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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U.S. States, 30 Countries

48개 주, 30개국

• 2000 Communities

2000개의 커뮤니티

• 3 Million annual web visitors

3백만의 연간 웹페이지 방문객

• 29,000 people get our electronic newsletter 
29,000명 e-뉴스레터 구독자

33 years of Placemaking
33년간의 장소만들기



What is Placemaking?
장소만들기란?
• Placemaking is turning a neighborhood, town or city from 

a place you can’t wait to get through to one you never 
want to leave.

장소만들기란 인근지역, 도심지, 도시를 지나치고 싶지 않은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 Placemaking is the creation of a built environment that 
creates community, stimulates interaction, encourages 
entrepreneurship, fosters innovation and nurtures 
humanity.

장소만들기는 커뮤니티를 창출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기업가정신을
권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인간애를 배양하는 잘 조성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What is Placemaking?
장소만들기란?

• Placemaking is creating for everybody.

장소만들기는 모두를 위한 창조

• The seed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씨앗

• Placemaking is the process of giving space a story that 

is shared by many.

공간에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과정



We shape our public spaces, thereafter our public spaces shape us. –PPS, adapted from Winston 

Churchill

“우리는 우리의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 따라서 우리의 공공 공간은 우리를 형성한다.” -
PPS ,윈스턴 처칠 인용

Contrasting 1



Lowly, unpurposeful and random as they may appear, sidewalk contacts are the small change from 

which a city’s wealth of public life may grow.  ─Jane Jacobs

초라하고, 목적이 없고, 임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인도에서의 접촉(sidewalk contacts)은
도시안의 공공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작은 변화이다. ─ 제인 제이콥스



It’s hard to create a space that will not attract people, what is remarkable, is how often this has been 

accomplished.  ─William H. Whyte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 윌리엄 H. 화이트

Contrasting 1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realize that place is more important than design. ─ PPS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가 디자인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렵다. -
PPS



What attracts people most it would appear, is other people. ─William H. Whyte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다. - 윌리엄 H. 화이트



What Makes a Great Place?

Sociability 사회성 uses & activities 용도 & 활동

access & linkages 접근성& 연결성 comfort & image 편안함 & 이미지

Welcoming

환영하는

evening use 저녁시간 활용

Volunteerism 자원봉사

street life 길거리 생활

transit usage 연계된 용도

parking usage patterns 

pedestrian activity 보행자 활동

Walkable 걸을 수 있는
Convenient 편리한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는

Charm 매혹 Clean 청결함

Attractive  매력

Historic 역사적인

Safe 안전

building conditions

environmental data

sanitation rating

crime stats  

Cooperative 협동적인

Neighborly 이웃의

property values 재산가치
land-use patterns 토지 이용패턴

retail sales 소매상

business ownership 사업주

Special특별한

Real 현실

Fun 재미
Active활동 Vital생명력

Connected 연결된

Key Attributes

Intangibles

Measurements

PLACE



The Power of Ten 10의 힘

Layering of uses to create 

synergy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용법 겹쳐올리기

(Triangulation 삼각구도화)

City도시/Town마을

Precincts구역/

Destinations목적지

Place 장소

10+ major destinations/

Districts 10+ 주요 목적지/
구역

10+ places 

10+ 장소들

10+ things to do

10+ 할일 들



Theatres/
Museums

극장/ 박물관

Transit
통로

Hospital
병원Coffee

Shop
커피숍

Library
도서관

Schools
학교

Parks
공원

Civic Institutions Today
오늘날의 시민 기관들

Community
Center

커뮤니티 센터

City Hall
시청

Churches
교회



Churches
교회

City Hall
시청

Community
Center

커뮤니티 센터

Theatres/
Museums

극장/ 박물관

Transit
통로

Hospital
병원

Coffee
Shop

커피숍

Library
도서관

Schools
학교

Civic Centres 
시민센터

“The Commons”

Civic Institutions of the Future

미래의 시민 기관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1. The community is the expert  커뮤니티가 전문가이다

2. You are creating a place not just a design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다.

3. You can’t do it alone  혼자서는 할 수 없다

4. They always say it can’t be done  그들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5. You can see a lot just by observing  그저 관찰만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6. Develop a vision  비전을 개발하라

7. Form support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뒷받침한다

8. Triangulate 3각 구도를 만들어라

9. Start with the petunias 페튜니아부터 시작하라

10. Money is not the issue  돈은 문제가 아니다

11. You are never finished 일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Principles for Creating Great Public Spaces

멋진 공공공간 창조를 위한 원칙들

Translating Ideas

Into Action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Implementation

실행

Underlying Ideas
전제

Planning & Outreach

Techniques

기획 및 접근 테크닉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Involvement must be 

early and continuous
이용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빨리
시작되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1. The users are the experts
이용자가 전문가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Design is only one tool of 
creating a place

디자인은 장소를 창조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 More than a “project”

“프로젝트” 그 이상

• Placemaking is an ongoing 
process

장소만들기는 진행중인 프로세스

2. You are creating a place,  not just a design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Success depends on 

partnerships

성공 여부는 파트너십에 달려있다.

