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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요약제목)

  (영문요약)  This is the basic study to design 

street furniture of Oe-am folk village in Asan. 

The folk village coexists traditionality with 

modernity and is not a fixed collection of 

historic relics but a dynamic lives. Therefore, 

the folk village need to have 'good design 

product' which helps inhabitants to manage with 

affinity by themselves.

  With this in mind, we need to study how 

environment facilities as needs of modernity can 

be designed harmoniously. We suggested the 

design plan and guideline for management on the 

basis of design process and a theory of 

environment system. Also, we verified the 

tentative plan through simulation by prototyping. 

It can be expected that our design process and 

study regarding street furniture in the folk 

village will help on futur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folk 

villages.

요 약(요약제목)

  본 연구는 아산 외암 민속마을 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을 위해 기획된 기초 연구이다. 아산 민속마

을은 전통성과 현대성이 양립하며 고정된 유물의 

집합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가꾸

며 보전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애정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된 디자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생활에 의해 발생된 환경 시설물 들을 어떤 방식으

로 조화롭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장치물 체계 이

론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여 가로시설물

들에 대한 디자인 시안과 관리지침을 제안하였으

며,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안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진행된 민속

마을 가로시설물에 대한 고민과 디자인 프로세스는 

향후 국내외 민속마을 보존과 개발에 있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1.1 배경 및 연구목적 

현대의 환경 설계학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인간의 탄생과 

성장이 환경과 함께 했듯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

를‘환경과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으로 보는 문

화적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Transactionalism 

(TSL) 즉, 상호침투론 이라고 하는 이 연구 논

점에서는 환경 인공물들을 개별적 의미로 해석하

기에 앞서 인간의 행동을 발생시키는 문화적 가

치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인공 환경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때 무엇보다도 민속마을에 대한 TSL의 

연구 논점은 명쾌해진다.  도시환경 계획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는 만큼 전통가옥들과 문화 체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민속마을과 문화보존에 대한 시도들은 인공물을 

인간 생활과 분리된 객체로 간주하여 기획함으로

써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외암 민속마

을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2년여에 걸쳐 가로환경물을 체계화

하였으며 TSL의 시각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 학

문이 거주민의 실생활과 공간, 그리고 가로시설물

이라는 유기적인 프레임 속에서 민속 마을의 가

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문제점을 발견

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외암 마을의 가로환경 체계와 디

자인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관람 

편의시설과 기반 시설들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

으로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개요

가로시설물을 인간과 가장 밀접한 제품으로 보는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 개념을 고려

할 때, 버네큘러(vernacular) 디자인과 서스테이

너블(sustainable) 디자인 개념은 민속마을의 보

존과 가치 개발에 있어 매우 유익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론의 첫째 장에서는 디자인 계획에 대해 다루었

으며 연구방법설정과 현지조사, 디자인 문제 정의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디자인 시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디자인 

시뮬레이션과 결과물에 대해서 다루었다. 

2. 디자인 계획

2.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인 민속 마을의 전통성 보존과 외

암 마을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 사물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및 

전력 시설과 전기 기자재와 같은 현대적 시설물

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재해석은 

사회적인 요구와 개인적인 요구의 관계 속에서 

복합성을 갖는다. 민속마을은 박물관과 달리 주민

이 직접 그 안에서 생활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민들과 마을 환경의 관계를 주의 깊게 파악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물의 보존과 관리 자체가 

문화적인 가치로나 심미적으로나 주민들에게 관

리의 자율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관광객을 위해 붉은 색

의 소화전을 감출 것인가’ 혹은 ‘거주자의 안

전을 위해 눈에 잘 띄게 배치할 것인가’, ‘생산 

및 유지보수가 간편한 스틸 소재의 우편함은 적

절 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어디까지를 현대적

인 소재로 보아야 하며, 어떠한 컬러를 배제해야 

하는가, ‘변압기를 감추기 위한 나무 널판은 과

연 전통적인 양식인가'와 같은 질문이  수없이 발

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암 민속마을 가로환경 리

모델링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기여 영역으로서, 

크게 마을 기반 시설보다는  관람편의시설의 개

선에 무게를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내 사인

이나 정보 제공 패널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현황, 

조형물 현황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 시설물을 디자인 대상에 따라 그룹지음으로써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조율하였다. 



