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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basic plan targets Taebaek City, an old industrial city. The planning goal is to restore and revitalize urban 
spaces using their own natural environment and the assets of the prosperous times. Among Taebaek-si, the solution 
to the three regional plans of Jangseong, Gumunso, and Cheoram, which have the most severe decline, is networked 
through the base of the village garden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Cheoram was connected by strengthening cultural content, research and management of Gumunso and Jangseong as 
a community space. In addition, phased operation based on gardens and local culture led to the recovery of forests, 
rivers, and open spaces. This plan will serve as basic data as a network strategy for village gardens with nature and 
people-centered circulation and regeneration based on reg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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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기본계획은 노후산업도시인 태백시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목표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번성했던 시대의 자산을
활용한 도시공간의 회복과 활성화에 있다. 태백시 중 쇠퇴의 정도가 가장 심한 장성, 구문소, 철암 세 지역계획의 해법을
마을정원이라는거점을통한네트워크화에두어지역주민들의삶의기반을마련코자한다. 연구결과로철암은문화컨텐
츠 강화, 구문소은 연구와 관리, 장성은 커뮤니티공간으로 거점화하여 연결시켰다. 또한, 정원과 지역문화에 기초한
단계적 운영으로 숲과 하천, 오픈스페이스의 회복을 이끌어냈다. 본 계획은 산업도시의 쇠퇴문제를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연과 사람 중심의 순환성과 재생성을 가진 마을정원 네트워크 전략으로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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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쇠퇴도시의 개념은 일부 지역이 산업 등으로 흥행하였다가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도시이다. 쇠퇴 특성에

따른 쇠퇴도시의 유형은 인구 및사회시설 감소, 인구 및 복지

시설 감소, 재정자립도 감소 및 저소득 인구비율 증가, 열악한

산업구조및의료시설부족, 총종사자수감소의크게 5가지유

형이있다. 태백시삼척시, 상주시 3개의도시는재정자립도감

소, 인구증감률 감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증가 등의 현상이

가장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다(조진희, 2010).

특히 인구분야의 문제가 심각한 쇠퇴도시 유형으로는 산업

단지의 쇠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에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

을마련하였으나준공후약 50년이지난노후산업단지들이산

업구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함등에따라산업단지가쇠퇴하며성장동력을잃은도시들

을낳게되었다. 지역경제가 무너짐에의해인구유출이발생하

는 등산업단지의쇠퇴가 전체적인도시쇠퇴로전이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

인 중 하나이므로 해결해야 하는 중장기적 문제로 보여진다.

본계획대상지인태백시는폐광이후지속적인인구감소로

심각한공동화를겪고있는곳으로서도시의문제해결을위해

주로 정부지원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

폐특법제정이후 1997년부터 2011년까지폐광지역 7개시․군

에 투자된 주요 폐광지역 재생사업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

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대체산업융

자지원사업, 그리고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이있다(고

도인, 2014).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간자본유치사업에도

불구하고근본적인지역경제구조의변화는일어나지않고있

다. 또한, 개발사업의결과로지역주민의정주여건이개선되는

파급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태백시의 도시재생 대응이 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주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 계획들의 구성은 경제적․사회적

지속성에한계를보이며, 시민들의 의식또한주도적인참여보

다는 사업 수혜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또한, 조직

구성과 재원 조달에 있어 체계적인 행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이제는통합된재원구조와시민협의체의공식화등을

통하여 시민 주도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김유진, 2020).

태백시와같이사회, 경제적관점에서복합적인쇠약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한 쇠퇴지역은 줄어들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쇠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인구구조적요인에따라서비스집적지인대도시로꾸준히이

동할것이다(이상호, 2019). 특히태백시는지형여건으로인해

주거지가 분산되어 있고 인구밀도도 낮아 주민들의 생활편의

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다. 경제활동은 내부에서 일어나지만,

사회활동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가아닌지역의

관점에서도시재생전략을세울 필요가있다. 산업도시의 기반

이었던탄광산업의급감으로인한쇠퇴문제를가진태백을어떻

게 현 감소하는 수요에 따라공간을 재배치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판단되었다. 이중에서철암, 구문소, 장성은각각 2020년

기준 2,685명, 2,168명, 3,550명으로동별인구변화중최하위 3

개 동에 해당된다(태백시 통계연보, 2020).