• Likely and unlikely partners

바람직한 파트너, 바람직하지 못한
파트너

• Expanding resources

자원 확장

Project for Public Spaces, Inc.

3. You can’t do it alone
혼자서는 할 수 없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
LA 인근지역 발의안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There are always obstacles, but 

don’t let them stop you.

장애물은 항상 있다. 그러나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하지 말라.

4. They always say it can’t be done
그들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Discovery Green, Houston, TX







HOUSTON
The Urban Square-SE Corner

Urban 광장 남서쪽 코너



The Urban Square—SE Corner

Urban 광장 남동쪽 코너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Start by looking at how spaces 

are really working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시작하라

5. You can see a lot just by observing
그저 관찰만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Placemaking Techniques
장소만들기 테크닉

• Observations of public space use

공공공간 이용에 대한 관찰

• Tracking and Counting of pedestrians and automobiles

보행자 및 자동차 추적 및 세기

• Surveys of public space users as well as employees and residents in 
adjacent buildings

공공공간 이용자 및 주변 건물 직원과 거주자에 대한 조사

• Place Performance Evaluation Game with stakeholders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장소활용 평가게임

• Websites

웹사이트



무엇이 멋진 장소를 만드는가?

장소 게임
장소활용평가게임
Placemaking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



Place Evaluation Form
장소평가 서식



Time-Lapse Photography
저속촬영 사진





Tracking

Pedestrian 

Tracking

보행자 추적



Astor Place 인도 이용자 총계



Astor Place



Astor Place



Washington Square Park 
User Analysis
Washington Square Park
이용자 분석

• Behavior / Activity Mapping

행동/활동 매핑

• Surveys (intercept and online)

설문조사 (직접 및 온라인)

• Entrance Counts

출입 횟수

• Informal Observations

비공식 관찰



What do you do in the park?

0 20 40 60 80 100

Dog Run

Dog Walk

Playground

Watch Chess / Boardgame

Play Chess / Boardgame

Watch Performance

Eat / Picnic

People Watch

Socialize

Sunbathe

Read

Sit & Relax

Enjoy Nature

Walk / Stroll

Use Park as a Shortcut

What do you usually do here? What are you here to do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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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usually do here? What are you here to do today?

 

당신은 공원에서 무엇을 하나요?



Survey Question: 
What do you like best about the park?

• People / Diversity / Atmosphere      사람/다양성/분위기

• Music / Performers / Entertainers / Artists     음악/공연가/엔터테이너/예술가

• The Park itself        공원 그 자체

• Proximity (Home / Work / NYU)     근접성 (집/직장/NYU)

• Fountain      분수

• Trees / Green Space / Open Space      나무/녹지대/열린 공간

• Relaxing       휴식

• History        역사

• Quiet / Laid back  조용함/한가로움

• Dog Run  애완견 달리기

설문조사 문항: 공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What do you like best about the park?
공원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It works beautifully for a great variety of people --

residents, tourists, families, couples, singles. It's 

informal and comfortable. “
“거주자, 관광객, 가족, 커플, 솔로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공간입니다. 

격식이 없고 편안한 공간이에요.”

Where are you from?

Surrounding 

Neighborhoods

Manhattan (other)

Brooklyn

Queens

Bronx

NJ

NV

OR

WA
IL

Long Island

MA
Upstate NY

CA

International

Park Users by Gender

Female

40%

Male

60%



Light use

Heavy use

Washington Square Park - 활동 관찰

색깔이 짙을수록 많이 이용



Washington Square Park와 주변 환경 - 출입 횟수



Skills Assessment 특기 평가

Would like to learn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 Sports             스포츠
• Language       언어
• Music            음악
• Art/Painting   예술/그림
• Gardening      정원가꾸기
• Chess             체스
• Computer       컴퓨터
• Writing          작문
• Magic Tricks  마술

Would like to teach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 Art                   예술
• Sports              스포츠
• Language         언어
• Photography     사진
• Table Games    테이블 게임
• Landscaping     조경술
• Writing             작문
• Street Theatre   거리연극
• Music               음악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6. Develop a vision  비전을 개발하라

