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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어택 으로 파괴된 도시블록 어택 으로 파괴된 도시블록 어택 으로 파괴된 도시블록 어택 으로 파괴된 도시(Block Attack)(Block Attack)(Block Attack)(Block Attack)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시론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시론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시론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시론

조한 혜정조한 혜정조한 혜정조한 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근대도시와 도시적 마을근대도시와 도시적 마을근대도시와 도시적 마을근대도시와 도시적 마을1. ‘ (urban village)’

도시의 역사는 근대의 역사 그 자체이다 봉건영주와 수탈과 가부장의 통제에서 살아야 했던 중세.
주민들은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며 주저 없이 고향을 떠났다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은 자유로운 노“ ” . ‘
동자 가 되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핵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개인주의(free laborer)’
시대의 주역이 된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저축을 하고 집을 마.
련하는 살림꾼 주부로 변신한다 시장 의 축복 속에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근대 도시 핵가족의. ‘ ’
등장이다.

중세적 도시가 대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근대 도시는 개인 핵,
가족과 이웃이 중심이 된다 이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웃사촌 들과 새로운 도시 마을. ‘ ’ ‘

을 형성하게 되고 근대공업도시는 이런 도시 마을 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쌓아간다(urban village)’ , ‘ ’ .

이런 도시 마을 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풍광은 선진국 이 되면서 급속도로 변하게 된다 인건비가‘ ’ ‘ ’ .
높아지면서 공장들이 대거 인건비가 싼 나라로 빠져나가고 많은 도시 주민들이 실업자가 된다 행정 수.
도이거나 특별히 서비스와 문화산업을 발달시키고 금융계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도시가 살아남기 힘
들어진다 초대형 메트로폴리스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것이다 초대형 메트로폴리스에서 살아남은 이. .
들도 별로 행복하지는 않다 직장에서의 노동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월급이 올라도 소비할 것은 그 못.
지않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득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자유는 물건을 고를 자유일 뿐이며 오로지.
돈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임을 깨닫게 된다 시장 은 지구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전세계를. ‘ ’
누비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사실상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마침내 도시의 공기는 탁하고 답답하다 며 도시를 떠나는 행렬이 시작된다 근대 도시는 쇠락하고 새“ ” .
로운 탈근대 도시의 시대가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전환기에 일고 있는 도시적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다 우리.
는 지금 포스트 성장 시대 포스트 개발 시대 글로벌 경쟁 시대 고용 없는 성장 고실업 시대 위험, , , , ,
사회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탈근대적 위기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잘 하(risk society) ,
고 있는 모범 사례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가. ?
그리고 이때의 우리 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근대적 계몽주의 시대가 끝난 지금 나 역시 이 문제‘ ’ ? ,
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으.
려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태도일 것이다 성급하게 가기보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제대로된 질문을 찾아.
내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가진 상황의 난감함을 제대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례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면 거. ‘
울 의 사례로서일 것이다’ .

자 각자가 선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의 문제를 풀어가보도, ‘ ’
록 하자 서로 영감을 받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할 일이 있다면 네트워킹을 하는 정도가 우리가 이 자. ,
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나는 서울이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년을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60 ,



Green Community Design 3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 살고 싶은 인류학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한 마,
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돕는 공공적 지식인 의 입장에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그간(public intellectual)
의 고민을 나누어보려 한다.

블록 어택을 당한 서울블록 어택을 당한 서울블록 어택을 당한 서울블록 어택을 당한 서울2.

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커뮤니티를 이야기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블‘

록 어택 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도시의 진화는 서구와 아시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block attack)’ .

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거치면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면 비서구 사회의 경우. ,

서구라는 선진 모델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서구에 비해 매우 압축적인 속도의 변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서론에서 도시로 몰려간 농촌 주민들이 도심 주변에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내면서 근대.

도시가 시작된다는 말을 했는데 서울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 갑자기 들이닥친 수많은 이주민들로, .

서울에는 짧은 시일 안에 많은 집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새 택지가 조성되고 연립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 접근이 어려운 산중턱까지 집들이 들어서서 이른바 달동네 를 이루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 ‘ ’ .

에 적응하면서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만들어갔다 어릴 적 마을에서 성장해서 나름 마을 살. ‘

이 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이들이 만들어낸 휴먼 스케일 도시적 마을 인 것이다 빈 공간’ (urban village) .

에 들어선 비전형적 건축물들은 주민들의 지혜로운 마을 살이 를 담아내는 장소 로 조화를(space) ‘ ’ (place)

이루어갔다 이들 마을 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뀌는 생활공간이자 안전성과 친밀성과. ‘ ’

기억을 담아내는 장소로 진화하는 중이었다.

그런 도시가 최근 거대한 블록들에 의해 침입을 당했다 동아시아 지역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

것은 주거공간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 즉 공간적 풍부함과 사회적 다양성 같은 것을 담,

아내지 못한 채 재산 증식의 수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디자인그.”

룹 의 창업자이자 디렉터인 위니 마스 가 한 말이다MVRDV (Winy Mass) .1) 아시아 대도시를 조사한

팀은 이 도시들이 급속하게 블록 들에 의해 잠식된 현실을 발견하고 이를 블록 어택MVRDV ‘ ’ ‘ (block

이라고 불렀다 도시가 삽시간에 대량생산된 주거 양식의 침략 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attack)' . “ ” .

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은 이미 블록들이 도시적 마을을 거의 휩쓸어버린 상태이며 베이징과 상하, ,

이는 블록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이 만 아파트 단위. 130

를 기록하여 가장 강력한 블록 어택을 받은 도시라고 보고 있다.

온기가 살아 있던 도시 마을 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철근 콘크리트의 고층 주거‘ (urban village)’

타워들에 의해 삽시간에 사라지고 이 마을 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 ’

삶의 그릇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휴먼 스케일의 골목 밤늦게까지. ,

열려 있던 동네 이발소와 식당 헌책방과 만화가게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는 마을 중심부는 사라지고, ,

대형 놀이공원과 백화점 거대한 카트를 끌고 시장을 보는 대규모 슈퍼마켓과 마트가 들어섰다 점점, .

더 바쁘고 불안해진 이웃들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지의 출입을 강화

하자는 등의 안건이 없는 한 서로 만나는 일이 없다 거대 주거 단지를 지으면서 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거대한 문화센터와 체육관을 짓지만 그곳은 시민들을 단순 소비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들어낼,

뿐이다 블록 어택을 당한 주거단지는 친척도 이웃도 때론 가족도 없는 자기 한 몸 관리하기 바쁜. , , ‘ ’

무연 의 개인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공간인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 살이 의 핵심 원리인 다양‘ ’ . ‘ ’

성 유연성 개성 집단성 친밀성 은 찾아보기(diversity), (flexibility), (individuality), (collectivity), (intimacy)

힘들어진다 이미 이십여 년 된 아파트 동네에서는 도시적 마을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

1) 이인선 획일화한 고층주택 탓 공동체 해체 개성다양성 담긴 주거 실험 탐색 필요 한국일보 주영재 아파트처럼, " · ", 2012.07.04, , “

쌓아 올린 전통 도시 마을 경향신문” 2012.07.02,

블록 어택 의 개념은 년 월 토탈 미술관에서 전시한 버티칼 빌리지 전시와 도록을 참고 하였다 버티‘ (block attack)’ 2012 7 [ ] . (MVRDV, [

칼 빌리지 이퀄 북스], 2012, )



그러나 여전히 재개발의 소용돌이에 바람이 든 서울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 살이 에 눈을 돌‘ ’
리기에는 너무 척박한 곳이다 아파트 불패의 신화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으며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회를 놓치면 행복의 파랑새를 영영 날려버릴 것 같은 광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젖어 다수의 시민들은 블록 어택 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공격하는 적이라고 보지 않고‘ ’
있다 물론 이런 분위기를 만든 무대 뒤의 연출가들은 블록 건축을 통해 돈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토.
건업자와 대출 금융계와 정계를 포함한 결탁체이고 이들은 회유와 설득과 법적 제재와 폭력 등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하였다.2) 어떤 면에서 뉴타운과 재개발 열풍은 정부와 시장과 시민들 모두가 공범이
되어 벌인 투기자본주의의 대표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결국 재개발과 뉴타운 정책은 도시적 마을을.
한 순간에 밀어 없앴을 뿐 아니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아
주 많은 폭력과 상처를 남겼다 이 상처와 폭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마을 만들기가 제.
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정치권과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풀기가 어렵겠지만 서. 　
울 살이가 마을 살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명하게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들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들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들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들3.

현재 한국은 한국의 대중가수와 드라마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는다며 한류 열풍에 열을 올리
고 년 런던 올림픽에서 위를 기록했다는 자부심에 들떠있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이 그 못지, 2012 5 ,
않게 많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노동 강도 최고의 청년 자살률과 독거노인 비율을 기록하는. ,
곳이기도 하다 성공 모델보다 실은 반면 거울로 배울 점이 많은 사회일 것이다 이런 심각한 공격을. .
당한 서울이지만 이곳에서 마을 만들기 움직임은 꾸준히 일어왔다 위기가 기회 라고들 말하지 않는. “ ”
가 이 차원에서 보면 서울은 선진 도시 이다 블록 어택을 심하게 당한 서울이 휴먼 스케일의 도심? ‘ ’ .　
마을적 삶을 회복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사건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 풀뿌리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례들은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다.
블록 어택을 당하지 않은 지역 그리고 블록 어택에 동요하지 않은 시민들이 십여 년 전부터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풀겠다며 도시적 마을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년대에 대. 1980
학을 다니면서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의식화된 시민들이다 이들은 크게 두 영역에서 일을.
벌였는데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적 활동이다 그들은 공부방이라거나 소.
외된 청소년들과 함께 대안학습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도 하였다 지역 안에서 평등을 이루고.
싶어 한 자들이 돌봄의 공간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주민운동을 벌여간 것이다 다른 그룹은 새로운 사.
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삶에서 운동을 시작한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공동육아로부터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성미산 마을의 경우는 몇 명의 시민들이 융통성 있고 비정형적인 건축물들이 여전.
히 남아 있으며 골목이 살아 있는 작은 규모의 지역을 택해서 공동육아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마을이다.
공동육아를 통해 형성된 느슨한 주민들의 모임은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 시켰고 동네 산을 깎아,
서 수도배수지를 짓겠다는 구청의 계획에 함께 반대하면서 마을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수시로.
만나게 되면 서로의 욕구를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반찬가게가 들어서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안학교가 생겨나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겨났다 자동, .
차 수리 단골가게도 들어서고 수시로 다양한 마을 축제를 열게 되고 이런 곳이 좋아 이사를 들어온,　
재능 있는 주민들은 리사이클 숍과 요가 겸 치유의 공간을 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안 중. 　
고등학교가 정착되고 앞으로 마을의 대안 대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오가게 된다.

년대 초반에 시작된 년대 민주화 세대에 의한 이런 움직임에 년대에 대학을 다닌1990 1980 1990 30
대들이 합류했다 고립된 핵가족적 단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간파한 어머니들이 어린이 도.
서관을 만들고 혁신 학교운동에 참여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2) 최근에 선풍을 일으킨 김일란 홍지유 감독의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 은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참사를 다룬 작품으로 재개발, [ ](2011)

사업에 개입한 공권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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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기 시작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은 이런 마을 만들기에 또 다른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십.
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에서는 점차 단골 경제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외부 기획사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마을 축제와 문화제와 대안 학습의 장은 자연스럽게 많은 일자리와 일거리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화석 연료가 바닥이 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서 또한 년 이웃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서울의, 2011
어머니들은 에너지와 먹을 거리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도시 농사에 대.
한 관심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관민 협력 마을 공간 생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한 뼘 공원 동네 우물 빗물 가든 생태 놀이터와 공원. , , , ,
마을 숲 옥상과 벽 녹화사업 등이 그것이다 성대골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 .
하는 에너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등 이른바 ‘ENERGY DOWN, ENERGY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SHIFT’ .

도심 내 마을은 바로 이렇게 현재 삶에 불만을 느낀 몇 명의 주민들에 의해 생긴 모임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런 확장을 통해 시장적 생산성과 경쟁 그리고 적대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승. ,
자독식적 삶을 지양하고 아이를 키우고 식사를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개성과 다양성 협력을 담아낼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주거 공간. ,
마을 의 회복이자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결속력을 동시에 일궈내는 도시 재생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 ) .
임은 아직 크리티칼 매스 를 형성해서 주류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허약 하(critical mass) (fragile)
다 이들이 도시적 마을로 진화하기에는 여전히 공적 공간을 포함한 물적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 ,
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다양성과 융통성 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 (diversity and flexibility) .
수의 서울시민들은 여전히 이사를 자주 다니는 상황이다.3) 대학생들에게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상당수가 서너 번 이사를 다녔다고 하고 그런 잦은 이사로 인해 기억에 남는 정을 붙인 장소가,
없다고 하였다 마을이라거나 장소성 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placeness)
것이다 반면 잦은 이동과 빈곤 그리고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
희구가 강하게 생기고 있기도 하다 서울에서 도시적 마을을 만들어내는데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 역할.
을 한 곳은 인문학 시대 공부를 하면서 도시적 느슨한 공동체를 꾸려낸 연구 공간 수유 너머 일 것이‘ + ’
다 최근에 공동 주거와 공동 생활을 실험해온 용산 해방촌의 빈집 과 빈가게 도 주목할 장소인데 이. ‘ ’ ‘ ’
둘 모두 대 청년들이 주축이다20~30 .

그러나 여전히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공할 삶의 속도와 그에 따른 피로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최근 저서 피로사회 에서 구성원들을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로 몰아넣[ ](2012)
는 성과주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세기가 결핍의 시대 이자 규율 사회 였다면 세기는. 20 ‘ ’ ‘ ’ 21
과잉의 시대 이자 성과 사회 라고 규정한다 이런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성‘ ’ ‘ ’ .
과를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 속전속결 선진첨단 을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달린다 그러나 이 체제는‘ ’, ‘ ’ .
성능 없는 성과 사회 이며 인간을 관리하는 기‘ (productivity society without potentiality/ competence)’
계처럼 만들어가는 사회이다 이 성과 주체들은 일단 멈추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
로 달리고 있어서 다른 일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
각하면서 과속으로 달리는 체제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중이다 소통 부재의 사회 무연 사회에서. ,
섬처럼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낸시 폴브레의 주장대로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히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슴 의 영역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 .4) 현재 성과사회의 위기는 바
로 그 보이지 않는 가슴의 영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소멸의 조짐은 그간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해오던 주부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골목 어귀에서 수다를 떨.
고 옆집 손주를 돌봐주기도 하던 줄이 된 어머니들이 그간 마을의 주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50 .

3) 통계청이 발표한 년 서울 인구 이동률은 에 이른다 서울시민 명 중 명이 한 해 동안 살던 곳을 옮겼다는 말이2011 17~18% . 100 20

다 이는 일본의 이동률 에 비하면 극단적인 비율이다 김상철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 문. 2~4% . ( , “ , ?”, 2012.06.07,

화연대 서울시 문화 정책 토론회 발제문)

4) 낸시 폴브레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또하나의문화(Nancy Folbre), 2007, [ : ],



제 자아실현 을 위해 취미 교실에 다니거나 자녀 취업을 위한 알바를 뛰거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서‘ ’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골목에서 사라졌다 그간 엄마들. .
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공부방을 열기도 했지만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혼자 아기를 보거
나 나라에서 만든 보육원에 맡긴다 그간 부지런히 아이를 키운 엄마들에게 이제 마을의 공동 육아방을.
해보라고 말하면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육아와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아이를 빨리 보.
육시설이나 학교나 학원에 맡겨 경력단절 기간을 줄이고 싶은 생각만 간절하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 .
시장을 위한 노동력 문제와 직결시키는 도구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가슴 의 영역‘ ’
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블록 어택을 당한 토건 국가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블록 어택에 대한 반격은 마을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
모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판을 만드는 것이 행복해서 그런 자리에서 늘 마음 두근거리는 사람 서로 돌,
보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불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존심과 이권 명예, ,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돌봄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돌봄 공동체는 개성과 다양성 집단성과 친밀성 그리고 유연성이 살아 있는 장소일 것이며 이를 통해, ,
망가진 도시의 삶은 되살아날 수 있다 다행히 그런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이 도시 마을 살이의.
모습들이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런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시장적 생산성과 경쟁 그리고. ,
적대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승자독식적 삶이 아닌 삶이 가능한 곳 함께 아이를 키우고 밥을 나누고 상,
부상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이웃들과 자신.
이 직면한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조 모임이 생겨나고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공조 활동으로 확‘ ’ ‘ ’
장되면서 새로운 공공 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자조 공조‘ ’ . ‘ ( , self help) ( , group助 共助

공조 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바로 후기근대에 태풍을 일으킬 작help) ( , public help)’公助
은 거대한 나비의 팔락임이라고 강조하곤 한다 년대 소비에트가 망하면서 석유 부족으로 인한 극. 1990
도의 결핍상황을 커뮤니티의 힘으로 극복한 쿠바의 사례5)나 역시 피크 오일 과 갖가지 재난에 대비해‘ ’
서 마을을 전환시킨 영국의 의 사례를 보면 작은 움직임이 실은 전혀 작은 움Totnes Transition Town
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6)

마치며 사회적 돌봄 영역의 회복과 마을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마치며 사회적 돌봄 영역의 회복과 마을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마치며 사회적 돌봄 영역의 회복과 마을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마치며 사회적 돌봄 영역의 회복과 마을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4. :

다시 마을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간 물리적 도시가 도시인의 삶을 조성했다면 지금은 도시인의 삶. ,
이 도시를 변화시킬 때이다 페미니스트 낸시 프레이저 는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삶에 대해 이. (1997:62)
렇게 쓰고 있다.