최근 10년간태백시예산투자현황을보면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하천복원사업, 뉴딜, 시가지 정비 등 외형적 개발 정비

사업을추진하여 약 1조 2,000억원의막대한예산을투자하였

으나 쇠퇴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석탄산업의 사

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

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폐광지역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나

효과는 미비한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주민과 지역, 전체 경관

등 전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관광개발사업계획이 아닌 물리

적 시설 사업에 치중되었다(폐광지역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

1995). 이로 인해 지역들은 연결되어 상생하는 시스템이 아닌

단절되어 소규모의 마을지역만 연계되는 행태가 되었으며, 주

민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물리적 시설사업과 대규모 관광

단지등의개발사업을추진중이다. 김혜천은주민들이주도하

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을공동체의 형성․

복원’이전제되어야한다고했다. 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 외

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외생형 마을만들기는 초기 사업추진은

원활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

으면 공동체의 문화로 지속되기 어렵다(김혜천, 2013).

쇠퇴지역과 구도심 등의 유휴지를 마을 공동체정원으로 활

용한연구를살펴보면, 커뮤니티가든활동에참여할수록, 장소

에 인접하여 거주할수록, 거주지에서 커뮤니티 가든이 보일수

록 심리․사회적 효과가 높았다(김재연, 2013). 또한, 마을 만

들기사업에공공을위한정원을활용하였을경우미적이며실

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정나라, 2017), 더 나아가 공동

체의식을 회복하고 도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한승원, 2015). 따라서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역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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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자산을 기반으로 장소의 주인인 주민이 만들어가는 녹색

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이애란, 2021).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계획과정을 통해 전

개하였다. 첫째, 태백시의 주요 사업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산

업구조와 인구변화, 주민 인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본 대상지의 쇠퇴요소와 문제점을 분석 및 도출하였다.

둘째, 방향과 목표 설정 및 계획전략을 수립하여 각위계별 공

간적용에 적합하도록 각 지역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요소

와 특성을 활용하였다. 셋째, 장소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환

경생태계를보완함으로써정원문화확산및지역활성화를위

한 ‘지역부흥운동’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정원 네트워크를 위한 단계별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개요 및 여건분석

1. 태백시 개요와 현황

태백시의 면적은 약 303.5km2이며 산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발 가능지가 적은 편인 중소도시이다. 본 대상지는 과거 석

탄산업을 중심거점 삼아 발전하였으나 산업이 쇠퇴하며 도시

도 같이 쇠퇴가 진행 중인 도시이다(Fig. 1).

1) 주요 사업 진행 현황
태백시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황지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2010∼2021), 장성탄탄마을뉴딜사업(2018∼2021), 작은영화

관(2019∼2022), ‘Eco Job City 태백’ 뉴딜사업(2019∼2024), 건

강생활지역센터(2020∼2022), 자연사 박물관 및 지리 관광 콘

텐츠 지원(2020∼2022),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2020∼2022)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도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80%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고,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이 10%로 가장 저조한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

은 70%이하로추진하는사업은계속늘어나지만진행률은저

조한 상황이다.

2) 토지 피복 현황
1999년 태백시 토지 피복율은 시가화지역 2.8%, 농업지역

10.15%, 산림지역 86.93%, 나지 0.12%였다. 10년 후인 2019년

태백시토지피복율은시가화지역 5.7%, 농업지역 8.08%, 산림

지역 84%, 나지 2.22%로 1999년에비해시가화지역과나지비

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은 약 20%, 산림지역

은 약 3% 감소하였다(환경부, 2019).

3) 태백시 노후 주택율 및 빈집율
2015년 태백시노후주택율은 33.3%이며 4년 후인 2019년은

46.5%로 13.2% 증가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2019).