• Be ambitious and create 

long term goals

야망을 가지고 장기목표를 세워라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What’s in a Vision?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State goals

목표 설정

• Define how the space will be used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정의

• Describe the character of the space

공간의 성격 기술

• Examine models of similar spaces

유사 공간 사례 검토

• Develop a plan

계획 개발

• Plan for how the space might evolve in the future

미래에 공간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기획



Case Study: Campus Martius, Detroit MI
사례연구: 미주리주 디트로이트, 마티우스 캠퍼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Designs help people 

use a place

디자인은 사람의 장소

이용을 돕는다

7. Form support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뒷받침한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Cluster and connect 

uses

이용방법에 따라 뭉치고

연결시켜라

8. Triangulate 삼각구도화

Water park

워터파크
Refreshments, 

comfort

휴식공간

Parents

부모

Kids

어린이

Place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Short term experiments as 

a way to test concepts

개념 테스트를 위한 방법으로

단기 실험

• Phased implementation

단계별 실행

9. Start with the petunias
페튜니아부터 시작하라



Case Study: Paris Plage
사례연구: Paris Plage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Money follows 

vision 

돈은 비전을
따라온다

• Small scale is 

cheaper

소규모는 비용이

적게 든다

10. Money is not the issue
돈은 문제가 아니다



11 Principles of Placemaking

• Management is key

관리가 비결이다

• There is always a way to 

make it better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11. You are never finished
일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Implementing a Placemaking Project A Step by Step Guide

Placemaking 프로젝트 실행 - 단계별 가이드



Civic Institutions

Private Development

Parks & Squares

Transportation & 
Downtowns 
교통수단 & 도심

• Bus stops 버스 정류장

• Main Streets (outdoor displays, streetscapes, cafés) 주요 도로(야외 장식, 가두풍경, 까페)

• Local streets and roads 지역 도로

• Parks (greenways, recreation, play areas) 공원(그린웨이, 레크리에이션, 놀이 공간)

• Plazas & squares (performances, events) 광장(퍼포먼스, 이벤트)

• Markets 시장

• Waterfronts 수변

• Libraries and hospitals 도서관과 병원

• Civic buildings 공공 건물

• Schools (universities, primary schools) 학교(대학교, 예비학교)

• Religious institutions 종교단체

• Cultural institutions (theaters, museums) 문화 공간(극장, 박물관)

Mixed-use – housing, retail and office  혼합 공간 – 주거, 소매, 사무실

1. Select Study Sites

연구 공간을 선택하라



Creating Streets that Support Community Life

커뮤니티 생활을 지원하는 도로 만들기

San Jose / Guerrero 
Neighborhood

산 호세/게레로 인근지역

Project for Public Spaces

October 2005



2. Public Process공공 프로세스

Identify Key Stakeholders
주요 이해관계자를 규명하라
City & State Agencies 시 & 도 기관

BART(샌프란시스코 고속 통근 철도)
MUNI(샌프란시스코 시영 버스)
SF Planning Dept. 기획부
SF Department of Parking and Traffic 주차 및 교통부
SF Department of Public Works 공공업무부
SF Unified



Identify Key Stakeholders
주요 이해관계자를 규명하라

Grassroots & community groups and institutions

뿌리 및 커뮤니티 단체, 기관들
Senior Action Network 노인 행동 네트워크
Walk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걷기
San Francisco Bicycle Coalition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연합
San Francisco Clean City Coalition 샌프란시스코 깨끗한 도시 연합
SLUG

CCSK Horticulture Department    CCSK 원예부
Transportation Policy Groups    교통정책그룹
Neighborhood Residents and home owners 인근지역 거주자 및
주택소유자
St. Luke's Hospital 성루크 병원
Local Schools & PTAs    지역학교, 학부모 교사 연합
Local Businesses    지역 기업
FUF (Friends of the Urban Forest) 도심 숲의 친구들

http://www.senioractionnetwork.org/
http://www.walksf.org/
http://www.sfbike.org/
http://www.sfcleancity.com/
http://www.stlukes-sf.sutterhealth.org/


What do you like best about the San Jose/Guerrero 
Neighborhood?
산호세/게레로 인근 지역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것은?

