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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하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공원부지입니다. 규모나 위치 면에서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구한말부터 일본과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이 땅이 공공 공간으로 돌아온

다는 것은 우리의 공간 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공원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

를 상상하는 것은 실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정부는 2005년 국가주도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공원화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왔고, 국제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안은 구체적인 설

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원화 일정과 설계 조건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기에, 계획 과정에서부터 충분

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용산공원을 시민과 함

께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용산공원 시민포럼’을 발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시민포럼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용산공원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하였습

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용산공원의 미래: 공원 운영관리와 시민참여’로 정하였습니다. 좋은 공원의 계

획과 설계는 누가 어떻게 공원을 운영관리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내는가가 관

건입니다. 공원을 공공주도로만 운영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공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민

간 주체와 함께 공원을 계획하는 일에서부터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심포

지엄은 이러한 입장에서 다양한 주체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용산공원의 미

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용산공원의 활용방안과 운영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

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공원 계획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용산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껏 

활동하고 계신 분들, 멀리서 참석해주신 해외 공원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용산공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용산공원 시민포럼 준비위원회 위원)

Kyung-Jin Zoh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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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Yongsan Park Planning and Civic Engagement

Session 02.    International Cases in Urban Parks Management

Session 03.     Discussion

13:00-13:10

16:50-18:00

Opening and Welcome Remarks
Kyung-Jin Zoh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3:10-13:30

16:40-16:50

14:40-15:20

15:20-16:00

16:00-16:40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40

Changes and Issues of Yongsan Park Planning 

Break Time

Transforming the Presidio of San Francisco into a 21st Century National Park

Sydney Harbour – A Case Study For Self Funding Parklands

Urban Open-Ended Space: Magnuson Park, Seattle

Park Planning and Civic Engagement

Future of Yongsan Park that We’re Making

Yongsan Park: Who? How?

Break Time

Young-Min Kim (Prof., University of Seoul)

Michael Boland (Chief of Park Development & Operations, The Presidio Trust)

Geoff Bailey (Executive Director, The Sydney Harbour Federation Trust)

Jeff Hou (Prof.,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Choi (LAD, West8)

Sung-Hong Kim (Prof., University of Seoul)

Eun-Sil Park (Prof., Chugye University)

Jeong-Hann Pae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Bum Lee (Prof., Kyonggi University)

Won-Jae Lee (Chief, Cultural Alliance) 

Kang-Oh Lee (General Manager, Seoul Children’s Grand Park)

Seo-Hee Hong (Artist, Gat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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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an Park Planning and Civic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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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하바드 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국 SWA사의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사무소에서 6년간 조경 및 도시설계가로서 미국, 중국, 한국, 대만 

그리고 중동 일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SWA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진행한 다수의 국

제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여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였고 지금도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현재 광역적인 계획안에서부터 작은 옥상정원 설계와 시공까지 다양한 스

케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USC 건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2012년 가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교수

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부 때 응모한 조경비평공모전에서 가작을 받은 계기로 조경비평 봄의 일

원이 되어 비평과 조경 이론에 대한 글을 써오고 있다. 『공원을 읽다』, 『용산공원』,  『조경관』 등 다양한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역서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있다. 학문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조경 및 도시설계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용산공원 계획안이 2011년도에 제시된 후 공모전을 거치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의 변

화가 나타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이 백지화되었으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용산기지 내에는 잔류

시설들이 남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개의 단위공원으로 분절된 기존의 계획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한다

는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4년 용산공원계

획안이 일부 변경되었다. 변경 안은 새로운 용산공원의 계획을 마련한다기보다 전략적인 지점들을 선택

하고 이에 변화를 주어 이후의 의견들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위공원체계의 조정이다. 기본설계가 추진 중이므로 공원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6개 단위공원 체계의 기본구상을 생태 중심의 단일공원으로 재검토하였다. 두 번째 공

원시설계획의 조정이다. 용산기지 이전 절차, 미대사관 신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기본

계획상의 단계별 조성계획 및 시기 등을 재조정하였다. 셋째 교통체계의 조정이다. 논란이 된 신분당선 

노선과 관련 역사의 위치 등 미확정된 교통체계는 계획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전반적인 

교통과 보행자 연결 동선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본계획안은 과정 중심의 공원을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기완결

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닌 현세대의 필요는 물론 미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물, 동선 및 교통, 환경, 그리고 단계별 조성계획이었다. 