2015년태백시빈집율은 15.1%이며 4년후인 2019년은 15.5%

로 0.4%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2. 대상지 여건분석

계획 대상지는 태백시 중 남동부에 위치한 철암, 구문소, 장

성지역이다(Fig. 1, Fig. 2). 장성동은본대상지중주거지역이

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곳으로전시관, 영화관, 미술관등문

화시설이몰려있는지역이다. 중심 500m 내태백작은영화관,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있으며, 주변 1km

내에는 365 세이프타운이 위치한다. 2km 이내에는 주거지 사

이에빛을품은마을전시관이위치한다. 철암동과 구문소동은

장성동에비해주거지가많지않으며, 철도가 지나가는지역으

로 장성동에 비해 관광산업이 발달해있는 지역이다. 구문소동

은문화시설이존재하지않으며, 고생대자연사박물관과동굴터

Fig. 1. Location map

a.� Jangseong b.� Gumunso c.� Cheoram

Fig. 2. Site ma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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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2km 이내에 위치한다. 철암동은 탄광지가인근에위치하

여탄광과관련된도시재생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고유일한

문화시설인 철암 탄광 역사촌이 중심 1km 내에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는 석탄장이 존재한다(Fig. 3).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장성동은다른두지역에비해문화시설이발달되어있으

나찾는관광객은미비한상황이다. 구문소동과 철암동은장성

동에 비해 주거지역이 미비하며 관광산업이 장성동에 비해 발

달되어있다. 따라서 본대상지는인구와지역사업의밀집비율

이 낮았으며, 각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사업만이 진행

중으로 태백시가 원하는 관광신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이다.

Ⅲ.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1. 방향과 목표

1) 기본방향
계획의기본방향은쇠퇴도시의그린인프라확충을통해노

출된 자연환경 및 회복환경을 확충시키는 도시구조의 변경에

있다. 계획목표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번성했던 시대의 자산을

활용한도시공간의회복과활성화에있다. 태백시중쇠퇴의정

도가가장심한장성, 구문소, 철암 세지역계획의해법을마을

정원이라는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화에 두어 지역 주민들의 삶

의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첫째, 기존 도시구조의 분류를 생태

네트워크와 유기적 플랫폼으로의 공간을 재배치한다. 둘째, 목

표 종을사람으로보고외형적사업이중심으로이루어진도시

구조를 자연과 사람중심의 도시구조로 재구성한다. 셋째, 마을

의 녹색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자립도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위한마을자치참여정원을발굴함으로써공동체-민

간 정원을 연계한다.

2) 계획 방향
계획방향은첫째, 본 대상지에현재남아있는탄광산업의산

물인 산업자산을 파악 후에 사람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

시공간및자원을추출한다. 둘째, 본 대상지의도시구조파악

후 ‘생태 네트워크’ 개념인 핵심, 완충, 코리더를 적용한다. 마

지막으로 각각 적용된 생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유기적인 도

시 공간 구조 조성 및 지속가능한 유기적 순환도시 플랫폼 구

축이다(Fig. 4).

2. 계획 요소 및 전략 설정

1) 태백시 그린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 등 태백시 내 관련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이외 폐광지역

도시재생 디자인 연구와 태백시 탄광마을의 건축 특성의 관한

연구등을검토하였다. 최근 10년간 태백시에서진행했던외형

a-1.� Exhibition

a-3.� Cinema

a-2.� Art� gallery

a-4.� 365� safe� town

b-1.�Museum

c-1.� Coal� mine� history�

village

Fig. 3. Site map-2 Fig. 4. Plann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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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센터 건립과 상하수도 및 도로 확장과 정비사업 등이 주를

이룬데반해지역공동체를위한사업은열악함에따라단절된

주민 공동체 회복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지역 리마인드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개발사업 구상 및 계획이 필요

하며, 네트워크 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 거점 구축과 선순환시

스템 고착 및 확산을 위해 단계적 계획이 요구되었다.

2) 계획개념 및 전략분석
본 설계의 컨셉은 ‘비오톱’이며, 목표종은 ‘사람’이다. 낙후된

마을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마을 간 단절되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큰 패치를마을, 작은패치를조성할정원에두어포

맷을 잡아 단절되어 있는 큰 패치인 마을은 작은 패치인 정원

이 생김으로서 예전의 모습대로 연결된다(Fig. 5).

전략분석은 본 대상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

한요소인 ERRC(Eliminate: 제거, Reduce: 감소, Raise: 증가,

Create: 창조)로 분석하였다.

E_‘제거’는기존석탄산업의고착화된쇠퇴도시의이미지와

물리적 시설 유치 위주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제거한다.

