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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tains the basic design and framework for ‘Hanuri Shelter’ created as a part of urban landscape planning

by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The area for Hanuri Shelter is located in Namsan 100-year Hyangsu-gil where

the city’s Jung-gu Tour Course 5 stretches out with a size of 330m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use cultural elements of this area as symbols, helping to improve the landscape in general.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made an effort to use religious facilities nearby the area to create a symbolic harmony. To be specific, several

landscape facilities were installed by using floor patterns, wood and pictogram sculptures to symbolize trees, stems, and

fruits, respectively. Their meanings were further expanded while being used as landmarks to indicate locations. Second,

we built a rest area or shelter at the request of local residents. The shelter is mainly composed of wall fountains and

mirror ponds built by mixing materials with various properties and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main features of the

design. Third, exterior lightings were installed to reflect the city‘s landscape lighting design and fiber optic lightings and

projections were planned to be applied as the means and methods for outdoor lighting. Thi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oosting the urban landscape in Banwoldang, Daegu while improving overall scenary of the backward area and ensuring

the safety for walking at nigh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as an example of landscape improvement by borrowing

unique features of the region as symbols. It also has a potential to be used as a model for design process that is adjusted

to issues occur during the design phase as well as requirements a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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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연구는대구광역시중구와남구에서진행된 ‘행복공간조

성사업’ 구간 중 ‘하누리 쉼터 조성공사’(이하 ‘하누리 쉼터’)에

대한 결과물이다. 하누리쉼터 조성은낙후된주변지역의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시경관계획이란 “시각적․문화적으로 감지되는 도시환경

의총체적질을도시행정을통해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계

획”에 해당되며, 그 대상으로 “도시 주요 지점에서의가시권에

포함되는물리적환경(자연적, 인공적경관요소)과사회문화적

환경(도시 활동과장소적의미), 이와 함께 이들을받아들이는

시민의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김한배, 2003).

보편적으로 도시경관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

과옥외공간, 숲과물같은자연물등의물리적인형태와도시

내의여러활동이나시민생활, 독특한분위기, 시각적으로감지

되지않는영역까지포함하고있어, 도시의 종합적이고개성적

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이규목, 2002). 그러므로 본

연구 대상지인 하누리쉼터는 이러한 도시경관의 영역에 포함

되며, 대구광역시 중구남산동의정체성을보여주는공간의일

부로서 총체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누리쉼터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선정된사업의일부구역에해당한다. 대상지주변

에는 천주교 순교기념관인 관덕정, 유교 문화유산인 문우관, 경

북최초의기독교회인남산교회등다양한근대문화유산이위치

한다. 따라서 하누리쉼터에 대한 계획적 접근은 주변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대구 남구지

역의 도시경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배경을 가진다.

본연구는하누리쉼터의공간계획을이행함에있어대구남

산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경관의 이미지를 시각적, 개념

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 표현방법으로는 나무조형물, 조

형가벽, 바닥패턴, 수경시설등의경관시설을균형있게배치함

으로써 도시경관계획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그

러한과정을통해도시환경의질을높이기위한설계프로세스

의조성모델을마련하고, 나아가 도시경관개선을위한기초자

료를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도시경관과 장소성

도시경관에 대한 연구로 이규목(1995)은 “자치시대의 도시

이미지 형성: 이미지창출과 장소만들기로 본 도시경관계획”에

서 체험적 측면에서 본 도시경관에 대해 정의하였다. 이규목

(1995)은 경관이란개념의본래적의미로볼때도시경관은체

험된 도시의 모습이라 이해하였으며, 도시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주위환경을 지각하고 인지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

미지를 구성하고, 또 평가․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부여

하는 일련의 환경에 대한 반응작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 마음이나 상상을 포함하는 6감 모두를 동원하여 환경이 지

닌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느낀다는 복합적이고 총체

적인작용을말한다고도하였다. 우리가도시와얼마동안접촉

을갖게되면그도시, 혹은그도시의어떤요소나지역에대하

국문초록

본 설계는대구광역시 중구남산동하누리쉼터를조성하기위해진행된 결과이다. 설계대상지는대구 중구골목투어

제5코스남산 100년향수길내에위치하였으며, 도시경관계획의일환으로조성되었다. 설계대상지에는휴게쉼터와경관시설

을설치하였고, 대상지인근에는다양한근대문화유산이있어설계의소재로도입하였다. 설계의진행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대상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종교시설들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닥패턴과 나무조형물, 픽토그램

조형물을 각각 나무의 뿌리, 줄기, 열매로 표현한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하였다. 둘째,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었던 휴게쉼터를 조성하였다. 설계대상지 내에 벽천을 설치하고, 휴게공간과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였다. 셋째, 경관시설 및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대구 중구 남산동의 도시경관 제고에 일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관개선이 가능하였다.