프로그램에 있어 변경된 계획안은 기존의 단위공원체계를 유연한 프로그램적 체계로 재구성하여 주변 

상황과 내부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공원 이용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격을

Young-Min Kim (Prof., University of Seoul)

Session 01

발표자 1

발표내용

용산공원 계획과 시민참여

용산공원계획의 변화와 쟁점들

Changes and Issues of Yongsan Park Planning 

용산공원 시민포럼

- 용산공원에 관한 논의의 장 마련       

- 계획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 시민리더십에 의한 공원운영 모색

-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 분야 리더

- 인문사회,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건축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 용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예술인, 기업가 등

- 환경 및 문화 관련 단체 활동가 등

- 관련 분야 학생 등  

- 용산 지역 및 용산미군기지 관련 자료 아카이빙

- 용산공원 지역 및 청소년포럼 운영

- 용산공원 주변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 용산 지역 답사프로그램 운영(용산공원과 경계 지역)

- 지역 잡지(계간지 형태) 발행

- 용산공원 인근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용산공원 시민포럼(가)은 시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민간 이니셔티브 조직입니다. 

1. 향후 용산공원 시민포럼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2. 어떠한 사람들이 시민포럼에 참여할 것인가?

3. 용산공원 시민포럼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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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의 물리적 규모 및 프로젝트가 지니는 사회적 위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공원 조성의 각 단계

에서 진정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학계나 관 주도의 진행이 일반적인 국내 

상황에서 미진한 시민참여 또는 전통적 방식의 참여유도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현재 사회

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원의 설계 및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만큼 오

히려 이 시기를 진정한 시민 참여가 무엇이며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 조성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설계자도 아니고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이익단체도 아닌 진정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힘의 결집이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공원 설계 및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시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진정

한 참여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내용

발표자 2 최혜영 (WEST8 조경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AECOM(전 

EDAW)를 거쳐 West8 뉴욕 오피스에서 거버넌스 아일랜드(Governors Island) 프로젝트를 담당해왔

다. 2012년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전에서 팀의 당선을 이끌면서 현재 서울과 로테르담을 오가며 용산

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프로젝트 리더로 일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등록 미국 공인 조경

가(RLA),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공인 전문가(LEED AP)이다. 

Hye-Young Choi (LAD, West8)

기능적 프로그램과 주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지형적 생태적 특성, 도시적 맥락, 건축물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공간적으로 배치하였다. 시설물은 단위공원 중심의 주제별 배치에서 벗어나 주

변 도시 프로그램을 반영한 유연한 건축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교통체계는 기존의 계획안

에서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동선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공원 내의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진행

된 기본설계안을 반영하여 출입구와 동선 체계를 조정하였다. 환경부분에서는 기반시설 중심의 환경계

획에서 식생과 서직지 위주의 생태적 계획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보존 중심의 계획을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생태 환경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점종인 아까시군락의 수명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천이를 유도하였다. 또한 지형과 수체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생태적 기반 환경을 조성하였다. 단

계별 계획은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은 부분이다. 기존의 계획이 완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졌다면 변경된 계획안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공원의 여건까지 고려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였다. 

공원설계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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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만 48세, 현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으로, 20여년간 도시숲과 도시공원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

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엔개발

프로그램에서 열대림 복원 프로젝트의 볼런티어로 활동하였으며, 귀국 후 생명의숲에서 숲운동가로 시

작하여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그의 주요 활동무대인 서울그린트

러스트는 2003년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민관파트너십 도시공원 조직으로 서울숲을 조성하

고 시민참여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공저서로는 『도시기획자들』, 『서울, 그린, 트러스트』 등이 있다.