R_‘감소’는도시의경관미를저하시키는역사메모리얼 방식

을제고하고변화시켜도심공동화의주요요인인산업중심공

간구조를 감소시켜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중심으로 재편한다.

R_‘증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태

백이가진강원도의이미지특성과수려한자연경관활용을높

인다. 또한, 대상지에존재하는기존관광자원콘텐츠와이용방

식을 결합한 연계순환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C_‘창조’는 지역의 특성인 넓고 분산적으로 분포한 도시구

조에 곳곳의 나지와 기존 산업, 교통 중심의 도시구조를 그린

인프라 확충을 불러일으킬 문화 콘텐츠와 신산업군, 주거행태,

경관이 모두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구심점 형태의 집약적 도

시구조를 창조해야 한다.

3) 계획 요소
쇠퇴된 마을 내 각 특성에 맞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마을이 가진 고유의 색깔과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장소를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철암동은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과 철암역이 위치한

장점을살리며기존도시재생프로젝트와연계할수있도록한

다. 구문소동은 나지와 폐가가 많은 지역으로 이 공간을 활용

해 중장기 체류자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장성동

은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주거지역 녹색정비와 단절된 주민

의식을 다시 연결시켜줄 공간을 확충시킨다.

4) 세부 전략
건강한 도시생태계 형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공

간을 재편하고 유기적 도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생태와 어우러진 공유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정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정원산업 및 플랫폼화를 시행하였고 원활한 생산, 보급, 유통,

연구, 관리가 가능하도록 폐건물을 활용한 정원문화센터 조성

과 주민자치의 운영을 엮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킨다.

둘째, 순환성과 재생성을 가진 도시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

해 탄소 여과도시인 태백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

고 생태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인간,

환경, 동․식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

다(Fig. 6).

Fig. 5. Concept diagram Fig. 6. Strate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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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별 공간 계획

1. 철암동의 문화콘텐츠 공간

1) 계획 방향
철암동은 물류와 관광객 유출입에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역

사문화콘텐츠가시작되는공간이다. 관광객진출입을맞이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철암역과 인근 상가 인근에 정원도시의 모

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공공공간인 오픈스페이

스를확충하였다. 공간의 특성을반영하여철암동에서가장잘

드러나야 할 요소를 선정하였고 철암역일대와 맞은편 상가와

당시활발했던석탄산업의모습을기억할수있는공간이이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철암동의여가와태백의역사를정원을

통해 기억하고, 이에 대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정원을계획

하였다. 유형은 메모리얼 정원, 맞이 정원, 공동체 정원이다.

2) 메모리얼 정원
철암역 부근에 강원탄광의 사택마을로 주요 이용되던 공간

이나 현재는 폐가가 대부분인 본 지역을 철암탄광역사문화촌

과연계하여메모리얼정원을조성하고자한다. 폐가와 노후화

된 공간을 모두 정리 후에 구역을 3개로 나눈 후 기억의 범위

를 공간별로 설정하였다. 세 장소는 다음과 같다(Fig. 7).

Ÿ 철암과 태백의 역사를 전시

Ÿ 탄광이폐광되기이전살아간사람들을모집하여그시절

의 모습과 기억 등을 상세하게 수집 후 거주했던 주민들

과 정원 작가가 협력하여 그 시절의 정원을 형상화

Ÿ 계속변화하는태백을담는공간, 1940년부터현재까지의

모습을공모를통해시간이지날수록경관과주민의식등

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표현

3) 맞이 정원
맞이 정원은 철암역 일대와 맞은 편 노후된 상가를 중심의

정원으로역에서하차하여처음으로정원도시인철암동을마주

하는 공간이다. 첫 공간을 마주할 때, 이용객에게 정원도시로

각인될수있도록철암역일대를재구성함과동시에기존경관

을헤치지않고 공간의기억을간직하도록계획하였다(Fig. 7).

Ÿ 기차길 양쪽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녹색 보행로 조성

Ÿ 상가 옥상에 이어질 수 있는 옥상정원 조성

Ÿ 상가 앞 인도 재정비 후 정원도시의 녹색 가로수길 조성

4) 공동체 정원
본 지역을 과거 사택마을의 향수와 현재의 모습이 어우러지

는 주제를잡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주민들이직접 만들어

갈수있도록 ‘지역커뮤니티정원’을조성하고자한다(Fig. 7).