이상의설계결과는지역의특징적인요소를상징물로표현하여경관개선에적용한사례이다. 또설계단계에서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정리함으로써 설계 프로세스의 조성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시경관계획, 하누리쉼터, 근대문화유산, 랜드마크, 경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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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기 나름의 이미지가 생기고, 또 도시의 여러 특징적인 장

소들에 대하여 친숙하게 되고 즐겨 찾게 되어, 결국 그 장소에

애착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도시경관을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자는 이미지와 장소성의 측면에서 도시경관계획에

접근하고자하는의도를가진다고하였다. 이연구에서는두가

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전통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을 발굴하

고 부각시켜 고유의 장소성을 높이는 것과 시각적인 상징물을

창출하여 장소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이규목, 1995).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도시경관의 조성방법은 형태

기반코드와도연관지을수있다. 형태기반코드에대해서하헌

정(2018)은 “형태기반코드를 적용한 도시경관 조성여건에 관

한 연구”에서 물리적 형태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조성되는 도시경관을예측하고, 수준높은공공영역을형성하

는것을목표로한다고하였으며, 형태기반코드의한도구로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마

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하헌정, 2018). 이 연구에 따르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보행

친화적인가로환경조성, 쾌적한보행공간확보를위한가이드

라인외에도지역적특성에따라추가되기도하며, 도시경관의

궁극적 지향점이 도시 공간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경

관을유지하는것이라고할때, 경관조성지역과주변의공간환

경이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는 입체적 경관이미지를 우선적으

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하헌정,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입체적인 경관이미지 수립

을 통해 연구대상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에 대해서 형태기반

코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도시경관계획으로조관연과 양홍숙(2013)

에 의한 “<통신사> 역사 자원을 통한 부산시의 도시경관 만들

기와장소마케팅”에 대한연구가있다. 이에따르면, 공간은다

양한주체와사회적문화적요소들이결합해서구성되며, 이는

공간을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과정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홍보를위해서지역인문요소에대한조사와발굴을통해

축제의역사성을확보하고, 축제 관광자원의주된요소인다양

성, 희소성, 매력성, 교육과학술성그리고오락성등을두루만

족시킬수있는축제를기획해야한다고하였다(조관연과양홍

숙, 2013). 이 연구에서축제의역할은장소성을부여하기위한

인문요소이다. 그러므로 축제외에다양한역사자원을조사하

고 발굴하여도 장소성 부여의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규목(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요소를 시각적 상

징물로창출하여설계대상지에적용하였고, 하헌정(2018)의 연

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간환경이 연계되고 일관성을 갖는 입

체적 경관 이미지 수립을 통해 형태기반코드를 적용하고자 하

였다. 또, 조관연과양홍숙(2013)의연구에서언급된바와같이

인문요소 중 하나인 역사 자원을 설계에 도입하여, 지역 홍보

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도시에서의 아이덴티티

도시경관과 장소성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는 장소의 아이덴

티티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표현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Relph는 아이덴티티의 표현에 관련된 논의의 대상 중에서

아이덴티티란장소나주변요소들간의구별가능성으로서, 아

이덴티티의 기능보다는 장소, 인간, 행위들 상호 간의 관련 변

수들의 통합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말한다고 하였다(Relph,

1976). 또, 아이덴티티론의 개념은 그 고유한 문화 특성, 삶의

스타일, 전통등과의연대에대한자각과자기수용을나타내는

용어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하였으며(김진균, 1995), 시지각적

요소들의 조화로운 결합은 장소의 정체성 및 디자인 이미지화

와 상징성을 강화하여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만족도를 향

상시킨다고 하였다(이은정, 2013), “Image of the City"에서

Kevin Lynch는도시인들은그들의환경을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도로(path), 영역(destrict) 그리고테두리(edge)

로 본다고하였다(Kevin Lynch, 1960). 이때인간이어떤대상

을보면서심리적으로느끼는정도는각자의성향에따라달리

느껴지기때문에, 같은 경관대상이라하더라도개인에따라경

관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차이가 난다(안종현, 2011).