공원은 왜,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드는 것일까? 한 때 우리는 긴급조치가 난무하고, 공권력에 의한 통치

가 익숙한 사회에 살았다. 이러한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도시와 

국가가 그렇듯이 사회는 끊임없이 자유와 민주 그리고 자치로 발전해가고 있다. 도시공원 역시 그래왔

다. 정부나 지자체가 시혜자가 되고 국민과 시민은 수혜자이고, 가끔은 민원인이 된다. 서울만 해도 크

고 작은 공원이 2,300여개가 있고, 전세계에 공원은 무수히 널렸지만 위대한 공원(Great Park)은 많지 

않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용산공원을 그저 그런 평범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토

지가 변형되지 않는 대규모의 땅, 그러면서도 몽골, 일본, 미국 등 동 시대에 패권을 잡으려던 국가에 의

해 점령된 역사를 가진 땅이기에 잠재된 사회, 문화, 역사, 환경적 가치가 너무도 크다. 그 잠재된 가치를 

발현시키고 지속시키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조건으로 다른 

무엇과도 차별되는 가치, 구성원의 열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엔진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공원 역

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디자인과 공무원의 추진력, 그리고 상황이 뻔한 정부예산만 가지고는 훌륭한 공

원이 되기어렵다. 법으로 용산공원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다고 하지만, 국민적인 동의나 지역사회의 관

심과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장과 기회

가 필요하다. 그래야 용산공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정부재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후원자와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대는 통치자가 만들어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자치의 공원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용산공원이 국

내의 고만고만한 공원이 아니라,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세계열강이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던 땅에 세계평

화를 열망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길 바란다. 공원은 완성된 그 무엇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뿐만아니라 사

회문화경제적으로 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Kang-Oh Lee (General Manager, Seoul Children’s Grand Park)

발표내용 우리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미래

발표자 3

Park Planning and Civic Engagement

Future of Yongsan Park that We’r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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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기

대한민국에는 분단 이후 약 100여 개의 기지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왔다. 조금 과장하자면 온 나라가 기

지촌인 셈이다. 백 여 개의 기지는 감축을 빌미로 새로운 기능과 확장된 영토를 요구하며 과감하게 몸집 

불리기 중이다. 따라서 반세기 넘게 사용된 낡은 기지와 기지촌은 용도변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용산미군기지는 당연 가장 주목할만한 땅의 귀환이다. 그간 용산기지반환과 용

산국가공원화의 논쟁은 100만 여 평에 담고자 하는 다양한 욕망들과 협상해왔다. 그 협상은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쯤에서 혹시 우리가 중요한 협상 주체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 

협상 방법이 조금 고루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제라도 용산공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한 번쯤 숨을 고르며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누가?

기지와 경계지를 걷다 보면 기지와 경계지들이 암암리에 갖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관계들이 드러나기 시

작한다. 기지 내 군사들을 위해 생겨난 다양한 서비스 공간들과 그 공간들에서 복무하면서 경제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맺어 온 한국인들이 기지와 나누는 밀담들은 접경지역에 자연스럽게 공간화되고 우리가 

흔히 ‘기지촌’이라고 낙인 찍는 독특한 문화적 풍경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풍경이 펼쳐지는 담벼락

에 밀착해서 걷노라면 이 공간과 함께 살아온 수 많은 사람(영혼)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공원화’가 선포 된 이후 안타깝게도 이 사람(영혼)들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있고 공원 

설계 과정에서는 아예 배제된 느낌이다. 그래서 과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원, 아니 반환도 되지 

않은 땅, 심지어 온전한 반환도 협상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치 멋진 워너비 뉴욕 센트럴파크를 

만들었다치고 그 공원을 관리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논할 시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진정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원, <모두의 공원>을 원한다면 그 시민이 누구이고 그 시민들과 대화하고 적극 공동 설계

하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발표내용 용산공원: 누가? 어떻게?

발표자 4 홍서희 (GATE 22 예술가)

Gate 22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관련 비워질 미래의 땅의 모습을 고민하는 연구모임이다. 기지 내 공식 

게이트가 스물 한 개인 점에 착안, 모두에게 오픈 된 상상의 게이트를 상징하는 Gate 22는 다양하고 창

의적인 방식으로 기지부지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공플랫폼을 만드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일명 국가공

원이라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의 편승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찰자이기보다는 이 땅이 겪은 근대의 

시간을 성찰하면서 공공의 오너쉽으로 이루어진 땅을 일구기를 꿈꾼다. 현재 문화예술 기획, 비평 건축, 

도시지리, 영상, 미술작가 6명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이다.