돈 버는 것과 보살피는 것 지역 운동과 정치 참여 그 외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 ,
상호 시너지를 내는 통합된 사회를 상상해보라 재미있게 놀 시간도 있다고 상정해보자 그런 미래는. .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탈 산업사회로 이동하는 시대에 그 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는 다시 민주적 세상을 꿈꾸기는 힘들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그간 해온 사업과는 내용과 방식 면에서 급진적으로 다른 성격의 일이다 그.
것은 그간 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라 생각해온 돌봄을 사회화하는 일이다 그것은 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다 성장주의 시대에 우리가 해온 것이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하.
고 전쟁을 하듯 사냥을 하듯 전략적 작전을 짜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간의, ,
상처를 치유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미처 키워내지 못한 돌봄의 능력을 회복해가야
하는 것이다 거대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있거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5) 오일 위기를 년전에 겪은 쿠바가 어떻게 자전거 새로운 운송 도시 농업 식량 혁명 등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되었는20 , , ,

지를 보여주는 영화로 가 있다“The Power of community How Cuba Survived Peak Oil (2006)” .

http://www.powerofcommunity.org/cm/index.php

6) 년에 일기 시작한 토트니스 트렌지션 운동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렌시션 타운 홈페이지는 일본이2006 . ,

년 츠나미 이후 일으키고 있는 트렌지션 타운 운동은 홈페이지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아시아 운동에 대해2011 transition town

서도 영문 사이트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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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자기 성찰을 하게하는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일 것이다 작은 것의 소중함 생명을 키우는 돌봄. ,
의 경험과 감각 없이 진행되는 성급한 마을사업은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을 만들기는 도구적 합리성 이 아니라 소통 합리성 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적‘ ’ ‘ ’ , “
삶의 디자인 이므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이 아름답다(design for community living)” , “ ”
는 철학을 내면화 한 사람 지속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할 프로젝트이다 마을을 만드는, .
일은 토건사업처럼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 자체가.
마을 만들기이다 마을은 도구적 공동체가 아니라 소통과 돌봄의 공동체이므로 만일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일을 해내겠다면 그간의 성과주의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원리의 행정지원제도가 나와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사례 에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의 질을 보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
것이다 마을 관련 일에 연루된 이들은 그간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에 길들여진 몸부터 바꾸어내야 하.
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가 단순히 공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꾸는 작업이고 인생을 바꾸는.
개벽적 과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면에서 혼자 일을 기획하고 도모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작은. .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모여서 토론하는 것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부족한 점을 타인과, ,
의 연결을 통해 메울 줄 모르는 사람은 피해야 할 요주의 인물이다 주민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면 산적.
해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마을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
서 나는 그간 마을 디자인을 해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함께 둘러 앉아 회의하는 자리.
에서 희열을 느껴 봤는지를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마을 디자인 또는 마을 디자이너 라는 개념이 불편하다 의 뉘앙스‘ ’ ‘ ’ . ‘top down’　
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디자인한다는 말인가 마을 만들기는 자공공 의 원리. ? ‘ ’
를 실현하려는 주민들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는 공동의 프로젝트이다 마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일꾼.
들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애니메이터‘ (coordinator)’, ‘ (facilitator)’, ‘ (animator)’
그리고 네트워커 의 역할을 하는 이들일 것이다 나는 후기 근대에는 청년들이 이 역할을‘ (networker)’ .
맡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믿고 있다 이미 문화적 감수성과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키운 많은.
청년들이 마을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적이며 문화적 감각이 풍부한 디자이너들이다 그. .
러나 이들이 가진 디자인 감각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
에 빛난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배울 줄 안다 이들은 획일적인 것을 참지 못한다. . .
다양성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바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임을 누구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치와 자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주민들을 찾아내고 초대.
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땅 밑의 씨앗을 볼 줄 아는 투시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 .

이들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을의 원탁회의를 통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을 디자이너들이 네트워킹을 시작할 때.
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탁월한 마을 일꾼들의 네트워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침 서울시가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
관민 협동을 통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만일 훌륭한 마을 일꾼들과 연애 를 시작. ‘ ’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블록. , .
어택을 당한 서울에 봄이 오기를 그래서 아시아에 부는 블록 어택의 광기를 마을의 힘으로 잠재울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자.



도시에서 마을까지 새로운 수원시 커뮤니티도시에서 마을까지 새로운 수원시 커뮤니티도시에서 마을까지 새로운 수원시 커뮤니티도시에서 마을까지 새로운 수원시 커뮤니티

디자인 경험디자인 경험디자인 경험디자인 경험

이 재 준이 재 준이 재 준이 재 준 수원시 제 부시장2

수원시는 한국 제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수원시는 국가경제 성장정책에 힘입어 지난 여년간. 50
만명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생태계 파괴 도시 양극화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110 , , ,

봉착하였다 따라서 최근 민선 기 이후 수원시는 시정비전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로 설정하고 콘. ( 5 ) ‘ ’ ,
크리트 행정에서 탈피하여 사람중심의 도시로 전환하는 도시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수원시는 특히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해 도시에서 마을까지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과 제도를
새롭게 실험하는 진보적인 거버넌스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
을 만드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의 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의 주요' ', ' ',
현안과 갈등을 줄이는 시민배심원제 시민들이 생활불편과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인 원탁회의 시‘ ’, ‘500 ’,
장이 직접 시민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느티나무 벤치미팅 등의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그 중 커뮤니티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추진한 수원시 사례는 주민
자치 차원에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시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바‘ ( )’,
꾸고 공동체 회복에 참여하는 마을르네상스와 같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시민계획단시민계획단시민계획단시민계획단1.

왜 시민참여인가왜 시민참여인가왜 시민참여인가왜 시민참여인가1) !

도시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행위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주도의 도시계획이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
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혹은 공고 공람 과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시, .
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사전 계획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문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다양한,
민원 허용 및 미허용 시설에 대한 지역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고, .
도성장 시대는 주민참여 부작용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시민은 배제되고 주로 전문가 위주의 도시계획
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고도성장이 저성장으로 바뀌었고 관 중심에서 민 중심의 거버넌스 시대로 변. ,
했다 더불어 시민들 교육이나 참여의식도 성숙했다 또한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
자치단체장 임기 년 에 따라 목표와 전략 사업들이 작위적으로 변화하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도시(4 ) , .
기본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민의 가치와 눈높이로 도시의 비전과 전략 사업들을 계획,
하고 집행하는 흔들림 없는 도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시민 대중의 지혜가 뛰어난 전문가 엘리트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
을 내린다는 집단지성의 철학에 기초해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갑니다 란 정책브랜드로 수, ‘ , ’
원시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시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도시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였‘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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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2) !

년 초 수원시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명의 시민계획2012 130
단과 명의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해 출발하였다 시민계획단은 사전에 약 일간 차례의 운영관, 100 . 100 10
리에 대한 세밀한 기획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진행은 월부터 월말까지 토요일 오후에 총 단계, 4 6 5
로 실시되었다 총 단계는 단계에 비전 및 목표 단계에 기본방향과 전략 단계에 세부실천전략. 5 1 ‘ ’, 2 ‘ ’, 3 ‘ ’,
단계에 지표 및 주요계획 단계에 도시기본구상 등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계획단과는 별4 ‘ ’, 5 ‘ ’ .

도로 수원시청과 개 주민자치센터 등 총 개소에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39 40
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은 환경에서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을 포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전문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시민계획단은 용어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총 단계로 진행된 시민계획단 회의에 각 단계별로 학습 토론 결정 의 과정을 마련하였다 계, 5 ‘ ’ .→ →
획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고 분과별로 모여 토론한 후 이어서 전체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먼저 학습은 시민계획단이 단계별로 토론할 도시계획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교육이었다 학습내.
용은 전문가가 단계별 토론 주제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과 단계별 토론의 쟁점에 대한 몇 가
지 대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준비되었다 또한 토론은 학습 과정 이후에 개 분과별로 진행되었다 분. 6 .
과별 토론과정에 제안된 내용은 도시계획에 반영될 사항 일반행정에 반영될 사항 소수의견 등으로 구, ,
분하여 모든 의견을 정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과별 토론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분과장 토. (
론진행 을 중심으로 간사 종합정리 간사보 기록 관련공무원 질의 응답 등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참여) ( ), ( ), ( )
와 유도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결정은 분과별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시민계획단의 의사결정.
투표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자투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학습 토론 결정 으로 진행된 논의 구조는 시. ‘ ’→ →
민계획단 스스로 도시의 미래상을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자부심과 흥미 그리고 계획을 체계화시키는 순,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특징적인 의사결정중의 하나는 년 미래도시 수원을 위한 시민 실천지표로서 시민계획단은 매년2030
이웃사촌 가족 이상 만들기 가정마다 월 회 자원봉사하기 가구 평의 텃밭 가꾸기 청소년계획단은3 , 1 , 1 1 ,
가정마다 월 회 자원봉사하기 한 달에 한 권씩 책읽기 수원시 행사 년에 회 참여하기 등과 같은 재1 , , 1
미있고 실천 가능한 시민실천지표로 토론하고 결정한 점이다.

수원 시민계획단 회의 개최 청소년계획단 회의 개최< > < >

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3) !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참여 도시계획 모델인 수원시 시민계획단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예상과는 달리 시민계획단은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 .
전에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갈등이나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를 위한 균형된 발전과 구도심과 같은 도시와 환경문제 해결을 중,
시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토론과 의사결정이 대체로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과 최종 결정된 시민계획단의 의사결정 수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시민,
계획단과 청소년계획단의 의사결정 수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한 좋은 경험이었다 따라서 소수.
의 전문가 엘리트가 아닌 시민 대중에 의한 집단지성의 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 참여 시민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시민동아리 공연 포토제닉 선발 전자투표 등의 다, ,
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킨다면 시민참여 그 자체를 시민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으로 실험된 수원시 시민계획단 운영은 그 성패를 떠나 우리나라 시민참여 도시계
획을 위한 경험적 자산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벌써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
민계획단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보면.
시민참여 도시계획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계획단 시민참여 한마당 시민계획단꿈의지도 전달< > < >

마을르네상스마을르네상스마을르네상스마을르네상스3.

어떻게 준비되었나어떻게 준비되었나어떻게 준비되었나어떻게 준비되었나1) !

점차 시민참여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최근 수원시는 참여와 소통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을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도시정책에 걸.
맞는 새로운 도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개선하는 마을르네상‘
스 라는 정책브랜드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민참여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년 전문가와 행정가들로 를 구성해 좋은마을만들기2010 TF
조례를 만들었고 년 새로 신설된 제 부시장 직속으로 행정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신설하, 2011 2
여 총괄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년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발. 2011
족하는 한편 민간의 인적자원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여 마을만들,
기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조직 구성과 함께 마을만들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과정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구토론회 진행 결과인 마을르네상스 정책. , ,
방향을 정리하여 년 상반기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2011 .

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어떻게 추진되었나2) !

수원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참여에 기초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바꾸는 정책이다 따라서 먼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마을학.
교 선진도시 견학과 연찬 마을르네상스 정책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을학교는 동네에서 마을만, , .
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자원 찾기 의제설정 조직구성 등 실제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 ,
는 주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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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로는 주간의 도시대학 과정이 있다 도시대학은 경험과 학식이 높은 강사들의 이론교육과 팀8 .
별 토론 발표 등의 전문과정으로 진행되며 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열린다, 2012 .

또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마을르네상스와 도시르네상스로 그
유형을 구분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조성과 공간조성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공. , .
동체 프로그램은 조직구성 자원조사 마을축제 마을계획 수립 등 대체로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 , ,
그램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공동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개념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배우면서 입문하게 된다 그 다음 마을시설 사업인 담장 허물기 놀. ,
이터 개선 보육시설 개선 등 마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중심에 두게 된다 다음으로 시설사업보다, .
규모가 큰 사업인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블록형 공간조성이 추진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도.
심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르네상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구도심
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마을르네상스의 단계적 사업 계획이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년 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하여 여건 년은 건의 사업이2011 90 50 , 2012 150
참여하여 그 중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여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향후 더 많은 주민이 응모할 수90 .
있도록 정기와 수시공모 기획공모 등 공모사업의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 많,
이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
체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마을르네상스의 추진 동력은 자발적인 주민 주체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나눔과 재능기부 활
동에서 찾을 수 있다 수원시 인계동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에 마을 봉사센터를 설치해 자원봉사를 마.
을르네상스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세계문화유산 화성 주변에 있는 지동의 사례를 대표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수원시 지동은 높은 언덕과 비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자동차가 다니기가 힘든 마을.
이다 이 골목길에 수원청년회 회원 재능기부자 삼성전자 자원봉사단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에. , ,
참여하고 있다 벽을 넘어 사람속으로 라는 테마로한 지동의 벽화그리기 추억의 골목길 축제 노을빛. ‘ ’ , ,
옥상음악회 사진전 등이 화려하게 개최되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정겨운 골목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또한 정자동과 조원동 율천동 주민들이 개최했던 마을축제의 경우 사회자도 공연에 나. , ,
선 색소폰 연주자도 이웃돕기를 위한 먹거리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을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자원봉사자가 늘어 현재는 여명의 마을봉사자가 마을. 200
르네상스사업에 봉사하고 있다 마을르네상스 운동은 지역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협약식 수원마을학교 졸업식< > < >

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변화된 가능성은 무엇인가3) !

마을르네상스는 다양한 주체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운동이
다 수원시는 아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주민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점차 시민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수원 마을.
르네상스 운동은 점차 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자 대학과 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거버, , ,
넌스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는 낙후된 마을이 문화예술 마을로 활력을 찾고 침체된 시장이 문화 시장,
이 되어 매출을 올리고 불편하기만 했던 작고 비좁은 길이 정겨운 추억의 골목길이 되고 있는 것을 경,
험하고 있다 또한 정체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
아가는 중이다.

지동 벽화 그리기 추억의 골목길 축제< > < >

커뮤니티 디자인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커뮤니티 디자인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커뮤니티 디자인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커뮤니티 디자인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4. !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수원시 시민계획단과 마을르네상스에 참여한 수원시민들
은 도시와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스스로 참여와 소통 방식을 배우며 다양한 성과,
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수원 사람들의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가와 시민들의 넘치는. ,
에너지와 땀 그리고 시민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건전한 정책대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따라서 수원시 시민계획단과 마을르네상스는 지역자치운동 차원에서 전국자치운동 모델이자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의 방안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수원시의 새로운 커뮤니티 디자인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향후 과제는 계획적으로는 시민참여 도시계획에서 마을계획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
고 사업적으로는 마을르네상스에서 도시르네상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이 시민참여, .
도시계획에서 마을계획 마을르네상스에서 도시르네상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년간 조 내외의 국비 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행정 재정적 관심과 노( 2 )
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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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최광빈최광빈최광빈최광빈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국장

서울의 공원녹지 현황서울의 공원녹지 현황서울의 공원녹지 현황서울의 공원녹지 현황

서울의 지리적 특성-

서울은 도심중앙부 동서방향으로 한강이 흐르고 중앙에는 남산 외곽으로는 북한산 관악산, , , ,
용마산 우면산 등 산으로 둘러 쌓여 있음,

면 적 국토의- : 605.21 ( 0.6%)㎢

인 구 명 인구의- : 10,519,479 ( 21.2%)

공원녹지 현황공원녹지 현황공원녹지 현황공원녹지 현황< >

공원녹지율 공원율 녹지율- : 30.33%( 28.05% 2.28%)

서울시 공원녹지면적- : 183.56㎢

공원면적 녹지면적- : 169.79 , 13.77㎢ ㎢
- 서울시 인당 공원면적1 : 16.14㎡

녹색도시 서울의 기본현황녹색도시 서울의 기본현황녹색도시 서울의 기본현황녹색도시 서울의 기본현황< , >



정 책 지 표정 책 지 표정 책 지 표정 책 지 표< >

공원녹지 정책의 변천공원녹지 정책의 변천공원녹지 정책의 변천공원녹지 정책의 변천

년 이전 공원관련법의 제정- 1970 →

년 도시계획법 제정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입법화- 1962 .