도시경관은 교외경관, 택지경관, 가로경관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중 가로경관은 도시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이미지성

요소로서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경관이자 도시의

얼굴로 표현된다(임승빈, 2009). Kevin Lynch는 “가로는 도시

이미지에대한지배적인요소이며, 일반시민들이도시를관찰

하고 다른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정리하는 공간(K. Lynch,

1960)”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대상지인하누리쉼터의아이덴티티는근대문

화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있으며, 가로경관의 관점에서도 중요

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대구 남구의 역사적 요소를 조사하

고 발굴하여 시지각적 이미지화를 통해 상징화함으로써, 공간

의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대상지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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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6-2

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330m2이다. 지목은 도로부지이며, 국

유지이다. 달구벌대로를 기준으로 대상지 북측에는 현대백화

점, 동아쇼핑센터, 염매시장, 약령시 등이 입지하였으며, 남측

으로는 관덕정(천주교 순교기념관), 문우관(유교 유산), 남산

교회(경북 최초의 기독교회)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유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대상지 내에는 평화상징조형물과 휴

게시설및경관녹지가기조성되어있다. 대상지 동측으로는적

십자회관 주차장이 인접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시간적범위는 설계기간이 2개월(2018년 11월∼2019년 1월)

그림 1. 대상지 위치도

그림 2. 대상지 현황

이었으며, 시공은 4개월(2019년 4월∼7월)에 걸쳐 완성되었다.

설계의 내용은 인근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낙후된도시경관을개선하기위한랜드마크조성, 수

경시설디자인, 조형물디자인, 경관조명디자인등이해당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문제

인식과 현황’, ‘계획의 전제와 적용’, 그리고 ‘계획요소 도출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약된다.

첫째, ‘문제인식과현황’의단계에서는하누리쉼터가직면한

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내부적 이용 및 시설

현황을파악하고, 이용 활성화를위한주변지역과의연계성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계획의 전제와 적용’ 단계에서 계획의 전제로는 대상

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인문요소를 발굴하여 설계의 소재

로도입하였고, 주민들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계획수립에반

영하였다. 계획의 적용 단계에서 개발 방향은 상징을 통한 도

시경관개선전략을기초로하였다. 또, 근대문화요소의역사성

을 반영한 경관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장소성 창출

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였다.

셋째, ‘계획요소도출과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계획요소로

는 휴게공간에 적용 가능한 세부계획요소를 추출하였고, 대상

지에 적합한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과 상응하는 시설을 도입하

여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발주처와주민협의체의협의를통한의견수렴, 계

획안 작성, 피드백, 그리고 실시설계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계

획안에 대한 시공은 현황구조물 철거,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

공사, 포장공사, 식재공사 순으로 진행하여 연구결과에 적용한

차별성을가진다. 하누리쉼터는 2019년 8월에완공하여휴게쉼

터및경관시설로이용되고있으며, 발주처(대구 중구청)의 시

설 관리와 계획사의 협력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행되

고 있다. 본 연구의 세단계과정과 모니터링은 하나의흐름으

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연구과정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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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기본방향 및 개념

하누리쉼터에 대한 기본계획은 설계에 선행하여 발주처(대

구 중구청), 지역협의체(중구남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관

의 관련기관과사전협의를수행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수렴

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는 근대문화유산과 도심을 이어주는 결절점에

위치하였으므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의 기능을 부여하

고, 지역문화를 고찰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였다.