Seo-Hee Hong (Artist, Gat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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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지 경계지를 걷다 보면 현재의 미군기지를 둘러싼 휴먼사이즈 회색담보다 수 백배 높은 공중누각들로 

숨가쁘게 채워지는 걸 목격할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이 땅에 대한 성찰도 진정한 땅의 귀환도 꿈꿔보지 

못한 채 결국 이 땅은 <개발을 찬양하는 공터>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외국군이 한 세기 넘도록 사용하

다 버린(돌려받는?) 낡고 상처투성인 이 땅이 공허한 빈 땅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물론 그리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원조성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의 공원을 누군가 혼자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백년대계 설계과정의 순서에서 주와 객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돌아올 땅이 마치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넝마를 뒤집어 쓴 고아마냥 텅 빈 땅으로 돌아오고 있

지는 않은지, 진정 건강한 땅을 만들고 있는지 …

용산기지가 <모두의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쩌면 분절된 한반도를 되찾는 더 큰 일의 예행 연

습일 수도 있다. 탁상 위 실선으로 그려진 설계도가 아닌 사실을 살로 녹여서 만든 사색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분명 시간과 역사를 따라가는 삶의 장소들을 정독할 

때에만 볼 수 있다.  

잠깐 둘러보기: 베를린의 템펠호프공항

게이트22는 세상 어딘가에 혹시 우리가 꿈꾸는 공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하다 찾은 독

일>베를린>템펠호프공항을 둘러본 지극히 사적인 소감을 공유하고자 한다. 물론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

니고 분명 그 곳의 맥락이 우리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펠호프 

공항의 공원화는 과거의 시간과 역사를 허락한 온전한 땅의 시간으로 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이 사

용할 수 있는 자긍심을 뒷받침하는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 용산기지 또한 ‘나라님 땅’이 아닌 ‘나의 땅’으

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시대와 사회에 어울리는 지혜로운 과정과 방법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

는 <미래의 공원>, <모두의 공원>을 논의해보면 어떨까?

같이 가입시더!  We Go Together?

Yongsan Park: Wh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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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볼랜드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마이클 볼랜드는 1989년부터 미국 최대의 도시 국립공원인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를 변화시키는 역

할을 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그는 골든게이트 국립공원관리단의 단장을 역임했고, 

3,600만 달러가 투입된 크리시 필드의 복원과 앨커트래즈 섬 기본설계, 국립 에이즈 기념지, 프레시디

오 미군 기지의 국립공원화의 초기 작업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관리했다. 

볼랜드는 2001년에 프레시디오 트러스트에 합류하여 프레시디오를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변모시키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획, 주요 프로젝트, 재원 관리, 프로그램, 공원 운영 등의 일련의 활동을 관

리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종합적인 프레시디오 트레일과 전망 네트워크의 형성, 역사적인 숲과 설계된 

경관, 그리고 자연 구역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프레시디오를 위한 종합적인 복원 계획의 실행, 도시 청년

층을 위한 국립공원 캠핑 체험장 개발, 트러스트의 유산, 보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발전과 착수, 역사

적인 주요 초소와 주요 연병장을 프레시디오 시민들의 중심지로 재창조하는 것을 아우른다. 

마이클 볼랜드는 UC버클리에서 건축학 학사, 조경학 석사, 도시 및 지역 설계 석사 학위를 받았다.

Founded in 1776, the Presidio of San Francisco defended the entrance to strategically important 
San Francisco Bay under three flags - Spanish, Mexican, and American. For over two centuries, 
generations of men and women dedicated themselves to a cause greater than themselves at 
the Presidio, and served with distinction across the American West and around the world. Many 
of them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their nation. Although with time our understanding of 
some of these military causes has evolved, the generations of soldiers that served in the Presidio 
established a legacy of service there that endures to this day.

This legacy of service left a remarkable physical legacy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llections 
of military architecture and landscapes in the United States. With over 470 historic buildings and 
1200 historic features, the 1492-acre (604 ha) site was designated a National Historic Landmark 
District in 1962, and was includ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Golden Gate National Recreation 
Area (GGNRA), the largest urban national park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 park was estab-
lished in 1972. In 1989, the US Army determined that the site was surplus to the needs of the 
military, and the base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ark Service in 1994.