년 공원법 을 제정하여 도시계획법과 분리- 1967 ‘ ’

일제강점기 훼손된 국토 회복을 위한 치산녹화 계획 추진-

궁궐 왕릉 유원지 등이 공원기능을 수행- , ,

공원정책의 태동공원정책의 태동공원정책의 태동공원정책의 태동1971 ~ 1979 →→→→

산림경영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보호위주 정책 실현- (1971)

공원녹지의 확대보다는 도시경제 발전에 주력-

새마을 운동을 통한 마을단위 녹화사업-

어린이대공원 등 대규모 거점공원의 설치-

도시미관계획 추진도시미관계획 추진도시미관계획 추진도시미관계획 추진1980 ~ 1990 →→→→

공원법이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화- (1980)

수도 서울을 푸르게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아시안 게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와 연계- ‘86 , ’88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한강의 휴식공간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1981) -

수도녹화 개년 계획 수립- 5 (1982)

서울대공원 개원 올림픽공원 개원 등- (198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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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 추진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 추진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 추진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 추진1991 ~ 1994 →→→→

남산을 잠식하고 있는 시설 이전 추진-

남산외인아파트 및 주택철거 야외식물원 조성( )→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남산 한옥마을 조성- →

국가안전기획부 국악고등학교 이전 등- ,

남산의 상징 소나무 심기 사업 추진- ‘ ’

공원녹지확충 개년 계획 수립 추진공원녹지확충 개년 계획 수립 추진공원녹지확충 개년 계획 수립 추진공원녹지확충 개년 계획 수립 추진1995 ~ 1998 5→→→→

년대 초반까지 개발위주 정책으로 오픈스페이스가 감소되었으나- 1990

소득증대 의식수준 향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증대,

공원녹지정책 본격 시행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 →

확충면적 천 공원율- : 3,270 ( 24.91% 25.44%)㎡ →

주요성과 여의도공원 맥주 파이롯트 등 공장이적지 공원화- : , OB ,

덕수궁 걷고싶은 길 조성

생명의 나무 만 그루 심기생명의 나무 만 그루 심기생명의 나무 만 그루 심기생명의 나무 만 그루 심기1999 ~ 2002 1000→→→→

관주도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원녹지사업 시행으로-

시민들의 공원녹지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확충면적 천 수목 만 그루 식재- : 3,526 , 1,641㎡

공원율( 25.44% 26.11%)→

주요성과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낙산공원 조성 등- : , ,

생활권 녹지 만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늘리기2003 ~ 2006 330→→→→ ㎡㎡㎡㎡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로 전면 개정- “ ” (2005)

여가시간 증대와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중 대형 휴식공간 확충- ·

확충면적 만 공원율- : 363 ( 26.11% 27.12%)㎡ →

주요성과 청계천 복원 서울숲 서울광장 등 조성- : , ,

생활권 녹지 만 더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더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더 늘리기생활권 녹지 만 더 늘리기2007 ~ 2010 330→→→→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거점공원 조성과 소비자위주의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

확충면적 만 공원율- : 398 ( 27.12% 27.93%)㎡ →

주요성과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 조성 등- : , , ,



정책목표 및 발전방향정책목표 및 발전방향정책목표 및 발전방향정책목표 및 발전방향

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 >

발 전 방 향발 전 방 향발 전 방 향발 전 방 향< >

걸어서 분 거리에 다양한 동네공원을 만들어 공원소외지역의 해소10

공원 산 강을 그물망처럼 연결해 걷고 싶은 서울길 만들기· ·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민주도형 사업추진

도시생태 산지 재해예방 주민안전 도시숲 관리체계 구축, , ,

주요사업 추진현황주요사업 추진현황주요사업 추진현황주요사업 추진현황

쌈지마당 한뼘동네공원 조성 걸어서 분 거리쌈지마당 한뼘동네공원 조성 걸어서 분 거리쌈지마당 한뼘동네공원 조성 걸어서 분 거리쌈지마당 한뼘동네공원 조성 걸어서 분 거리1) ( ) - 10

걸어서 분 거리내 공원이 없는 공원소외지역10 “ ”

시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동네공원 확충으로 도시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의 공원 소외지역 년 기준: 14.88 (2.46% 2011 )㎢

주민과 함께 다양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공원소외지역 해소→

쌈지마당 한뼘동네공원 만들기를 핵심으로 학교를 연계한 에코스쿨존 조성- ( )

가로변 자투리땅 녹화 아파트 열린녹지 녹화계약 등 추진- · , ,



Green Community Design 17

추진방향

공원소회지역내 내외 규모로 획일적 조성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화- 175 ,㎡

기존건물은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커뮤니티공간 등 활용방안 강구,

설계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 반영 공원컨셉 도입시설 결정,→

사업대상지 선정 조성 관리까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 ·

대상지 신청단계부터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시민단체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활용,

공원조성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주민자율 관리체계 구축

대상지 선정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평가하는 나가수 방식- “ ”

공원조성방안 주민의견수렴 내용 사후관리 방안 등 주민이 직접 제안, ,

차 전문가 심사 차 현장평가단 구성 최종대상지 선정(1 ) (2 )→ →

현장평가단 구성 시정모니터당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관련전문가 등: , , ,※

년 추진계획 시범공원 개소 조성- 2012 : 2

걷고 싶은 서울 조성걷고 싶은 서울 조성걷고 싶은 서울 조성걷고 싶은 서울 조성2)

서울의 내사산 외사산과 한강 지천들을 연결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 ,

걷고 싶은 서울길 본격 추진“ ”

걷고 싶은 서울길 노선: 557 1,998㎞

공원 산 강이 연결된 노선 노선· · : 335 1,614┎ ㎞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 봄꽃길 단풍과 낙엽거리( , , , )

특화거리로 조성된 노선 노선: 156 143┞ ㎞

디자인거리 서울거리르네상스 걷고 싶은 거리 그린웨이 등( , , , )

관광코스로 발굴된 노선 노선: 66 241┖ ㎞

서울시 도보관광코스 역사문화이해 탐방코스 골목길 보도관광 등( , , )



서울 둘레길 규모 총- 178㎞

년 추진계획 대모산 수락산 안양천 등 개 구간 조성- 2012 : , , 3 40㎞

년 추진실적 관악산 인왕산 불암산 등 조성2011 : , , 21.5※ ㎞

내 외사산을 연결하여 역사 문화 자연생태 탐방로 및 숲길 네트워크 구축- · · ·

내사산 낙산 남산 인왕산 북악산 연결: 21 ( , , , )┎ ㎞

성곽을 따라서 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탐방로600

외사산 용마산 관악산 봉산 북한산: 157 ( , , , )┕ ㎞

서울의 경계를 따라서 조성하는 아름다운 자연생태 탐방로

근교산 자락길

년 추진 계획 마포구 매봉산 안산 관악산 등 개소- 2012 : , , 3 6.5km

년 추진 북한산 신정산 개소 시범조성 완료2011 : , 2 6.4km※

근교산 등산로를 유아나 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숲체험 코스로 조성-

기존 등산로와 달리 근교산 자락길은 장애 없는 편안한 길로 조성-

목재데크 목교 휴게 전망대 설치 노면정비 수목식재 등- , , · , ,

샛길폐쇄 주변 물길정비 하층식생보완 중점추진- , ,

설계시 장애인 단체 지역주민 등 이용자 중심의 의견수렴- ,

가로변 띠녹지

거리는 푸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도시의 녹색띠 확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녹지로 조성-

불법주차 방지와 보도 휀스를 대체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

키큰나무 키작은 나무로 구성된 입체적 녹지조성- -

년 추진계획 개 노선- 2012 : 42 20,713㎡

년 개 노선 조성2011 : 34 35,898※ ㎡

공공기관 담장녹화

공공기관을 개방하여 주민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 가로경관 개선-

국무총리실에서 전쟁기념관을 모델로 전국 확대방안 모색-

년 추진계획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 등 개소 담장철거- 2012 : 3 ( 305m)

고가도로 하부 녹화

고가도로 하부 교통안전지대 등 가로변 유휴공지를 녹지로 조성- ,

년 추진계획 관악구 난곡로 등 개소- 2012 : 28 2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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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활성화도시농업 활성화도시농업 활성화도시농업 활성화3)

추진방향 안전한 먹거리 생산 노인 유휴역량 활용은 물론 마을공동체 형성 효과가 큰 도시 농: ,
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내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공원 등 적극 도입

추진배경 지난 년간 서울시 면적의 경작지가 감소함: 5 0.88%

새롭게 이상의 경작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도시텃밭으로 제공1%→

추진계획

도시농업공원 개소 시범조성 노들섬 은평구 갈현공원- 2 ( , )

장기적으로 개 구별로 개소씩 추진25 1→

생활권 주변에서 확보 가능한 자투리땅 옥상 등을 활용- ,

건축물 옥상텃밭 설치 운영,

동네뒷산 커뮤니티 가든 확대

학교 유휴지내 도시농업 체험텃밭 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연계( )

경춘선 폐선부지 철로변 등 유휴공지 도시텃밭 조성

노들텃밭 서울시 제 호 도시농업공원 조성- 1

한강 예술섬 사업이 유보된 노들섬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임시 활용-

규 모 노들섬 서측부지 구 테니스장 농사부지- : ( ) 22,554 ( 10,100 )㎡ ㎡

운영결과 가족 개 도시농업단체 참여- : 600 7

토요농부교실 울력농사체험 어린이 농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

조성내용 시민텃밭 공동체 텃밭 토종논 토종밭 미나리꽝 생태뒷간 원두막 등- : , , , , , ,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공동참여 운영 및 관리 월 개장, , (2012. 5 )※

조성 및 운영비용 기업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우리은행 농협 자치구 등: , ,

도시농업 원년선포도시농업 원년선포도시농업 원년선포도시농업 원년선포< >

노들텃밭에서 토종논 모내기 및 서울도시농업 원년 선언(‘12.6.2)

유기데이 와 연계 개최하여 서울 도시농업의 상징공간으로 인식(6.2)



사업효과사업효과사업효과사업효과< >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먹거리 직접 생산기회 제공-

서울 중심부에 도시농업공원 조성으로 도시농업 확산 거점 확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도시농업 전시 체험 교육의 장 마련- , , ,

도시농업 에 관한 다종 다양한 논의의 확산계기 마련- ‘ ’

갈현공원내 도시농업공원 조성

대 상 지 당초 석호정 이전 대체부지로 마련된 갈현공원내 도시농업 체험공원 조성- :

위치 및 면적 은평구 불광동 일대- : 458-1 24,500㎡

추진내용 보상이 완료된 지역 에 우선 텃밭 조성 월 개장- : (15,500 ) (2012. 8 )㎡

도입시설 텃밭 농기구 보관소 퇴비장 우물 등- : , , ,

동네뒷산 커뮤니티가든 조성

무단경작 무허가 건물 등으로 훼손된 동네뒷산을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 ,

마을 공동체 공원(Community Garden)→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 맞춤형 공원 으로 조성- “ ”

어르신 중년층의 소일거리와 체험공간으로 텃밭 도입- ,

허브정원 등 휴게공간 조성 체험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 ·

년 추진계획 개소 조성- 2012 : 9 45,758㎡

텃밭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 시민단체 프로그램 개발 참여 및 모니터링- : · ,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개소(2006~) : 64 701,198※ ㎡

옥상공간 활용

식재 등 조경위주 도시농업 원예치료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화- ,→

옥상녹화지에 텃밭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년 추진계획 개 건물 조성- 2012 : 62 29,974㎡

학교공원화 사업 텃밭 운영

학교 공원화 사업을 에코스쿨로 발전 전환하면서 텃밭 운영- ,

기존 학교공원화 사업을 분 동네공원과 연계 에코스쿨 조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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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 텃밭조성 투시형담장 천연잔디운동장 벽면녹화 에코스쿨존 등- , , , , ,

옥상 태양열전지 텃밭 녹화로 복합적인 친환경 공간으로 추진- : + ·

년 추진계획 에코스쿨존 기본계획 연구- 2012 :

년 개소 시범조성2013 2※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4)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나무 가꾸기

나무심기에 시민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녹화활동 지원을 통해 범시민 나무- , ,
심기 활성화 전개

관주도의 나무심기 공공과 민간부분 파트너십으로 나무심기 활성화- →

물량중심 실적위주 수준 높고 지속가능한 나무심기 추진- , →

녹화재료 지원으로 시민참여 유도 시민녹화 경진대회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사업개요 도봉구 등 개소- : 24 9,261㎡

공공기관의 주도에 의한 녹화사업 주민공동체 주도에 의한 녹화사업- →

주민공동체 관련 조경전문가 공공기관 담당 등이 모여서 워크숍 개최- , ,

주민들에 의한 설계 조경 전문가 자문 식재기반 조성비 수목구입비 지원- + + ·

Adopt-a-Tree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에 시민참여 유도-

가로수를 양자로 삼아 내나무 로 입양하여 관리‘ ’→

시민 단체 등이 공공시설을 양자로 삼아 관리- ,

유지관리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

년 추진계획 가로수 시범노선 개소 선정- 2012 : 10~15

푸른서울가꾸기

생활주변 및 공지 골목길 등에 식재할 수목 꽃 등을 시민들의 신청공모에 의하여 년에는- , , 2012
천호동 장미골목마을 등 개소 천주 수목 지원323 241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노후되고 폐쇄적인 아파트 담장을 헐어 주민을 위한 열린 숲길 조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소통의 공간 도시생태기능 강화,→

설계 조성 나무심기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 · ( )

년 추진계획 개소 녹지조성- 2012 : 14 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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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

이영범이영범이영범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목차< >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1.

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의 역사2.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4.

---------------------------------------------------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1.

도시를 다니다보면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장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물론.
내부적으로 재개발의 지리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징후가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장소들이 어느 순간 철거되어 공사현장으로 뒤바뀐 모습을 자주 목
격한다 찍어 놓은 사진으로 인해 철거되기 전과 철거된 이후의 공간과 그 안에 담기는 삶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니 공간에도 삶과 죽음의 순간이 교차한다는 느낌.
이 들었다 반쯤 부서진 빈 집에 남겨진 살림살이를 보면서 죽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
에 대한 의문에 잠겼다 도시의 죽음을 선고하는 이가 그 죽음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으랴마는 그래도‘ .
누군가가 공간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준다면 그게 역사를 기록하는 작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충정로 가 한옥마을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의 뒤편에 자리한 약 채 정도 되는 도시형 한옥의 집3 45
합이다 역사적인 자료를 들춰보지 못해서 그 기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년대 초반 집장사. 1970
들에 의해 지어진 도시형 한옥일 것으로 추측한다 철거가 시작된 한옥마을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
했다 년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시작한 작업은 년 동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사람들이 입주할. 2002 2007 1
때까지 계속되었다 경사진 땅에 지붕이 물결치듯 자리잡은 채의 한옥이 어느 날 층짜리 아파트. 45 18
한 동으로 변해 무표정한 벽처럼 서 있었다 땅바닥에 누워있던 한옥들이 벌떡 일어나 하루아침에 아파.
트로 변신한 셈이다 골목길에 면해 서로 마주한 집이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에 갇힌 폐쇄적인 마을로.
바뀌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벌이진 충정로 한옥마을의 사라짐과 같은 도시의 죽임을 우리는 지난 반.
세기 이상 서울에서 목격했다.7)

서울은 순간의 역사가 지배하는 도시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개발의 주된 수단으로 정착된 이후.
도시에서는 일상의 생활을 담는 장소가 사라지면서 쌓이지 않는 순간의 역사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서.
울의 도시개발의 이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화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공간만들기의 신화요 다. ,

7) Young B Reigh (2009), Remember the Urban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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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공간죽이기의 신화이다 서로 다른 두 신화는 실제로 거울에 비친 한 몸과 같다 서로 다른. .
신화인 것 같지만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공간을 죽이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죽이기를 통해 공간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낸 서울의 도시신화는 결국.
공간의 조작과 왜곡으로 이어져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공간폭력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시장의 붕괴.
와 더불어 개발이 신화가 되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도. ‘
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일 것이다 사람이 주인인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 ,
만들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삶이 공존하고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공.
동체의 외연을 확장하고 일상생활의 가치가 도시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는 주민공동
체를 통해 열어나가야만 한다.

<Figure 1> Before and after the redevelopment of Choongjungro Community

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의 역사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의 역사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의 역사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의 역사2.

지난 년 동안 서울의 근대적 도시경관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아파트는 부동산 재테크의 상징으로서30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지배한 수퍼히어로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고밀도의 삶을.
담을 방법이 아파트 이외에는 없다는 논리가 지배한 결과이다 아파트는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도시의 부동산가치를 극대화해주는 자본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 도.
시인구의 이상이 거주하는 집이 되어버린 아파트는 분명 도시의 수퍼히어로이다 한순간도 멈추지50% .
않고 도시 곳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인해 생겨난 문제는 도시에서의 주변부 삶이 사는 공동체의 파괴
이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철거된 지역은 대부분 서울의 불량주택 지역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농촌에서 이.
주한 사람들이나 도시에 정착했다가 철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자리잡은 서울의 주변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마저도 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신하였고 근대화를 꿈꾸던 도시1980 ,
서울은 상전벽해 의 꿈을 이루어냈다 도시빈민의 는 이농민이다 농촌에서 삶이 지탱할( ) . 70% .桑田碧海
터전을 잃고 무작정 도시로 이주한 이농민의 일생을 통한 도시정착 생활사는 년대의 경제개발과1960
근대화정책이후 년간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근대화의 서울이 달려온30 .
시간에는 삶의 한 단면 이 다양하게 중첩된 공간들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라‘ (tranche de vie)‘ .
는 동어가 끝없이 반복되는 도시에서 이런 시간이 겹겹이 쌓인 장소의 다양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졌다.



<Figure 2> Apartment housing as a means of capital gain

and dominance of high-rise apartment housing after the redevelopment of detached houses.

우리사회의 도시공동체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마을만들기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과정속에

서 지속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이어져 왔다 정주성이 강한 주거형태였던 년대에는 주민간의 커뮤니티. 70

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마을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던 자생적 삶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가 나타난다 그리고 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모색된 주민참여는 년도에 들. 90 1999」

어서면서 본격적인 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기 로 전환된다 마을만들기운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

보편화되면서 년대 말부터는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한 도시계획 수법으로서의 마을만들기 가 시2000 「 」

작되고 있다.

자생적 삶으로서의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은평구 한양주택단지이다 서울시 은평구 한양주택.

