대 또는 녹색 가치의 시대 라고 지칭하21 ‘ ’ ‘ ’

며 서구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기 후반기에 들어 이라, 20 ‘Green’

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는 근대화 과정이 남긴 문제에 대한 근대적 . 

해법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 

색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이 만들어 낸 도시공간의 문제를 녹색의 가, , 

치로 새롭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복합위기의 도시문제를 극복, 

할 해법으로 요청하였다 즉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라는 상호관련의 . , 

복합위기로 나타나는 도시문제를 녹색과 도시 라는 새로운 관계의 ‘ ’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

였다.

3.2. 새로운 관점으로서 녹색커뮤니티

본 연구는 세기는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21

자연환경 파괴와 도시쇠퇴에 따른 사회환경 악화라는 복합위기 극

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 

고자 하였다 즉 가치적 측면에서 녹색 과 공간적으로는 근린범위. , ‘ ’

의 측면에서 커뮤니티 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점의 도시재생을 구현‘ ’

할 기본단위로 녹색커뮤니티 를 설정하였다‘ ’ . 

Division Content Author

Urban decline

Academic research Cater,1995 [1]. Pacione, 2001 [2]
Savage and Warde, 2003 [3]

Research of Urban 
Regeneration

Lee Hee - Yeon et al, 2010 [4]
Cho Jin Hee  et al, 20101 [5]
Kim Kwang-jung et al, 2010 [6]
Lee Young Sung et al, 2010 [7]

 integrative study

Bradford, 1995 [8]
Broadway, et al., 1998 [9] 
Kearns et al., 2000 [10]
Langlois and Kitchen, 2001 [11]
Lucy and Phillips, 2000 [12]

Climate change

Study of policy 
and institution

Kim Byung Ho, 2005 [13]
Ham chang-wan, 2007 [14]
Kim Byung-seok, 2009 [15]
Oh Seok-joon, 2009 [16]
Ko jaeg-kyeong, 2009 [17]

A Study on Adaptation 
Planning and Guidance

 Kim Jin-Ah, 2013 [18]
 Sin hak-soo, 2017 [19]

Research on industry 
and economy

 Kim Jeong-Sik, 2012 [20]
 Lee Jung-deug, 2004 [21]

urban theory The Principle of 
Urban Paradigm 

Kim Tae-yong, 2005 [22]
Richard, Register,1987 [23]
Philline Gaffron, et al, 2005 [24]
Kim Jung-kon, 2011 [25]

 Joe Ravetz, 2000 [26]
 Nichoals Low, et al., [27]

Community Study on community 
participation  Gates, Christopher, 1999 [28]

Fig. 2.  Research methods and 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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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설정한 녹색커뮤니티 는 단순하게 녹색이 가진 가치 ‘ ’

지향성과 삶의 터전으로 커뮤니티의 의미를 결합하는 것 이상을 의

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재생 이 도시쇠퇴 대응과 기후변화 .[28] 

대응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넘어서는 출발점을 제시하

며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접근해 온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도, 

시재생의 제시로 녹색커뮤니티 를 상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 ’

하겠다 또한 지구적 차원의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세계경. 

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적 차원의 도시쇠퇴의 복합문제

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초단위라고 판단된다. 

3.3. 녹색커뮤니티 관점의 도시재생 개념

녹색커뮤니티의 관점 에서 접근하자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 ’ , 

우선순위는 물리 환경 개선 및 확충에 편중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 ·

향상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에 산업화를 거친 도시들에서 나타. 

나는 기후변화와 도시쇠퇴라는 동시적이며 상호관계의 복합적 도, 

시문제를 녹색커뮤니티의 관점 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 . 

의 도시재생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보다 더 상향화 

하는 통합적 대응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가 이러한 방법으로 녹색커뮤니티 관점의 도시재생의 개‘

념 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커뮤니티 단위와 사회적 경제적 문제’ ‘ ·

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단위가  복합적 관계로 일어나

는 기후변화와 도시쇠퇴의 문제를 녹색커뮤니티들을 기반으로 대응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존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 

자 하는 이유와 출발점이기도 하다. 

