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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포스트 포디즘 시 를 맞아 주요 도시를 심으로 도심 재개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이러한 상은 20세기 다니엘 번햄으로 표되는 근 도시미화운동과 많은 유사

을 갖는다.도시미화운동은 환경의 물리 개선과 사회의 도덕 개선이라는 시 요구에 힘입

어 생겨났으며, 세계 도시 설계를 태동시킨 모태로 여겨진다. 한 이 운동은 옴스테드 등의

조경가를 통해 근 의 공원 이데올로기 형성에 큰 향을 미쳤다.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도시미화

운동이 갖는 조경사 의의를 살펴보고,이 운동이 도시 재생 사업에 갖는 함의를 동 문디

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을 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도시미화운동의 조경사 의의로,

첫째,상호 연결된 공원과 로 체계의 조성 조경가의 문 컨설 시스템 구축,둘째,공원

의 이데올로기 성립,셋째,주택 문제 등 도시의 사회 측면과 조경의 립,넷째,기념비 권

의 수단으로의 활용을 들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동 문디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을 살

펴보면,시각경 심 근,기존의 도시조직을 괴하는 개발방식,일방 개발방식 등의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InthisPost-Fordismperiod,agrowingnumberofcitiesareactivelycarryingouttheurban

redevelopmentorregenerationprojects.Thisphenomenonrecallsthepasturbanmovement,

theCityBeautifulMovementinearly20thcentury.TheCityBeautifulMovementtookplace

bythesocialneedswhichrequiredphysicalimprovementofenvironmentandethicalreform

ofthesociety.Themovementisrecognizedastheoutsetofurbandesignandhassignificant

effectsonurbanparkideology.ThispaperaimstofindoutthemeaningsofCityBeautiful

Movementonlandscapearchitecturalhistoryandtosearchfortheimplicationsoncontemporary

urbanregenerationwiththecaseoftheDongdaemunDesignplaza&ParkprojectinSeoul.

Thehistoricalmeaningsofthismovementare1)constructionofinterconnectedparkand

boulevardsystemandofprofessionalconsultingsystembylandscapearchitect,2)crea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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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parkideology,3)oppositionbetweenlandscapearchitectureandsocialmovements,

and4)instrumentalroleformonumentalauthority.Consideringthecaseproject,itissimilar

tothemovementintermsof1)visuallandscape-orientedapproach,2)developmentdestroying

existingurbanstructure,3)top-downdevelopment.

주제어 : 근  조경, 공원 이데올로기, 도시 재개발, 도시 경 , 동 문디자인 라자 & 크조성사업

Keywords :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Park Ideology, Urban Redevelopment, Urban Landscape,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Proje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포디즘(Fordism)의 시 라고 할수 있는 20세기 반부를 지나면서, 세계 많은

도시들은산업의교외화와외연 도시확산에따른도심공동화 상을겪었다.이후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시 를 맞은 세계는 다시 뉴욕,런던, 리,LA등 주

요 도시를 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1980년 이후 첨단 기술 산업․서비스

산업 등이 도시 내로 입지하면서 범 한 도심 재개발 로젝트가 진행되었다

(StorperandScott,1989).한국의경우,1990년 말부터도시재생사업과이에 한

논의들이부각되기시작하 다.2005년청계천복원사업을필두로하여,한강르네상

스 사업,동 문디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지방 도시들의 도시 재생 사업 등이

계획되거나 추진 에 있다.

하지만세계각도시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는도시재생사업은사회 재생이나

커뮤니티 심 근보다경제활성화만을목 으로한다는비 을받기도한다.이

러한 비 은 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커뮤니티 심이 아닌 자산 심(property-

led)재개발 방식이자 로젝트 단 의 일회성 사업이라는 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 ‘세계 인 도시로의 발 ’과 같은 정치 구호가 더해지면서,도시 재생

이 도시재개발 패러다임의 환이라기보다 단지세련되고 화려한 재개발 방식에그

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양상은 20세기 다니엘번햄(DanielBurnham)으로

표되는 근 미국의 도시미화운동을 연상시킨다.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에 한 반

성으로일어난도시미화운동은환경의물리 개선과사회의도덕 개선이라는시

요구를담고있으며, 세계도시설계를태동시킨모태로여겨진다. 한이운동

은옴스테드등의조경가를통해근 의공원 에큰 향을미쳤다.하지만도시미화

운동은경제활성화를지나치게강조하여사회 재생에실패하고,지나친비용을소

모했다는 비 을 받아 도시 실용주의에 자리를 내어주며,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최근의도시재생사업은도시미화운동의역사 교훈을바탕으로실패를반복하지

않고 정 측면은받아들일필요가있다.이에본연구는도시미화운동의배경과

개 과정을 검토하고,이를 도시 재생 사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미화운동

이오늘날에도많은의미를가짐을밝히고자한다.특히한국의 표 사례로동 문

디자인 라자& 크 조성사업에 해도시미화운동이 주는 시사 을 살펴 으로써



도시미 운동의 조경사  의의  대 도시 재생에 대한 함의 한국경관학회지 4(1): 2012. 6.

한국경 학회지 4권 1 (2012년 6월)  43

도시개발의 역사 교훈을 이해하고, 도시 재생이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도시미화운동에 한 부분의연구는주로미국사나도시계획사분야에서이루어

져 왔다.도시미화운동을 정 으로 보는 학자들은 도시미화운동이 도시계획

설계의 출발 이라는 ,근 도시 경 을 개선시켰다는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Gerckens,1988;Wilson,1989;Cullingworth,1997;Stelter,2000).이와달리부

정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와 체주의에 미친 향,운동의 비 실성,부르주아 심

성등을비 한다(Jacobs,1961;Marcuse,1980;Foglesong,1986;Kostof,1991;Hall,

1996).

도시미화운동에 한 국내 연구로 김흥순과 이명훈(2006)의 논문을 들 수 있으나,

도시계획사의측면에서기존논의를정리한연구라는한계를갖는다.도시미화운동이

재우리나라의상황에갖는시사 을다룬연구는미진한실정이며,특히도시미화

운동이조경에미친여러 향에도불구하고,조경분야에서의연구는부족하다.기존

의조경사 연구는주로조경의결과물인공원과 정원에집 해왔다.특히근 의 경

우,옴스테드(FrederickLawOlmsted)라는조경태동기의한인물과그의작품에집

하여(조경진,2003;양호정,2008)당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과 사상 배경

에 해서는간과한측면이있다.이러한맥락에서도시미화운동이근 조경에미친

향과 오늘날의 도시 재생과 조경에 갖는 함의에 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본연구에서 도시재생의사례로선정한동 문디자인 라자& 크조

성사업에 한 연구는 크게 정치 측면에서의 근(최인기,2008;김명 ,2009;황

진태,2010)과 설계 측면에서의 근(이옥정,2009;이시 ,2011)으로 나 수 있다.