둘째, 대상지 반경 1km 권역에는 ‘관덕정(천주교 순교기념

관)’, ‘문우관(유교 사랑채)’, ‘보현사(불교 포교당)’, ‘남산교회

(경북 최초 기독교회)’ 등 다양한 종교적 문화유산이 인접해

있다. 따라서 종교적 성격을 포용하며,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상징물을도입하되, 특정종교가 부각되거나종교적색채

가 드러나는 시설물은 지양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부족한휴게시설의확충을원하는인근주민들의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권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잠재

적 이용자인 오피스 상권의 회사원들과 인근 백화점을 이용하

는보행이용객, 그리고 중구 ‘근대로의 여행’을 체험하는 관광

객 등의 다양한 이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휴게공간

으로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중구지역의 중심지역이며, 가로공간의 결절부에 입지

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디자인 모티브는 ‘행복

의 나무’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종교와 문화, 이용자들의 행

태를 ‘흡수’하여 하나의 공간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나아가고자하는것이본공간의조성개념이므로, ‘흡수-

화합-상생’의 세 단계가 나무의 생육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

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디자인 모티브

2. 대상지 분석

하누리쉼터 연구 대상지는 남북방향으로 길이 36m, 동서방

향으로길이 10m, 면적은 330m2의좁은부지이다. 대상지동측

에는폭 4.5m의녹지가조성되어있고, 교목은둥근소나무 3주,

주목 5주가식재되어 있다. 대상지 분석은 내부인자에대한분

석과외생적요인에대한분석을시행하여분석의종합을도출

하였다.

내부인자 중수목은총 468주(교목 8주, 관목 460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수목의 생육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하다.

대상지의 보행접근을 위한 보도는 폭 2.5m의 황토경화포장으

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도포장과 녹지의 경계부에는 등의자 4

조가 설치되어 있다. 대상지의 북측 말미에는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평화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5 참조).

계획시점 대상지의 이용현황은 대부분 통과동선으로 이용

중이며, 등의자 4조는보행로와인접하고, 그늘이없는곳에위

치하여활용성이매우낮다. 대상지 동측으로는적십자회관주

차장이 인접하여 차량의 매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

고, 외관상으로도 불량하다.

대상지는 중구 골목투어 ‘근대로의 여행’ 제5코스 남산 100

년 향수길의 시점으로서 관광자원의 중요한 곳에 입지하였으

나, 경관적 측면이나 실용적 측면 모두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

므로대상지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공간의개조가불가피

하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기존 조형물을 제외한 포장 및 시설

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녹지 내 기존 수목

중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소나무 1주와 주목 3주는 제거하고,

그 외에는 이식 및 가식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였다.

외생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SWOT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강점(strengths)으로는 대상지 주변에 입지한 근대문

화유산자원들이다. 이강점을강화하기위해서설계대상지내

에 근대문화유산을 소개하거나, 간접체험이 가능한 시설의 도

입이 필요하다.

둘째, 약점(weaknesses)으로 대두된 것은 대상지 인접 남측

지역이다.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미진하여 하누리쉼

터를 경계로 기존 시설들과 이질감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경관과근대적경관이충돌되지않고조화를이루기위

한 재료 선정이 요구된다.

셋째, 기회(opportunities)요소이다. 대상지는중구골목투어의

제5코스인 남산 100년 향수길의 시점에 위치하며, 다양한 종교

시설이 집적된 공간이다. 따라서 종교의 화합을 개념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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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협(threats)요소이다. 대상지주변의좁은골목과폐

공가 등으로 인한 야간 보행 및 활동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

며, 대상지 인근에는 공원이나 쉼터의 부재로 인해 주민 여가

생활이어려운지역이다. 그러므로휴게공간으로이용하면서도

범죄 예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제약요소를

극복하며 강점과 기회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획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3. 기본계획

1) 설계의 기본 개념
설계대상지는 쉼터의 역할과 함께 가로의 기능을 가진 공간

이다. 가로(street)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늘어선 건물

사이를지나가는소로나골목길등에비해비교적넓은포장된

길”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통로의 개념을 갖고 있다(김경민,

2012). 또, “한가로운보행과생활공간으로서의의미가강한장

소인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만나

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공간”(조현세, 2001)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CamilloSitte(1975)는 도시 및 도시환경은 기능적이어야

그림 5. 대상지 현황분석의 종합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지하철 1․2호선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접근성 우수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 초래