4. 복합위기 대응과 도시패러다임의 변천

녹색커뮤니티 관점에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복합위

기를 도시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과 같이 년대는 기존Fig. 3. , 1970-1980

의 도시개념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원도시 선형도시가 ,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년대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 1980

속가능한 개발의 생태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녹색도시 등이 대안으, , 

로 등장하였다 년대 교토의정서 등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지속. 1990

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도시 탄소중립도시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년 이후는 재해, .  2000

와 재난 등이 정보통신과 네트워크화 된 도시로 이행을 제기하는 도

시패러다임들이 등장하였다.

4.1. 환경 대응과 도시패러다임의 분류

이러한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생활양식 전환의 패러다임 유형으로 생태도시 에코타운 탄소제, , ① 

로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사회 , , , ②

패러다임 유형으로 창조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스마트도시 등으로 , , 

구분된다 그리고 신전통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유형으로 스마. ③

트 성장론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압축도시 마치츠쿠리 지방의, , , , , 

제 이 있다 아래는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도시패러다임들의 21 . 

주장들이 제시하는 내용이다.(Table 2.)

 
Table 2. Type of Urban paradigm corresponding to environment 

Division paradigm Contents of the paradigm advocate

Lifestyle
transform

Garden
city

- A city where people, nature and environment 
can harmonize and live together
- Cities that promote biodiversity
- Natural cyclical ecological city that 
establishes natural circulation system
- Sustainable cities seeking sustainable
 development

Ebenezer 
Howard,

Ecological 
city,

Eco Town
Michael 
Hough,

Carbon-
zero city

Low-carbon 
green city

- Re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use 
and disseminate clean energy
- Compression type urban space structure, 
complex land use, public transportation center
- Cities with new and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nd water and resource recycling 
structure

Herbt 
Girardet,
Radovic

Green
Urbanism

- Emphasis on ecological aspects, global 
geographical linkages and connectivity
- A green city designed to resemble nature
- Resource and energy circulation, 
self-sufficiency, sustainable urban orientation

Beatley,

Sustainable 
city

- Establishment of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policy
- Equitably distribute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between generations
- Development is not a mere growth, 
but a simultaneous balance of quantity and 
quality

Racale
Carson,
Jason F 

McLennan

Information 
and 

communicat
ion 

technology

Creative 
City

- Establishment of creative hierarchy and 
creative industry as core growth engine of city
Creative business enviro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pport
Labor market flexibility, urban amenity, 
landscape uniqueness, etc.

Charl
 Landry

U-City
/Eco City
Smart city

Ubiquit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integration, intelligent city 
management
Accepting environmental viewpoint Creating, 
eco-friendly, cutting-edge, sustainable space
Reflects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subjects based on knowledge and technology

Kwon 
Chang 
Hee

Resilient 
city

- Ability to recover from external disturbance 
or confusion.
- Ability to respond quickly from natural 
disasters and disaster terrorism.
- Problems faced by cities, realizing 
sustainability through conversion

Timothy

New 
traditionism

Smart 
Growth

- Responding to lan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unreasonable urban expansion
High density complex land use, centering on 
walking
Urban growth wide-area management,
 wide-area land use system construction

Elizabeth
Plater 

Zyberk

New
urbanism

- Pointless loss of land and lost 
community Ori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city implementation
Physical development guidelines for spatial 
planning

Andres
 Duany

Urban
Village

Emphasis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Techniques of forming a small living space 
with an emphasis on public space
Pedestrian friendly, high density complex land 
use, physical technique design

Urban 
Village 
Group

Compact
city

- Suppression of the spread of urban 
environments in a flat, reduced energy 
consumption
Public space and open space through high 
density development
Land-use efficiency linked with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Elizabeth
Burton

    Responding to urban decline(Sustainable development)
          Beginning of response6
Garden

City ➜ Eco
City ➜ ZE

City

Linear
City

Environ-
Friendly

City
Green 
City

CN
City

LC
City

                        Beginning of response5
Response to climate change (Raising a problem & Convention)