정치 측면에서는 동 문운동장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회 갈

등에주목하는반면,설계․디자인측면에서는국제설계공모 에나타난작품의특성

을분석한다.이에반해이사업이서울시도심재창조 로젝트의핵심사업 하나임

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이나조경의 에서이루어진연구는사실상 무하다고볼

수있다.따라서여 히진행 이며우리나라의도시재생에서 요한의미를가지는

동 문디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1.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1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연구는미국의도시미화운동에 한기존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도시미화운동

에서 조경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도시미화운동의 시 ․사상 배경을

고찰한뒤도시미화운동이미국 역과 세계로확산되는과정을살펴보고(2장),이

과정에서조경의 역할을보다집 으로 살펴 으로써 도시미화운동의조경사 의

미를발견할것이다(3장,4장).도시미화운동에 한역사 고찰은문헌연구로진행

되며,미국사와 도시계획사,조경사의 문헌들을 참고하 다.

한 도시미화운동이오늘날 도시 재생사업에 갖는 시사 을 악하기 한 사례

로 동 문디자인 라자 & 크(이하 DDP)조성사업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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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장).DDP사업에 한분석자료는 련연구와‘동 문운동장공원화사업지명

청설계경기’지침,당선작,자료집 서울시 련 자료 등을 활용하 다.

1.3.2사례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미화운동이 오늘날 도시 재생 사업에 갖는 시사 을 악하기

한 사례로 DDP조성사업을 선정하 다.

DDP사업은 서울시가 2007년 6월 발표한 ｢도심재창조 로젝트 마스터 랜｣에서

가장많은 산이투여되는핵심사업(서울특별시a,2007)으로,2009년10월일부개장

하여 서울시뿐만아니라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언론의 심을 받아 온 도시재생사업

이다. 한랜드마크와디자인에 을맞춘 ,도시의경제 ․문화 재생을목표

로한 ,결 과축으로구성된도시계획의일환이라는 등에서도시미화운동과

지 않은 공통분모를 갖는다.

서울시의도시재생계획에서동 문지역은요충지이자상징 공간이다(서울특별

시b,2007:190-201).서울시도심재창조 로젝트는청계천을 심으로남북으로이어

지는 4 축을 형성하여 문화, 거 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세운상

가철거를통한녹지공간확충과더불어동 문운동장철거를통한종합문화공간조

성이핵심이다. 한2008년2월29일서울시는‘도심복합문화축’조성계획을 발표하

면서동 문주변개발에 한청사진을제시하 는데,여기에서DDP사업은침체된

동 문일 를세계 인패션메카의 심지로재생시키고자하는핵심사업으로제안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으로서 DDP사업에 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우리나라의도

시재생에서 요한의미를가지는이사업을재조명할필요가있다.이러한과정을통

해우리는 근 도시미화운동이오늘날의 도시재생에 주는 역사 교훈을이해하고,

향후 도시 재생과 조경의 좌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미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2.1 도시미화운동의 배경과 사상

2.1.1도시미화운동의 배경

미국도시사에있어서19세기후반은도시의무분별한성장이극에달한시기 다.

남미와 유럽 등지에서 이민자들이도시로 몰려들어 인종 ․문화 이질성이 증 된

결과,도시는 차무질서의 속에존재하게되었다.당시의도시문제는크게환

경문제와도덕성문제로나 수있다(Hall,1996:67).환경문제는주택문제, 생

문제,소음공해문제등이며,도덕성문제는정경유착등의부정부패,극심한노동운

동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각종 범죄의 증가 등을 말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는

다양한 사회 해악이자 잠재 인 정치 반란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다.이에 정치인,

상인,지식인 등 도시의 부르주아들은 도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도시 사회 조직

의 보 을 당면 과제로 보기 시작하 다.

도시 문제의 해결을 한 당시 미국 ․상류층의 응은크게 두가지로 나 수

있다.하나는 신주의(Progressivism)운동이고,다른하나는도시미화운동이다.일반

으로 미국의 19세기 말과 20세기 는 ‘신주의 시 ’로 불린다(ZinnandStef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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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 시기의미국 사회가독 규제와 노동법개정등을통해미국의 기본 가

치와 체제를 반 으로 수정하고 재정립하 기 때문이다.주로 정치인,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사등이주체가되어독 규제,철도규제,육류 검,식료품 의약품

안 ,주택법,노동법 선거법 등 많은 법안의 통과를 해 노력하 다.루즈벨트

(TheodoreRoosevelt)와 슨(WoodrowWilson)의 개 에서 그러한 운동은 그 정

에 이른다(이보형,2005:231-246). 신주의 운동은 개 의 상에 따라서 시정개

운동,주거개 운동,기타사회개 운동등다양한운동으로나뉜다.실질 으로서민

들의삶을크게개선하지는못하 지만,그선언과실행과정이서민친화 이고개

으로보 기때문에도시미화운동에비해정치 으로더많은 심을받았다.결과

으로 신주의운동은루즈벨트와 슨이 통령에당선되고,지지율을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 다.

신주의 운동과달리 도시미화운동의추진주체는기업인, 소상인,공장경 자

등주로도시의경제 측면을담당하는집단이었다.그리고도시계획가,건축가,조경

가가이론 ․실천 으로이운동을지원하 다(서충원,2004:359-361).이들이

을맞춘부분은주로도시의미 과도시정체성이었다.무분별한개발로인해훼손된

도시경 을개선하고, 리와같은세계 문화도시로만들고자하는열망을가지고

도시문제를해결하고자한것이다.이시기의도시미화운동이 면에부각되지못하

고‘신주의시 ’로불리게된것은-운동주체에서추측할수있듯이-지나치게친

자본가 운동이자비용소모가매우크다는 에서정치인들의 심을많이끌지못

했기때문이다.이 듯두운동은각기다른집단이주도했을뿐아니라,많은경우그

들사이의철학이나이해 계가 치되고있었다.운동의진행은도시에따라달랐는

데, 컨 정치 세력이 집 된 워싱턴과 뉴욕 등의 도시에서는 신주의 운동이,경

제 세력이 보다 강력한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의 도시에서는 도시미화운동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두운동이뚜렷하게나뉘는것은아니며,종종조응하거나겹쳐지기도하

다.혹자는 신주의운동을도시미화운동의발생배경으로보기도하고(김흥순과이

명훈,2006),도시미화운동을포 인 신주의운동의범 로포함시키기도한다(박

진빈,2002).특히개 의추진주체가도시엘리트집단인 ,즉 로부터의도시개

이었다는 에서공통분모를갖는다.개 가들은자신들이야말로새로운도시의비

을가진 사회 지도 세력이라는계몽 의식을 가지고있었는데,이로 인해 개

상인도시조직들,특히 부분이민이나흑인으로구성된도시빈민과 력 계를

맺기보다는그들을단지개화되어야할 상정도로여겼다.이러한일방 계설정

은 결국 운동이 실질 인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정치 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도시미화운동의 신이자 형태 모티 라 할 만한 사건으로 1893년 시카고

박람회(World’sColumbianExposition)를 들 수 있다.총감독 다니엘 번햄의 지도

아래 조성된 시키고 박람회장은 하나의 백색 도시(whitecity)로서,사람을 압도하는

동시에 시각 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장소 다(Larson,2003).