이를 위해 디자인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 중에서 

제품으로서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국내

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보편타당한 디자인 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제품 디자인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현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인 생활 규약을 

제안하였다. 가령, 모든 설치물을 새롭게 디자인

하기 보다는 민속 공예품 활용 안을 비롯하여 기

성 제품의 평가에 따른 지침안을 작성하여 민속

마을의 효율적인 리모델링과 빠른 적용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연 지리적 경계 구획에 따라 외

암 마을을 몇 개의 단위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

역별로 조사하는 방법과, 외암마을의 가로환경 시

설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조사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제기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에 대한 체계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는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행중심의 가로 문

화였기 때문에, 외암 민속 마을의 시설물 체계 정

립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화된 도시 가로 환경과

는 달리 새로 생겨나거나 사려져야 하는 가로환

경물들이 많다. 

환경디자인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가로의 구성요

소는 형태적 측면에 따라 1차요소, 2차요소, 3차 

요소의 단계적이면서 중측적인 구성체계를 갖는

다1). 이중 흥미로운 점은 3차요소로서 1차와 2

차로 구성된 물리적 가로공간을 메우는 인간의 

행위까지를 요소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즉, 생명

이 없는 가로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동적 구성

원의 형태까지 가로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시각을 기초로 하여 일본이나 영국, 독일

의 도시환경 장치물 분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

명계, 교통계, 휴게계, 정보계 등으로 크게 나뉨

을 알 수 있다2). 보다 세부적으로는 위생계, 매

1) 우영희, 도심 가로의 가로장치물 배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점계, 유구계, 수경계, 회합계, 신체장애계, 관리

계 등이 있다. 한편 어떤 대상을 위한 장치물인가

에 따라서 자동차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누는 가로

시설 분류기준도 있다3). 환경 장치물의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

며 이용자측면, 관리자 측면, 제작자 측면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 민속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기존의 도시환경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분류 단계 또한 균등하게 적용하기 힘

들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 체계를 부분적으

로 반영하되, 외암 민속 마을의 시설물들을 그 기

능군에 따라 제품 기반의 디자인 시설물에 중점

을 두어 맵핑해 봄으로써 다음의 네 가지 기능 

분류를 도출하였다. 

-조명계: 가로등과 실외 등을 비롯한 외암 마을 전체

의 조명기능 시설물.

-관리계: 소화전, 급수전과 같은 방재시설물은 물론, 

맨홀, 전신주, 전력구와 같은 기간시설물 전체.

-정보계: 방향지시판 및 지역안내판과 같은 안내시설

물과 광고탑 및 간판과 같은 정보시설물 전체.

-편의계: 벤치와 음수대 등 휴게시설물을 포함하여 위

생시설이나 전화박스와 같은 서비스 시설물 전체. 

한편, 디자인 안으로 해결하기 힘든 가로환경 관

련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류별로 관리지침을 제작

하고자 하였다. 

<그림01> 외암마을 가로환경시설물의 기능별 맵핑

2) 김현숙, 가로시설물의 정비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통
권 92호, 대하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김명석외, 도시환경장치
물의 디자인 체계화와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pp. 
14~18
3) 토목학회편, 지구교통계획, 국민과학사, 1992



이러한 분류에 의해 각 항목이 2~3회에 걸친 현

지조사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각 시설물의 평가에 

의해 분석이 구체화되었다. 평가항목은 공간배분

형평성, 보행 안정성, 가로시설의 적정성, 가로의 

환경성, 자연친화성, 가로문화성과 같은 가로환경 

평가지표항목4)을 디자인 평가 항목과 종합하여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 문화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시설물의 기능 

그룹에 따라 평가의 의미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틀을 토대로 하여 먼저 현시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디자인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

쳤다. 다음으로 디자인 문제를 확정하여 해외 시

설 및 한국 전통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아

이디어 스케치를 전개하였으며 각 디자인 아이디

어를 프로토타이핑하고, 최종 현지답사를 통해 시

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2.3 현지조사 및 평가

아산 외암 민속 마을 현지를 3회 이상 실제 답사

함으로써 현재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표01>과 같이 시설물에 

대한 개별 평가표를 통해 분석과정을 진행함과 

아울러, <그림02>와 같이 전체 평가 도표를 제작

하여 보완점을 찾고자 하였다.  