ZE: Zero Emition, CN: Carbon Neautral, LC: Low Carbon
Fig. 3. The Transformation of Urba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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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패러다임과 원칙의 적용

복합위기 대응 원칙의 작성1)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들의 공통점은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에 각

기 원칙을 주장하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원칙은 각 패러다, 

임마다 해결하고자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선행연구로 살펴본 생태도시의 원칙으로 다양성 자립성 순환, , 

성 안정성을 제시하며 녹색도시 주창자는 자연과 균형 자원 , [22], , 

및 에너지 절약 재활용 재생 건강 등을 제시한다 또한 압축도, , ,  .[23] 

시를 주장하는 계획가들은 압축성 자립성 효율성 복합성 접근성 , , , 

등을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도시를 주장하는 계획가들은 접근성 자, , 

립성 안정성 효율성 쾌적성 등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있, , , 

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원칙이며 녹.[26][27] , 

색커뮤니티 도시재생은 복합적으로 사회환경 위기와 자연환경 위기

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쇠퇴에 대한 해, 

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 측면의 쇠퇴와 자연적 측면의 기후변화에 대한 동시적 대

응이다 고로 본 연구는 각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원칙들을 기후변화 . 

대응과 도시쇠퇴 대응으로 구분하여 적용 정도를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검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개 다양성 순환성, 7 (P1: , P2: , 

접근성 효율성 자립성 안정성 쾌적성 의 원칙P3: , P4: , P5: , P6: , P7: )

과 도시쇠퇴 대응으로 개 충족성 부흥성 활력성 의 3 (P8: , P9: , P10: )

원칙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의 원, 10

칙을 작성하였다.(Table 3.)

Table 3. Presentation and content of principles

도시패러다임과 복합위기 대응 원칙의 적용 정도 검토2) 

상기의 작성된 복합위기 대응 원칙은 기존의 도시쇠퇴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기의 주장과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정

리한 것이다 이렇게 재정리된 원칙을 기존의 도시패러다임에서 적. 

용 정도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기존의 도시패러다임에서의 , 

적용 정도를 검토하고 성격을 비교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원칙을 , 

재도출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기후변화에서는 주로 접근성 효율성 자립성 안정성, , , , 

쾌적성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었고 충족성 부흥성 활력성은 , , ,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의 원칙으로 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 

대한 대응의 원칙은 탄소저감과 관련되어 토지이용의 고밀 집적의 ·

유도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자연과 생태의 위기를 최소화하고, ,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

다 이와는 달리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 

로 물리적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의 개선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시쇠퇴 대응은 지역경제의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와 지역상

권에 대한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있으며 이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지, 

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충족성 부흥성 활력성이 우선되고 있다고 , , , 

판단하였다. (Table 4.) 

Table 4. Review of Application Principle

복합위기 대응 원칙3) 과 계획요소의 적용 정도 검토
상기의 가지 원칙 에 대한 적용 정도를 검토10 (Table 3.) (Table 4.)

한 결과 복합위기 적용 정도가 약한 과 를 제외한 가지 원칙P1 P2 8

을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렇(P3, P4, P5 ,P6, P7, P8, P9, P10) . 

게 선택된 개 원칙에서 적정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도시패8

paradigm

Review of Application Principle
Applicability: (positively), (normally)● ○

Climate 
Change Urban Decline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Garden city ● ● ● ○

Ecological city, Eco 
Town ○ ○ ● ● ● ○

Carbon-zero city
Low-carbon green city ● ● ● ● ● ● ● ● ● ●

Green Urbanism ● ● ● ● ● ● ● ● ○ ●

Sustainable city ○ ● ● ● ● ● ● ● ● ●

Creative City ○ ○ ● ● ○ ● ●

U-City, U-Eco City
Smart city ● ● ● ● ● ● ○

Resilient city ○ ● ● ● ● ○

Smart Growth ○ ● ● ● ○ ● ● ● ○

New urbanism ○ ● ● ● ○ ● ● ●

Urban Village ○ ● ● ● ○ ● ● ●

Compact city ● ● ● ● ○ ● ● ○ ●

Division Application 
Principle The details

Climate 
Change
(C/C)