With over 800 largely derelict buildings and the infrastructure of a small town, the challenge of 
preserving the Presidio was unlike that of any other national park in America. Because of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challenge, it was determined that a new type of governance and funding 
model outside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NPS) was required. In 1996 a new single-purpose fed-
eral agency, The Presidio Trust, was established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NPS to transform 
the Presidio into the first financially self-sufficient national park site in the United States within 
15 years. Although a federal agency, because of the challenge of its mission, the Trust was given 
an array of special authorities that endow it with the qualities of private and non-profit sector 
organizations and have allowed it to prosecute its work quickly. The Trust achieved financially 
self-sufficiency in 2013.

The local community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idio - by saving 
the base from development, by helping shape a vision for its future, and by helping support the 
Presidio’s financial health. Most of the Trust’s work has been accomplished by leveraging private, 
public, and non-profit partners. To date the $300 million of appropriated funds inves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t the Presidio has leveraged over $1.2 billion of investment. Working with 
an array of partners, the Trust has revitalized the former barracks, family housing, and adminis-
trative buildings left by the military to create a national park community that sustains the park 
financially. Without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community, both within and outside the park, 
the Presidio would not have been saved.

1776년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는 과거 스페인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영토였고, 전략

적 요충지인 샌프란시스코 만의 입구를 방어해왔다. 2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프레시디오에서 대의를 위해 헌신했고, 미서부와 전 세계에서 공훈을 세웠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조

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 세월이 지나면서 몇몇 군사적 명분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음에도, 

프레시디오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은 수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군복무의 유산을 확립했다. 

군복무의 유산은 주목할 만한 물리적 유산을 남겼는데, 이는 미국의 군사 건축물과 경관 중 가장 중요

한 컬렉션의 하나이다. 470동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과 1,200여개의 역사적 명소가 있는 1,492 에이

커(604 헥타르)의 대상지는 1962년에 국립역사기념물지구로 지정되었고, 1972년에 미국 최대의 도

시 국립공원인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가 세워졌을 때 이곳에 포함되었다. 1989년, 미군은 이곳이 군

사적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고, 군 기지는 1994년에 국립공원관리국으로 이

양되었다.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 800동이 넘는 건물과, 작은 마을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프레시디오를 

보존한다는 난제는 미국의 여타 국립공원과 달랐다. 과업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립공원관리국 

외부의 관리 및 재원 모델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96년, 국립공원관리국과 협

력하여 15년 내에 프레시디오를 미국 최초로 재정적으로 자족적인 국립공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단일 목

적을 지닌 주정부기관인 프레시디오 트러스트가 발족했다. 과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정부기관임에

도 불구하고 트러스트에는 민간.비영리 단체의 특성을 부여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

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트러스트는 2013년에 재정적 독립성을 획득했다. 지역 커뮤니티는 군 기지가 개

Michael Boland (Chief of Park Development & Operations, The Presidio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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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는 것을 막고, 미래를 위한 비전의 형성에 기여하며, 프레시디오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여 프레시

디오의 변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트러스트 활동의 대부분은 민간, 공공, 그리고 비영리 파트너들의 

차입자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정부가 프레시디오에 투자한 3억 달러의 책정 자금은 12억 달러가 넘

는 투자에 영향을 주었다. 일련의 파트너들과 협업하면서, 트러스트는 존치된 기존의 병영과 관사, 관리 

건물을 재개발하여 공원을 재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국립공원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커뮤니티의 활발한 

관여가 없었다면, 공원 내부와 외부에서 프레시디오는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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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일리는 시드니 하버 페데레이션 트러스트의 사무총장이다. 그는 민감한 역사적 부지를 다루는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9년 동안 그는 시드니에 있는 더 록스에서 건축과 보존, 설계를 이끌

었다. 베일리는 센트럴오스트레일리아의 독특한 역사적 부지의 보존과 적응적 재활용에도 관여해왔다. 

또한 그는 주립계획부에서 시드니 시의 계획과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 검토도 했다. 