은 년 이후 북한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방문단이 지나가는 도로변의 무허가1972

주택을 허물어 선전 및 과시용으로 년 조성한 주택지이다 평형대의 주택 세대가 들어섰는데1978 . 50 200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개보수하고 골목에 화초나 나무를 심어 골목을 가꿔나가면서,

생태마을 조성에 노력할 결과 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년 은평1996 . 2005

뉴타운사업이 결정되면서 철거위기에 놓인 한양주택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각종 반대운

동을 펼쳤다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함께 철거가 아닌 보존과 재생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운동을 펼쳤으.

나 년 결국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2007 .8)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가 출현했다 무분별한 도시재개발로 한국의 주거형태는 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변화. 1980

했는데 단독 저층 주거지가 있던 자리는 고층아파트가 대신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이웃관계나 마, ,

을단위의 커뮤니티 활동들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태는 동질한 주거계층이.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 아파트가격 상승 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부녀회나 입( )

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형성되었다 부녀.

회를 중심으로 문화교실 문화행사 축제 등이 활발했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부산 금샘마을 관, , , ,

악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며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 외에도 도서관 공부방 등 공동공간 조성 단, ,

지 내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나타났다, .

8) Eun H Kim (2012) Uri Maul Mandeulgi (Our Communit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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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3.

년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1990
다 도시연대 의 통학로 개선사업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인사동과 북촌의 역. (Urban Action Network) , ,
사마을 공동체사업 부평문화의 거리 등의 다양한 활동은 일상생활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사례이다 대구 의 삼덕동 담장허물기와 골목길 가꾸기나 성미산 공동체에 의한 공동육. YMCA
아시스템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부산 희망세상의 반송동 마을만들기 등은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공동체,
들이다.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년대부터 행정이나 전문가에 의해 마을2000
만들기가 정책과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하양식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지원과 협력이라는 원칙에 근거.
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주민참여형 계획수법이 도입되었다 년대 초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2000

북촌가꾸기 기본계획(Insa-dong District Planning Unit), (Master Plan of Bukchon
등이 시도되었고 그 후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Community-Making) , (District Planning Unit

이나 경관협정사업 서울해피타based on Community-Making) (Agreement for Community Landscape),
운 조성사업 등이 시도되었다(Project of Seoul Happy Town)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1)

(1) 1970’s

Communities of Urban Villages of Detached Houses•

(2) 1980’s

Residents’ Resistance Against Foced Eviction•

(3) 1990’s

Apartment Housing Community-Making : Geumsam Maeul in Busan•

Open the Wall to the Community: Samdeok-dong in Daegu•

Culture Street of Traditional Market : Bucheon Culture Street in Incheon•

Reservation Movement for Hanyang Housing Estate, Eunpyong in Seoul•

Community Design of 1-Pyong Pocket Parks•

Reservation of Traditional Detached Houses in Bukchon in Seoul•

Citizens’ Group Loving Insa-dong Culture Street in Seoul•

(4) 2000’s

Community as an Alternatives : Seomisan Community•

Community-Making Supporting Centers in Local Cities•



공공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공공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공공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공공주도형 마을만들기의 전개2)

(1) 1990’s

Reservation of Traditional Detached Houses in Bukchon by the SCG•

(Financial Support for the Remodelling of Traditional Detached Houses)

Movement for Pedestrian Friendly Street-Making by the SCG•

(Citenzen’s Charter for Pedestrian Friendly Street-Making)

(2) 2000’s

Master Plan for Bukchon Community-Making by the SCG•

New District Planning Unit of Insa-dong Culture District by the SCG•

Policiy Changes by the Principle of ‘Supprt & Collaboration’ and ‘from Top-down to Bottom-up’•

Introduction of District Planning Unit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Agreement of Community Landscape Design•

Election of New City Mayor in 2011 and Changes in City Policies:•

Community-based & Welfare-oriented Public Policies

Pilot Projects of Seoul Human Town•

도시연대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평공원 만들기도시연대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평공원 만들기도시연대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평공원 만들기도시연대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평공원 만들기3) 9)

년부터 시작한 도시연대의 한평공원만들기는 행정의 영역으로 인식했던 외부공간을 시민사회 영2002
역으로 전환시켰다는 성과를 갖는다 도시연대가 한평공원을 현재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은 주민참.
여에 대한 경험축적 마을만들기운동과 결합 마을만들기운동을 공유하는 전문가 풀 구성 커뮤니티 디, , ,
자인에 대한 관심 증가 시공을 담당해주는 회원 존재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능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
등이다 한평공원을 통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공의 가치 를 디자인한다 단순히 동네의 하드웨어적인. ‘ ’ .
장소만을 다루진 않는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일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사람. .
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엮어 주느냐에 따라 세상살이가 달,
라질 수 있다 주민 개개인의 닫힌 마음을 바꾸면 주민이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 변화의 시작이다 주민. . .
이 주체가 되면 동네가 바뀌기 시작한다 변화된 마음이 참여로 이어지고 참여가 소통과 협력으로 발. ,
전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를 만들게 된다 개인의 변화가 동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 변화를 통해 공유와 공존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에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공의 가치를,
디자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Figure 3> Publications of community design by Urban Action Network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1-pyong pocket park projects

9) Community Design Center (2009), Do the commun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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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4.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도해 온 도시행정이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이런한 변화를 주. 2011
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뉴타운사업이 사업성을 잃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온 고치며 살자 는 살고 있는 주거지를 고쳐서 살아보자는 운동이다 고치며 살자 운동은‘ ’ . ‘ ’
부수며 살아 온 도시에 대한 대안적 성찰이다 년 도시연대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의 단독주택. 2011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고치며 살자 는 공공 주도의 시범사. ‘ ’
업이 갖는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전면철거 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주체
가 되어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열어나가는 노력이었다 이 시도를 통해 저층 주거지 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조성 공동체 운동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행정과 주민 전문가간의 지속적이, , ,
고 장기적인 연대와 협력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실천방안 등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함이었다 고치며 살자 는 골목의 변화가 개인 집들의 변화로 이웃 관계의 변화로 확대될 방안은 무. ‘ ’ ,
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의 개념이며 단독 다세대 주거지의, ,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작은 출발이다.10)

고치며 사는 것이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거지 재생을 이룩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까지 이어져서 지
역자치에 기반한 근린재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영역의 설정 공공적 민간개념 사회적 지주제, ,
도 그리고 사회적 개발과 같은 실험적인 개념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사회적 기업을 통한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영역의 설정과 공공적 민간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영역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을 하나의 공간가치로 보고 마을만들기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개발을 위해서는 재생과정에서 토지소유 방식의 다양화 방안으로 사회적 지주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토지신탁 와 같은 방식이나 주민공제조합의 활성화. (Communty Land Trust) ,
협동조합방식의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사회적 지주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 과, .
정은 먼저 지역 내 유휴 토지와 건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지역자원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
확보된 지역자원을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사회.
적 소유로 전환된 지역자원을 지역공동체와 시장경제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창출된 수익을 지역공동체 내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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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커뮤니티 디자인정보화와 커뮤니티 디자인정보화와 커뮤니티 디자인정보화와 커뮤니티 디자인

홍승모홍승모홍승모홍승모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장

서론서론서론서론1.

한국은 년대 중반부터 도시를 물리적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에서 서비스와 콘텐츠의 소프트웨어로2000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나타났다 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도시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 IT
자인도시의 흐름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들 개념은 새로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찾던 지자체들의 정책적
방향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라는 시장의 요구가 만나면서 가속화되었고 법과 제도의 단계까지 발전되어
가며 많은 시범사업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혁신적인 개념과 접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라고 할 수 있.
는 시민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과 참여가 없이 행정과 시장의 공급자중심으로만 진행되었던 이
들 계획들은 최근의 주택경기의 불황과 정치적인 변화속에 여러가지 한계들을 드러내면서 이용자와 시
민중심의 참여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기술도 포털중심의 웹 에서 참여중심의 웹. , 1.0 2.0
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가 확산되어 가고 디자인에서도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디자SNS UX
인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참여와 소통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소고는 서구의 하이테크도시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도입하면서 출발한 이들 계획들이
일상의 공간들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바라보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계획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들과 극복하는 대안을 두개의 시범사업 사례 강남대로 와 신( U-Street(2008)
촌 를 통해 알아보고 참여적 접근과 커뮤니티디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Smart Town(2012))
다.

정보화 도시정보화 도시정보화 도시정보화 도시2.

데스크탑 중심의 기술이 모바일컴퓨팅 과 유비쿼터스컴퓨(Desktop Computing) IT (Mobile Computing)
팅 으로 패러다임이 확장되면서 한국에서도 도시공간을 지능형 환경과 소프트웨(Ubiquitous Computing)
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나타났고 많은 건축도시 전문가들이 이를 유비쿼터스도시 와 거(u-City)
기에 생태환경기술까지 접목한 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는 도시계획 및 관U-Eco City . ,
리분야에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 정보.
화분야에서 기계중심적인 사고를 사람과 환경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철학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도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향
상시키고자 를 연구해왔으며 이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한 공간계획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u-City
새로운 상상력들을 부여해 주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공간인 놀이터를 보자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 .
은 컴퓨터 게임이 일상화 되어있고 모니터앞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방이나 집에만 머물러 있다PC .
동네의 골목과 놀이터는 그들에게 놀이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의 환경에서는 동네의 골목.
과 놀이터에서도 여러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가능해지고 일상의 공간들에서 정보화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활동과 소통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놀이터를 이렇게 바꾸고자하는 유럽의, . SMART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풍경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진행US . ,
되어 온 한국의 시범사업들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서비스들은 그리 많지 않다u-City .
일상공간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시작되었던 연구이지만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후에 나타날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이 운영. u-City
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관련연구들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서비스 모델



들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치우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간부문 서비스 도
입 및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관련 사.
업들과 연구들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정보도시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보
여주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서울에서 의 모습을 체험한 것은 역설적으로 년도의 촛불집회 현장이었다, u-City 2008 .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를 메우고 모바일로 소식들을 전하며 집회를 축
제처럼 즐기고 질서있게 자리를 정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들에서 도시의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 넘어 전자적 공간을 함께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분산네트워크의 가능성과 정보화
도시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지자체들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소비자이자 이용자인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사실 참여디자인은 정보화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부분이다 년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 60
서 시작된 소프트웨어설계에서의 참여디자인의 연구들은 지금도 사용자중심의 디자인(User centered

과 참여디자인 이 결합된 로 진행되고 있으Design) (Participatory Design) UXD(User Experience Design)
나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정보화도시의 설계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디자인은.
정보화 도시의 접근에서도 필요한 방법론이다 다음은 공공과 민간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몇안되는 정보.
화 도시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디자인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사례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강남대로 와 미디어폴사례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강남대로 와 미디어폴사례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강남대로 와 미디어폴사례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강남대로 와 미디어폴3. 1: u-Street

정보화기술과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시범사례로 년도에 만들어진 강남대로 를 들 수 있2008 u-Street
다 이 사업은 아무런 특색없이 단순히 상업과 유흥시설로만 채워져온 강남의 도심거리를 정보기술의.
다양한 서비스와 미디어아트등의 컨텐츠 공공디자인을 통해 독창성있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자 진,
행된 사업이었다 무분별한 가로시설물들과 거리의 경관을 디지털경관으로 바꾸고 와 관련된. u-City
시설물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의 자립과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한 새로운 시도의 사
업이었다 필자는 이 사업의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컨설팅에 참여하였는데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 ,
분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복합미디어 서비스로 문화와 경제 예술과 상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
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자립적인 운영재원과 순환적인 재원의 흐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지역상인 미디어문화전문가 그룹 및 민간협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구. , ,
성이 필요하였다 강남대로 사업은 자원적 인적 물적 지식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u- Street , , ,
공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관계자산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자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킴으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장소마케팅 전략을 펼쳐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창의적인 민간 운영사업. ,
자가 선정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면서도 협의체는 구성되지 못했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서비.
스는 운영사업자가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시도하지 못했고 행정은 주민들과 상인 문화전문가들을 끌, ,
어들이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자본과 문화적인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와 관계에 근거한 사
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노력들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미디어폴이라는 시설물은 원래의 문화.
시설이라는 취지보다는 광고매체라는 인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첨단시설물에 잠재된 많은 기술과
서비스의 가능성들을 활용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 강남대로 사례는 정보화도시가 공공과 민간이 결.
합할 때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지역 커뮤니
티의 참여와 문화전문가들과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자본에 기반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와 주민들의 편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스마트타운사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스마트타운사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스마트타운사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스마트타운4. 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거버넌스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도시를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가 최근에 신촌
구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촌 구도심은 년대 젊은이들의 음악과 문학 예술과 민주화의 생산.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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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으며 그 흔적들과 이야기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고착화된 상업화로 인하여 신촌만의 고유 가치
를 상실하며 급격한 쇠락세에 들어갔다 서대문구는 구 차원에서 공공 민간의 새로운 문화지구 활성화. +
를 계획중인데 사실 서울의 문화지구 인사동 대학로 홍대 들은 민간경제논리에 의해 상업지구화 되면서( , , )
임대료상승등으로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떠나면서 문화와 예술의 생산기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
다 그래서 신촌의 경우 어느정도 공공이 개입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구도심의 낙후된 유흥상.
권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문화타운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의 일환에서 최근의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하여 구도심 내 소상인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 주체인 시민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특색 있는 경제 문화 타운 형성을 유도하는·
정보도시 스마트타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촌 구도심만이 보유한 다양한( ) .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의 신촌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의 재생 지역상인들과 주민,
들의 협의라는 사회적자본의 활용이 사업의 중심에 있고 이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과 같은 지역기반의 일상의 소식들을 담아내는 소셜. Everyblock
미디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단순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사업이 아닌 신촌 구도심에 잠재된 가치를 이
끌어내어 문화 및 상업 지구의 서비스를 조성하고 웹 의 접근을 통해 젊음 문화 첨단기술이 융합된2.0 - -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내.
년부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지금은 알 수 없,
다 그러나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과 일상의 아카이브 모델을 정보도시에 도입했다는. ,
점에서 정보화와 커뮤니티디자인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앞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5.

지난 년간의 의 연구와 시범사업들을 통해 얻은 교훈은 시스템의 구축보다 그것의 운영과10 u-City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두개의 사례를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인 시민과 주민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 없이는 첨단의 기술이라도 그 가치를 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정보화기술의 활용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의 활용도 늘어.
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접목을 통한 상호간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일상의 서비스.
들을 담아내야 한다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은 공공은 자칫 국가적 폭력의 도구로 자리 잡기 쉽다 정보. .
화 도시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혜들을 모아내는 상향식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들.
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한 지역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과 마을에서 출발하는 일상. , .
의 서비스들을 담아내고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구조가 정보도시를 접근하는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첨단기술 공급자들의 거대담론에 묻혀 그동안 소외된 시민들과 소통하고 커.
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면 방향을 잃고 서있는 지자체들의 정보화 도시와 관
련된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 지역 공동체 능내 리마을친환경 지역 공동체 능내 리마을친환경 지역 공동체 능내 리마을친환경 지역 공동체 능내 리마을1111

조옥봉조옥봉조옥봉조옥봉 남양주시 연꽃마을 이장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도시와 비교되는 농촌의 현실도시와 비교되는 농촌의 현실도시와 비교되는 농촌의 현실도시와 비교되는 농촌의 현실

한국의 농어촌 현실은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이.
익과 삶의 풍요로움의 뒤편에는 우리가 등한시 하고 또한 모른 체하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연적이
치유가 될 것처럼 생각했던 많은 난제들이 농촌에 그대로 방치되어 지금의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풍요로운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오로지 도시에 치중된 산업화 도시화는
농촌에 기반을 둔 지역 사회의 상대적 빈곤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고 이런 농촌의 현실은 사람이 없어 힘든 것뿐만 아닌 경제
적 어려움으로 다가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역시 이와 같은 농촌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규제 속에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능내 리마을규제 속에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능내 리마을규제 속에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능내 리마을규제 속에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능내 리마을1

지역적 특성이 우리 마을을 더욱더 살기 어려운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능내 리 마을은 서울과. 1
매우 가까우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안고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경치는 매우 아름답고 많은 도시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이곳의 주민들은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로 제대로 된 삶을 살수도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상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다른 대안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
운 일인 것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념하며 집도 새로 짓기 힘들고 공장도 지을 수 없고 가축 또한 맘대로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조상들이 지었던 그대로 농사만 지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
니다.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각종규제로 묶여있다- , .

산업시설 뿐만 아닌 일반 축산업도 할 수 없는 상태-

건축물등 다양한 규제로 마을 주민들의 전출 속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님-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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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능내 리 마을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능내 리 마을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능내 리 마을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능내 리 마을1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본인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대로 마을의 상황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변화를 통해 마을을 부흥시키고. .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자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마을. .
을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각이 모아지기 시?
작했다 이제부터 우리 능내 리 마을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변화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으며. 1 , /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수많은 규제 속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발전을 가지고 왔는지 상수원을,
더 깨끗하고 맑게 만들며 주민 경제 발전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본론본론본론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 마을회의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 마을회의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 마을회의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움직임 마을회의( )

년도부터 뜻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장인 본인을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를 위한 뜻을 모으기 시작2007
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오는 마을 행사를 위한 회의가 마을 모임의 전부였지만 마을
의 발전을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롭고 발전적인 마을 회의가 자주
열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①

마을 발전을 위하지만 법의 규제는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②

마을 발전을 위한 자본과 인력은 어떻게 충원 할 것인가③

예전부터 이미 마을의 발전을 위한 뜻이 있던 주민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없어 늘 관심
으로만 마을의 발전을 생각 하고 있었다.