<표01> 시설물 개별 평가표 예시

4) 녹색교통, 가로환경평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조사 결과, 자
료집, 2000

이를 통해 디자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

었다. 

2.3.1 조명계

조명계는 크게 가로조명과 주택조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조명은 실내 등, 정원 등, 처

마 등으로 분류된다. 인공 조명의 경우, 조도분포, 

눈부심, 음영, 광색 등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 고

려해야 하며, 배광조정, 광원보호, 장식성, 전기공

급과 같은 기능성을 깊이 살펴야 한다. 이를 토대

로 주택조명의 실내등을 제외한 각 조명 시설에 

대한 평가를 <표 02>과 같이 시행하였다. 

기능성

기능성, 사용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도분포에 

있어 농작물 쪽으로 빛이 많이 향하게 되어 피해를 주

고있음. 유지관리가 힘듦.

경제성
철제 가로등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광원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제작효율이 좋음. 

문화성
정체성이 불확실하며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어 민속마

을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함.

조화성

돌담에 비해 너무 높아 마을 전체적인 조형 요소와 어

울리지 못함. 함께 놓인 스피커 또한 인위적인 느낌을 

강하게 줌. 

심미성
색상과 재질은 비교적 적절하나, 비례자체가 깨짐으로

써 심미감을 떨어뜨림. 

              

<표02> 가로조명 개별 평가 예시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성은 뛰어나나, 조화성

과 문화성에서 민속 마을 고유의 느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3.2 편의계

편의계에는 휴게시설과 위생시설, 관광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 시설과 놀이시설이 편의계에 포함된

다.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생리욕구의 해결은 물

론 배치되는 위치와 흥미성, 문화성 등을 다각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외암 민속마을의 편의시설들은 전체적으

로 문화성과 조화성, 심미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으며, 관광객에 대한 흥미요소를 간과하는 경

향을 보였다. 

편의시설은 실질적으로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관광객들에 대한 만족과 감동, 전체적인 

이미지와 관련되며 외암마을 고유의 디자인 요소

를 가장 쉽게 추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다. 경제적 측면의 비용 문제 보다는 보다 긴 안

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2.3.3 관리계

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생활 시설 등 주

로 현대적 시설물이 모두 관리계에 포함된다. 관

리 시설물은 민속 마을의 정서와는 맞지 않으나 

실거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들이다. 이 시설물은 실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으

면서도 민속마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제품 

디자인적 접근과 은폐와 변형 등 생활상의 지침

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리계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기능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속마을의 문화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02> 관리시설에 대한 전체 평가 도표 예시

2.3.4 정보계

정보계 시설물은 안내소와 안내판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정보는 의미 전달 기능과 사용자의 행

동 유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계 시설물

은 무엇보다도 가시성과 가독성이 우수해야 한다. 

안내표시를 제작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5)에

있어서도 알기 쉽게 표시할 것, 한글과 영문을 병

용할 것, 휠체어 사용자나 유아 등이 보기 쉽게 

1.5m를 표준으로 할 것 등 가시성과 가독성에 

대한 항목들이 매우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암 민속 마을의 정보 시설의 경우 전체

적으로 기능 수행에 있어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나무라는 소재

에만 집착함으로써 외암마을의 고유성을 나타내

는데 한계가 있었다. 

2.4 디자인 문제 정의 및 사례조사

아산 외암 민속 마을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시설

물 평가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 문제를 정

의하고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디자인 문

제를 갖고 있는 디자인 대상에 대해 평가항목에 

대한 요구목록을 정리하였고, 구체적으로 <표03>

과 같이 디자인사양을 설정하였다. 이는 제품 디

자인적 해결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함이며, 

디자인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내용과 함께 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4.1 디자인 문제 정의

조명은 크게 주택 외등과 주택 내등으로 구분하

였으며, 주택 외등은 광장, 가로, 대문을 위한 조

명으로, 주택 내등은 처마등, 정원등, 실내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실내등은 직접적 디자인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편의시설은 대체로 사용자의 동선과 이용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모티브만으로 외암 

민속 마을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음수대 및 쉼터와 화장실, 정자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벤치와 탁자, 휴지통은 새로

운 디자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새로운 디

자인 안 외에 전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기성 제품을 조사하여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관리시설은 대부분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5) 조현세외, 가로환경계획메뉴얼, 청문각, 2001, P165



것으로서, 소화전과 같이 민속마을 분위기를 위해

서는 은폐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출되어야 하는 시설물이 많다. 또한 관리계의 

시설물은 규격화된 형식으로 인해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점을 

주민들의 자체적인 행동 규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적절한 색채와 소재를 제안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으며, 전통 생활

용품을 활용하여 변압기 등과 같은 시설물을 보

다 쉽게 은폐할 수 있다. 