1999년 이래 그는 과거 군이 주둔했던 상징적인 시드니 하버 부지를 복원하고 재건시키는 임무를 맡은 

새로운 정부 기관인 시드니 하버 페데레이션 트러스트의 발족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지는 존치

된 기존 군사용 건물들을 대규모로 재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자족적인 공원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시

드니 하버 페데레이션 트러스트는 2009년 이래 자족적이다. 

베일리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구역의 계획과 관리에서 25년도 넘게 활동해왔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스 대

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My Presentation will focus on our experiences in Sydney in transforming eight redundant De-
fence sites into parklands that integrate with and enhance the life of the city. The sites are scat-
tered around the harbour and their locations reflected historical circumstances. Notably the 
concerns of the early English colonists about defending the new colony against other European 
empires.

From the beginning of English colonisation in 1788 numerous defensive sites around Sydney 
Harbour were occupied by the military. The strategic necessity and military relevance of these 
sites diminished over time, due to technological and strategic changes.  

In the late 1990’s the military left these sites and their future became highly contested. The army 
had plans to sell them for commercial redevelopment, however, widespread community oppo-
sition prevented this and the Government drafted legislation to prevent their sale and establish 
the Sydney Harbour Federation Trust. The role of the Trust is to rehabilitate the sites, conserve the 
heritage and open them for public parklands.

The sites were extensively contaminated, contained over 400 buildings of all shapes and sizes and 
included many items of military infrastructure such as tunnels, gun emplacements, ship yards etc.  

The Sydney Harbour Federation Trust has implemented plans that reflected the historic character 
of these sites while adaptively reusing the buildings for contemporary uses that are relevant to 
the present day.

We believe that re-using the former army buildings creates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expe-
rience of visiting the parklands. Such uses include educational and research, cafes and restau-
rants, respite centres and diverse businesses. The commercial returns generated are crucial but 
decisions to include a particular business type is based primarily on whether it is a good fit in the 
parkland or will enhance the experience of visiting the parkland. It was an approach to parkland 
creation and usage that was considered radical at the time.

To achieve this outcome we undertook exhaustive community consultation and engagement. 
The example of the Presidio was a benchmark against which reviewed our success. I will explore 
the processes we utilised to manage that consultation.

본 발표는 시드니에 존치된 8개소의 방어 시설지를 도시에서의 삶과 통합되고 이를 강화하는 공원으로 

변화시킨 경험에 초점을 둔다. 대상지는 항구 근처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의 위치는 역사적 상황을 반

영한다. 특히 새로운 식민지를 다른 유럽 제국들로부터 방어하고자 했던 초기 영국 식민지 주민의 관

심사가 그러하다. 

1788년 영국에서의 식민이 시작된 이래, 시드니 항구 주변의 수많은 방어 시설지가 군대에 점령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전략적 변화에 따라, 이 대상지의 전략적 필요성과 군사적 연관성은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에 군대가 철수했고, 이곳의 미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했다. 군 당국은 이곳을 상업적 

재개발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반대가 이를 막았고, 정부는 이곳의 판매를 

방지하고 시드니 하버 페데레이션 트러스트를 발족하기 위한 법률의 초안을 작성했다. 트러스트의 역할

은 부지를 재건하고, 유산을 보존하며, 이를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극도로 오염되었고, 400동 이상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터널과 포

좌, 조선소 등의 군사 인프라스트럭처가 다수 있다. 시드니 하버 페데레이션 트러스트는 이 대상지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건물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재활용하

고 있다. 

우리는 기존 군사용 건물의 재활용이 공원을 방문할 때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

각한다. 교육과 연구, 카페와 레스토랑, 휴식처, 다양한 사업이 이런 활용에 포함된다. 상업적 이윤의 

창출은 중요하지만, 특정한 사업 유형은 그것이 공원에 잘 부합하는지 혹은 공원 방문의 경험을 강화할

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당시 이는 공원 조성과 활용에 대한 급진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커뮤니티의 협의와 참여를 철저하게 수행했다. 프레시디오의 사례

는 우리의 성공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협의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 과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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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호우는 2001년부터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교수이자 학과장을 맡

고 있다. 그의 작업은 커뮤니티 디자인, 시민 참여, 공공 공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다문화적 장소 만들

기에 초점을 둔다. 