이장인 본인과 뜻있는 마을 주민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존의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이 관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탈피하여 마을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07 .

이제는 주민 주도로 주민이 자율기획하고 주민이 사후 책임을 지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 “ , ,
위한 성장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 ,
주민교육을 지원하고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시스템을 적용한, .
사업이 마을 가꾸기 사업 이다‘ ’ .



이들 사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의 장 을 만들어 가는 것(community)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경개선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도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협력적 소득사업도 추진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행사나 축제를 꾸리는 것이 바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마을 가꾸기.

즉 급격한 산업화로 상실된 지역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고 형성하여 다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 , ,
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본질이다.

출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남양주시 마을 가꾸기 사업 작성자 이석우 남양주시장[ ] |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실시

타지역 발전사례 답사

지역활성화 포럼 토론 참여

주민들의 발전열망과 마을가꾸기 사업의 조화주민들의 발전열망과 마을가꾸기 사업의 조화주민들의 발전열망과 마을가꾸기 사업의 조화주민들의 발전열망과 마을가꾸기 사업의 조화

능내 리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은 앞서 본론 에서와 같이 뜻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언제1 (1)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행동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 농촌의 현실적 문제였다 이런 현실에 새로운 방법 즉 해법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살기 좋은 마을. ‘
가꾸기 사업 이었다’ .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사업 은 앞서 본론 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을의 환경 개선 뿐만 아니‘ ’ (2)
라 마을사람들이 모여 협력적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부분까지 모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뤄 나가
는 사업으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능내 리 마을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마을가꾸기 사업은 확실히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낼 수 있1
는 절묘한 조화가 있었다.

연꽃 단지 조성연꽃 단지 조성연꽃 단지 조성연꽃 단지 조성

주민회의와 전문가 현장 컨설팅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토론과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팔. [
당 상수원 보호 구역 즉 강력한 중앙 정부 규제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마을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그것은 바로 능내 리 전역에 연꽃 단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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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물환경 보호

연을 통한 식품 창출 연밥 연잎차 연찐빵 연국수 연근등( , , , , )

연꽃 단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연꽃 단지 체험학습장 운영 학생 단체 유치-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는 매우 강하였습니다.

팔당 호 주변 마을 주민들이 경작해 오던 하천부지 약 만 천여평 을 연꽃 단지 조성을, 82,000 ( 2 5 )㎡
위해 마을로 반납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팔당호 주.
변의 하천부지에 연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핵심인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가장 잘 반영한 모범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모습을 바꾸었으며 회성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새로1
운 소득 증대의 기대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협동을 이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매일 매일 연을 심고 또한 환경 생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로서로 도우며 서로를 격려하고 변화되는 마을의 모습을 보.
면서 공동체 의식 또한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능내 리 다산영농조합법인 설립능내 리 다산영농조합법인 설립능내 리 다산영농조합법인 설립능내 리 다산영농조합법인 설립1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 사업은 연꽃 식재를 통해 연꽃 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연꽃단지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관광 지역으로 명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꽃.
식재를 통한 연잎 연근 등의 생산품이 생산되어 연을 통한 새로운 소득사업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지, .
금까지는 마을 주민중심의 사업이었지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마을
주민 중심의 다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년 월. [2010 . 6 ]

이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합이 구성되었고 이제 조합원 중심으로 각 분과를 나눠 좀
더 전문적인 마을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능내 리 연꽃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성능내 리 연꽃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성능내 리 연꽃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성능내 리 연꽃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성1

연꽃 단지는 뛰어난 수질 정화로 팔당 상수원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①

연잎을 통한 연근 연잎차를 생산할 수 있어 소득을 올리 수 있다/ .②

연을 통한 가공식품 연찐빵 연만두등 을 생산하여 마을 식당 매점등을 운영 할수 있다( , ) .③

연꽃단지 방문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 식당 수퍼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크게 기여한다/ .④

연꽃 체험장을 운영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유치 할 수 있어 소득을 창출한다.⑤

모든 사업에는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
득과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큰 소득을 창출한다.



결론결론결론결론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향후 추진계획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연꽃단지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 연꽃단지 방문객을 더욱더 많이 유치
할 계획

연근 연잎 가공 식품을 생산 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 소득을 창출 할 계획/

연꽃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더욱더 활성화 하여 방문객들을 유치할 계획

마을 지점별 매점을 운영하여 연가공식품 판매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계획

연꽃단지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수도권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유치 계획

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불우 학생들 및 소년소녀 가장들의 장학사업 추진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우선 일자리 제공 등

결론결론결론결론

침체되어 있던 마을의 활력은 단순한 생각의 전환으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2,000
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으며 우리 주민들의 현실을 그냥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능내 리 마을의 변화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습1
니다 규제 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백분 활용하여 더 좋은 모습의 마을을 만들어 내었으며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하였고 정부 예산을 회성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득을1
창출해 내어 가장 이상적인 민관 사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열정적인 협력과 자기희생 그리고 남양주시청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는 우리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되는 가장 큰 힘이었으며 앞으로 다른 타 지역에도 본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
각합니다.

마을이 발전하고 자연이 보존되며 소득이 창출되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지
혜롭고 슬기롭게 활용하고 창출된 소득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
는 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경기도를 나아가 대한민국 과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
는 마을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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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이 몰고 온 공동체 바람도시농업이 몰고 온 공동체 바람도시농업이 몰고 온 공동체 바람도시농업이 몰고 온 공동체 바람

김충기김충기김충기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의 도시농업운동인천의 도시농업운동인천의 도시농업운동인천의 도시농업운동I.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과 활동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과 활동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과 활동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과 활동1.

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인천지역2007 .
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첫발을 띤 도
시농업네트워크는 느슨한 임의단체로 시작했다.

인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들은 청소년단.
체 내일 인천연대 부평지부 어린이도서관협의회 지역아, , ,
동센터협의회 부평노인복지센터 인천여성회부평지부에서, ,
일하는 활동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시작되
었다 어찌보면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라.
고 볼 수도 있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체계로 진행되던 도시농업네트워크는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연계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예를들어 청소년단체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참여프로그램으로 상자텃밭만들기를 진행.
한다던가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기획하여 저소득층 노인정과 독거노인에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 .

운영위원회 체계로 진행되던 도시농업네트워크는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연계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예를들어 청소년단체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참여프로그램으로 상자텃밭만들기를 진행.
한다던가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기획하여 저소득층 노인정과 독거노인에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 .

그러다가 년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천도시농부학교2009
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농부학교를 수료한 사.
람들이 함께 농사짓는 텃밭회원들의 공간인 공동체텃밭을
운영한다 년에도 공동체텃밭은 있었지만 농부학교. 2008 ,
를 시작하면서 텃밭회원 자격에 농부학교수료를 참여조건
으로 만든다.

년 생태텃밭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과2009
이듬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생태텃밭교실을 진행, ,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자체회원들.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농부학교로 만들어진 도시농부들.
과 그들의 활동현장인 공동체텃밭 강사양성과정으로 배,
출된 활동하는 강사들과 그들의 주활동 무대인 텃밭교육



현장 학교 유치원 이 생겨났고 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하게 된다( , ) , 2009 .

그 이후 지금까지 회원들 참여를 중심으로 단체를 운영하게 된다 처음의 네트워크는 도시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오히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풀뿌리지역운동으로의 도시농업운동풀뿌리지역운동으로의 도시농업운동풀뿌리지역운동으로의 도시농업운동풀뿌리지역운동으로의 도시농업운동2.

인천에서 도시농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도시는 이미 많은 사회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여성운동 노동운동 사회. , , ,
복지운동 인권운동 청소년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 모두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 , ,
단체들이고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의제들이 활발하게 시민사회운동으로 펼쳐지고 있
다 하지만 농업을 의제로 도시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는 없었다 생협 정도가 먹거리운동을 하지만. , .
소비중심의 운동이었다 사회를 바꾸는데 있어 대안사회를 구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로 빠질 수 없. ( )
는 농업이라는 의제로 도시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환.
경 공동체 일자리 교육 정서 먹거리 등 농업이 가진 가치가 도시로 들어올 때 더 큰 빛을 볼 수 있, , , , ,
고 여기에 더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진 도시민들이 우리농업을 함께 생각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이
필요했고 농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농업이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에게 다가
가야 하는 절실함도 있다 도 안 되는. 7%
농업인구가 우리농업을 책임지기는 어렵
다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참. ,
여만이 우리농업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
는 방법이다 그래서 농업은 더욱더 도시.
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도시농업과 공동체도시농업과 공동체도시농업과 공동체도시농업과 공동체.ⅡⅡⅡⅡ

공동체텃밭공동체텃밭공동체텃밭공동체텃밭1.

년 단체를 만들고 이듬해 첫 텃밭을 운영했다 구좌의 텃밭을 분양하여 텃밭회원사업을 시작2007 , . 20
하였다 당시에는 도시농부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라 분양을 하기전에 회 정도의 기초교육만을 진. 3
행하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후 년부터는 도시농부학교를 수료하는 조건이 텃밭회원에 참여할 수. 2009
있는 자격이 되었다.

텃밭의 규모문제도 있었지만 공동체텃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텃밭에 대한 가치공유의 중요성이라고,
보았다 저마다 목적과 요구를 가지고 시작하는 주말농장의 경우 농사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개. ,
인경작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공동체텃밭의 경우 농사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공동체텃밭은 공동체 모임을 중요시 한다 텃밭회원들은 반드시 월 회의 텃밭 공동체 모임에 참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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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매달 농사에 중요한 시기에 텃밭모임을 잡고 간단한 농사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분양받은 밭. ,
을 일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텃밭초보들에게 필요한 일기도 하고 텃밭의 가치공유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계기이다 공동체모임 때 중요한 한가지는 텃밭의 공동관리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공동. .
으로 쓰는 농기구창고의 정리나 배수로작업 주변 제초작업 쉼터조성작업들을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 ,
는 것이 중요하다.

텃밭회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나서 마시는 막걸리이다 그래서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
기 나누고 막걸리도 마실 수 있는 쉼터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삭막한 창고가 아니라 평상과 같은 트.
여있는 공간이면 더 좋다.

생태텃밭강사생태텃밭강사생태텃밭강사생태텃밭강사2.

자라는 아이들에게 텃밭교육은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농지가 거의 없.
는 과밀도시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텃밭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텃밭을 통해 이.
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텃밭강사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며 텃밭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
여를 한다 대부분이 경력단절여성이거나 새롭게 사회진출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고 반대로 일에 매. ,
몰되어있다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일자리이다.

아직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이를 확산시킬 전문인력도 부족한 때에 텃밭강사들은,
아이들과 텃밭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학교나 유치원과 같
은 지역사회 영향력있는 기관들이기에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텃밭교육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게 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텃밭강사인 선봉순씨는 강사활동을 하기 전에 여 년을 가정주부30
로만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첫 번째 사회활동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텃밭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수료까지 했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능력보다 못하다고. ,
생각한 선봉순씨는 강사활동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고백했다 하지만 보조강사로 시작해서 지금. ,
은 누구보다 수업을 잘하는 강사가 되었다 텃밭강사단 대표도 맡고있다. .

수업의 준비부터 아이들과 소통하는 능력 농사의 경험이 뛰어난 선봉순씨는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원,
활한 성격으로 어린이집 원장과의 관계도 좋다 텃밭수업은 아이들과 수업을 잘하는 것 만으로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 텃밭농사가 잘되려면 교육하는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더라. .
도 텃밭교육이 왜 중요한지 함께 가치를 공감하고 있다면 수업의 성패가 수확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텃밭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순씨의 활동은 개인의 일자리가 생긴 것 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텃밭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도시농업 도시텃밭 텃밭교육 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계기도 만들었다, ( , ) .

공공주말농장공공주말농장공공주말농장공공주말농장3.

최근 지자체에서도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송파구 강동구를 필두로 올해 서울. ,
시 노들텃밭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작년 처음으로 남동구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남동공공주말농장을 시작했다. .

남동공공주말농장은 민간단체와 공무원간의 토론자리를 마련하고 주말농장조성 공약을 어떻게 실천' '
해나갈 것인가 토론하는 자리에서 시작했다 이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친환경농.
업의 원칙을 갖고 교육과 공동체성을 중요하시는 공공주말농장을 제시했다 이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의 사업계획을 받아드려 파트너로 주말농장을 운영했다.

공공형 주말농장은 단순히 분양받은 주민 몇 명을 위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는 공동체텃밭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했다 공익적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분양받은 주민들에게는 바른 먹거리 농업에 대하는 제? ,
대로 된 인식 환경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로 보면 주말농장이라는 공간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
는 공간이어야 한다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 즉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주. ,
력해야 한다.

남동공공주말농장은 이를 위해 몇가
지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었다 공동텃.
밭의 운영 텃밭운영위원회의 운영 텃, ,
밭나눔장터 수확제 및 나눔행사 매월, ,
참가자들을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많.
은 인원과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위
해 여 명의 자발적인 운영위원을 꾸10
렸고 운영위원은 전체 참가자들의 의,
견을 모아주고 텃밭운영과 관련해 함
께 논의하고 결정 집행까지 적극적으,
로 도와주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차. 1
적인 공동체인 운영위원들이 변화하면
텃밭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뀐다 공.

동텃밭은 개인적으로 기르기 쉽지 않은 것들을 함께 농사짓는 공간에서 해보자는 것으로 다양한 토종
작물이나 기부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 기르고 나중에 작물의 대부분을 지역사회 기부한다 나눔장터와, .
수확제는 참여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이때 개인이 수확한 작물도 일.
부를 기증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게 된다.

도시농업공원도시농업공원도시농업공원도시농업공원4.

도시농업공원은 공원과 텃밭이 어우러진 형태의 새로운 시도로 작년 부평에서 첫 운영사례를 만들었
다 녹지조성 계획지역의 일부 지역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도시농업공원은 예산이.
없는 부평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도시농업공원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만나서 시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나 텃밭운영에 대한 방법과 구상은 인
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하드웨어적인 부,
분의 지원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평도시농업공원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농.
사체험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을 위한 체험프.
로그램운영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
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도시농업공원이다.

부평과 같은 과밀도시에서 텃밭체험공간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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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부학교의 실습장으로 활용하거나 아이들의 텃밭체험공간으로 활용.
하는데 유용하며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체험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텃밭,
의 역할이다 도시농업공원은 텃밭경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간.
접경작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분양하는 텃밭은 참여방법과 참여자수에 한계를 두고 있지만 공원.
은 참여가 열려져 있고 더 많은 참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도시농업운동은 공동체를 꿈꾼다도시농업운동은 공동체를 꿈꾼다도시농업운동은 공동체를 꿈꾼다도시농업운동은 공동체를 꿈꾼다. .ⅢⅢⅢⅢ

도시농업의 공동체전략도시농업의 공동체전략도시농업의 공동체전략도시농업의 공동체전략1.

도시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를 기초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해야 한다 도시농부들을 수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
지만 얼마나 의식있는 도시농부들을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향이 개인적인 취.
미나 여가활동을 넘어 도시농업의 공익적인 효과와 가치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
의 소양을 도시농부학교를 통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개인의 실천은 자발적으로 공공의 실천은 장려 지원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이 많은 붐을 타고 있지만, .
운동의 방향은 공익에 맞추어야 한다 개인들의 농사행위를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공익적인 것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공공주말농장 공영도시농업농장 시민농장 은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 , )
니다 지역의 성원들이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
과정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초기에 이를 기획하.
고 운영하기 위한 활동가 필요하다.

농사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이기에 약간의 교육과 노력만 있다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인가도 중요할 것이다 개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에서 지. .
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좀 더 진보적인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 초기의 협력자가 있어 만들어졌.
다면 공동체내에서 자발적인 동력이 생겨 스스로 발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한다, .

대안사회를 꿈꾸며 공동체를 생각한다대안사회를 꿈꾸며 공동체를 생각한다대안사회를 꿈꾸며 공동체를 생각한다대안사회를 꿈꾸며 공동체를 생각한다2. .

도시농업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 미친다 하나의 활동이라도 관점에 따.
라 도시환경 교육 일자리 복지 먹거리 등, , , ,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대안사회를 구상하면서 농업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제이다 그래서 도시농.
업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
농촌농업 과 연대하지 않은 도시농업은 대안( )
적이지 않다 도시농업의 공동체는 농업 농. ,
촌 농민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과 도, .
시는 상생을 넘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운동은 개개인의 농사를 돕는 것을
넘어 도시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를 넘,
어 도시와 농촌 농업 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가치를 생각하면서 실천해 가야 한다( ) .



