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넛지디자인
- 건강계단을 중심으로이혜수 / 한남대학교

I. 서론
한국은 과거 1980년대 초고속 도시화의 시대를 지나 그 부작용을 인식하며, 2013년 ‘도시
재생특별법’1)이 시행되면서 전국13개 광역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철거 대신 재활용’을 하고 ‘보전과 재생’으로 정책과 철
학을 바꾸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융합되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윤
리적 강요나 도덕심에 호소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의 행동중
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공공디자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를 목
표로 할 때 선택을 위한 환경 설정은 수용자가 선택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매
우 중요하다. 넛지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시설’과 ‘매체’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다
양한 유형으로 표출되는데, 도시재생과 융합되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윤리
적 강요나 도덕심에 호소하던 것과 다른 패러다임을 불러오게 하였다. 행동경제학을 기반으
로 하여 강요나 제한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넛지(Nudge)’는 이러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주목하는 효과적 해결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넛지는 그 출현과 역사가 짧아 아직 연구가 미미하며, 도시재생연구와
넛지연구는 각각의 관련 전공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직접 연결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
다. 때문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넛지디자인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
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연구를 위한 단초(端初)로서 도시재생을 위한 넛지
디자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넛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
적인 사례로서 ‘계단’이라는 공공시설물에 도시재생을 목표로 적용된 ‘건강계단’이라는 넛지
디자인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 유형에따른 사용자특성에 따라 사용의도와 지속사용을 가지게
하는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연구를 통해 도시재생과의 다융합적 사고전환을 위한 연구의 출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2013년 12월 5일 시행, 법률 제11868호,
2013년 6월 4일 제정)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년 7월 5일에 입법예고, 2013년 11월 27일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2013년 12월 5일 법·시행령을 시행하고, 향후 10년 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
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년～2023년)’을 수립(2013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하여 2014
년 5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3곳의 지역을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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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시재생을 위한 넛지디자인 활용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13개 광역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도시의 재생은 물리적인 재생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사회적 경제가 같이 맞물
려 진행되어야만 지속적인 도시의 재생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공정책과 연계될 때 가장큰
효과를 발휘하는 넛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더욱 많이 확장되고 있다. 넛지는 도시재생을 목
적으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자인이다.

“어느 옵션의 선택도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

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모든 측
면”이라고 하는 넛지디자인 개발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으로서 중요하다.
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과 함께 공공영역에 있어서도 관(官) 주도에 의한 일방
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정책을 인식하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가져 오는 시설과 함께 다양한 ‘넛건강계단’이 설치, 활용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유발과 지속사용2)이 가능하게 넛지의 적용과
설계로 설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넛지적용 계단의 재미 발생과 원리3)

2) 소비자나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
히 이어지고 있다. 지속사용 의도란 제품 혹은 서비스의 지속사용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미래 행위를 의미한
다.
3) 이혜수, ｢넛지디자인(Nudgedesign)의 재미유형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0 No.58 (2019).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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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 개념과 특성
재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낡거나 못 쓰게 된 것을 가공하여 다
시 쓰게 함”으로 설명되는데, 도시재생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의 특
성으로 볼 때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한국은 과거 1980년대 초고속 도시화의
시대를 지나 그 부작용을 인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철거 대신 재활
용’을 하고 ‘보전과 재생’으로 정책과 철학을 바꾸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융합되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윤리적 강요나 도덕심에 호소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동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의 행동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도시재생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소퇴한 도시지역을 환경적, 경제문화적, 사회적으로 재생하기위한 종합적인 체제
로 계획 구축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어떠한 측면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목
표설정과 전략구성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물리․환경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정책․관리
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4)개념은

같지만 용어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측면을 주시

할 수도 있다.따라서 도시재생은 물리적 기능회복 및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
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의 진흥과 첨단 지식문화 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연관산업의 공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시의 매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
속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광범위한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인한
도시개발방식이 통합의 전제하에 혼재되는 것을 막아주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도시재생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상
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도시재생 특성5)

재생 분류

환경,물리
적 재생

경제,문화
적 재생

[그림 2] 도시재생 범위

사회적,커
뮤니티
재생

세부사항

재미에 따른 내용

미적개선

기반 시설물의 정비

환경완화

환경 부하를 저감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다양화

문화체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여가생활

여가활동 공간제공

예술문화

예술기반 형성

경제형성

지역상권 확대

소통형성

사회 교류 장소제공

참여형성

주민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김영환․최정우․오덕성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개념 및 계획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2002년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90 2002
5) 김지영,유진형,김철중, ｢도시재생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휴공간의 활성화 방향 연구 : 공공디자인 사례를 중심으
로｣, 『영상문화』, 제34호, p.78 ,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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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넛지를 적용한 건강계단과 사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
1. 건강계단의 넛지유형화
넛지디자인은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미요
소를 가미하는 활동이 핵심으로 포함된다. 각 특징에 따른 재미의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자
의 특성과 사용 장소나 목적에 맞게 재미를 활용하여 넛지디자인을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혜수의 선행연구6)의 유형화를 차용하여 넛지디자인의
재미를 관점으로 넛지디자인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2] 넛지디자인의 재미유형 분류7)