Diversity
(P1)

- Creation of nature and ecological space to 
promote biodiversity

Cyclability
(P2)

-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space to 
establish the circulation system of nature 
and resources

 (waste, heavy water, waste, recycling)

accessibility
(P3)

- Establishment of network with 
environment-friendly movement and 
connectivity, meeting various transportation 
demand (green traffic)

efficiency
(P4)

- Low-cost, high-efficiency energy and 
resource-saving transport and space 
structure of land use (land use)

Self-reliance
(P5)

-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urban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support

stability
(P6)

- Strengthen harmony and balance of artificial 
environment and natural environment, 
lifestyle and community responsibility

Comfort
(P7)

- Local identity, charming residential 
environment, eco-friendly settlement space 
and value community creation

Urban 
Decline
(U/D)

Satisfactory
(P8)

- Meeting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physical environment in urban 
infrastructure and neighborhood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P9)

- Strengthening and creating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and economies, creating 
local employment by creating jobs and jobs

Vitality
(P10)

- Support activation of community to reduce 
exclusion, duality, and polarization of city 
socio-cultu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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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을 분석한 결과 녹색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 저탄(Table 2.) , , 

소녹색도시와 지향점이 가장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패러다, 

임들이 주장하는 계획요소를 검토하였다. 
Table 5. Review of Planning Elements

녹색도시 관련 계획요소로 자연과 균형 재활용 재생 자원 및 에, , , 

너지 절약 건강 요소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는 관련계획요소는 , , 

녹색 인프라 도시구조 녹색교통 자원에너지 순환 사회 경제를 검, , , , ·

토하였다 또한 저탄소녹색도시는 토지이용 녹지 교통 에너.[24] , , , 

지 물 폐기물을 계획요소로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도, , ,[25] , 

시재생 계획적 부문은 물리 환경 산업 경제 사회 문화로 대별한 부· , · , ·

문들의 계획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가지 원칙의 지향점을 . 8

가지 계획요소6 (A, B, C, D, E, F)1)와 상호 대비하여 복합위기 대응

에 대한 적용 정도의 적합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개의 (Table 5.) . 6

계획요소가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

며 이를 국내 외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 .   

5. 국내 외 사례분석·

5.1. 국내 사례 분석

한국 창원1) : (Changwon City)
총 면적은 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었다 이547,600 . ㎡

중 노후건축물과 불량주거지가 밀집한 상가지구는 주거144,000 , ㎡

지구는 로 도시재생 세부기술 및 기법을 적용하여 자력상148,820㎡

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창원테스트베드 사업에는 기후변화 대응 기법을 도입해 녹색성

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상가 및 주거지 하천지구 등에 녹색기술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녹색재생 그린단지시스템. (Green Urban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오폐수 지하수 빗물 등의 Block System) , , 

재생용수 및 대체용수 활용과 폐기물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태양, 

에너지 활용 도시농업 생태네트워크 조성 녹색교육 및 체험 등을 , , , 

제안하고 있다. (Table 6.)

Table 6.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2)

한국 전주2) : 
도시재생 사업규모는 이고 이중에서 상가지구는 1,739,000 , ㎡

주거지구는 이며 중앙시장이 포함된 상가지185,000 , 145,000 , ㎡ ㎡

구는 여개 점포가 있으며 주거지구에는 여 세대가 거주하1300 , 960

고 있다 전주 테스트베드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도심 활력증진. , , 

경제재생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7.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사업지역은 전주시청 일대의 구도심 지역으로 소규모 상점가와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시청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업무공간이 형, 

성되어 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의 가속. 

화와 도심쇠퇴와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지역으로 테스트베드 선정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가신탁 지원 사업. ,

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 상인 자력 환경정비사업 만원행복거리 조, , 

성사업 등으로 기존의 물리환경 재생만이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 참

여를 추진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창. 