당시빈곤,비 생 주거,인종분리등의문제를안고있던시카고시민들은아름

답고 웅장한 박람회장이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 다.화이트 시티는

하나의도시건설에있어서그동안볼수없었던건축가,조각가,기술자,화가,조경가

사이의 력을보여주었다. 한도시의미 개선이도시 체를개선하는데있어서

매우 한수단임을입증해보이면서,특히시빅센터가큰상징성과효율성을갖는

다는 을 확인시켜 주었다.이곳에서 조경은 거 한 백색 도시와 상반되는 자연,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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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893년 시카고 박람회장 평면도

(출처: www.chicagohs.org)

황야(wilderness)의 이미지를 추구하 다.박람회장의 조경 감독인 옴스테드에 의한

화이트 시티와 조경의 계 설정은 이후 도시미화운동에서 조경의 역할을 규정짓는

요한 계기가 되어 20세기 조경에 큰 향을 미친다.

2.1.2도시미화운동의 사상

도시미화운동의사상 배경으로는우선환경결정론을들수있다.도시미화운동가

구분 배경 주체 특징

신주의 

운동

사회  배경: 산업의 독 화, 노동

문제, 민주주의의 기

사상  배경: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치인․사회운동가․

종교인․교사 등

- 독  규제, 철도 규제, 육류 검, 식료품  의약품 안 , 주택법, 노동법 

 선거법 개정 등

- 주요 도시: 워싱턴, 뉴욕

- 주요 인물: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슨(Woodrow Wilson)

도시미화

운동

사회  배경: 속한 도시성장으

로 인한 환경 문제

사상  배경: 환경결정론, 수정자

본주의

물리  계기: 1893년 시카고 박람회

기업인․ 소상인․공

장경 자, 도시계획가․

건축가․조경가 등

- 도시의 미 과 도시 정체성에 을 두고 훼손된 도시 경 을 개선하여 

리와 같은 세계  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함

- 주요 도시: 시카고, 필라델피아, 샌 란시스코

- 주요 인물: 번햄(Daniel Burnham),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맥 란

(James Mcmillan)

<표 1> 신주의운동과 도시미화운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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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도시환경이사람들의생각과행동에큰 향을미치기때문에환경의아름다움

에 한추구가 도시 문제를해결하는 데 요하다고 믿었다.이는 미와 효용의결합

을의미한다.옴스테드를비롯한조경가들은조경의역할 하나로만족스러운일자

리를만들어내고인구를끌어들이고도시의부를증 시키는것을내세웠다. 한도

시미화운동의 지지자들은 시빅 센터에 집합 으로 입지한 공공 건물들이 도시 경제

활동에 정 인 향을 다고 믿었다.도시미화운동으로 인해 사회가 개선되면 상

류층들은자산의증가와삶의안락함을 릴것이며,작업장의환경개선과공원확보

등을통해 소득층의삶의질이개선될것이라고생각한것이다(서충원,2004:360).

다른사상 배경으로수정자본주의(revisedcapitalism) 입장의태동을들수

있다.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

써자본주의사회의발 과 속을도모하려는입장으로,일반 으로1929년세계공

황 이후 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D.Roosevelt)에 의해 채택된 뉴딜정책(New

Deal)과 인즈(JohnMaynardKeynes)의경제이론을 그선구자로본다.하지만 19

세기말에서20세기 ,자유주의에 한비 으로나타난다양한운동들과테오도어

루즈벨트를비롯한지도자들의시도역시수정자본주의의 기형태로볼수있다.앞

에서살펴본 신주의운동과도시미화운동역시자본주의의 속한성장으로발생한

도시문제들을국가 자본가의개입에의해완화하고자하는시도이기때문이다.그

때까지미국인들이생각하는미국은자유와평등이보장된나라, 구든지열심히일

하면 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나라 다.하지만 실에서는 소수의 독 자본가가 경제

특권을 리며,도시 빈민의 증가와 함께 도시 경 은 악화되기만 하 다.이처럼

변해가는미국에 해미국인들,특히 산층의미국인들은체제를변화시키기 한

다양한 움직임을 시작한다.따라서 도시미화운동은 도시 미 의 개선에 을 맞춘

도시계획을통해자본주의가낳은도시문제를해결하고자한운동이라고할수있다.

2.2 도시미화운동의 개 과정 

1893년시카고박람회가끝난후,미국의도시지도자들은박람회장에건설된것과

유사한상업도시를만들고자하는생각을갖기시작했다.이후주요도시들을 심으

로 규모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번햄은 시카고를 비롯해서 워싱턴,샌 란시스코,

클리 랜드등지에서계획을수립하 다.미국의도시미화운동이가져온효과로크게

세가지측면을 들수있다(서충원,2004:358).첫째,도시를미 으로개선함으로써

도시빈민층에게새로운시민의식과윤리 가치를불어넣을수있었으며,이를통해

어느 정도 사회악을 제거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둘째,미국의 도시들이

유럽,특히 랑스의 보자르(Beaux-Arts)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유럽의 도시들과 문

화 으로 등한 치에 있다는 만족감을 수 있었다.셋째,도시 심부의 활력을

되찾게함으로써상류층들을도시내부로끌어들여도시의 성장에기여할수있었다.

이후 도시미화운동은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이것은 1910년에서 1935년 사이에

번성한 국 식민지에서 지배자들의 권 를 나타내기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

다.가장 표 인 가 인도와 동남 아 리카 지역이다(서충원,2004:372).식민지

도시미화운동의 공통 은 토지 이용과 주거 형태에 있었다.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앙정부청사와근처의상업지역에인 한 심상업지역이넓은도로에인 하여기하

학 으로계획되었다.주택형태에 있어서는방갈로 형태의 주택이 나타났고,아 리

카인들의거주 지역은 철도와 같은 물리 인 장벽에 의해 유럽인거주지로부터 분리

되어 도시의 변두리에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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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 의도시미화운동은민족주의를강조하는 시즘시 에들어와서더욱

극단 인양상을띤다.무솔리니치하의로마는과거의 을회복하기 하여2천여

년 간 지속된 도시의 흔 들을 부분 제거하 다.독일 나치 정권의 경우,베를린을

정신 이며 종교 인공공의식을 한결집의장소로만들었다.베를린개조계획

에따라 세에형성되었던도심부가 괴되기도했다. 시즘과나치정권하에서도

시 개조 수단으로 사용된 도시미화계획은 스탈린의 소련,특히 모스크바에서도 실

되었다.도시기반시설이매우노후하고열악했던1930년 의모스크바에서는기념비

이고 장식 인 건축물이 간선도로 면에 배치되고,슬럼지역은 도로 뒤편으로 숨

겨졌다.