관덕정, 남산교회, 보현사, 문우관 

등 근대문화유산의 산재로 

명소화 가능성 높음

주민협력 논의가 가능한 장소 및 

프로그램 등의 부재로 주민소통 

어려움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욕구가 강함

정비구역 지정, 주택조합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성 

여부 불명확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이육사 고택, 김울산 여사 이야기 

등 남산동의 스토리 발굴을 통한 

스토리텔링 가능

가로 및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경관 불량

중구 골목투어 제5코스 남산 100년 

향수길과 연계 가능

노후주택과 고령화로 인한 주택 

공동화 가속, 야간 치안문제 유발, 

화재 취약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와 유교문화가 집적된 지역 

특성 부각 가능

녹지공간과 쉼터의 부재로 인한 

주민 여가생활 어려움 

표 1. 대상지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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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물론, 생활과정서적만족을줄수있도록 ‘미적’이어야하

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시환경과도시경관같은공공물의미

적 측면을 강조하였다(형성은 등, 2001). 그러므로 하누리쉼터

의 기본계획은 설계대상지에 가로의 기능을 가진 미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리고 설계의 전

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문화유산들의 화합을 표현할 수 있

는 상징적 요소가 필요하였으며, 그 소재는 ‘나무’로 결정하였

다. 나무는 물과 양분을빨아들여(흡수) 하나의 줄기로모으고

(화합), 줄기에 모인 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는다(상

생)는점에서다양한문화와종교의화합을표현하기에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설계대상지의 주제는 ‘사람, 종교, 문

화, 역사, 이념 등을 뿌리로 흡수하여 줄기에서 화합하고 상생

의 열매를 맺는 행복의 나무’로 결정하였다.

2) 시설물계획

(1) 나무조형물
설계의 기본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무조형물

을 도입하였으며, 나무의 실루엣은 회로도를 차용하여 도식적

인 형상으로 디자인하였다. 나무조형물의 설치 위치는 조형가

벽 중심부를 가로질러 상단까지 돌출되도록 계획하였다. 나무

의줄기부분은부피감있는부조형태로조형가벽에부착하였

고, 나뭇가지는 상단으로 돌출시켜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었다.

안소민 등(2007)은 “도시경관의 디자인 혁신이 도시브랜드

제고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에서도시경관은도시의이미

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서, 혁신적디자인은그자체로도

강력한 브랜드이지만, 도시경관과 연관되어 도시 전체의 이미

지를 더 효과적이고 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역할

(안소민 등, 2007)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무 형태의 이

미지화를 통해 하누리쉼터의 설계개념(흡수-화합-상생)을 쉽

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나무조형물의 재료는 인조대리석으로 계획하여 도시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였다. 인조대리석이란 천연의 광석분, 또

는 합성 무기 재료 분말을 필터로 정제하여 수지로 경화시킨

후 압축 프레스로 성형한 것(네이버 지식백과)으로서, 복잡한

형태의 시설물 제작이 용이하고, 천연 석재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그림 7 참조).

(2) 조형가벽
조형가벽의 길이는 17m이며, 높이는 2.7m이다. 나무조형물

의배경이되는조형가벽은단순한형태로계획하였으며, 재료

본연의 질감을살릴수있는천연석재를사용하였다. 제작방법

그림 6. 기본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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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옹벽형태로설치하고, 구조물과 마

감재를 철물로 연결하는 건식 공법으로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몰탈이나접착제로마감재를접착하는습식공법을사

용할경우, 시멘트로인한백화현상이발생하기쉬우므로물이

직접 닿는 부분은 건식공법으로 계획하였고,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은 습식공법으로 계획하였다.

조형가벽에설치되는천연석재의색상은총네가지를계획하

였는데, 연한 황토색은 사비석버너마감, 진한 황토색은 사비석

물갈기, 갈색은카파오정다듬, 진한회색은마천석정다듬을사

용하여세가지석재로네가지색을표현하였다(그림 7 참조).

(3)픽토그램 조형물
설계의 전제조건 중에는 대상지 주변 근대문화유산의 소개

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조대리석으로 제작한 픽토그램

조형물을계획하였다. 픽토그램의내용은근대문화유산을상징

적 기호로 표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소개하였다. 픽토그램의

형태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로 보이도록

계획하였고, 행복의나무에서근대문화유산이열린다는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그림 7 참조).

3) 포장계획
하누리쉼터의 바닥 패턴은 나무조형물에서 뻗어 나온 뿌리

가 바닥으로 이어지는 형상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시공의

용이성을 위하여 사선 패턴으로 디자인하였다.