커뮤니티 가든 새로운 동네 새로운 관계를커뮤니티 가든 새로운 동네 새로운 관계를커뮤니티 가든 새로운 동네 새로운 관계를커뮤니티 가든 새로운 동네 새로운 관계를, ,, ,, ,, ,

만들다만들다만들다만들다.... Mulae Community Garden : DesignMulae Community Garden : DesignMulae Community Garden : DesignMulae Community Garden : Design

a New Community and Relationshipa New Community and Relationshipa New Community and Relationshipa New Community and Relationship

이보은이보은이보은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 위원장

문래도시텃밭은 년 월에 영등포지역에 건물 옥상에 만들어진 커뮤니티 가든이다 문래동은 서2011 5 .
울의 오래된 공업지대의 하나로 대공장들이 빠져나간 년대 이후로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소규1980
모 철공소와 철제상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간 도시정비 등을 이유로 많은 공장들이 도시 외각의.
새로운 공업단지로 이주했지만 문래동에는 여전히 오래된 낡은 건물에 작은 철공소들이 자리 잡고 있
어 고층으로 재개발된 주변지역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문래동에 년대. 2000
중반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홍대 지역이 급격히 번화해지면서 임대료의 인상으로 작업장 유지가 어려운.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 문래동에 모여든 것이다 이들이 철공소가 떠난 빈공간에 스튜디오 아틀리를 만. ,
들면서 문래동은 철공소에서 작업자들과 아티스트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문래 창“
작촌 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

년부터 문래창작촌 안에 뿌리내린 몇몇 예술가들과 대안공간의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마을 커뮤2008
니티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이루어 졌다 이들은 지역 예술과들과 철공.
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존 주민들 배후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지역의 주민들의 관계망을 만들고 주,
민참여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해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 이러한 문래동의 새로운 주체들의 움직임이 외부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소식은 문.
명의 폭력적 속도에 반대하며 느리고 대안적인 삶의 실천으로 도시텃밭운동을 벌여오던 환경 여NGO ’
성환경연대 에도 전해진다 여성환경연대는 마리끌레르라는 매거진을 통해 기업의 후원을 받아 커뮤니’ .
티 가든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첫 대
상지역으로 문래동을 선정하여 문래옥상텃밭 을 추진하게 된다“ ” .

여성환경연대가 문래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있
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텃밭활동을 통해 자립적인고 건강한 삶의 방.
식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래동에 텃밭을 제안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는 재개발 압력.
을 받고 있는 슬럼화된 도시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바꾸고 동시에 재개발 지역과 슬럼지
역의 경계에서 생기는 주민들 간의 긴장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맺기와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년 월경부터 동네 예술가들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텃밭기획단이라고 불린 초기 논의단위에는2011 3 .
마을의 예술가들 그리고 철공소 사장님 한명과 지역주민 한명 도시 농업에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와, ,
외부 자원활동가들 여성환경연대의 텃밭전문가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했다 텃밭기획단은, .
다섯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함께 문래도시텃밭의 지향 이에 따른 텃밭디자인과 농사계획 등 텃밭 프,
로그램을 확정해 갔다 우선 텃밭이 지향하는 가치로 첫째 살기좋은 텃밭 농사체험을 통한 일상의. ‘ , –
건강한 변화 만들기 둘째 사이좋은 텃밭 텃밭을 통한 만남과 소통을 통한 문래동 커뮤니티 만들”. , –
기 셋째 보기 좋은 텃밭 예술가들의 상상이 담기는 텃밭 만들기 이상의 세가지를 정한다 이 논의. , ’ .–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텃밭기획단은 예술가들과 주민 등 지역 사람들이 텃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박
한 바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은 첫 농사를 통해 문래동에서 농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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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래동에서 키우는 채소가 먹어도 되는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철공소의 철가루.
가 상징하듯 문래동은 서울에서도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왔기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는 지
역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꿀 계기가 필요한 상태였다.

텃밭을 만들 옥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공간 확보는 쉽지 않았다 지역의 건물에 입. .
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텃밭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물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철공소 분들이 기꺼이 동의
해도 건물의 주인들은 옥상텃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건물주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도 않았다 그들의 바람은 낡은 건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유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안정적.
으로 얻는 것이기에 옥상텃밭은 건물의 안전을 해하거나 낯선 이들을 불러들이는 불편한 시설로 이해
될 뿐이었다 건물주를 설득하는 일은 자꾸 난관에 부딪쳤다 심지어 구두동의를 구해 많은 비용을 들. .
여 옥상을 청소하고도 시설물 설치 단계에서 건물주의 변심으로 옥상텃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
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위치 경인로에 인접한 철공소 당구장 신문보급소와 퀵서비스회사 등이. , , ,
입주해 있는 층 건물의 옥상에 터를 마련했다 낡은 건물에 잠깐씩 둥지를 틀었던 사람들이 버리고 떠5 .
난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옥상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만도 상당한 비용과 품이 들었다 쓰레기.
를 치워내며 동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치워지고 더불어 텃밭에 대한 지역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층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before after→

이후의 조성과정에서는 서울에서 복잡하고 허름하기로 소문난 지역에 텃밭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도움이 이어졌다 문래동에 이해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이들은 이곳에 텃밭이 생긴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흙살림이 함께 흙과 자루텃밭을 지원해.
주셨고 지피가든을 통해 텃밭상자도 지원받았다 텃밭 기획단은 소중한 자원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문래동 옥상 텃밭 설비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만.
들고자 했다 머물고 싶은 공간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예산과 낡은 문래동의 건물 상황. , .
에 의한 제약이 커서 계획한 바를 다할 수 없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식물들이 자라다며 자연스럽게
메워졌다 두 번째는 문래동의 상황에 맞춤한 디자인을 위핸 많은 지혜를 모았다 모든 시설물은 가변. .
형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건물주와 생길 수 있는 만의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리고 낡은 건물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낡은 시멘트 틈으로. .
잔뿌리가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에 우리는 모든 텃밭상자 아래에 재사용 파렛트를 설치했다 마지막으
로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문래동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적은 인건비.
나마 가능한 가난한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을 해서 조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지역 예술가들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되어지고 옥상텃밭이 관심을 모으는 공간으로 보다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년 월 문래 옥상텃밭이 문을여는 날 농사의 시작을 하늘에 알리는 제사와 함께 마을잔치를 열2011 5 ,



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초대되었는데 행사 며칠 전부터 철공소 배후지역 아파트단지 가가호.
호 작은 씨앗봉투를 붙이며 홍보한 덕분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래동 철공단지 옥
상에 모였다 철공소 사장님들과 인근 교회 시농제를 축하하러 달려온 뮤지션들과 동네 예술가들. , 200
여명이 함께 여는 마을 잔치를 벌였다 옥상 텃밭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월 회 둘째 넷째 토요일 열. 2 ,
리는 농부워크숍이다 농부워크숍에는 매회 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텃밭농사법에 대한. 15-40
교육도 받고 텃밭의 일을 함께 해 오고 있다 철에 맞추어 씨앗을 뿌리고 땅에 거름을 만들어 넣어주고.
각종 천연약재를 이용한 해충활동도 한다 계절마다 다양한 각종 텃밭재료를 이용하여 김치를 담거나.
다양한 채소요리를 만들고 바비큐파티를 여는 등의 활동도 문래옥상텃밭의 중요한 활동이다 부모의 손.
을 잡고 온 아이들에게 텃밭은 소중한 놀이터이자 자연체험의 장이 되어주고 텃밭에서 만난 가족들이
이웃들이 되어 마을의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텃밭의 살림을 함께 책임져 가는 관계가 된다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제안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년에는 옥상에서 지렁이 공부모임이 조직. 2011
되어 지렁이를 키웠다 옥상 텃밭에서 길러진 채소를 마포구에 있는 오거닉카페에 납품하고 오거닉카페.
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텃밭으로 가져와 지렁이의 먹이로 재상용한 경험은 에너지와 자원
의 수탈자로 군림하던 도시가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소
중한 경험이 되었다 지역장터에서 텃밭채소를 들고 나가 판매하면서 텃밭의 즐거움을 지역주민들과 함.
께 나누는 일도 했다 년에는 벌통을 설치하고 양봉을 실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개월만에. 2012 4
벌의 개채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물 역시 채소로 시작해서 두 번.
째 해에는 허브와 꽃 등으로 작물을 다양화 해 가고 있다 가을 수확철에는 예술가들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함께 추수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로 집을 지어 모임의 공.
간을 만들고 봄에는 그 집을 해체하고 변형시켜가며 옥상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 역시 참가자들의
중요한 일거리이다 텃밭은 공간 그 자체로 예술가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의 장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워.
크숍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농부워크숍 커뮤니티 모임

옥상텃밭이 지난 개월간 지속되어 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도 일어났다 우선 괄목할 것은 텃16 .
밭운영과정 속에서 지역의 예술가들 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텃밭운영위원회가 구
성된 된 것이다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텃밭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모든 프로그램 기획이 이.
루어지고 있다 여명이 매일 순번을 정해 텃밭에 물을 주는 일을 비롯한 텃밭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10
일부터 텃밭참여자들을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하는 일까지 모든 일들의 중심에 텃
밭운영위원회가 있다 텃밭운영위원회가 년 초에 여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옥상 농부학교는. 2012 10

여명의 지역 주민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그중 일부참가자는 문래도시텃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20 , .
현재 농사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문래도시텃밭의 중심이 지역의 주민이 된 것은 지난 텃밭활동의 소중.
한 결과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옥상텃밭이 지역 공동체에 거점공간으로 자리잡아 공동체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옥상텃밭은 문래창작촌 내에서 몇 개의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의 하나로 지역. ,
철공소 각종 사무실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또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지역의 정서를 체험,
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옥상텃밭의 농사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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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철공소 분들과의 정서적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옥상 농부들은 텃밭상자.
와 함께 각종 모종을 지역 철공소에 분양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골목 곳곳에 자리잡은 작물들로 인
해 동네 분위기가 한층 생기있게 변화되었다 시골출신으로 농사경험이 있는 지역 철공소 분들이 옥상.
농부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같이 문래도시텃밭이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자리잡기까지의 몇 가지 노력도
필요했다 예를 들어 문래도시텃밭의 생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
이다 옥상텃밭에서 처음 샐러드채소를 수확할 무렵 상추 치커리의 잎을 채집하여 미량분석 전문기관. ,
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중금속 함량 역시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래동 채소에 대한 신뢰감은 마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
들어 주었다 텃밭채소를 오가닉카페에 납품하거나 지역장터에서 판매하면서 채소만이 아니라 문래동의.
공동체와 문래동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텃밭에서 벌을 키우면서 문래동이 꿀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자부심을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래도시텃밭은 채소와 지렁이와 꿀벌.
과 같은 뭇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문래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모든 일들이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농사는.
썩 잘 맞지 않았다 농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야 가능해졌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참여와 그. .
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획들은 텃밭을 늘 활기 있게 만들었다 오히려 텃밭활동이 계기가 되어 지역.
주민들이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각종 지역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예술가들이
텃밭을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밖의 시행착오도 많았다 지. .
렁이 키우기는 음식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바퀴벌레 서식지가 될 우려 때문에 중단되어야 했다 야채를.
납품하는 일 역시 이 일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겨울에 지은 비.
닐하우스는 너무 추웠다 모든 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래도시텃밭의. .
지금까지의 경험은 비교적 성공적이란 평가를 내리는 데는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유쾌한 경험을 축적하며 이 공간이 문래동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우선 문래창작촌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지역 예술가들의 에너지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농사활동에 관심을 가.
진 주민들 다양한 개인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했다 이런 참여의 배경에는 누구나 참여해서, .
농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옥상텃밭의 환경과 텃밭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를 가능하게 한 디자
이너와 기업 등의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으로 결합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NGO, .
다도 문래도시텃밭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관계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이 갖는 힘
에서 찾을 수 있다 문래 도시텃밭은 아주 작은 녹지이지만 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둘러 쌓인 도시에.
서 아주 낯설고도 친밀한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옥상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광속으로 질주하는 도시의 속도과 구별되는 자연의 느린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우리.
몸안에 녹색 를 일깨워 특별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관DNA
계의 즐거움을 갖게 한다 올해 두 번째 여름을 보내는 문래도시텃밭은 도시속 커뮤니티가든이 가진 다.
양한 가능성을 여전히 실험하고 있다 문래 도시텃밭은 이 곳에서 이웃이 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진화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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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이유미이유미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서론 도시농업과 조경서론 도시농업과 조경서론 도시농업과 조경서론 도시농업과 조경:

지난 몇 년간 국내외 현상설계 및 설계공모전에서는 생산적인 도시경관과 도시농업(urban
또는 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나agriculture urban gardening) .

그림으로는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획되고 설계된 생산적 도시경관의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이를 조형적 심미적인 해석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설계되고 시공된 사례는 매우, ,
희귀하다.

최근에 더욱 조명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현재의 인구과밀화? ,
과도시화 사회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는 현대인의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공동생산활동으로
서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생산적 기능을 갖는 도시경관. Edible Urban

에 대한 조경계의 관심도 높아져서 도시농업이 조경설계의 주요 프로그램 역할을 담당하기Landscape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로서의 도시농업 발달의 배경을 이해하고 도시농업공Green Community Design
간의 특징과 주요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여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적합한 도시농업모델의 연구에 기여,
하고자 한다.

Garden Cities Revived

도시와 밀접하게 계획된 생산적인 경관에 대한 이론으로는 의 를 살펴Ebenezer Howard Garden City
볼 수 있다 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행정기능을 하는 중앙도시가 있고 그 주변을 다양한. Garden City ,
기능의 소도시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사이사이에는 농경지나 농장 등의 도시농원이 계획되.
어 있다 다이어그램의 도시 전체 면적과 인구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간의 기능을 제시하여 도시에. ,
서 소비하는 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급자족적인 도시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광활하고 비옥한 대륙의 발견과 이민의 역사로 시작된 미국의 국민들에게는 푸른잔디가 딸린 그림같
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었다 년 출간된 이라. 1999 <American Lawn>
는 책과 미국의 백악관의 드넓은 잔디평원에서 상징하듯 푸른잔디는 미국의 시민의식의 상징적인 요소
였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남한 전체의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의 잔디를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잔디는. .
많은 양의 물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비생산적인 조경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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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불과 년 후인 지금 미국은 에 대한 동경을 버리고 기능적이고 생산적인10 American Lawn

을 재창조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는 다시 도시농업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American Garden . ,

이는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 또는 원거리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식량을 생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의 오바마 정부가 권위적이었던.

백악관의 잔디평원에 텃밭을 조성하였고 전쟁 당시인 년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조성되었던 텃, 1942

밭이 여년이 지난 년에 자급자족적인 생활로 미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자는 시민운60 2008 patriotism

동의 일환인 설치작업으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년대에도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은 차 세계대전 당시 물자수송에 어려움을 겪자1940 . 2

내집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자급자족 하는 것이 곧 승리를 가져오는 길 이라는 의미의‘ ’ ‘Victory

을 국가에서 장려하였다 이것을 유래로 미국의 텃밭은 이는 애칭을 갖게 되었Garden’ . victory garden

다 전쟁 당시 미국은 농작물의 을 내집 또는 자투리땅의 텃밭에서 생산하는 자급자족적인 생. 70-80%

활을 하였으나 종전과 함께 은 쇠퇴하고 이후 급속화된 도시화의 영향으로 식량생산은, victory garden

산업화 공업화되었다, .

도시농업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킨 계기가 된 년에 미국에서 개봉된2008 sensational

한 다큐멘터리 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식품이 농장이나 목장이 아닌 비인간적<FOOD Inc.> , ·

비환경적인 환경에서 철저하게 공장화된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를 통해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을 충격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은 재래농법으로 정상적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관.

심과 함께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이 당시는 마침 미국의 부.

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원유폭등과 환율변동이 일어나는 등 공식적으로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인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전시에 물자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처럼 시민들이 부지런해지고 자급자.

족적 생존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Urban Gardening: Types and Functions

도시농원은 공간의 소유권이나 기능에 따라서 세가지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유지. ,

인 정원에 화단이나 채소밭과 같은 생산적 기능을 접합하기도 하고 둘째 건물옥상이나 기찻길 옆 또, , ,

는 하천변과 같은 도심유휴지에 생산성을 위주로 하는 일시적 텃밭을 조성하기도 한다 셋째 도시중심. ,

이나 도시주변에 대규모로 계획되는 도시농원은 생산활동과 여가활동의 복합적인 기능의 갖는 도시 오

픈스페이스로 지금까지 설계공모전 등을 통해서는 여러번 소개되었으나 실제로 프로젝트화 되지는 못

하였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시농원 은 이제 도시공원 이나urban agrarian field urban park

정원 과 같은 조경공간의 한 유형 이다 그렇다면 생산적 도시경관에 있어서urban garden typology .

조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시농업의 특성상 생산적 도시경관은 시각적 기능이 취약한데 경관의 미적? , ,

가치와 생산적 프로그램을 접합하여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아름답고 친근하고 생

산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 오픈스페이스는 상징적 심미적 감상적인 공간에서 생산적 기능적 친환경적인 공간으, , , ,

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복합적인 기능 중에서 생산성에 주목하여 흥미롭게 실현된 도.

시농원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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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Power

년 프로농구선수였던 이라는 개인의 농장에서 시작하여 밀워키와 시카고를 중심으로1993 Will Allen
활성화된 비영리 도시농업 의 명칭으로 단순한 텃밭의 규모를 넘어 지역사회의 식량생산organization ,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발전하였다 는 대규모의 온실 텃밭 농업기. Growing Power , ,
술을 교육하는 텃밭 수산양식 시스템 유통 및 판매시설 등 총체적인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을 위, ,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밀워키의 주요관광명소로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을 맞는 관광효과도.
거두고 있다.