감각적
오감자극

인지적
정보전달

정서적
감정이입

사회적
참여소통

기능적
전환사용

오감의 감각기능에 의해
수용된 빛깔, 모양,
소리, 맛, 촉감, 등의
감각적인 느낌이
유발하는 재미를 의미

문제해결과 발견을
위한 정보를 얻는
재미를 의미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상에 따른 감정변화와
감정이입을 의미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으로써 협동과
참여 경쟁과 대결,
성취감에서 얻는
재미를 의미

기존 행동전환에서
피드백으로 얻어지는
다른 기능으로의
전환이나 추가기능
부여를 의미

⑴ 감각적 오감자극 유형 계단
이 계단에 발을 딛으면 피아노 건반에 불빛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는 계단이다.

[그림 3] 감각적 오감자극 유형의 계단 (피아노 계단)8)

6) 이혜수, ｢넛지(Nudge)디자인의 재미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pp57-58
7) 이혜수, ｢넛지디자인(Nudgedesign)의 재미유형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0 No.58 (2019).
pp.53-58.
8) 이미지 출처: http://m.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ljkXUwDGJM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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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인지적 정보전달 유형 계단
이 계간은 걸은 만큼의 칼로리 소모량, 수명 연장을 수치로 알려주는 계단이다.

[그림 4] 인지적 정보전달 유형의 계단 (칼로리정보 계단)9)

⑶ 정서적 감정이입 유형 계단
계단에 그려진 그래픽으로 다른 상황을 느끼는 계단이다.

[그림 5] 정서적 감정이입 유형의 계단 (그림 계단)10)

⑷ 사회적 참여소통 계단
계단을 걷는 만큼 기부금이 쌍이고 기부하게ㅔ 되는 계단이다.

9) 이미지출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98
https://es-la.facebook.com/yeongdong.gun/posts/2481122281929913/

10) 이미지 출처: www.boredpanda.com most-beautiful-steps-stairs-stree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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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회적 참여소통 유형의 계단 (기부 계단)11)

⑸ 기능적 전환사용 계단
계단을 걷는 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선물을 받는 계단이다.

[그림 7] 기능적 전환사용 유형의 계단 (마일리지 계단)12)

1. 사용자 특성에 따른 건강계단 이용 차이 분석13)
건강계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특성(성별, 연령, 직종, 학력)에 따라 재미유형과
지속사용에 관한 설문을 통해 다집단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계단의 재
미요소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계단의 넛지 적용에 있어
서 어떠한 설계가 설정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의도와 지속사용의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넛지 건강계단을 사용함 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성(성별, 연령, 직종,
학력)의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나는 구간도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재미유형은 사용자에게 유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지속사용은 도시재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든 재미유형은 지속사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치며 지속사용은 재미유형과 도시재생의 조건에서 유형에 따라 부분매개와 직
접매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재미유형과 지속사용 건강증
진의 경로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다.

11) 이미지 출처: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703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7143
https://tong.joins.com/archives/16289
12) 이미지 출처: https://m.fnnews.com/news/202001122247531398
http://www.newsingm.co.kr/mobile/article.html?no=6790
http://m.newspim.com/news/view/20200106000894
13) 이혜수, ｢넛지(Nudge)디자인의 재미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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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넛지의 장점인 재미를 수반한 행동유발성은 도시재생에 적용될 경우 분명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연령, 성별, 직종, 학력등 도시에 따른 상황이 고려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의식 속에서 시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넛지가 활용된 건강
계단의 활성화를 위한 넛지가 활용된 건강계단의 재미유형을 연결해 보며 도시재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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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디자인의 효과적 적용과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건강계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의 개인적 특
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화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지속사용이 중요한
지역과 행동유발이 중요한 지역에 따라 재미유형의 적용이 달라져야 하며, 그 외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군, 학력을 고려한 적용과 더불어 설치후 관리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재
미요소에 변화를 주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물리적 재생의 관점에서는 이동 동선을 조절하고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
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가능성과 공공시설에 있어서 미적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문화적 재생 효과의 관점에서 문화 향유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문화와의 향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및 예술기반 도시의 연결 가능성 높여준다.
넷째,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상권 확대와 더불어 사회교류와 소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 활성화하여 시민의식과 사회적 소통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확대한
다.
종합해 보면 넛지개념을 적용한 건강계단 활성화는 도시재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증요한 세가지 큰 틀( 환경,물리적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기대해 볼 만하고 주변 인접도시의 도시재생을 합리적인 교통
체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도모한다면 도시재생의 전략에 부합되는 건강 효과 까
지 부합되어 인간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연구가 문초가 되
어 후속 연구로 여성친화도시, 노령인구도시, 관광중심도시, 어린이보호지역,등으로 심화된
구체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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