정보계 시설물은 색상 및 소재를 일원화하여 통

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시설물 중 

방향안내판, 명칭안내판 및 세부설명판에 대해서

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안내소 

및 경고판과 광고판은 관리지침으로서 가이드라

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03> 안내판 디자인 사양 정의 예시

위의 네 가지 분류의 가로 시설물에 있어서 재료

를 선정하거나 설치장소를 고려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6)’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다. 가령 

재료에 있어서는 합성재료보다 자연재료를 활용

하며 해안지역의 경우 수분이나 염분, 바람에 강

한 지형적합형 재료를 선정한다.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배치간격과 시선의 집중, 스카이라인과 

시계, 통행안전과 수량의 문제 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2.4.2 사례조사

새로운 디자인 아이데이션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

를 <표04>와 같이 평가표로 작성하고 <표05>와

같이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민속마을 관련 기성

6) 조현세외, Op. cit. pp. 239~245

제품들은 디자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해외의 민속마을 사례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

든 관리시설 들에 대한 디자인 모티브를 제공하

기도 한다.

<표04> 해외 정보안내판에 대한 평가표 작성 예시

조명계 시설의 경우 동양과 서양의 유적지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적지별 특성에 따른 

조명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령 공

주 공산성의 조명과 이태리 밀라노의 스포르체스

코성에 활용된 조명은 그 활용 형태에 따라 확연

히 다른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민속

마을의 조명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전개의 단서

를 제공한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에 적용한 

퓨전 사극이나 영화의 사례도 연구 자료가 되었

다. 

<표05> 스포르체스코성 조명에 대한 평가 예시

조명계 시설의 사례 조사 결과, 광원 주위에 종이

나 천을 대어 면광을 만드는 양식이 전통양식으

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등갓이나 커버를 

이용한 직간접, 반직접, 반간접조명의 효과, 창살



무늬 등이 유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편의계 시설의 경우, 사례조사결과를 통해 방문객

별 추천 경로를 설정하고 편의공간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주로 관광지와 테마파크

가 조사 대상이었으며, 픽토그램의 활용이나 색감 

조절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외암마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일관된 디자인의 적용이 무

엇보다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06> 테마파크 휴지통 대한 평가 예시

관리계 시설의 경우 사례조사를 통해 관리시설의 

변용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

다. 가령 <표07>의 스위스 소화전의 경우 소화전

이라는 가공하기 힘든 설치물을 민속의상의 사람 

형상으로 채색함으로써 눈에 잘 띄면서도 즐거움

을 주는 요소로 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

계 시설들은 대부분은 목재의 적절한 활용을 통

해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였으며 문화적 상징과 

작은 디테일이 통일감을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표07> 스위스 소화전에 대한 평가 예시

정보계 시설물은 가장 현대적 시설물로서 국내외 

사례 중 전통적인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적용방법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전통성에 집착하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 또한 조화를 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통적 면만을 강조할 경우 내구

성이나 보수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위스 Thun 성의 사례를 통해 그래픽 요

소와 재질감의 적절한 적용만으로도 모던한 형태

가 전통적인 사물들과 조화롭게 배치됨을 알 수 

있었다.  

<표08> 스위스  Thun  성에 대한 평가 예시

3. 디자인 시안

제 2장의 디자인 문제 정의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였다. 조명계와 정보계의 디

자인 시안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 시설물에 동

질감을 부여하기 위해 유닛화된 하나의 모듈로 

제작하였으며, 조립의 용이함, 기능 확장성, 생산

성 등에서 효율적인 형태를 취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인 시안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디자인 컨

셉 단계에서 아이데이션과 형태로의 연결을 연구

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를 프로토타이핑하여 현지

에서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하였다. 