도시농업 사례연구 생산과 교육의 결합도시농업 사례연구 생산과 교육의 결합도시농업 사례연구 생산과 교육의 결합도시농업 사례연구 생산과 교육의 결합2:

옥상텃밭옥상텃밭옥상텃밭옥상텃밭Gary Comer Youth Center

시카고의 게리 코머 유소년 센터는 건물 옥상을 텃밭으로 재설계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색동스트라이.
프 형태로 계절적 변화와 생산일정에 따른 채소와 식용작물의 배치와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양.
한 색상과 질감을 갖는 조경공간으로 조성된 이곳에서는 매년 이상의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고450kg
시설 내의 식당에서 소비하고 있다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업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공간.
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양 건축대학교 마스터플랜심양 건축대학교 마스터플랜심양 건축대학교 마스터플랜심양 건축대학교 마스터플랜Shenyang Architectural University Master Plan -

중국의 에서 설계한 심양건축학교의 마스터플랜으로 학교안에 대규모의 경작공간을 조성Turenscape
하였다 생산성을 가진 조경공간에서는 구성원이 협동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를 상징하는 작물로 판.
매하여 수익성도 가지고 있다 다기능적인 하이브리드 경관을 강조하여 추수를 앞둔 황금들판을 가로지.
르는 보행로의 내부동선의 기능과 휴식의 기능 학교 캠퍼스에서의 식량생산활동과 인력생산활동을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농촌 경관을 도시화된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여 생산적 경관을 캠퍼스의 상징.
적 중앙 오픈 스페이스로 승화한 사례이다.

도시농업 사례연구 땅의 복원과 도시 재생도시농업 사례연구 땅의 복원과 도시 재생도시농업 사례연구 땅의 복원과 도시 재생도시농업 사례연구 땅의 복원과 도시 재생3:

Viet Village Urban Farm

카트리나로 수해를 입은 뉴올리언즈의 은베트남커뮤니티를위한도시농장으로Viet Village Urban Farm
계획되어현재조성중인사례이다 년에 뉴올리언즈의 동부지역에 지역사회를 구축한 베트남 커뮤니티. 1975
는 현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베트남산의 채소와 작물을 재배하고 잉여생산물을 토요시장에 팔아 부수입
을 얻는 목적으로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어왔다.

그러나 년의 수해로 이러한 텃밭은 모두 사라졌고 베트남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러한 고난을 기2005 ,
회로 삼아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보다 기능적인 텃밭과 마켓을 갖춘 도시농장을 만드려는 노력
에 착수했다 지역주민들은 시로부터 헥타아르의 부지를 구매하고 장기임대로 헥타아르를 계약하여. 8 3
총 헥타아르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활발한 주민회의를 통해 농장의 설계는 물론 과 노동인11 . , funding
력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도시농업 시스템을 추진하였다 에서는 진입로와 개인용 텃밭. Phase 1
과 상업용 텃밭 놀이공간 등을 연결하는 보드워크를 조성하고 중앙 저수지와 커뮤니티 파빌리온을 계,
획하였다 에서는 제 저수지와 상설시장 식당 가축농장을 갖춘 복합적인 도시농업단지로 탄. Phase 2 2 , ,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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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설계적인 이슈는 물의 순환이었다 대상지는 해수면보다 표고가 낮고 지하수.
고가 높은 평지로 배수에 큰 어려움이 있고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설계팀은 이에 대비하여 홍수시에.
는 독립적으로 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두개의 저류지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sub-watershed
다 저장된 물은 평상시에는 관개수로 사용하고 유수는 인공습지에서 정화되어 다시 저류지로 흐르도록.
계획되었다 은 무농약 퇴비 등의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고 풍력발전으로 관. Viet Village Urban Farm ,
개용수를 공급한다 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새로운 도시농장. ,
으로 조성될 것이다.

From Motor City to Garden City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던 는 도로와 주차장에 난립하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발전한Detroit
이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흔들리면서 한때 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만 이하로 줄어Motor City . 200 90

드는 등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거지.
역에서는 한집 걸러 하나씩 빈집이 생겨났다 실업자가 늘어난 도시에 남게 된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
움과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이웃집 정원에 텃밭을 가꾸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
도 회색의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도시텃밭이 활성화된 녹색정원도시가 되었다.

은 이러한 의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여 회색의 에서 녹색의Design proposal Detroit Motor City
로 변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안하고 디트로이트의 주거지역 중에서 공동화된 주Garden City 12%

거지역과 공동화된 주거지역을 샘플링하여 칼라코딩한 를 퀼트라는 조각보를 형태적 모60% land use
티브로 삼아 도시주거지역에 생산적 도시농업공간을 계획하였다 도로와 주차장이 중심이던 도심지역은.
대중교통시스템인 트램을 제안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도시의 유휴공간을 생산적인 도시농업공간으로 재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결과 주차장을 텃밭으로 광장을 화원으로 수변공간을 과수원과 도시농업. , , ,
교육센터로 이용하는 생산적인 도시가 탄생하였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텃밭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조경에 있어서의 도시농원은 도시경관.
으로서의 미적 가치보다는 도시의 유휴지에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텃밭처럼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공간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산적 도시경관으로서의 도시농원의 조경설계적 이슈는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는 농업이라는 특성상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용패턴으로 설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어렵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시농원에서 생산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구성은 다양한 경험을 유발.
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농원에 계획된 텃밭의.
대부분은 나 형태로 설계되고 보행로는 주로 직선이나 사선으로 그어진다 곡선의 형태는 경grid stripe .
작패턴과 상충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지형조작 도 경작활동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관개용수의, grading
공급이 원활하도록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한다.

도시농원은 개인의 노동력이 꾸준히 제공되어야만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정원과 같은.
사유지가 아닌 공원과 같은 공공용지에 도시농원이 조성되는 경우 유지와 관리의 주체와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경제침체를 맞아 증가하는 유휴인력으로 노.
동력의 양적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각 지자체 또는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도.
시농업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
익금 분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의 투자로 연결시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도시에 생산적 경관으로서의 도시농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시농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기본계획단계 또는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농경지에서 땅의 생산력.
이 중요한 만큼 생산적 경관을 그린필드에 설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이 공원, .
등의 공공용지에 조성되는 경우 생산의 주체와 유지 관리의 주체가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
논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생산된 작물을 판매하여 수익금 분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의 투자로 연. ,
결시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농업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제안은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사
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생산적 도시 자급자족적 도시 탄소발자국 저감도. , ,
시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적극적 도입으로 새로운 도시구조의, ,
패러다임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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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내 조성된 주민참여형 텃밭에도시자연공원구역내 조성된 주민참여형 텃밭에도시자연공원구역내 조성된 주민참여형 텃밭에도시자연공원구역내 조성된 주민참여형 텃밭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The Study onThe Study onThe Study onThe Study on

users' satisfaction to the communityusers' satisfaction to the communityusers' satisfaction to the communityusers' satisfaction to the community

garden in urban natural park areagarden in urban natural park areagarden in urban natural park areagarden in urban natural park area

손용훈손용훈손용훈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임정언임정언임정언임정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서론서론서론서론.ⅠⅠⅠⅠ

안전한 먹거리 문화 다양한 환경적 이슈로 인해 도시 내 농업 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
정부 학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 나영은· · · · ( , 2010)
및 기술 지원 사업 농업진흥청 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농업( , 2010) .
체험을 한다는 점과 스스로 농산물을 길러내 안전한 먹거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농업에 비해 큰
이점을 갖는다 지난해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도시민의 농업활동을 지원. ‘ ’
하고 커뮤니티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동법 제 조 도시농업의의 유형 등 에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8 ‘ ’
시농업 통상 도시농업공원 을 정의하였다 현재사회에서 도시농업공원은 시민의 새로운 여가 활동 커뮤( ) . ,
니티 증진 등에서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많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NPO
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농업공원 이슈에 관해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서울시 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 , 2012)
원을 하고 있다 관련 사례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공원 시범사업이 있다 마을공. ‘ (Community Garden)’ .
동체공원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동네와 접한 지역이 토지주의 관리 소홀 무단 경작( ) , ,
쓰레기 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문제와 토지 보상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마을 단위로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혐 지역거점공원을 말하며 이중 한 형태가 텃밭도입형 마을공동체공원이다 서울시 정책자료 인‘ ’ (
용 텃밭도입형 마을공동체공원은 노인 주부의 소일거리 조성 주민참여형 텃밭 외에도 기존 무단 경작). ( )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년에는 관악구 청. 2012
룡산 및 노원구 불암산 곳이 텃밭도입형 마을공동체공원의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사업이 실시되었2
다.

본 연구는 이 중 관악구 청룡산 마을공동체 공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는 현재 지역주.
민의 관심이 높아 향후 텃밭공원의 확장을 계획 중이다 대상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청룡산지. (
구 에 위치하며 조성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위치는 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거리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주변으로 개2 500m , 6
의 학교와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공원이용수요도 높게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구 청룡산.
마을 공동체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텃밭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향후 조성될 마을공동체공원 주민. ‘ ’(
참여형 텃밭 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그림 청룡산 마을공동체공원 전경[ 1]

개요 특징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번지 일원174

설립 및 개원 조성완료 년 월 개원 년 월2011 12 , 2012 4

텃밭 이용자 텃밭 총 구좌 가족 학교 유치원38 ( , , )

공원면적 /

텃밭면적

6, 263 /

약 평 구좌 구좌 약 평322 ( 97 ), 38 (1 8.5 , 2.6 )

주요

시설물

체력단련장 순환산책로 쉼터 사각테이블 가, , ( ),
재보 음수전 텃밭 야생화단지 우수 저류조, , , ,
등

자료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제공 자료 재구성:

표 공원 개요[ 1]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ⅡⅡⅡⅡ

연구는 구체적으로 세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청룡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조성된 마을공동체공원.
의 공간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 둘째는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원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셋째는 텃밭 이용자가 원하는 마을공동체공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이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청룡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조성된 마을공동체공원의 공간구성 및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은 자료,
조사 관계자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 내 시설 만족도 조사는 현재 텃밭을, , . ,
분양받아 이용 중인 구좌 주민 구좌 학교 유치원 구좌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 시설 및 서비스 등38 ( 34 , 4 )
이용에 관한 만족도 평가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텃밭이용률이 높은. 6
월에 실시하였다 질문항목은 크게 전체 만족도 이용 목적에 따른 시설 만족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 ,
만족도 등이다 조사내용의 분석에는 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응답자 속성 만족도 항목에 관한. SPSS . ,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추출 등이다 셋째 만족도 설문을, . ,
보완하여 심층인터뷰를 함께 실시하여 이용자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구분 세부설문내용

공원이용 일반현황
성별 연령 거주지 이용 빈도 방문시간대 및 체제시간 도달거리 및 방문수단 동, , , , , ,
반자 유형 텃밭이용 동기 등,

공원의 전반적인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 향후 이용의향,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만족도 공원 접근성 경관성 활동시설 편익시설 이용자 흥미, , , ,

생산활동 만족도
텃밭규모 작업공간 경작 도구 및 씨앗 비료 등 지원 휴게시설 텃밭 위치 및, , , , ,
형태 동선 등 공간효율,

교류학습 만족도.
이웃과의 교류 지역공동체강화 텃밭도우미의 농업교육지원 자녀와 학생 녹색교, , ,
육 이벤트프로그램 등,

기타 요구사항 추가로 원하는 시설 및 이벤트 등 활동프로그램

표 설문지 구성[ 2]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ⅢⅢⅢⅢ

공원 이용현황 분석공원 이용현황 분석공원 이용현황 분석공원 이용현황 분석1.

공간구성 및 시설 현황 분석1)

공원의 공간구성 요소는 크게 허브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텃밭 공간 생활체육 공간 쉼터, , ,
및 가재보 등 휴게 공간 그밖에 야생화단지 우수 저류조 주변 산림 및 산책로 등이다 기존의 불법경, , , .
작과 토사 유실 등의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되던 지역 중 경사가 심한 곳은 약 의 산림으로 복3,000㎡
원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곳은 일부를 절성토하여 의 평탄지에 텃밭을 조성하였다 텃, 800 .㎡
밭 커뮤니티 주변에는 급수시설 농기구 보관소 퇴비상자 가재보 야외 피크닉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 , ,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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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 전 현황 평면도a. 공원 조성 계획 평면도b.

공원 조성 전 현황 사진c. 공원 조성 후 현황 사진d.

그림 청룡산 마을 공동체 공원 조성 전 후 비교[ 2]

자료 관악구 재구성: (2011)

이용 및 운영 현황 분석2)

텃밭의 분양대상은 개인 지역주민 또는 단체 학교 유치원 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와 교육 등 다양한( ) ( , ) ,
목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 수요는 개원 전 총 구좌의 텃밭 분양. 38
에 대해서 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담당 지자체인 관악구는100 .
이용자 중심의 공원 운영을 추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개장 초기단계로 농사.
도우미를 통한 농업기술 지도만 실시하지만 그 외 이벤트 개최는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지자체.
의 이용자 지원 내용으로는 텃밭 분양시 퇴비 모종 등을 무상 제공하였으며 청소 등 일상 관리를 하, ,
고 있다 표 는 관악구가 실시하는 텃밭 분양계획 및 운영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3 .

구분 소항목 내용

텃밭

분양 계획

대상 관악구 주민 관내 학교 유치원 등, ,

분양구좌 총 구좌 중 구좌 구좌기관별 관악구 주민 각 구좌 구좌세대별38 4 (2 / ), 34 (1 / )

분양방법 인터넷 신청서 접수 후 공개추첨

분양가격 구좌 원 퇴비 모종 등 지원비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1 50,000 ( , )

텃밭

운영

운영기간 매년 봄 월 가을 월(4 )~ (11 )

관리인력 농사도우미 명 텃밭관리자 명 등 인 교대 무1 , 1 2

표 설문지 구성[ 3]



자료 관악구 및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2)

이용 만족도 분석이용 만족도 분석이용 만족도 분석이용 만족도 분석2.

이용자 속성 및 실태 분석1)

이용자의 성별분포는 전체 남성 명 여성 명 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분포가 높았으7 (26%), 20 (74%)
며 이용자의 연령은 대 명 대 명 대 명 대 이상 명 으로 노년, 30 8 (30%), 40 3 (11%), 50 5 (18%), 60 11 (40%)
층의 참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거주지는 전부 관악구로 이 중 청룡동이 약 은천동. 48%, ,
봉천동이 각각 로 대부분 공원에서 약 분 이내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방문수단15%, 11% 10 .
은 도보가 약 로 매우 높았다 공원의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방문이 주 번 방문이52% . 33%, 3~5 26%,
주 회가 로 전체적으로 방문빈도가 높았다 방문시간대는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1~2 22% .
며 체류시간은 평균 약 분 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공원의 이용 목적의 우선순위 비율은 표 에서30 ~1 . 4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순위 의 경우 자녀교육 및 학습 약 채소 생산활동 약 취미활. 1 41%, 22%,
동이 약 로 자녀교육 및 학습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우선19% .
순위 에서는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도모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2, 3 , .

구 분 우선순위1 우선순위2 우선순위3 우선순위4 우선순위5

취미 18.5 11.1 11.1 18.5 11.1
가족과의 여가활동 7.4 25.9 7.4 14.8 3.7
자녀교육 및 학습 40.7 7.4 7.4 3.7 -
이웃과 교류 및 친목도모 - 14.8 7.4 3.7 11.1
채소 등 생산 활동 22.2 18.5 18.5 17.8 11.1
건강증진 11.1 3.7 18.5 3.7 14.8
기타 - 3.7 - - 3.7
계 100 100 100 100 100

표 공원 이용 목적의 우선순위 비율[ 4]

만족도 측정치 항목분석2)

공원 이용 생산활동 학습 교육 측면에서 공원 이용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생각되는, ,
항목을 선정하여 텃밭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와 각 항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문결과.
전체 개 구좌 중 개 구좌의 이용자에게 응답을 얻었으며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한 명을 제외한38 28 , 1 27
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항목분석 결과 천정효과 및 바닥효과 를 나타내는. (ceiling effect) (floor effect)
항목은 없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향후. 5
이용가치가 있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각 항목 만족도에서도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
를 하였으며 특히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측면 중 접근성 경관 및 녹지량에 관하여 높게 평가하였고, ,
생산활동 측면의 텃밭규모와 씨앗 비료 등 경작 지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

계획

농사도우미 지역 풀뿌리단체인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추천자* :

재배작물 봄 곰취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등 가을 배추 무 알타리 갓 등( , , , , )/ ( , , , )

재배방법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

영농교육 교재교부 및 도시농업기술센터 강사 현장교육 월 회(4,6,9 3 )

주민텃밭운영위원회
구성

텃밭 참여자 전원 총무 텃밭도우미 명, ( ) 1

이용자 성과도 평가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자율적인 규제사항 결정*

프로그램

마을텃밭 으뜸농산물 품평회 월 월 연 회 개최(6 10 2 )

모종 및 퇴비나누기 등 영농프로그램 운영

자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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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요인분석3)

다음으로 종합 만족도를 제외한 각 항목 개를 대상으로 주성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18 .
고유치 변화는 순으로 나와 성분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분 구조31.26, 18,34, 12,46, 8.24, 6.41.. 3
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성분으로 가정하여 주성분법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 3 , Promax
하였다 결과 가지 성분 모두에 있어서 충분한 부하량을 갖지 못한 경치의 아름다움 및 녹지량 체. 3 ‘ ’, ‘
력단련장 순환산책로도 함께 이용한다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 항목을 대상으로 주성분법, ’ 16 ,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요인패턴은 표 과 같다 회전 전 성Promax . 6 . 3
분으로 개 항목 전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이다16 65.65% .

요인 은 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역공동체 강화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 참여구성원이 흥미를1 7 , ,
갖는 공원 등으로 볼 때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설문항목 구성에서 가정했‘ ’ .
던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측면 과 교류와 학습 측면 의 구분 중 교류 에 관한 항목이 높은 점수로‘ ’ ‘ ’ ‘ ’ 2
요인 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중 주민 상호간 교류가 포함되어 있음을1 .
확인한 결과이다 요인 는 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생산활동 측면 으로 가정한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 2 4 ‘ ’
므로 생산활동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은 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이벤트‘ ’ . 3 5 ,
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및 지원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 .