도시미화운동은 한 가지 사례로 설명될 수 없다.도시미화운동은 매우 다양한 경

제․사회․정치․문화 환경에서 기자본주의의도구로서,제국주의의 리인으로

서, 체주의의 시녀로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 표 되어 왔다. 상 도시들에

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은 도시의 심부에서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상징으로서기

념비 인것,외 인것,그리고공원체계와건축에집 했다는 이다.그결과,계

획이미치는사회 향에 한 심은매우결여되었다.이처럼‘보여주기 한연

출’로서의건축과조경설계는 그연출의무 에 살고 있는 객들의불만을 불러 일

으켰다.이러한불만은주택문제등보다실용 인문제에 심을기울이기를요구하

고,그 결과 도시실용주의(CityPractical)로의 이행을 발시켰다.

3. 도시미화운동과 근대 조경

도시미화운동은그목 이 “잃었던 시각 ․미 조화의 회복과조화로운 사회질

서를 한 공간의 창출”(Hall,1996:214)이라는 에서 조경과 긴 한 련을 맺고

있다.그것은근 조경의역할을제시해주었던좌표이며,오늘날많은도시재생사

업들의목표이기도하다.도시미화운동과근 조경의 계를알기 해서먼 살펴

보아야할것은옴스테드의공원 과설계방식이다.“근 조경의아버지”라불리는

옴스테드가 도시미화운동 내에서 조경의 역할 정립에 크게 기여하 기 때문이다.다

음에서는옴스테드의 공원 을 이해한뒤 도시미화운동의시발 이된 시카고박람회

에서그의역할을살펴보고,이후미국의도시미화운동의주요내용과조경의역할을

추 하기로 한다.

3.1 옴스테드의 공원 과 시카고박람회 조경 

옴스테드에게 공원은악의도시에 선의 자연을제공하는인간회복의한 방편이었

다.동시에사회문제의해결책으로서건강한여가장소를제공하는곳이었다.주택부

족,환경악화,범죄증가,도덕성악화등수많은문제들이양산되는도시라는공간에

서공원은 일종의사회통제메커니즘으로기능할수있다고믿었다(조경진,2003).1)

이러한옴스테드의공원 은한개인만의사고라기보다는 실도시상황에 한문

제 인식 아래 많은 지식인들의 사회 개 의지가 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옴스테드와 도시미화운동의 인연은 번햄의 시카고박람회장 조성에서 시작된다.시

1)특히 옴스테드는 낭만주의  미학과 실용주의  필요성을 히 결합하고자 하 다.이는 개인의 자유와 다수의 행복 사이의 조화를 꿈꾸는 J.S.

의 정치윤리사상의 향을 받은 것이다. 를 들어 요세미티 계곡의 보  계획에서,옴스테드는 공공성을 해 자연 풍경의 낭만  가치를 유지하

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해 자유로운 의 근을 가능하게 하 다(조경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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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옴스테드의 보스톤 녹지계획(출처:www.emeraldnecklace.org)

카고박람회의총감독이었던번햄은 박람회장 조경 감독으로 옴스테드가가장 합하

다고 단하고,그에게조경감독직을제안한다.당시나이가70세에가까웠고병으로

고생하던옴스테드는처음에그제안을거 했지만,번햄의간청이반복되자그가일

생동안꿈꾸었던‘술로서의조경’을펼칠기회라는생각으로제안을받아들인다.번

햄이 신고 주의 건축 양식을 채택하고,고 로마의 을 되살려내고자 노력하는

동안옴스테드는 미시간 호수의 숭고함을 바탕으로 ‘신비한 시 효과’를 연출하고자

한다(Larson,2003).

옴스테드가 도시미화운동에 남긴 유산은 크게 포 ․통합 설계 방식의 추구,

도시미화운동의이데올로기강화, 문가컨설 시스템구축등세가지로정리될수

있다(Wilson,1989).그는 다기능 공원 로(boulevard)체계를 설계하여 도시

조직과상호작용하도록하 다. 표 인사례로1850년 에시작된보스턴녹지계획

을 들수 있다(그림2). 한 조경의역할이 주변 지가를올리고 도시민에게 회복

여가의기회를주며,계 화해 민주화를낳는다고 으로써도시미화운동의이데

올로기 정당성을강화하는데공헌했다.마지막으로그는조경가이자도시설계가로

서도시문제해결에있어서 문가컨설 시스템구축에기여하 고,이는도시미화

운동의 태동에 큰 향을 미쳤다.

3.2 미국 도시미화운동과 조경  

미국 도시미화운동에 있어서 조경가들은 운동의 다른 주체인 자본가․정치가․도

시계획가․건축가와 력하여 계획안을 구 시켰다. 드릭 로 옴스테드의 아들인

존 찰스 옴스테드(JohnCharlesOlmsted)와 드릭 로 옴스테드 2세(Frederick

LawOlmsted,Jr.)를 비롯하여 시애틀의 유진 슈와겔(EugeneSchwagerl),캔사스시

티․덴버․달라스의 조지 슬러(GeorgeKessler),해리스버그의 워 매닝(Warren

Manning)등미국 역에걸쳐각지역의 표 인조경가들이도시미화운동에참여

하 다(Wilson,1989).

계획안의물리 공통 은공원 로의체계,강변(riverfront),호반(lakeshore),

놀이터,그리고시빅 센터(civiccenter) 철도역의 정화와미화로 구성된다는 이

다.상업자본가들은미 요소와실용 요소를혼합한도시미화 로그램을추진하

고,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한 정치 지도자가 도시 경 의 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표 인도시미화운동의도시로워싱턴,시카고,필라델피아를 들수있다.이세도



한국경관학회지 4(1): 2012. 6. 근 ․ 한

50  한국경 학회지 4권 1 (2012년 6월)

시들에서도시미화운동이 개된 과정과조경의역할 특징을 살펴볼필요가있다.

3.2.1워싱턴 계획

1901년워싱턴D.C.몰재건계획은미국도시 공공기 을집단화시킨시빅센

터를만든최 의계획이다(서충원,2004:377)(그림3).처음에랑팡(PierreL'Enfant)

에의해계획이수립되었으나,계획의낭만주의 성격에 한비 이커지면서,보다

정교한계획을세우기 해미시간주상원의원맥 란(JamesMcmillan)을의장으로

하여번햄이 체계획의책임을맡고,조경가옴스테드2세,건축가맥킴(CharlesMckim),

조각가 고든(AugustusSt.Gauden)등이 원으로 선정된 계획 원회가 조직된다.

이들은랑팡의본래개념을크게확 하면서시카고박람회에서구 된도시미화운동

의이념과계획수법을그 로 용하 다.계획에참여한조경가들은여섯개의주요

공공 건물들이 상호 연결된 공공 공원 체계를 세웠다(Hall,1996:211-213).