그는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the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2010)와 『Transcultural Cities: Border-Crossing and Placemaking』(2013)의 편집자이고,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2009)의 공저

자이다. 최근 그는 『Now Urbanism: the Future City is Here!』(2015)를 함께 편집했다. 호우 교수는 

『The Informal American City: Beyond Taco Trucks and Day Labor』(2014), 『The Emergent Asian 
City: Concomitant Urbanities and Urbanisms』(2013), 『Companion to Urban Design』(2011), 『Ex-
panding Architecture: Design as Activism』 (2008) 등의 다수의 공저서를 쓰기도 했다. 

태평양 양편을 오가면서 그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부터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민주적인 설계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했고, 대만의 토착 부족과 농민, 어부, 일본의 지역 주민, 중국의 시골 주민, 북미 도시의 

이주 청년 및 노인층과 작업한 바 있다. 

호우 교수는 2010년과 2012년에 플레이시스 북 어워드를 수상했고, 2013년에는 비엔나 공과대학 비

엔나 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그를 맥너슨 파크의 운동장과 습지 개발 자금을 지원하

는 시애틀 프로 파크 레비의 시민관리위원회 위원에 위촉했다.

Located on the Sand Point Peninsula along Lake Washington, Magnuson Park is a 350-acre 
(141-hectare) park transformed from a former Naval Air Station (NAS). Built in the 1920s, the NAS 
was the originating and ending point of the first around-the-world flight in 1924. After the sta-
tion was deactivated in 1970, a large portion of the property was given to the City of Seattle and 
to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in 1975. The city’s land was primarily 
developed as a park and subsequently renamed as Magnuson Park in honor of longtime U.S. 
Senator Warren Magnuson, a former naval officer from Seattle. Between the 1970s and 2009, 
multiple plans have been developed by not only the City but also a citizen committee appointed 
by the Mayor to develop the park. But without sufficient funding to develop the entire park, the 
development was incremental and piecemeal at best. A 5-ha. Sports Meadow was built in the 
early 1980s. More were added throughout the years. In 1999, a large playground was designed, 
developed and fund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Junior League of Seattle, a women’s leadership 
and volunteer organization. Other programs include picnic areas, swimming beach, public boat 
launch, walking trails, an off-leash dog area, the “Kite Hill,” playground, community gardens, a 
community center, and wildlife habitats (170 species of birds were reported in the Peninsula). 
The park also encompasses a historic district with Art Deco-era Navy administrative buildings. 
In 2005, a proposal to build more, lit sports fields faced strong neighborhood opposition. As a 
compromise between neighborhood activists and the City, the proposed number of sports fields 
was reduced, and a large constructed wetland area was added in 2009. Finally, adding to the ad 
hoc character of the park, it also has a history of unofficial clothing-optional use in the mid-1970s. 
The park is divided currently between three entities – Seattle Parks and Recre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operating five buildings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library storage), and Solid 
Ground (managing low-income and transitional housing for homeless). The City also rents spaces 
to a variety of nonprofit civic, arts, environmental, athletic, and recreational organizations. De-
spite its somewhat beleaguered state as a major urban park, Magnuson Park is a well-used and 
well-loved open space. Its variety of programming serves diverse citizens and citizen groups in 
the city. Its incremental and open-ended nature enables it to evolve and adapt to changing uses, 
available resources, and shifting cultures through time.

워싱턴 호숫가의 샌드 포인트 페닌술라에 위치한 350 에이커(141 헥타르)의 맥너슨 공원은 과거 해군

항공기지였던 곳이다. 1920년대에 지어진 해군항공기지는 1924년 세계 최초의 세계일주 비행의 출발

지이자 도착지였다. 기지는 1970년에 폐쇄되었고, 대부분의 부지는 1975년 시애틀 시와 미국해양대

기관리처에 양도되었다. 시의 부지는 대부분 공원으로 개발되었고, 시애틀 출신의 전직 해군사관이자 

전 상원의원인 워렌 맥너슨을 기리는 뜻에서 맥너슨 공원으로 개명되었다. 