원 와 동일하게 녹색재생을 위한그린단지시스템TB (Green Urban 

을 지향하고 있다Block System) .(Table 7.)

5.2. 해외 사례 분석

영국 그리니치1) : (Greenwich)

중앙정부의 개발주체로서 저극적인 참여로 기획하고 추진한 도

시재생사업이다 주택 수는 호로 아파트 호 주택은 . 1377 1,079 , 298

호와 학교 및 건강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분 보행거리 안5

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개발과 이. , 

산화탄소 쓰레기 등과 관련된 혁신 목표로 한다 단지주변에 매우 , , .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전철과 수상버스 등의 이용을 , 

재고하였다 템즈강변 습지는 생태공간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 

Application Principle
Applicability: (positively), (normally)● ○

Review of Planning 
Elements

Climate 
Change

Urban 
Decline

A B C D E F

 (P3) accessibility Network with eco-friendly 
connectivity ● ● ○

 (P4) efficiency
Low Cost, High Efficiency 

Resource-Saving Spatial 
Structure

● ● ○ ○

 (P5) Self-reliance
Contro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

● ● ● ○ ○

 (P6) stability
Harmony and Balance of 
Artificial Environment and 

Natural Environment
● ○ ● ●

 (P7) Comfort Creating charming and 
leisure spaces in the city ● ● ○

 (P8) Satisfactory
Meets Urban Infrastructure 

and Neighborhood 
Development

○ ○ ○ ○ ● ●

 (P9) Revival
Strengthening and creating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economy
○ ○ ○ ● ●

 (P10)Vitality
Activation of social-cultural 

relationship of local 
community

○ ○ ○ ● ●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5. Local status
 of Changwon City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Urban Regeneration by 
selecting a test bed ● ●

B - ● ●

C - Construction of Green 
Urban Block System

● ○

D ● ○

E
- Activate traditional 

market
- Promoting urban 

vitality
- Economic recovery 

target

○ ●

F ○ ●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4. Local status
 of Changwon City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Urban Regeneration by 
selecting a test bed ● ●

B - ● ●

C - Construction of Green 
Urban Block System

● ○

D ● ○

E
- Revitalization of

 self-service commercial 
area

 -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 ●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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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학습장 의 역할을 하고 있다(Eco Park) . 

밀레니엄 돔과 지원시설은 빗물을 밀레니엄 돔 내부 개의 화650

장실과 세면실에 공급하고 고단열재와 고성능 공조 설비 설치 자, , 

연채광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이상 향상 되었다 남향배치50% . 

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을 단지별로 배, 

치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과 , BREEM Eco-Homes Excellent

의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Table 8.)

Table 8.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미국 예슬러 테라스2) : (YeslerTerrace)
예슬러 테라스 사업은 쇠퇴한 공동주택을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서비스 교육환. , 

경 대중교통 등의 공공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지역을 지속가능, 

한 복합주거 소득지역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단지 내부와 주변.  

지역을 보행 자전거 버스 전차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통해 편리, , , ,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사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정원을 제공하고 주변학교 ,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일자리 관련 교육 및 정보 등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원 광장 등을 주민 및 방문객이 여.  , 

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연결하는 녹지네, 

트워크를 계획하였다 녹색 빗물 인프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 , 

하수를 분리하여 우수를 조경수로 재활용하였고 도시경관 형성 냉, , 

방 및 우수관리 효과를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정원을 계획하였

다.(Table 9.)

Table 9.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독일 보봉3) : (Vauban)
프랑스군 주군 지역으로 년 철수 후 지역시민과 환경단체들1992 , 

의 참여에 의한 배우는 계획 의 원칙을 적용한 도시재생지역이다‘ ’ .  

보봉 단지는 주거용지와 상업 서비스 공장 주차로 구분되며 그 외 , . , , 

혼합지역과 주민공동시설 위생관리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 

Table 10.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단지 내부의 차량 속도는 제한하고 있다 단지의 진입30km/hfh . 