워싱턴 D.C.몰 계획은 국민들에게 문화 자부심을 고양시켰으며,그리스 아테네

가민주주의를상징하듯워싱턴을국가의신성한장소로만들었다.혹자는이계획이

“워싱턴 D.C.에 일체감을제공하 고,축을 따라건설된 정부 건축물은조화있고 통

합된거리 질서를만들었다”(서충원,2004:381에서재인용)고평가했다.계획가들과

조경가들은 워싱턴 D.C.몰과 시빅센터의 아름다움이 경제를 부흥시킬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자부심을고양시키고,도덕 ․경제 개 을 유발시킨다고믿었다.하지

만빈민들의거주지를 로에의해단 시키고,열악한주거지역은정부건물들로

체되면서 소득층의생존조건은더욱악화되었다.정작워싱턴에서시 한재정균

형,사회 ․민족 차별의 완화 등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 도 받았다.

3.2.2시카고 계획

시카고박람회이후시카고의사업가들은도시환경에 심을갖게되었으며,도시

를개조하여활력을불어넣는것이자신들에게이득이된다는것을깨달았다.1909년

시카고상인클럽의의뢰로번햄과베넷(EdwardBennett)의시카고계획안이수립되

었다(서충원,2004:369)(그림 4).그들은 오스망(GeorgesE.Haussmann)의 리개

조계획을모델로하여혼돈의도시인시카고에새로운질서를제시하고자한다.계획

의 기본 개념은 “잃었던시각 ․미 조화를도시에 복구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사회

<그림 3> 1901년 워싱턴 D.C. 몰 재건 계획 (출처: www.nps.gov/nationalmall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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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출 을 한물리 필요조건을창출하는것”(Hall,1996:214)이다.이를실

하기 한 표 수단은새로운간선도로를만들고,슬럼을제거하며,공원을늘리는

것이었다.이는사회 이상과순수미학 수단을혼합한것으로평가되어 신주의

운동을 지지하던 상류층으로부터 정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시카고 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 계획 목표를 달성하 다(서충원,2004:371).첫째,

각선도로를추가하여기존의격자형패턴을완화시켰다.둘째, 술 을도입

하 다.셋째,신규 건물을 통합 으로 건축하 다.넷째,도시 지역의 다양한 지역을

통일시키기 한 심테마로분수등의물을활용하 다. 컨 미시간호안을매립

하여산책로가있는공원으로조성하 고,의회로는폭300피트의공원을가로질러시

카고의 요한축이되었다. 한공공건물들은연속 으로연결된공원의핵심지역

에 치하 다.하지만이계획은주택,학교, 생설비를무시했다는비 을받았고,

과도한건축과 집을요구하는도심부동산개발의 실과조화되지못하 다.특히

계획실 을 한엄청난비용으로인해시카고의도시미화운동은결국조닝(zoning)

제도를 통해 성취되는 도시 실용주의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3.2.3필라델피아

20세기 필라델피아에서는 제 3당 개 후보의 시장 당선과 함께 개 가 집단들

이 효율 교통망 구축이나 빈민 주거 개선 등 신주의 개 을 추구했다.하지만

결과 으로가장큰변화가이루어진것은도시미 이었다.도시의경제 권력을쥐

고 있는 기업가와 정치가들이 도시미화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그들에게 있어서

필라델피아의최우선 과제는 세계 명성에 걸맞는 혹은 명성을 높이기 한 아름다

운도시의건설이었다.막완공된시청앞에는노틀담성당앞과같은 장을,세계

규모의 페어몬트 공원을 시청까지 직 연결시킬 수 있도록 샹젤리제와 같은 규모의

로를,그리고그 로변에는 리의거리를수놓은웅장한신고 주의형식의건물

과조형물을건설해야한다는것이었다(박진빈,2002:169).이시기필라델피아는오

늘날까지도 매우 요한 상징물인 벤자민 랭클린 로와 미술 의 건설을 이룩해

냈다(그림5).하지만다른도시미화운동의도시들과마찬가지로이러한변화는일반

시민의삶,특히이민과흑인이 다수인도시빈민의삶의측면에서는별다른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림 4> 1909년 시카고계획 

(출처: Wikipedia)

<그림 5> 필라델피아의 벤자민 랭클린 로와 미술  경 

(출처: www.usgwarchiv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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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미화운동의 조경사적 의미 

도시미화운동의 개과정과이운동내에서조경의역할을고찰한2장과3장의내

용을바탕으로,우리는조경사에서도시미화운동이갖는의미를다음과같은네가지

측면에서 악할 수 있다.

첫째,도시미화운동의시기에상호연결된공원과 로체계가조성됨과함께조경

가의 문 컨설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도시미화운동에서 조경의 역할은 시빅 센

터나주요간선도로변의공원조성에그치지않았다.앞서살펴본워싱턴이나시카고

의 사례와 같이,조경은 공원 간의 상호연결과 크웨이 조성을 통해 도시의 골격과

얼개를이루는공원체계를구축했다. 한거리에시각 을조성함으로써도시를

시각 으로통일시키고자하 다.도시미화운동을통해조경의 역이개별 인정원

이나 공원에서 도시 경 으로 확 된 것이다.여기에는 도시미화운동에 직 참여하

지는 않았지만,그 형성에 큰 향을 미친 옴스테드의 향이 크게 작용하 다.그는

단일 공원 설계가의 역할을 넘어서서 시카고 리버사이드 단지계획(1868),버팔로 공

원시스템구축(1868～1876),보스톤녹지체계계획(1875),그리고나이아가라폭포보

계획(1887)등 많은 도시계획․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조경의 입지를 넓혔다.이후

의 많은 도시미화운동에서 도시계획가,도시공학자,건축가,조경가가 함께 작업하

으며,이들의 통합 ․체계 인 계획방식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도시 체계는 오늘날

까지도 많은 부분 남아있다.

둘째,도시공원의 이데올로기가 성립되었다.옴스테드와 도시미화운동의 향으로

20세기공원은도시민에게회복 여가의기회를주고,계 화해와민주화를유도하

며,도시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도시 산층은 자산의 증가와

삶의안락함을 리고,노동자는작업장에서느끼는갈등을집회가아닌여가선용을

통해해소하도록유도함으로써공원이자본주의의유지 발 에 극 으로기여하

게된것이다. 한공원이용의측면에서,술을마시거나자유로운음악연주가 지

되고,잔디밭에서의 피크닉과 수동 휴식이 권장되었다는 에서 보면,상류층의매

와생활방식을노동자계층이보고배우게끔하는일종의사회통제의메커니즘을

담고있기도하다(조경진,2003:29-30).한편,도시미화운동의많은공원, 크웨이는

이 에는 립 계로여겨졌던도시와자연이공존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자연

는야생이탐험이나 조의 상만이아니라,체험하고느끼는도시내부의존재가된

것이다.이 게 옴스테드를 통해 형성된 도시 공원의 이데올로기는 도시미화운동의

진행과 함께 세계로 확산되었다.

