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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면철거형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무뎌지면서 작은 단위

의 정비, 기존 동네의 커뮤니티와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정비 방안 등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적 환경과 공간조성은 복지, 산

업, 일상적인 생활환경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점차 확장

되어지고 있다.[1] 중국 베이징의 골목길이 빠르게 사라

지고 있다. 이 독특한 지역적 거주 공동체가 풍부한 공간

적 구조 및 건물 형식을 지니고 있다. 진행 중인 베이징 

구도심 개조공사 과정에서 일부 소수의 골목길 두럭이 

각종 상점이 현대적 관광 장소로 개조되었고, 나머지 절

대다수는 난잡한 환경과 좋지 않은 위생 상태로 인해 점

점 빈민굴로 전락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징 마이크로 위안어를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 구성요소 등에 대해 파악 하였

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주민참여, 자치, 

자원활용, 네트워크, 지속성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마이

크로 위안어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 위안어의 건축재생과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베이징 구시가지의 지역활

성화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재생,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찰하였나.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민참여, 자치, 자원활용, 

네트워크, 지속성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마이크로 위안어의 건축재생과 커뮤니티 디자인

에 대한 분석을 5개 요소 분석틀을 진행하였나.

Ⅱ.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 및 구성요소

  더불어 일본의 야마자키료(山崎亮, 2011)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사람간의 연결을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규정하

면서 참여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한국 도시건축공학 연구자 이상문(1999)은 커

뮤니티디자인을 과정, 내용, 생활양식의 3가지 분류로 제

시하였음 대해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사토 마사루

(佐藤優, 2005) 교수는 저서 ‘커뮤니티디자인’에서 커뮤니

티 디자인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삶의 기반인 공유 영역의 디자인, 즉 공동체의 삶의 방식

을 제안하고 형성해 나가는 실천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닉 웨이츠(2000)는 ‘커뮤니티 플래닝 핸드북’에서 커뮤니

티디자인은 최종 사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동반하는 디자

인이라고 설명하였다.[2]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들을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공

통적으로 사용자(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생활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환경(사물 또는 물리적 구조), 공간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공동체 형성, 관계와 소통 등 소프

트웨어적인 영역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자인에는 주민참여, 자치, 자원

의 활용, 네트워크, 지속성의 5가지가 요구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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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Participation):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

인 참여, 주민합의;

· 자치(Empowerment): 지역공동체의 의식회복, 지역내 

결속력과 지도력 강화;

· 자원활용(Resource practical use): 지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평가, 보호, 관리 및 상품화;

· 네트워크(Network): 주민간, 지역간, 지역과 전문가 

행정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지속성(Sustainability):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생명력

과 지속적인 노력.

Ⅲ. 사례분석

3.1 사례 선정의 기준 및 개요

  베이징 마이크로 위안어는 “Standardarchitecture” 건축

사무소의 설립자인 장커(张轲)가 설계했다. 2016년, 마

이크로 위안어가 아가 칸 건축상(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받았다. 

표 1. 마이크로 위안어의 개요

3.2 사례분석

표 2. 마이크로 위안어의 분석요소

Ⅳ. 결론

  마이크로 위안어는 원래 있던 건축의 구조를 조정하고 

공공기능의 추가를 통해(예시: 아동 도서실, 예술 전시 

공간과 현지 수공예 작업장), 커뮤니티에 이전에 없던 공

공 서비스 기능을 가져왔으며, 베이징 후퉁(胡同)의 새로

운 형태의 공공활동 공간이 되었다. 마이크로 위안어는 

지역의 개체와 집단의 구조를 위한 지속가능한 호혜관계

를 구축하고, 그것은 구시가지 지역에 개조를 진행할 새

로운 가능성, 마이크로 어버니즘(Micro-urbanism)가 되

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구시

가지 건축의 재생과 커뮤니티 설계 사례를 선정하여 구

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도시의 구시가지 커뮤니티 건

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서대학교 BK21플러스 해양디자인인력양

성사업팀에 의해 지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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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위안어
년도 / 위치 2014년 / 베이징(北京)
면적 / 규모 150m² / 지상 1층
건축 기능 지역 어린이 예술 활동 센터

설계자 / 국적 장커(张轲) / China
이미지

조감도 외관도 실내도 평면도

개요
Cha'er Hutong 8은 이전에 12가구가 거주하던 전형적
인 대잡원(大杂院,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전통적 공동
주택)이다. 과거 50~60년간, 정원안의 매 가구는 모두 
정원에 작은 주방(최종적으로 주민당 약10~20㎡의 주
거공간이 있음)을 추가로 만들었다. 또한, 그 지역의 
상주인구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많았다.마이크로 위
안어가 “후통(胡同)”이란 베이징 전통적인 거주형식을 
재활용하는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근처 지역에 사
는 골목길 주민(어린이 위주)들에 놀고 교류하는 장소
를 제공해주었다. 이 프로젝트에 어린이도서관 외에도 
어린이들을 겨냥하는 예술체험공간도 포함되어 있
다.[4]

분석요소 내용

주민참여
마이크로 위안어는(微杂院, 베이징에서 진행
하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로, Cha'er 

Hutong 8에 위치함)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주민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큰 이해와 지지를 표시하고, 적극적으
로 시공과정에 참여했으며, 시공업체는 주변
의 파손된 집들을 무상으로 보수해 주었다.

자치

마이크로 위안어의 일상 보호작업은 한 현
지 주민이 맡는데, 정원내 방을 매주 5일동
안 정해진 시간에 대외에 개방해 참관하거
나 사용하게 하며, 정원의 야외 공간은 여
전히 기존의 공공 공간의 속성을 유지한다.

자원활용

기존의 건축구조는 모두 그대로 보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가해 만든 규모를 
참고로, 대잡원 공간의 특징을 존중한다는 
전제아래에서, 기능의 치환을 진행한다.

네트워크

마이크로 위안어는 소재 커뮤니티를 위해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고정 장소가 되
었고, 동시에 어린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
으로 부정기적인 공익 문화활동이 개최되는
데, 예를 들어 아동 소극장, 그림자극 공연, 
종이공예 예술 수업 등이 있다.

지속성

마이크로 위안어는 소재 커뮤니티, 거리 주
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중요한 접점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회 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