1970년대부터 2009년 사이에 시 당국뿐 아니라 공원을 개발하도록 시장에 의해 위촉된 시민위원회가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공원 전체를 개발할 충분한 재원이 없었기에, 개발은 기껏해야 점

진적이고 단편적일 뿐이었다. 5헥타르의 경기용 초지가 1980년대 초반에 조성되었고, 수년간 추가되

었다. 1999년 시애틀 주니어 리그와 여성 지도부, 자원봉사자 조직의 노력을 통해 대형 놀이터가 설계, 

개발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피크닉 구역, 호숫가 수영장, 공공 보트 램프, 보행 

코스, 애견 운동장, “연 날리기 언덕,” 놀이터, 커뮤니티 정원, 커뮤니티 센터, 야생동물 서식지(170여

종의 조류가 페닌술라에서 보고되었다) 등이 있다. 

공원에는 아르데코 시대의 해군 행정동이 있는 역사적인 구역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조명 시설이 

있는 운동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제안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지역주민 활동가들

과 시 당국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안된 운동장의 수는 축소되었고, 2009년에는 대규모의 구축된 습

지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임시변통적인 성격을 덧붙이자면, 여기에는 1970년대 중반 나체족들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던 역사도 있다. 오늘날 공원은 시애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워싱턴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도서관 서고로 쓰이는 5개의 건물),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시 주택을 관리하는) 솔리드 그

라운드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시 당국은 다양한 시민, 예술, 환경, 체육, 레크리에이션 비영리 조직에게 

공간을 임대하기도 한다. 주요 도시 공원으로서의 다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맥너슨 공원은 잘 이

용되고 많이 사랑받는 오픈 스페이스이다.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래밍은 도시의 다양한 시민과 시민 그

룹을 만족시킨다. 공원의 점진적이고 확장 가능한 성격은 공원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활용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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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홍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워싱턴주립대 풀브라이트 연구교수, 

2007~2009년 서울시립대 기획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2007~2010년 프랑크푸르트, 베를

린, 탈린, 바르셀로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메가시티 네트워크 : 한국현대건축전’을 총괄기

획하였다.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2007), 『도시 건축의 새

로운 상상력』, (2009), 『On Asian Streets and Public Space』(2010, 공저), 『길모퉁이 건축: 건설

한국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간건축』, (2011), 『Future Asian Space: Projecting the Urban Space 

of New East Asia』 (2012, 공저) 등 저서를 포함하여 도시와 건축에 관한 글을 국내외에 발표했다. 

2012년 용산공원 마스터플랜 국제현상설계를 심사했다. 현재 서울의 도시성과 건축에 관한 연구와 집

필을 하고 있다.

1965년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산업미술학과 학사, 시카고 예술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였다. 현재 추계예술 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

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of korea) 위원을 역임하였고 문화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도

시, 지역문화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접목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공공간과 공원에 대

한 관심은 서울그린스트 NPO 활동, 용산공원 전문위원, 마곡중앙공원 마스터플래너(MP)활동으로 이

어져 공원과 문화에 대한 접목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창조인력의 지역선호요인』 (2014), 『

창조도시를 넘어서』 (2014, 공저),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 (2014, 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조경설계, 조경미학, 현대조경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월간 『환경과조경』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과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가 있으며, 『라지 파크』를 번역했다. 『건축.도시.조경의 지식 지형』 등 다

수의 책을 동학들과 함께 썼다.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2005)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2011)을 주

도했고,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2009)와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2012) 운영.진행에 참여했다.

Sung-Hong Kim (Prof., University of Seoul)

Eun-Sil Park (Prof., Chugye University)

Jeong-Hann Pae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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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운동가 그리고 문화연구자. 시민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사회운동단체 ‘문화

연대’에서 16년째 활동하고 있다.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시민캠페인 ‘용산미군기지를 생

태문화공원으로’, 관련 연구 및 정책토론 등에 참여해 왔다. 현재 협동조합 성북신나 이사장, 서울시 문

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3년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AA School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Ph. D.)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2년부터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를 조직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한평공원 사업, 놀이터 디자

인, 마을만들기 등의 현장기반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을 이끌고 있으며 시민 주도로 공간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자산화은행(Community 

Asset Bank)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2009), 『커뮤니티디자

인을 하다』(2009),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2009),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 재생』

(2011),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2012) 등이 있다.

Won-Jae Lee (Chief, Cultural Alliance) 

Young-Bum Lee (Prof., Kyonggi University)
토론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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