3.1 디자인 컨셉

민속마을 시설물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의 과정에서 활용되

는 이미지 분석 방법이 활용하였다7). 중요한 이

미지를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고 그 이미지들이 

가진 시각적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 이미지와 연

관을 가지는 변화양상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과정은 디자이너가 이른바 눈에 보이는 계획

을 확대하게 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도

시규모의 이미지를 예상할 수 있게끔 돕는다. 

구체적으로 민속마을의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 실

마리로서 단수성, 단순성, 계속성, 독점성, 방향

성, 시계확장, 행동유도 등과 같은 속성들이 시설

물의 디자인 컨셉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3.1.1 조명계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면 조명양식

에 형태적인 기하학적 양식을 추구하여 자연적이

7) 고성종외, 도시와 환경 디자인, 미진사, 1992 pp. 64~67



면서도 소극적인 형태를 취하고자 하였다. 

조명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은 모듈화 디자인으로

써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다. 큐브형태의 모듈화된 

조명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처마밑등에서 가로

조명까지 다양한 설치가 가능하고 조립이 용이하

며, 스피커나 안내 시스템의 연계와 같은 타 기능

으로의 확장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조명 모듈은 크게 A, B, C, D의 네 가지로 구성

되며 조명의 종류에 따라 부품을 가감하여 다양

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적인모듈, 
철제와 반투명폴리머(A-PET)확산커버

필요에 따라 확산커버중몇면을 막을 수 있다

스피커모듈. 
안에 스피커가들어있어

필요에 따라 조립할수 있다

낮은 기둥
낮은기둥형 조명을 사용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높은 기둥
높은기둥형 조명을 사용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A
B
C

100100

1
0
0

1
0

1
0

6
0

6
0

5
0
0

E
벽이나 바닥에 직접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0

<그림03> 조명계 시설물 디자인 컨셉

3.1.2 편의계

편의시설은 시설 자체보다는 사용자의 동선과 공

간을 조합하여 효율적인 쓰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별 추천 경로를 선정하여 편의

시설물의 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암마을에서 해마다 열리는 짚풀 문

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짚단 압축기를 통해 만

들 수 있는 짚단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그림04> 짚단을 활용한 벤치와 탁자, 스툴.

3.1.3 관리계

관리시설은 제품 디자인적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적 한계가 있

었으며 현실적인 적용 또한 마을 기간 구조물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리계 시설의 경우 전통 

생활 용구를 활용한 은폐와 관리지침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갈무리하였다.   

3.1.4 정보계

정보계의 경우, 사례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형태나 

문양에 얽매이지 않고, 외암마을의 민속적 분위기

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레터링과 그

래픽 심벌을 위한 고려사항8)으로서 인지성, 간결

성, 위치 등을 검토하였으며 단순하면서도 재료와 

색상, 그래픽이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였

다.

3.2 디자인 시뮬레이션

디자인 컨셉안의 수정보완을 위해 최종 현지답사

를 실시하여 컨셉안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로 

가로등 간의 거리와 담장의 높이 등 현실적인 배

치 문제가 고려되었다. 조명계의 경우, 담 높이에 

따른 조명 시설의 높이와 크기, 도로포장상태에 

따른 기울기와 주변의 그림자, 설치위치와 간격 

등이 실험되었다.

<그림05> 조명계 시설물 시뮬레이션

 

편의계 시설의 경우 추천경로를 답사하여, 소요시

간을 확인하고 경로를 수정하였으며, 편의시설의 

개수와 배치위치에 대한 검증과정을 실시하였다.

8) 프래서 리키, 김동훈 옮김, 환경건설․도시디자인, 기문당, 
1997,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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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6> 동호회를 위한 추천경로 답사

관리계 시설의 경우 컨셉도출 과정에서 현대 시

설물의 은폐를 위해 다양한 전통공예품을 시도하

였다.

<그림07> 바구니를 통한 계량기 은폐 예시

 정보계 시설의 경우 조명계와 마찬가지로 프로

토타입을 제작하여 최종적인 크기와 폭을 결정하

였으며 시각적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설치 간격과 

원거리 근거리에 따른 가시성을 테스트하였다.  

<그림08> 방향안내판 크기 테스트

3.3 최종 시안

디자인 컨셉 과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과

정을 토대로 하여 확정적인 디자인 시안을 제작

하였다. 관리계의 경우 관리지침으로 대체하였다.