셋째,조경이도시문제에개입하기시작하면서때때로여타도시운동과 립구도

를 형성하기도 하 다.도시미화운동가들은 도시의 미 과 경 에 많은 심을 가졌

지만,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심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특히 도시

에서슬럼과열악한주거지를제거하기 해힘을다했으나,이곳에서쫓겨난빈민들

에게제공할주택마련에는힘을쏟지않았기에많은빈민들의반발이일어났고,주거

나인권등에 을맞춘다른도시운동들과충돌하기도하 다.필라델피아에서는

시민과 주거 운동가들의 반발로 본래의 계획안이 축소되어 벤자민 랭클린 로와

미술 건설에그쳤다.도시미화운동에많은자 이투입된주된이유는계획을통해

생겨나는시빅센터와공원이기업가가소유한부동산가격상승에크게기여했기때

문이다.결과 으로도시미화운동은주택문제의해결, 를들어공공주택건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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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의 환경 개선의 실 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

넷째,독재 정부하의도시에서조경은종종기념비 권 확보를 한수단으로

이용되었다.독재 정부 지도자들은 “작은계획을 세우지 마라.작은 것에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마법이 없다”(Larson,2003:8에서 재인용)라는 번햄의 권고처럼

다른‘화이트시티’들을창조해냈고,그과정에서조경가들은시빅센터주변과 한

간선도로변을화려하게장식함으로써 제주의 도시를완성해냈다. 한기하학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한 비스타를 조성하기도 하 다.조경의 목 이 시민을

한 쾌 한 도시 만들기에 있기보다는 ‘기념비성’을 시각 으로 구 하는 설계안을 만

드는데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도시미화운동이 식민지 국가나 시즘 국가로

옮겨가면서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도시미화운동은조경사에서다각 인의미를가진다.도시미화운동이도

시계획사에서도시설계의원형이자뉴어바니즘(NewUrbanism), 교통지향형개

발(TOD:TransitOrientedDevelopment)에까지 향을미쳤다고평가되듯이조경사

에서는 근 조경업과 공원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기여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그

향은 오늘날에도 여 히 남아있다.

특히도시미화운동이오늘날에주는함의는최신도시설계기법과조경․건축이결

합되어 나타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이 발견된다.이는 도시계획․조경․건축 등

문분야간통합이강조된다는 ,근 이후확립된도시공원의이데올로기가반

되어있다는 ,조경을비롯한미 측면과 주거․인권등사회 측면의갈등이 발

생한다는 ,그리고 도시재생의 강조 이 스펙터클과 기념비성에 있다는 등에서

그러하다.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미화운동이

동시 도시재생과 조경에 갖는 함의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현대 도시 재생에 대한 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5.1 동 문디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 개요

동 문디자인 라자 & 크(DDP)는 2006년 4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

울시장이서울을세계도시로만들기 한목 의일환으로추진한사업이다.서울시

는 의류 메카라는 동 문의 랜드 가치를 회복하고,강북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목 에서기존의동 문운동장을철거하고,그자리에디자인 라자와역사문화

공원을조성하고자하 다.특히동 문디자인 라자& 크는서울이2010년제1회

세계디자인수도(WorldDesignCapital)로 선정되면서 이를 한 8 제안사업 하

나로 추진되었다.2)

DDP는동 문디자인 라자(연면 85,320m
2
)와공원지역(37,398m

2
)으로이루어지

는데,2009년 7월부터 랜드 개발 문 업체의 연구 검토와 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 문역사문화공원’( 문 DongdaemunHistory& CulturePark)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2009년10월27일동 문역사문화공원일부를개장했으며,디자인 라자건물

은 2012년 완공 정에 있다.

2)세계디자인수도 홈페이지(http://www.worlddesignca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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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DP 부지 과거사진 (출처: 이시 , 2011) <그림 7> DDP 조감도 (출처: DDP 홈페이지)

서울시가 2007년 6월 발표한 ｢도심재창조 로젝트 마스터 랜｣에 따르면,청계천

을 가운데 두고 서울도심을 남북방향으로‘역사․ ․녹지․복합’의 네 가지 문화

축으로정비하고,각각의테마에맞춘도시경 을조성할 정이다(서울특별시,2007).

그 DDP사업은 가장 많은 산이 투입되어침체된 동 문 일 를 세계 인 패션

메카의 심지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빌바오의구겐하임미술 과시드니오페라하우스, 리의에펠탑,런던의

런던아이등세계 인도시를 표하는건축물처럼DDP를서울을 표하는랜드마크

이자훌륭한 자원으로만들고자하 다.이를 해2007년국제지명 청설계경기

를주최하여DDP의설계자로서세계 인건축가인자하하디드(ZahaHadid)를선정

하고,그의 작품인 환유의 풍경(MetonymicLandscape)을 동 문운동장 재개발계획

안으로 받아들 다(그림 7).당선작은 DDP가 가지는 다양한 역사 ,문화 ,도시 ,

사회경제 요소들을환유 으로통합하고,건축과조경이조화로운미래 인이미지

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서울특별시와 에이엔씨,2008).

도시재생사업으로서DDP사업은크게세가지의특징을갖는다.첫째,서울시도심

재생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이다.둘째,건축과 조경,디자인

등 여러 분야가 결합된 통합 도시재생이다.마지막으로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도시

랜드를 높이기 해 세계를 상으로 한 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5.2 도시미화운동이 동 문디자인 라자 & 크 조성사업에 갖는 함의

도시미화운동의 역사와 선례를 바탕으로,DDP사업을 비 으로 분석해 보면다

음과같이크게세 가지의 시사 을 발견할수 있다.첫째,시각경 심 근,둘

째,기존의도시조직을 괴하는개발방식,마지막으로일방 도시개발방식이라는

이다.

5.2.1시각경 심 근

도시미화운동의 한계로 지 되었던 시각 경 심 근이 DDP사업에서도 여

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미화운동의 형태 모델인 시카고 박람회장의 조성 목 은 도시의 ‘기념비성’

제고 다.이후 도시미화운동의 향을 받은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기념비

가로망과 건물,그리고공원체계에 두었고,이는 자연스럽게 시각 기념비성으로

귀결되었다.그부작용으로넓은가로망에서비롯되는차량의소음과매연,거 한스

일이 주는 압감 등이 나타났지만,이에 한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특히 독재 정부하의도시미화운동에서조경은 기념비 권 확보를 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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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이용되었다.독재 정부지도자들은 규모의‘화이트시티’들을창조해냈고,도

시계획가들과 조경가들은 넓은 간선도로변과 앙청사 앞 장,그리고 기하학 토

지이용을 바탕으로 한 한 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 다.미국의 도시미화운동의