부에 방문객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 차량 이동을 

최소화 하였다 이동은 보행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 위주로 계획 카. , 

쉐어링을 통해 교통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오염된 토지의 토양 생. 

태성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수목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수목을 심어 

생태성과 쾌적성을 향상하였다 동서측은 바람통로로 개의 오픈스. 3

페이스는 단지 내 미기후에 활용하고 있다. 

음식물 목재찌꺼기 등은 재생 자원화하고 단지 내 물은 모두 단, 

지 내에서 활용하고 녹지조성 빗물침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수. 

의 순환을 위한 오픈수로로 자연정화시스템 우수침투 및 여과 시설, 

로 미기후를 적용하고 있다 저에너지건축물 패시브건. (55kWh/ ),㎡

축물 건축물 조성 주차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에 (15kWh/ ), Plus , ㎡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지역난방그리드와 열병합발, CHP

전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Table 10.)

스웨덴 함마비4) : (Hammarby)

기존의 공장지대와 산업항구 지역의 청정개발에 초점을 맞추었

다 스톡홀름 도심지역과 연계를 고려하여 각종 도시계획의 시설과 . 

다양한 기능의 배치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교통효율성 강화 등을 , ,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있다 교통계획은 개인차량 이용의 최소화. 

와 접근성 강화로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카풀 제도. 

를 도입하여 전체 세대 중 이용의 목표로 카풀 차량의 가 15% 75%

바이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존과 새로운 녹지 . 

공간창출은 년 초반과 비교하여 환경부담을 경감을 목표1990 1/2 

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Table 11.)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6. Status of 
Greenwich area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Urban Regener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 ●

B - Secure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 ●

C - Ecological space ,
Nature study area ● ○

D
- Circulation system,

Improve energy 
efficiency

● ○

E - Industrial facility 
closures, declining areas, 

increased crime and 
social problems

○ ●

F ○ ●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7. Status of 
YeslerTerrace area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Creating a sustainable 
housing complex ● ●

B - Connect with various 
transportation methods ● ●

C - Open space and green 
network construction ● ○

D
- Rainwater, sewage 
recycling and energy 

saving systems
● ○

E - Complex residential 
and income areas ○ ●

F - Education and job 
offerings ○ ●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8. Status of 
Vauban area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Urban renewal by the 

principle of learning 
plan

● ●

B - Reduce
 transportation energy ● ●

C
- Improvement of soil 

ecology, conservation of 
trees

● ○

D - Reuse of resources and 
energy ● ○

E
- Voluntary participation 

in local businesses, 
Learning principles and 

active
 participation

○ ●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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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lanning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Table 12. Green Community Urban Regeneration Planning elements

5.3. 소결 

상기의 사례들은 본 연구의 계획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구

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요소의 실제적인 적. , 

용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잘 나타나고 다양한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 

성기술과 첨단녹색기술과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사례들은 녹색커뮤니티의 관점에서 토지이용의 압축, 

적 이용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교통계획의 측면에서는 자전거와 보, 

행우선의 연결체계 구축과 대중교통지향의 공간구조 및 활성화시스

템구축 기술이 적용이 미흡하였다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폐자. 

원 재활용시스템 친환경 건축과 자재의 재활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 

도입되어야 하며 에너지 생산을 위한 건축계획기법 등이 상대적으, 

로 기술 수준도 낮고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한정적이었다 또.  

한 국내 외 사례들 공히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쇠퇴 대응의 복합적 · ,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물리 환경의 개선 및 개조개량과의 연계 사· , 

Planning 
Elements

Characteristic

Fig. 9. Status of 
Hammarby area

(positively), ●
(normally)○ C/C U/D

A
- Clean development of 

factory area and port area ● ●

B
- Introduction of public 

transport and eco-friendly 
transportation

● ●

C
- Construction Biotope, 
park, management of 

trees, 
- Establishment of waste 
management system in 3 

phases

● ○

D ● ○

E
-Designate an 
environmental

 ecological zon
- Systematic management 
of slums and soil pollution

○ ●

F ○ ●

Division
   Details of planning elements

Applicability: : Applied positively, : Applied normally● ○

Applicability
Planning 
elements

classification of
Planning elements

Climate 
Change

Urban 
Decline

Urban
structure

compression and high density 
development - Construction of Compression and High-Concentration Spatial Structures in Public Transportation Nodule Points ● ●

walking-oriented life - Ensure accessibility of each type of facility to promote life-centered walking ○ ●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 Provides good natural resources with development that minimizes damage to nature 
- Building layout for wind road construction, open space securing, recording creation, and sunshine ● ○