포장의 재료는나무조형물의재료인인조대리석과조형가벽

의재료인천연석재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석재질감과유

사한 인조화강석 블록을 선정하였다(그림 7 참조).

4) 수경시설
하누리쉼터의 수경시설은 17m의 조형가벽을 타고 흐르는

벽천과 나무조형물 상단에 설치된 안개분수, 조형가벽 하단에

설치한캐스케이드, 대상지 남측에설치된거울못까지모두네

가지의수경시설이계획되었다. 좁은면적에비해다양한수경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객들에게 이색적인 경관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다(그림 8 참조).

5) 조명계획
나무조형물, 픽토그램 조형물, 구름조형물 내부에광섬유 조

명을 설치하여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조명 연출을 계획하였다.

광섬유는 빛 신호를 전달하는 가느다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의 일종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섬유를 설치할 수 있어 세

밀한형상표현이가능하며, 사용수명이길다(위키백과). 조형

가벽 남측의 ‘근대로의 여행’ 로고 부분은 투사등을 설치하여

조명 연출의 변화를 주었다(그림 9 참조).

6) 식재계획
하누리쉼터는 녹지의 성격보다 광장 및 가로의 성격이 강하

므로 도로와 인접한 서측 일부분과 적십자회관 주차장과 인접

한동측일부분에만띠녹지를조성하였다. 도로와 인접한서측

띠녹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록 관목인 남천

900주를 식재하여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였고, 대상지 동측

조형가벽 후면은 오죽 200주와 남천 260주를 식재하여 하누리

쉼터 뒤편 주차장을 가려주었다.

대상지북측 ‘평화상징조형물’ 주변의기존녹지에는복자기

3주, 청단풍 1주, 공작단풍 1주와왜성황금조팝 50주, 영산홍 50

주를식재하였고, 기존녹지에서굴취한꽃댕강 100주를이식하

였다. 수목식재의다양성을위해 ‘평화상징조형물’ 동측녹지에

는 초화류를 이용한 무늬화단을 조성하였다(그림 6 참조).

대상지 내 녹지의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다양한 수목을 다

그림 8. 수경시설(벽천 및 안개분수) 예시도

그림 9. 야간조명 계획도

그림 7. 조형물 및 바닥포장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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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식재하여 계절별로 변화가 생기는 경관을 계획하였다.

4. 시공결과

1) 완공 후 대상지 현황
설계의 결과물로 완성된 하누리쉼터는 대부분 설계 의도대

로시공되었고, 나무조형물과픽토그램조형물은근대문화유산

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무조형물은 스테인레스 프레임

위에 인조대리석을덧대는 방식으로시공하였으며, 10cm 폭의

얇은 가지 부분은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갈하게 구현되

었다. 조형물 내부에인입된광섬유조명은부조형식으로설치

된 줄기부분과 입체적으로 돌출된 가지부분까지 세밀하게 시

공되었다. 근대문화유산 픽토그램 조형물은 종교적 특성을 기

호화하여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근대문화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1 참조).

2) 완공 후 모니터링
행복의 나무 조형물과 벽천 형태의 수경시설은 하누리쉼터

이용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있으며, 경관조명을설치하여

야간에도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달구벌대로에서 남

그림 10. 공사 완공 후의 전경

그림 11. 공사 완공 후의 조형물과 경관조명

산동으로이동하는통과인원들이약속장소로이용하거나, 조형

물앞에서사진을찍는등다목적경관시설로도이용되고있다.

그러나바람이심하게부는날에는광장및도로까지물방울

이 튀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며, 벽천에 공급

되는 물은 바닥 수조를 통해 순환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수조와 벽면에 녹조가 생기기도 하였다.