일환으로조성된워싱턴몰이나히틀러지휘하의베를린도시계획에서공통 으로강

한 축을 설정한 것은 경 이 권력의 가시화와 어떠한 계를 맺는지 잘 보여주는 사

례라고하겠다.도시개발과조경의목 이시민을 한쾌 한도시만들기에있기보

다는 ‘기념비성’을 시각 으로 구 하는 설계안을 만드는데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동 문지역이처한 실 문제를해결하기보다화려하고새로운스펙터

클 디자인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기 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구겐하임 미술

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빌바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연합뉴스2010년

6월22일자).하지만이른바‘빌바오 효과’를노린 세계의수많은실패사례들이보여

주듯이 스펙터클의 경 만으로 ․경제 효과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서

울같은풍부한역사와문화를지닌도시에쇠퇴한무명산업도시의부흥 략이었던

빌바오의 도시 략을 그 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시각 스펙터클을강조함으로써옛조선시 훈련원터에건립된동 문운

동장의역사 장소성을지우는결과를낳는다.체육계에서그토록반발했던것도동

문운동장이라는 장소에 깃든 역사와 기억 때문이다.과거의 도시가 재 도시문제

의원인이며,이를‘미화’로극복해야한다는사고방식이DDP사업과도시미화운동에

공통 으로작동하고있다.특히자하하디드의DDP당선작에서성곽은심미 인오

제에 그치고 있으며,성곽을 연못 속에 두도록 함으로써 원래 해자가 없던 서울의

성곽을잘못해석하기도한다.성곽복원에소홀하고화려한건물과공원조성에집

했던서울시는실시설계까지진행된이후에야해당지역이서울성곽복원사업 상지

역이라는 을 인지하고,재설계를 실시하기도 하 다.

DDP설계공모 심사평에서는 당선작이 “랜드마크 요소로서 강력한 디자인의 이

미지를 표 ”한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작품들의경우 역사 ․사회 맥락을 잘 반

하 지만,디자인의이미지가약하다고말한다(서울특별시와에이엔씨,2008).공모

심사에서 도시의 역사․문화성보다 시각경 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혹자

는 이와 같이 스타 건축가 는 조경가의 작품이 도시를 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상을 ‘랜드 스 이 ’라고 칭하면서 그것이 도시의 삶과 간극을 갖는다는 우려를

표하기도한다(안창모,2008).DDP사업에당 산보다1,200억이늘어난3,500억이

투입되었듯이(내일신문 2007년9월 13일자)이러한 스펙터클 심의 도시재생이 낳

는 결과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시민의 부담 증가일 것이다.

이 듯DDP사업과같은 도시재생사업과도시미화운동은스펙터클을 시

하는개발방식이라는공통분모를갖는다.자본주의 기에도시미화운동가들이추구

했던기념비 경 이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거 자본의스펙터클경 으로발 한

것이다.하비(Harvey,1989)에따르면 도시의스펙터클경 은자본의 량생산

된이미지이자소비의식에 한지배의물질 표 이다.한국의경우,1980년 이후

에 고층 건물을 심으로 스펙터클 경 이 본격 으로 조성되었으며,특히 오늘날

의스펙터클경 은도시재생사업과연 되어나타난다.서울을세계 인도시로만

들고자하는열망이단기간의가시 효과를 해기념비 인도시경 ․건축물․이

벤트의 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2.2기존의 도시 조직을 괴하는 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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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사업은 기존의 도시를 괴하고 새로운 도시 조직을 건설하며,그 과정에서

주민구성을교체한다는 에서도시미화운동과많은유사 을갖는다.워싱턴D.C.몰

계획에서 빈민들의 거주지는 로로 인해 단 되었고,열악한 주거단지는 공공 건물

로 교체되었다.캔사스시티에서는 기존의 기차역을 철거하고 새로 장과 거리를 조

성했으나,결과 으로주민간의분쟁과분리를낳았다(Wilson,1989).제국주의도시

인 뉴델리에서는 ‘원도시’로 불리는 유럽인 주거지역 조성을 해 원주민들이 격리

되었고,스탈린의 모스크바에서는 화려한 건축물들로 인해 이면의 슬럼이 괴되고

황폐화되었다.

DDP사업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다.청계천복원사업으로강제로이주된노 상

900여 가게가 동 문운동장에서 풍물시장으로 안정되었는 데,이들은 DDP사업으로

인해다시 이주하게 되었다.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동 문운동장에 ‘세계 풍물시

장’을만들어 주겠다던 약속이무산된 것이다. 한 동 문운동장에서 서울시와 계약

을 맺고 스포츠용품 상 을 하는 상인들과 주변의 300여 노 상도 강제 이주되었다.

동 문 상권과동 문운동장의 통에기 어 스포츠용품상권을 만들었던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괴되는것이다.서울시는2007년5월동 문운동장입 업소정리를

한명도소송과 련된법 차를실행하는한편,법원에입 업소철거를 한강제

집행허가를신청하는등기존의입 상인들에 한배려나보존노력없이개발을

어붙이려는 자세를 취하 다(김명 ,2009:42-43).

재 뉴타운으로지정된동 문운동장인근의창신동과숭인동지역에는5천여곳

에 이르는가내 제공장이 존재한다(도시재생네트워크,2009:242).DDP사업을포

함한서울시의｢도심재창조 로젝트마스터 랜｣에서는동 문일 에이른바‘패션

메카’계획을 포함한 방 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a,2007).하지만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동 문 의류산업 클러스터의 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이곳의

사업장들이해체된다면,동 문은더이상‘패션메카’라는이름을갖기힘들지도모른

다.서울시는 존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미래에 한 구체 인 고민과 안 없이 ‘건

설 효과,’‘ 객 증가 상,’‘고용유발효과,’(동 문디자인 라자 & 크홈페이

지)등의 막연한 수치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DDP사업이 재 ‘유연 문화’와 ‘건설 인 력 계’로 다국 기업과도 경쟁

할 수 있는 자생 산업조직으로 평가받는 동 문 패션상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홍빈,2004).오히려 스포츠상가,풍물상가 등의 상인들을

강제 이주하고,근 의 유산인 동 문운동장을 사실상 완 히 철거함으로써 우리 스

스로문화 정체성과역사성을포기하는것이다.이 게일방 으로도시조직을

괴하고,도시 경 의 스펙터클화를 꾀하는 개발 방식은 간선도로변만을 화려하게 꾸

미고,인근의주거단지를 규모로철거한도시미화운동의역사 과오를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5.2.3일방 도시개발 방식

DDP사업은추진과정과시민참여의측면에서일방 도시미화운동의특징을 보

인다.

도시미화운동의 개과정을살펴보면시민참여와 련하여양면 인특징을갖는

다는것을알수있다.앞서살펴보았듯이19세기말,사회개 에 한의지가강력했

던 시기에 미국의 산층 시민들은 직 도시의 미화와 정화에 손발을 걷고 나섰다.

즉, 기도시미화운동은시민이 극 으로참여한사회운동이었다.하지만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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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개발되고운동이확산되면서도시미화운동은정부와일부사업가주도의일방

사업의양상을띠기시작했으며,이러한변화는제국주의․ 체주의도시에서극명하

게 드러난다.