1. People / Diversity / Atmosphere   사람/다양성/분위기

2. It’s a neighborhood   인근지역이다

3. Proximity (Home / Work/Transit) 근접성 (집/직장/통행로)

4. Mitchell’s Ice Cream  아이스크림 가게

5. Potential for more Green Space / Open Space             보다
많은 녹지대/열린 공간이 생길 가능성

6. History/historic buildings  역사/역사적 건물들

7. Laid back  한가로움

2. Identify and Interview Key Stakeholders

Interview Key Stakeholders
주요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라



3. Public 
Workshop

공공 워크샵



Place Game Sites

3. Public 
Workshop

공공 워크샵



Place Evaluation Game 장소평가게임



Overall Corridor
주요 경로

• Transit zone 통행로 구역
Gateway 출입구
Activity nodes 활동 중심지

• Commercial zone 상업 구역
Higher pedestrian activity 높은 보행자 활동
Outdoor retail activity 야외 소매활동
Visibility 가시성

• Northern residential zone 북부 거주구역
Shady and attractive 은밀하고 매력적
Lower pedestrian activity 낮은 보행자 활동
Traffic calming 서행 촉진 조치





4. Create a Vision
비전을 만들어라

San Jose/Guerrero will achieve its potential to become a truly neighborhood main street 
if the corridor becomes safer and more comfortable for all users, especially those who 
are not driving. This can be accomplished first and foremost by reducing vehicle speeds 
and second by dedicating more Right Of Way (ROW) for pedestrians and the creation of 
community public space. 

산호세/게레로는 주요 경로가 모든 이용자, 특히 비운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진다면 진정한 인근지역 주요 도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동차 속도를 줄임으로써, 둘째로 보행자 및 커뮤니티 공공공간
창출을 위한 통행권을 보다 부여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Transform the triangle at 28 & Guerrero & San Jose into a 
mini-park and community garden

28번가와 게레로, 산호세의 삼각지대를 작은 공원 및 커뮤니티
정원으로 변형



Community garden or quiet sitting area
커뮤니티 정원 또는 조용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



Community gatherings 
and activities in flexible 
space
탄력적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모임과 활동



Vision Mapping 비전 매핑



Short Term Recommendations 단기 권고안

•Pave and stripe     
crosswalks

횡단보도 만들기

•Add Plantings

가로수, 화분 등 놓기

•Improve lighting

조명(가로등) 개선





Long Term Recommendations 
장기 권고안

•Create Gateway roadway treatments

출입구, 도로 취급법 만들기

•Reclaim the inner NE turn lane

안쪽 NE 회전 차선 개선



Long Term Recommendations 장기 권고안



5. Develop Concepts 개념 발전시키기

현재

옵션1

옵션2



San Jose and Guerrero at 28th Street
28번가의 산호세와 게레로

Limit through traffic onto 
San Jose Avenue and 
create a new plaza.
산호세로로의 교통량을 통한
제한, 그리고 새로운 광장
만들기



San Jose and 29th Street 산호세와 29번가



Provide wider 
sidewalks for 
commercial 
activity and 
reduce crossing 
distances for 
pedestrians.

상업활동을 위한
보다 넓은 인도를
제공하고, 
보행자를 위해
건널목 거리 축소.

San Jose & 29th St.

Scheme 1



San Jose & 29th 
St.

Scheme 2





3가지 대안이 중앙분리대를 횡단보도까지 확장, 모퉁이의
인도를 확장, 북서쪽 모퉁이의 공공정원 확대를 보여준다. 

대안 1은 한 차선 너비의 Cesar Chavez와 가로수길에 심겨진 나무를
보여준다.

대안 2는 14피트 중앙분리대와 나무가 주차 차선을 자동차와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대안 3은 left-turn pocket을 보여준다.



게레로 푸르게 하기



When you focus on creating a “place,” 

you do everything differently.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다.



위기에 의해, 정치적으로 시작

Crisis driven, 

Politically initiated

Relies on 

professionals 

and “experts”

Expensive
Community 

is resistant

Static designs

Results in limited 

experience of place

Narrow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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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의해, 정치적으로 시작

고비용

발전 없는 디자인

결과는 - 장소의 제한적 활용

좁은 목표

직업인과
전문가에의 의지

저항하는 커뮤니티



Project/Discipline
Driven Approach• Empowers Communities

• Attracts partners, money & creative 

solutions

• Professionals become resources

• Design supports uses

• Solutions are flexible

• Engagement and commitment grow

- 커뮤니티에 권한과 능력 부여
- 파트너, 돈, 창조적 해결책들을 이끌어냄
- 직업인들이 자원이 됨
- 디자인은 이용을 뒷받침한다
- 융통성 있는 해결책
- 책임감과 헌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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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on is a product of great places
애정은 멋진 장소의 산출물



Happiness is the ultimate goal

행복이 궁극적 목표



www.pps.org
Making Places 

Newsletter

장소만들기
뉴스레터

Training & 

Conferences

교육, 컨퍼런스

Publications & 

Resources

간행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