Ÿ 마을 내 폐가와 나지 선정

Ÿ 단절되었던 주민들이 마주할 수 있는 공공정원 조성

Ÿ 폐가를활용한실내정원및만남의실내장소기획및조성

2. 구문소동의 연구와 관리의 공간

1) 계획방향
구문소동은다른두대상지에비해특색이거의없으며마을

공공시설은 많으나 인구유입과 운용인력이 적은 지역이다. 동

시에 폐가와 인근 천에 위치한 넓은 나지 등이 많이 분포하여

있다. 이러한 제약요소를 활용하여 박람회의 장소, 정원문화센

터유치, 학생정원가꾸미등을통해작가들의상주공간을제공

하고, 정원도시에 필요한 화훼수급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가들이 상주하며 정원박람회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이

자 작가정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정원 유형은 작가정원, 작

가가 사는 정원, 화훼수급단지로 한다.

2) 작가정원
작가 정원은 ‘작가들의 정원 전시실’이라는 주제로 박람회

기간 별로 작가들이 본 마을에 상주하며 정원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작가가 들어와 새로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memorial� garden

Welcome� garden

Community� garden

Fig. 7. Cheolam-dong garde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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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노후 주거지 정비 및 폐건물과 유휴지 확보

Ÿ 구역을선정후태백고유의자연풍경과작가만의예술이

조화되는 작가정원 조성

또한, 주거단지가 월등히 많이 분포하는 공간을 선정하여

‘작가가사는동네정원’이라는주제로동네에작가의상주공간

과 어우러진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이나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을 유치시켜 중장기 체류자를 늘리고자 하였다(Fig. 8).

Ÿ 작가의상주공간을정원의무대로한동네정원주제선정

Ÿ 기상에 따라 계절별로 변화되는 계절별 정원 조성

3) 화훼수급단지
본 대상지가 정원도시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 정원 조성을

위한원활한식재수급이필요하다. 구문소동은 대상지중가장

나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기에 지역 나지를 활용한 화훼수급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Fig. 8).

Ÿ 나지 분포 및 면적조사 실시

Ÿ 수급단지조성으로온실경관창조와주민들의일자리제공

Ÿ 화훼수급단지가 하나의 관광거점으로 작용

3. 장성동의 커뮤니티 공간

1) 계획방향
장성동은 기존 인프라 집중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

가 부족한 인구 집중지역이다. 사택아파트와 상가상인, 신축아

파트, 단독주택등에거주하는주민들은연계성과화합이부족

하다고판단하였고, 각 공동체의 특성을반영하여주민들간의

친밀도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장성동은 주거지 맞은편에 현재는 폐광된 장성광업소(2갱

도)가 위치하고있다. 이 공간은 따로개발되지않고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소이다. 이러한 광업소 부지를 기존 건

물을활용함과동시에오픈스페이스조성을계획하였다. 정원

유형은 공동체 정원, 텃밭정원, 오픈스페이스로 한다.

2) 공동체 정원
장성동은 상가 및 주거정원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의 일환으

로 각자가 경험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장성동 거주민과 그

속에서 주민들을 마주하는 상가주민, 그리고 기존 사택아파트

와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한데 아우르며 각자

의 공동체가 가진 특성을 정원에 표현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이를 통해 파편적인 집단구조가 하나의 유기체 형태로 융합되

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집단 커뮤니티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Fig. 9).

Ÿ 각기 다른 공동체만의 특성 파악 후 정원에 도입

Ÿ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 선정으로 공동체 특성이 반영되어

조화되는 정원 표현

Ÿ 빈 사택아파트 정비 후 녹지가 덮는 실내정원 조성

Designer� garden

Designer� village� garden

Flower� supply� complex

Fig. 8. Gumunso-dong garden planning

Community� garden

Vegetable� garden

Open� space

Fig. 9. Jangseong-dong garde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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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텃밭정원
치유정원의 일환으로, 마을 담벼락을 정비하고 나지와 폐가

를활용한정원확충및공공공간인오픈스페이스를나지에조

성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시키고, 개인

또는 소수집단만의 사적인 공간과 공공공간을 확충한 치유정

원을 도입하고자 한다(Fig. 9).