DDP사업 역시 차상의 비민주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서울시 주도의 형식 인

합의와 지나치게 빠른 사업추진 등의 특징을 보인다.

동 문지역에는 동 문운동장 활용논의를 해 2000년 4월 결성된동 문포럼이

있었다.포럼에는동 문상인을포함하여도시계획 문가들,언론인,시민단체등이

참여하 으며,동 문운동장 공원화방안이 처음으로논의되기도 하 다.생태공원을

주요 테마로 한 당시 계획안은 노 상 특화지역을 마련하는 등 기존 상인들에 한

배려도포함되어있었다.하지만이명박당시서울시장이청계천복원과정에서철거

당한 노 상들을 동 문운동장 부지로 이주시키면서 동 문포럼에서 원했던 공원화

작업은 단된다.

이후오세훈서울시장이2010년제1회세계디자인수도선정과 련하여2008년상

반기까지공사착공을목표로삼으면서DDP사업은 물살을타게되고,이과정에서

포럼을 비롯한 철거 반 세력과 큰 갈등을 빚는다.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서울시,노 상,시민단체등이참여한거버 스기구인‘동 문풍물시장

발 의회’를구성하여사업추진의 차 정당성을확보하고자한다.하지만이과

정에서 실질 인 합의는 사실상 없었으며(최인기,2008),특히 이 까지 오세훈 시장

이 리모델링을 약속했던 지하쇼핑센터까지도 2007년 9월서울시의 강제 철거 명령에

의해 철거되었다(황진태,2010).

무엇보다서울시의갈등 리방식은뚜렷한이 책이나 상없이법 인조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는다(김명 ,2009).당시 입 상인들은 ‘풍물시

장을세계 인 명소로만들겠다고한이명박 시장의약속을지키라’며생존차

원에서이 을반 하고,문화재청은‘동 문운동장은역사․문화 가치가있어근

문화유산으로등록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 한 로야구선수 의회는‘근 체육

과101년한국야구의성지인동 문운동장을땅투기의 상으로삼는오세훈서울시

장의개발주의를규탄한다’고비 하기도하 다(경향신문2006년12월11일자).하지

만서울시는이해 계자간의합의나공론화과정없이2006년일방 으로공원화사

업을발표하고,이듬해국제설계경기를 실시한다.특히서울시는자체 으로 DDP사

업 담법률지원단을구성하여 포반환통지,명도소송,부동산 유이 지가처분

소송 상인조합이 제기한 화해 련 청구의의의 소에 한 처 등 일련의 법 인

처에 력을 기울인다.이에 반해 동 문운동장 입 상인조합이 문의하고 제시한

여러가지 안–구로구서남권문화․체육단지입 , 구신당동의동 문의류 제

집 시설 입지,DDP사업 부지 내 지하공간 조성 등–에 해서는 부정 인 입장만

표명할 뿐이었다(김명 ,2009:60-72).

이처럼도시이미지 제고와경쟁력강화에 매진하는 도시의지도자들은 많은

도시재생사업과정책들을실시한다.하지만정부주도의정책들은 로부터의변화

방식이라는 에서,도시미화운동의 많은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실제 도시민들,특히

도시 약자들의 삶에 악 향을 끼치기 쉽다.1990년 말 이후 한국에서 ‘살기좋은 마

을만들기’등시민참여에기반을둔도시재생사업들이등장했지만,사업규모나

효과는 미미한수 에 그치고있다.반면에도시경 을크게바꾸는 다수의 도

시재개발사업들은거 건설업체주도의‘합동재개발’방식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

도시미화운동과DDP사업에서보인일방 도시개발방식이반복되고있다.최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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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 설계에 있어서 트 쉽을 기반으로 한 사회 자본이 강조되는 만큼 기

도시미화운동의시민참여 특성을되새기고,독재정부하에서나타난도시미화운동

의 변질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조경을둘러싼국내외 상황은조경의사회 역할에수많은질문을던진다.신자

유주의가 미국의 주도하에 빠르게 세계화되어 가면서,자본의 이동은 더욱 자유로워

지고도시의공간이 자본의논리에 의해재편성되고 있다.도시 재생사업 한 외

가 아니다.신자유주의의 공간 이행인 신개발주의의 향으로 다양한 도시 재생의

상지가생겨나고,사업이후의공간은일종의상품으로소비되고있다.이러한상황

에서 조경의 사회 역할과 도시 재생의 의미에 한 연구는 그것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되묻는 일이다.

본연구는도시미화운동에 한기존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도시미화운동에서조

경의역할을살펴보고,서울의DDP사업을통해도시미화운동이오늘날도시재생사

업에 해갖는함의를고찰해보았다.연구결과,도시미화운동의조경사 의미로는

첫째,상호연결된공원과 로체계의조성 조경가의 문 컨설 시스템구축,

둘째,공원의이데올로기성립,셋째,주택문제등도시의사회 측면과조경의 립,

넷째,기념비 권 에의 사이다.근 조경은그탄생 기부터다양한정치․경제

역할을수행해왔음을알수있다. 한 도시미화운동과DDP사업의공통 특징

으로 첫째,시각경 심 근방식,둘째,기존의 도시 조직을 괴하는 개발방식,

셋째,일방 도시미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앞서살펴보았듯이,도시미화운동이역사 실패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도시미화운동의출발은 격히성장한도시에서발생하는문제들에 한도시 산층

들의 공동의 응이었으며,도시미화운동에서 강조한 도시 디자인과 문화,시민정신

등은오늘날에도매우 요한가치이다.특히조경의역할은공원조성에그치지않고

도시경 에 한 문 컨설 , 크웨이와같이도시의골격과얼개를이루는녹지

체계 구축 등으로 확장되었다.많은 도시미화운동에서 도시계획가,도시공학자,건축

가,조경가가 함께 작업하 으며,이들이 만든 도시 체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부분

남아있다.

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도이러한도시미화운동의통합 ․체계 근방식

을 받아들일 수 있다.도시미화운동 시기의 도시계획가들은 산업화의 문제가 심각하

게노출된도시에서보다나은삶의환경을 해깊이고민하고,포 ․통합 시각

에서 근하고자하 다.도시 재생의목표가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한환경을 만

드는것이라면,이는생태,건축,토목, 술뿐만아니라인문․사회과학까지도아우르

는 포 인 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도시미화운동의퇴장이후지 까지 60여년간도시실용주의가도시계획에서정상

과학의 지 를 유지해 오면서,도시 행정에 있어서 문 료 체제가 확립되고,도

시재개발은도시설계와건축 주의기술 ․ 료주의 근을보여왔다.그결과

도시계획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지나친 실용주의는 오히려 실제 시민들의 삶에 부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했다.도시미화운동이 주는 역사 교훈을 바탕으로 진정으

로 사람을 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조경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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