Traffic
 and

 Moving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 Expanding public transportation, providing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 providing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 ●

energy saving means of 
transportation

- Introduction of transportation means to reduce fossil fuels as much as possible 
- Introduction of various hybrid, electric bus, car sharing system ○ ○

bicycle use activation - Securing bicycle-only roads, free rental of bicycles, bicycle parking lots 
- Reducing Traffic Energy by Activating Bicycle Use ● ●

Environment-fri
endly 

architecture

energy saving type - Rooftop greening and wall greening, high insulation, high efficiency wall and window use 
- Construction of natural ventilation, mining, ventilation system, use of LED, shade installation ● ○

energy management type - Construction of Smart Grid System, Construction of Natural Ventilation System 
- Improvement of District Heating System, Installation of Recycled Fuel Use District Heating System ● ○

Resources 
and

Management

recycling of rainwater and 
heavy water

- Waste recycling, waste heat utilization in the city, recycling center installation
- Use of recycled materials for construction work, use of recycled fuel, ● ○

Reduction of Waste and Food 
Waste

- Reduction of generation through waste recycling and incineration of waste 
-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Reclaiming Food Waste ● ○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 Re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use renewable energy resources 
- Utiliza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geothermal and wind power, biomass ● ○

energy saving architecture - Use of high insulation, efficiency wall, window 
- Use roof greening and high reflectance materials ● ●

Green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 Securing ecological area, expanding and repairing parks, and regenerating waterfront spaces 
- Establishment of a stream, roadside recording, and permeability of the surface 
- Water space installation for thermal island relaxation, building arrangement considering microclimate 
- Installing automatic spraying system, network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

● ○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 Strengthening disaster and disaster facilities and responsiveness 
- Maintenance of drainage facilities, installation of rainwater storage facilities, 
- and construction of disaster prevention greenery axis 
- Installing air pollution measurement and air purifying device

● ○

Industry 
and

Economy

revitalization of existing 
industrial areas

- Coping with the Changed Environment of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 Attracting competitive facilitie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 ●

activation of existing 
commercial areas

- Maintenance measures for existing commercial areas, fostering specialized industries and facilities 
- New job creation, low-income families' security net measures ○ ●

Society 
and

Culture

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regeneration

- Improvement of old and underdeveloped residential areas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 Provide welfare type housing construction and provision and various housing selection opportunities 
- Linkage of Community Facilitie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 ●

expansion of public and 
welfare facilities

- Expans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and expansion of network and medical welfare facilities 
- Expansion of job and educational facilities, introduction of local community facilities 
-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

community and 
institutions

building various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overnance in which various regional competencies participate and cooperate 
- Establishment of Basic Ordinance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District ● ●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gional 

Competence
- Job creation through community business by participation of residents 
- Linking Human Resources with Various Programs ○ ●

economic
 activation of community

- Activate community through project and program suggestions of residents 
- Support of private companies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village enterprises ○ ●



녹색커뮤니티 관점에서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제시

28 KIEAE Journal, Vol. 18, No. 4, Aug. 2018

회 문화와 지역커뮤니티 대응과 활성화의 연계 산업 경제와 지역커· , ·

뮤니티 활성화와 대응에 관한 상호 연계성이 미비하였다. 

6. 녹색 커뮤니티 도시재생 계획요소 제시

녹색커뮤니티 관점 의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도출 과정은 두과정‘ ’

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개의 원칙에서 개의 계획요소의 적용 정. 8 6

도를 검토 하였고 둘째로 검토된 개의 계획요소를 사례(Table 5.) , 6

분석 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반영(Table 6.~11.)