원활한 물 순환을 위해 살균시설과 염소투입장치를 설치하

였으나, 시공상의 문제로 물이 고이거나 이물질로 인해 관이

막히는부분이발생하여물관리에도어려움이생겼다. 이는 시

공사와 발주처(대구 중구청)의 시설 관리와 계획사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Ⅴ. 결론

1. 설계 개념의 반영

본연구는도시경관계획의일환으로조성된하누리쉼터의설

계 개념을 파악하고, 대구 남산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경

관이미지를구현한결과를알아보고자하였다. 또, 하누리쉼터

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휴게쉼터와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를 제공하였으며, 낙후된 지역의 도시경관을 제고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도시경관계획

의본질적목적에부합하고자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근대문화유산인 종

교시설의화합을나무형태로시각화하였으며, 이를 랜드마크

로 활용하였다. 다만 안내판을 통한 추가 설명 없이는 상징적

개념을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휴게쉼터를 조성하였다. 설

계대상지 내에 벽천을 설치하고, 휴게공간과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대상지

의입지특성상휴게쉼터보다가로의성격이강하여쉼터의기

능이 모호하게 반영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게시설

을 추가로설치하거나, 가로 폭을 좀 더 확장하는등의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하누리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대구 중구 남산동의 도시

경관제고에일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낙후된지역의경관개선

이 가능하였다.

2. 설계 프로세스 조성모델 제시

본연구를통해제시할수있는결과는다음과같다. 도시경

관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간적 의미 부여를 통한 계획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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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상지주변요소와의연계를통한정체

성 표출이 중요하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프

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랜드마크를 도입한다. 여기서 랜드마크란 공간의 정체

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의미한다. 상징의 방법은 조형

물설치, 포장패턴조성, 상징색도입등의방법을포괄한다. 다

만 표현의 방법으로는 직관적 표현보다 은유를 통한 개념표현

을 제시함으로써 의미 유추의 여지를 남기도록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나무조형물과 뿌리 형태의 바닥포장, 조형가벽을 도입

하였다.

둘째, 정체성 발현의 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가 가지는 시

간의 흐름, 역사적 사건, 지역 인물을 소개하는 공간을 조성함

으로써 대상지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본 연

구에서는 픽토그램과 글자조형물, 바닥설명판을 도입하였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공간과 사람을 연계하여

이어주기와 머무르기를 통한 소통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장 도입을 통한 이어주기와 휴게시설 및 녹지의

도입을 통한 머무르기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넷째, 흥미요소를도입한다. 공간이 갖는 아이덴티티를 표현

하는 것만으로는 도시경관계획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설계대상지가 가지는 공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표

현하되, 흥미요소를통한유인이가능한공간을조성하도록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수경시설, 광섬유 조명이 도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역의 특징적인 요소를 상징물로 표현

하고, 설계 프로세스의진행을통해경관개선에적용한사례이

다. 본 연구는현황분석단계에서발견된문제점들을분석하고,

대상지 조성에대한요구사항을정리하였으며, 그에대한 해결

방법을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과정들을정리하여설계프

로세스조성모델을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설계프로

세스 조성모델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도출된 결과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보편적인 조성모델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

의 도시경관계획에 적용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조성모델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김경민(2012)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상업가로변 저층부 디자인에 관한
연구: 테헤란로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진균(1995) 건축물외관의아이텐티티형성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한배(2003) 도시경관계획의작성방식에관한비교연구. 국토계획 38(5):
213-230.

4. 안종현(2011) 소도시경관실태분석에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
회지 36(2): 61-73.

5. 이규목(1995) 특집/자치시대의 도시이미지 형성: 이미지창출과 장소만
들기로 본 도시 경관계획. 도시문제 30(324): 33-41.

6. 안소민, 장동련, 홍성민(2007) 도시경관의디자인혁신이도시브랜드제
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4): 129-142.

7.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8. 이은정(2013) 가로경관향상을위한공간이미지활성화방안연구: 대구
근대문화골목공공디자인사업을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4(2): 309-
317.

9. 임승빈(2009) 전게서.
10. 조관연과양홍숙(2013) <통신사> 역사자원을통한부산시의도시경관
만들기와 장소마케팅. 한국학논총 40: 177-206.

11. 조현세(2001) 가로환경 계획매뉴얼. 청문각.
12. 하헌정(2018) 형태기반코드를적용한도시경관 조성여건에관한연구.
한국경관학회지 10(2): 135-148.

13. 형성은, 홍정표, 양종열, 이상락(2001) 스트리트퍼니쳐의심미성요소
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4(4): 15-24.

14. Relph, E. (1976) Place and Placeness. London: PionPub.
15. Lynch, K. (1960)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1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Received

Revised

Accepted

3인익명�심사필

:

:

:

23�November,�2019�

� 3�December,�2019�

� 6�December,�2019�

10�December,�2019

(1st)

(2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