Ÿ 공공텃밭을 조성하는 부지를 주민들이 선정 후 도입

Ÿ 텃밭작물이나 농기구 보관소로서 폐가 리모델링

4) 오픈스페이스
폐광된장성광업소 2갱도를 먼저 오픈스페이스로재탄생시

켜 폐광 전 광업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

과관광객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또한, 2025년에 운

영 중단 예정인 1갱도도 운영중지 후 2갱도와 연결시켜 옛 광

업소의 외관을 보전시키고자 한다(Fig. 9).

Ÿ 2갱도의외관적인특징파악후시선을사로잡을수있는

요소만 남겨둔 채 녹지로 재정비

Ÿ 폐광건축물 윗 층에초화류및관목을식재하여노후화된

건축물에 새 생명이 피어나는 느낌 표현

Ÿ 오픈 스페이스 주변지역과 공간 분리를 위한 차폐식재

4. 단계별 추진 전략

1) 정원과 생태가 결합된 운영관리
태백이 도약을 지나 최종적인 ‘정원 문화도시’로 재탄생 하

기위해서는도시의유기적인플랫폼역할이지속가능할수있

도록 도시구조를 생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재배치 후 공간의

순환이가능하게유지관리를진행해야한다. 설계된 정원이단

순 사람만을 위한 요소가 아닌 생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있도록정원내부와외부에생물이서식할수있는공간

을 핵심, 완충, 코리더지역에맞게 마련해주고자 했으며, 생태

적 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서 사람과 다양한 생물 종이 정

원도시인 태백 안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원관리센

터인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다(Fig. 10).

Fig. 10.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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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지역: 탄광, 장성광업소 오픈스페이스
핵심지역은 생물종의 이동 및 번식과 관련된 지역이며 생태

적으로중요한서식처로구성된다. 과거 산업중심의지역을사

람과 생물중심의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철암역 인근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역에서내려다른지역으로이동중머무를수있는공간

을 제공하였다. 폐광된 장성 광업소의 기존 건축물은 옥상에

초화류를 심고 인근에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여 산업중심의 지

역의 역할이아닌생물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배치하였다.

3) 완충지역 완충숲길, 돌무더기 및 통나무 서식처
완충지역은핵심지역을보호하기위해외부위험요인으로부

터 충격을 어느정도감소시켜 주는 지역으로 기초 인프라, 그

린인프라 지역으로 나누어 조성하고자 하였다.

핵심지역 외곽에 존재하는 철암역 뒤쪽 나지와 구문소 하천

인근, 장성 마을 등에 완충 숲길을 조성해 핵심지역을 보호하

고, 핵심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태백의 자연을 느낄 수 있

는공간을 완충지역에적용하였다. 또한, 철암 상가옥상, 장성

폐가 옥상, 완충 숲길 사이에 돌무더기나 통나무를 배치하여

생물 종의 이동통로 또는 서식처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코리더지역 하천, 비오톱 정원
코리도의 연결지역은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부여

하는 공간으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를 따라 흐르는 하천에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는 돌

무더기나 나무더미를 배치하여 원앙이나 백로 등의 조류 유입

을 유도하고, 구문소에 흐르는 하천 주변의 나지에 비오톱 정

원을조성해생물종들을위한정원을코리더지역에적용하여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생태를 연결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태백시의 철암, 장성, 구문소 지역은 쇠퇴도시 이미지 탈피

와광업이아닌본지역이다시활성화될수있는요소인친환

경 녹색도시 태백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연구 결과로 철암은

문화컨텐츠 강화, 구문소은 연구와 관리, 장성은 커뮤니티공간

으로 거점화하여 연결시켰다. 또한, 정원과 지역문화에 기초한

단계적 운영으로 숲과 하천, 오픈스페이스의 회복을 이끌어냈

다. 각 지역 특성들을 반영하여 본지역에 적합한마을정원이

활성화됨으로써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생태 네트워크를사람이사는도시에적용할시다

양한 산업군이 하나의 도시 플랫폼에 적용되어 돌아가 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파편화된 생활권 연결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설계는 태백만을 위한 화훼수급단지가 존재하며 본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기억하고, 여러 작가들과 주민공동체가 함

께 만들어가는 정원문화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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