하여 개의 계획요소를 다음과 같이 조정 검토하였다 도시구조 및 , 6 . 

토지이용은 도시구조로 변경 교통 및 이동은 변동이 없고 자, , ① ②

연 및 생태는 녹색인프라로 변동 자원 및 에너지는 친환경 건축, ③ ④

과 자원 및 관리 에너지 효율화로 세분하였다 산업 및 경제, . ⑤ ⑥ ⑦

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 및 문화는 사회 및 문화와 커뮤니티 및 , ⑧ ⑨

제도로 총 개의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최종 계획요소9 .(Table 12.) 

의 제시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따른 내용을 선행연구와 사례적, 

용의 과정을 통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도시이론과 연관성

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을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 

심으로 고밀 복합으로 저에너지 도시구조로 대응하고 또한 보행중· , 

심 생활권 녹지 및 바람길 일조권확보 배치 등의 친환경토지이용, , 

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구조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컴팩트 시티 지‘ ’ . , 

속가능한 도시 그린어바니즘을 지향한다, .

둘째 교통 및 이동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다양한 대중교통수, 

단 제공 다양한 교통정보의 제공 화석연료 저감 교통수단 도입과 , , 

에너지절약 수단의 도입 자전거이용으로 에너지를 저감을 세부내, 

용으로 하였다 이것은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와 녹색중심의 교통. , 

체계를 목표로 한다.

셋째 자연 및 생태는 자연과 생태의 보존 및 재생과 열섬완화 등, 

의 대응 재해예방에 관한 대응을 시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세부내, 

용으로 하여 녹색인프라 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복합위기로 나타나‘ ’ . 

는 인적 물적의 재해 및 재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리· , 

질리언스 시티를 지향한다.

넷째 자원 및 에너지는 부문으로 분리하였다 에너지 관리 및 절, 3 . 

약을 세부지표로 하는 친환경 건축 부문과 우수 중수의 재활용 및 ‘ ’ ·

폐기물 음식쓰레기에 관한 자원관리 부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 ‘ ’ , 

절약 건축을 세부지표로 하는 에너지효율화 로 계획요소를 분리하‘ ’

였다 이것은 저탄소 및 녹색도시의 조성원칙을 지향한다. .

다섯째 산업 경제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공간 및 상권 등의 , ·

활성화와 기존상권의 특성과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처

할 수 있는 대응을 세부내용으로 하였다 스마트 성장 창조도시 지. , , 

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였다.

여섯째 사회 문화 부문은 주거환경과 공공 복지시설의 제공 및 , · ·

확충 개선을 세부지표로 하는 사회 문화 부문과 , ‘ · ’

주민역량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의 커뮤니티 및 제도 부문으로 ‘ ’ 

분류하였다 사회 문화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 ·

형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도적 측면은 이를 구현하는 물리적 비물, ·

리적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재생을 도시쇠퇴라는 사회적 위기와 기후

변화라는 자연적 위기를 복합위기의 도시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

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에 녹색의 가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 

가능한 실천단위로  녹색커뮤니티로 상정하여 복합위기에 대응하, 

는  녹색커뮤니티 관점 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 도시재‘ ’ . 

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좀 더 상향화 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녹색커뮤니티의 관점에서 계획요소를 제시하. 

였으며 이를 적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녹색커뮤니티 도시재생 이, ‘ ’

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향후의 연구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녹색커뮤니티 , ‘

도시재생 계획요소 가  도시재생사업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

도록 녹색커뮤니티 도시재생 적용모델 을 개발에 있다 그리고 국‘ ’ . 

내 도시재생사업의 각종 계획수립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속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에 현. 

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와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에 상호관, 

련 복합위기로 나타나는 많은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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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 교통 및 이동 자연 및 생태 자원 및   A: , B: , C: , D:
에너지 산업 경제 사회 문화를 내용으로 함, E: · , F: ·

2) 사례분석표에서  와  는 와 의 약 C/C U/D Climate Change Urban Decline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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