3.3.1 조명계

조명계 시설물의 경우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품에 대한 도면은 물론, 조립과정과 조합내

용을 제시하였으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 광원과 스위치 및 안정기의 위치, 높이와 폭 

등을 제한하였다. 

조명모듈은 광원부로서 상단모듈(가A)과 소켗, 

받침(가B)이 포함되어 기둥모듈로서 구조형 모듈

(나A)과 일체형 모듈(나B), 기둥지지대(나C)와 

안정기 상자(나D)가 포함되었다. 확산커버 모듈

로서 문양이 있는 것(다A)과 없는 것(다B), 확산 

마개(다C)가 포함되었으며 스피커 모듈(라)이 확

장형 모듈로 제안되었다. 이 모듈들이 어떤 조합

을 갖느냐에 따라 가로조명, 실외조명, 처마밑등 

등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림09> 조명계 시설 최종 시안

<그림10> 가로조명 활용 시각화



3.3.2 편의계

편의 시설의 경우, 짚풀이라는 컨셉이 일회성으로

는 좋으나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검증결과를 토

대로 하여, 나무와 스틸로 구성된 내구성 높은 제

품을 제안하였다. 

<그림11> 편의계 시설 최종 시안

3.3.3 정보계

정보계 시설은 모던하고 일관된 디자인으로서 세

련된 전통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림12> 정보계 시설 최종 시안

안내판에 적용된 조명은 조명이 주목적이기 보다

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사인 시설물의 인식을 높

이기 위함이다. 시각에 직접적 방해가 되지 않도

록, 간유리를 통과시켜 약한 조도의 빛을 활용하

였다. 

<그림13> 안내사인의 조명

3.4 관리 지침

관리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시안에서 

제안하지 못한 조명계 및 정보계의 관리법 등을 

지침으로 제안하였다. 

간판이나 레터링, 스위치 장치 등에 대해서는 보

호지역의 처리를 위한 제안9)내용을 참고하였으

며, 전기통신시설과 소화관련 시설, 가로설치물의 

규격 내용에 대해서는 민속마을 기반 시설 설치 

기준10)을 참고하였다. 가령, 가로시설물은 개별 

요소가 아닌 가로시설물 체계의 구성요소에 따라 

그룹을 지어 공통된 고정 장치와 지지기 등을 통

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다. 

4. 결론

외암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획된 본 연구에서는, 답사를 통해 현재 

시설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

하여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제안하였다. 

가로환경에 관한 시설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

결되어야 하는 조명 시스템과 정보 안내 시스템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안이 제안되었으며, 몇 

가지 편의시설이 형태적으로 제안되었다. 기반 시

설과 관계되는 수도시설, 전기시설과 같은 관리 

설치물들은 새로운 디자인 안보다는 문제점 분석

과 관리지침 제시로 마무리되었다. 

9) 프래서 리키, Op. cit. pp.165~166
10) 문화재청,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2004, pp.13~14



외암 마을은 고택과 풍경을 전시한다는 점보다도 

실제 거주민이 생활하고,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

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

라서 모든 설치물이 실제 생활하는 거주민에게 

이질적이지 않고 애정 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

이 디자인 문제 해결의 필수요소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TSL의 연구 논점은 인간 생활 

문화 내에서 각 시설물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

문에, 전통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혹은 문화를 고

려한 도시계획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일

반적인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랐으나 민속마

을이라는 전통성과 실거주민과 관람객이라는 현

실성이 양립하는 본 프로젝트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요소나 디자인 요구사항 측면에서 확연한 차

별성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진행된 민속마

을 가로시설물에 대한 고민과 디자인 프로세스는 

국내외 민속마을의 보존과 개발에 있어 새로운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속마을에 설치되는 가로시설물은 거주민들에게 

있어 관람객만을 위한 배타적 대상이 아니라, 애

정을 갖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굿 디자인 대상

이어야 한다. 국내의 다수 민속마을의 사례조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시설물들이 전통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한 억지스러운 디자인 형태로서, 전통이

라는 축과 현대라는 축 어느 곳에도 놓이지 못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외암 민속 마을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속 마

을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거주민과 관람객

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포함하여, 

주민생활의 역학관계 조사, 사용자 경험 디자인, 

시나리오 기법 적용 등 디자인 관점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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