다음으로 각 요인과 함께 종합 만족도 항목인 현재 만족도 표 및 이용 의향 표 과의 상관관계를( 7) ( 8)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요인 요인 의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적으나 요인 과. 1, 2 3
다른 요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요인 은 현재 만족도 향후 이용의향에 관해. 3 ,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원적 생산공간적과 같은 물리적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용. ,
자 만족에 있어서 행정의 지원과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종합 만족도
현재 마을 텃밭의 이용에 관해서 만족한다. 3.56 0.85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공원이다. 4.04 0.85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측면

공원까지의 접근성에 만족한다. 4.15 0.72
경치의 아름다움 및 녹지량에 만족한다. 4.07 0.73
체력단련장 순환산책로도 함께 이용한다, . 3.59 0.80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다. 3.63 0.79
참여구성원이 모두 흥미를 갖는 공원이다. 3.89 0.70
이용가능한 시설이 다양하다. 3.33 0.78

생산활동측면

분양받은 텃밭의 크기에 만족한다. 3.00 0.83
경작활동을 할 때 작업공간이 충분하다. 3.30 0.82
농기구보관함음수시설퇴비상자등지원시설에 에 만족한다, , . 3.44 0.80
가재보 정자 쉼터 사각테이블 등 휴게시설에 만족한다( ), ( ) . 3.63 0.69
제공되는 씨앗 유기농비료 등에 만족한다, . 2.96 0.85
전체 공원 내 텃밭의 위치 및 형태 동선 등에 만족한다, . 3.56 0.75

교류 학습 측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 3.59 0.69
지역 공동체의 강화에 도움을 준다. 3.56 0.64
텃밭도우미의 농업교육 지원에 만족한다 3.67 0.88
자녀 학생들의 농업교육 및 녹색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준다, . 3.81 0.49
유아숲 체험장 등과 같은 주변에 연계된 자연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한다.

3.41 0.75

표 이용만족도에 관한 기술 통계치[ 5] (N=27)



구 분
요인 1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요인2

생산활동
요인3

교육 및 지원

지역 공동체의 강화에 도움을 준다. .867 .065 .191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 .855 .032 .105
참여구성원이 모두 흥미를 갖는 공원이다. .767 -.064 .169
분양받은 텃밭의 크기에 만족한다. -.699 -.089 -.201
이용가능한 시설이 다양하다. .695 .357 .589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다. .607 .478 .605
공원까지의 접근성에 만족한다. .554 .039 .358
전체 공원 내 텃밭의 위치 및 형태 동선 등에 만족한다, . .030 .924 .174
농기구보관함음수시설퇴비상자등지원시설에 에 만족한다, , . -.064 .864 -.063
가재보 정자 쉼터 사각테이블 등 휴게시설에 만족한다( ), ( ) . .446 .791 .165
경작활동을 할 때 작업공간이 충분하다. -.532 .592 .030
으뜸 농산물 품평회 등 계획 중인 텃밭 관련 이벤트에 흥미가
있다.

.247 .005 .841

유아숲 체험장 등과 같은 주변에 연계된 자연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한다.

.210 -.214 .703

자녀 학생들의 농업교육 및 녹색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준다, . .524 .004 .686
제공되는 씨앗 유기농비료 등에 만족한다, . -.129 .382 .647
텃밭도우미의 농업교육 지원에 만족한다 .092 .472 .553

표[ 6] 조사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회전 후 요인패턴(Promax )

각 요인
상관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현재 만족도

요인 1 - 0.062 0.297 0.365

요인 2 - 0.204 -0.210

요인 3 - 0.539**

-

상관계수는 수준 양쪽 에서 유의함**. 0.01 ( )

표 만족도 요인과 현재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7]

각 요인
상관행렬

요인 1 요인 2 요인 3 향후 이용의향

요인 1 - 0.062 0.297 0.337

요인 2 - 0.204 -0.032

요인 3 - 0.625**

-

상관계수는 수준 양쪽 에서 유의함**. 0.01 ( )

표 만족도 요인과 향후 이용 의향 간의 상관관계[ 8]

심층 인터뷰 분석심층 인터뷰 분석심층 인터뷰 분석심층 인터뷰 분석3.

마지막으로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활동 및 공간시설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반.
적으로는 텃밭공원에 대한 관심과 심미적 만족도가 높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텃밭을 이용하고자 하였
으며 텃밭 공원의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교류학습적인 측면에서는, .
텃밭이용자 간에 경작 방법과 비료사용 등에 관한 지식을 서로 나누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 또한 관악구에서 계획하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 ,
종과 퇴비나누기 정원꾸미기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 텃밭 중심의 이벤트와 으뜸 농산물 품평회 농업, ( ) ,
교육 및 녹색 식생활 교육 등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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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최영애 외 는 공동체 정원 활성화를 위한 리더양성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커뮤니(2006)
티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및 경연 실시 등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텃밭규모 토질 등 경작 환경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경작의 편리성 측면에서 농기구 보관함 음수시설 퇴비상자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불만은 적으. , ,
나 반면 제공되는 텃밭의 크기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확량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유, .
는 분양받은 텃밭은 작업공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작공간이 평 남짓으로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어2
렵다고 하였다 또한 공원 개장 시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비료의 양이 경작활동을 유지하기에 매우 부. ,
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원 조성 과정 중에 토지 비옥도가 열악해져서 기대하는 수확량을 위해서는.
다량의 비료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열심히 경작활동에 임하는 한 이용자는 연 단.
위로 이용자를 재추점하는 현재의 텃밭분양조건에 대해 향후 활용한다는 보장도 없이 개인이 토질관리
를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공원 운영에 관한 추가 의견으로는 현재 텃밭 이용 기간 약 개월 에 대해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면( 8 )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은 약 개월 정도로 아쉬움이 있다며 개장일을 좀 더 앞당기어도 좋을 것이라는6
의견이 있었다 또한 텃밭 관리 상태가 양호한 사람의 경우 향후 재분양시 해택을 주는 등 보다 효과적.
이고 지속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및 고찰결론 및 고찰결론 및 고찰결론 및 고찰.ⅤⅤⅤⅤ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업 이슈와 더불어 시민의 생산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증
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공원 주민 참여형 텃밭 사업에 대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 )
이용현황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

텃밭공원의 이용측면에서는 응답자 가 만족하였고 응답자 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할55.6% , 74.1%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텃밭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할 때 본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운영 및 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 ’,
생산활동 교육 및 지원 이 있으며 이때 공원이용 및 여가활동 요인에는 가족 간의 교류의 장소‘ ’, ‘ ’ , ‘ ’ ‘ ’,
이웃간의 교류의 장소 등이 포함된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자‘ ’ .
체의 교육 및 지원 요인이 종합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현재 긍‘ ’ .
정적으로 평가되는 마을공동체공원 사업이 향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지원 에 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이 중요한 과제가 됨을 시사한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한 의’ .
견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텃밭 이용자들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과 이벤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점으로 경작환경 만들기에 관한 토질관리 및
관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적되었고 지자체는 이와 같은 이용자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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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공공간 만들기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공공간 만들기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공공간 만들기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공공간 만들기

이상민이상민이상민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1.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

도시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은 도시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임

최근 발표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인당 으로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1 22.0 ,㎡ 「 」

시지역의 공원 확보면적인 의 배에 이르는 것임6 3.7㎡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충분한 도시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지역에서는 인
구밀도가 달라 지역별로 도시공원 면적에 큰 편차를 보임

서울시는 년 기준으로 서울시 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이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생활- 2010 1 11.0㎡
권공원은 인당 에 불과함1 4.4㎡

자치구별는 종로구가 인으로 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이 가장 넓으며 이에 비해 금천구는- 15.3 / 1 ,㎡
겨우 인당 정도의 생활권공원이 확보된 상황임1 0.3㎡

도시 내 공공공간 공급의 어려움도시 내 공공공간 공급의 어려움도시 내 공공공간 공급의 어려움도시 내 공공공간 공급의 어려움□□□□

공공에서 현재와 같이 지가가 높고 확보된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도시 내 공공공간을 지속적으
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국토해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공공간과 관련된 시설의
집행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도시 공공공간인 공원이나 녹지 공공공지 등의 집행면적과, ,
집행비율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나마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공공
공간을 공급이 가능하나 기존 시가지나 단독주거지 밀집지역은 공공공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열악하여 불균형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최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국 내외 다양한 접근 시도최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국 내외 다양한 접근 시도최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국 내외 다양한 접근 시도최근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국 내외 다양한 접근 시도·□□□□

그동안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도시 공간환경의 기본적인 양과 질을 확보
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 주변의 공간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관심을 갖지 못함



현대도시에는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랜드마크
적인 공공공간과 함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생활공간이자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일상적인 공공공
간도 중요함

최근 많은 지자체가 도시 내 녹지 확보와 함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도시들은 공공,
에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존 공간들을 활
용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접근 필요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접근 필요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접근 필요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접근 필요□□□□

국내 도시 내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공공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중요한 작업임

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우리 주변의 공공공간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현행 제도적 틀 안에,
속하지 않거나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것들이 많고 다양해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공공의 접근방
식으로는 공급이 어려우며 조성되더라도 유지 관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음, ·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의 조성은 기존의 공공공간 조성방식과 다른 해법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현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의 가치와 유형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의 가치와 유형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의 가치와 유형일상생활 속 공공공간의 가치와 유형2.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가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도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 , ,
가치 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 외에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라는 가치가 중요함(equity)

형평성과 함께 일상적 가치가 중요한데 생활주변의 작은 공간들의 활용은 이러한 일상적 가치를,
환기시켜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 역
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는 개방성과 공공성 매개성이라는 속성은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
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촉매 또는 공간 거점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갖게 함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가치와 형평성이나 일상적, , , ,
가치 마을만들기의 공간 거점으로서의 가치 등은 결국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성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분리되어 성립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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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란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조성된 공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이용되는
공간들도 많으며 이 가운데에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은 다음,
과 같음

구 분 유 형

도시기반시설 관련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공공지 하천주변 공간 녹지 연결( , , ), , , (
녹지 경관녹지 등 공공시설 주변공간 사회기반시설 하부공간, ), ,

개별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건축물 사잇공간,

기타 도시 유휴공간 도시 자투리 유휴공간 도시텃밭 골목길 기타, , ,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와 특성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와 특성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와 특성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와 특성3.

구 분 사 례

도시기반시설 관련

생할권공원 소공원( ) 삼육어린이공원 한평공원( )

녹지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회기반시설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별 건축물 관련
다가구 건축물

사잇공간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기타 도시 유휴 공간
도시자투리
유휴공간

보호수주변 광진구 화양동 보호수 개선사업

골목길 그린파킹 울산 남구 옥동 일대

공간 유형별 특성공간 유형별 특성공간 유형별 특성공간 유형별 특성□□□□

다세대 밀집지역의 사잇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하거나 기존의( )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새로운 선형의 공공공간 조성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철도교량 하부의 버( ),
려졌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등( )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조성주체별 특성조성주체별 특성조성주체별 특성조성주체별 특성□□□□

관주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같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지자체 정책에- ‘ ’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아직까지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획일화,
된 사업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를 가질 필요가 있음

민 관 협력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민 관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형태- ‘ + ’ ,
로 이러한 방식은 관주도 민간주도 사업이 각각 일방적인 공급 예산부족으로 인한 실행부문에, , ,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음

민간주도 사업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함- ‘ ’

추진방식별 특성추진방식별 특성추진방식별 특성추진방식별 특성□□□□

최근에는 공공공간의 부지 확보나 조성과정에 민간 부분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제도로 녹지활용계약 경관협정 등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 ‘ ’, ‘ ’
황임

대부분의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지지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되며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의- ,
공공공간 조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함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4.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 발굴-

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다양한 관련사업의 활용-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양한 주체참여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교육과 홍보를 통한 관련 주체의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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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도시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마련-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민간참여 방안 마련-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관련 주체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방향 또는 원칙 필요-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설계기준 필요-



커뮤니티디자인 센터로써 안산 마을만들기커뮤니티디자인 센터로써 안산 마을만들기커뮤니티디자인 센터로써 안산 마을만들기커뮤니티디자인 센터로써 안산 마을만들기

센터의 활동사례센터의 활동사례센터의 활동사례센터의 활동사례

이현선이현선이현선이현선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하 안산센터 는 년 한국에서 맨 처음으로 민간위탁의 형식으( ) 2008
로 운영된 마을만들기 조직이며 지난 년대말부터 한국사회에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 90
작한 도시운동이 제도화된 초기모형1)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소개소개소개1.

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

위 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호- : 710-3 509

운 영 민간위탁 현재까지- : (2008.1.1~ )

조 례 좋은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 (2007.9)

홈페이지- : http://happyansan.or.kr

연락처- : 031-409-7960~1

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

공모사업 생활환경개선분야 공동체형성 및 복원분야- : +

교육사업 마을주민대학 마을디자인대학 마을코디네이터교육- : , ,

기타활동 마을포럼 민관협력워크숍 청년서포터즈 대학생 청소년교육-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년 행정안전부 마을가꾸기 우수사례 대상 수상- 2008

년 민관협력포럼 민관협력 우수사례 대상 수상- 2009

년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2010

년 지방자치 년 변화혁신사례 좋은변화상 경향신문 주최- 2011 20 , , ,

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인증 주민대학 디자인대학-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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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안산은 왜 마을만들기를 하는가필요성 안산은 왜 마을만들기를 하는가필요성 안산은 왜 마을만들기를 하는가필요성 안산은 왜 마을만들기를 하는가2. , ?

도시적 상황에 관한 이해도시적 상황에 관한 이해도시적 상황에 관한 이해도시적 상황에 관한 이해

안산시는 년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과 수도권 오염공장 이전차원에서 호주 캔버라1986 (Canberra,
를 모델로 한 만 명의 전원공업도시로 계획된 신도시이다 그러나 년초 이미 만을Australia) 20 . 1990 50

넘었고 현재에는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개 시군구에서 인구수로 번째에 달하는, 75 , 31 6
큰 도시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는 대부분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산을 찾은 노동자들이었고 현재 원주민,
은 도 안될 정도로 안산시는 이주민의 도시이다 그런데 값싼 노동력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반월공1% .
단은 공장 지가의 상승과 고임금 등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영세 소기업 다수가 입점하게 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확산되고 현재에는 한( ) , ,空洞化
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생산성은 계속 저하되면서 안산시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그리고 안산시.
민은 가계소득은 경기도 내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복지수혜대상자 또한 경기도.
에서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넉넉하지 않은 시민과 풍족하지 않은 지역정부 그리고 계획도시로써 양호한 도시환경에도 불구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안산시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시작된 배경이다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한 신.
도시이지만 도시개발이 된 지 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주율 을 보여주듯이 여30 ( )移住率
전히 시민들은 안산시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안산센터는 안산시민들.
이 안산에 오래 살 곳으로 이해하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고향으로 가꾸어가자는 취지에서 마을만들기,
를 하고 있다.

과정 어떻게 센터를 만들게 되었는가과정 어떻게 센터를 만들게 되었는가과정 어떻게 센터를 만들게 되었는가과정 어떻게 센터를 만들게 되었는가3. , ?

안산시의 마을만들기는 년대 후반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마을만들기 운동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90
다 수리산 지키기 안산천 지키기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그 시작이었다. , . 2000
년대 들어서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주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마을축제 활동을 개, / /
최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그 활동이 중지되었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 ,
연구모임이 안산의제 를 거점으로 시작되었다 안산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가 발족21(local agenda21) .
하고 년 반 동안 약 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년 드디어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2 20 2007 .
이 조례에 근거하여 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2008 .



가치가치가치가치4.

안산센터가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마을만들기는 삶터 가꾸기 다 마을만들기는 마을 삶터 생활환경 를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 ’ . ( )
가꾸어 가는 일이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주. ,
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장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

둘 째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이루기 다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마을에서 벌어, ‘ ’ . .
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며 주민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일이다, , .

셋 째 마을만들기는 사람 만들기 다 마을만들기는 책임감있고 자격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을 기르는, ‘ ’ .
일이다 개인공간에만 집착하던 개개인들이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다.

비전과 목표와 활동비전과 목표와 활동비전과 목표와 활동비전과 목표와 활동5.

안산센터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고 주민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써 그,
첫 번째 목표로 주민지도력 육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사업 전문가지원 연대 정책연구의 가지. / / / / 5
지원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

센터의 역할센터의 역할센터의 역할센터의 역할6.

안산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하고 서로의 활동을 네트워크하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 개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시작하여 안산시건. 11 ,
축사회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와 복지라는 목표를 두고 경기창, ,
작센터 문화 와 안산지역 복지관련 기관 복지 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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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주민학습프로그램주요활동 주민학습프로그램주요활동 주민학습프로그램주요활동 주민학습프로그램7. 1

마을만들기 성공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지속적
인 학습에 있다 마을만들기는 단숨에 이루.
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육으
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계속해서 가꾸.
고 정성을 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안산센터는 다양한 주민들.
의 학습욕구를 반영하여 단계별 수준별 맞춤, /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주민대학과.
마을디자인대학은 년 유네스코 지속가능2011
발전교육인증을 받았다.

사진으로 보는 최근 활동○

마을축제 동네에서 놀자, (2012) 대학생과 함께 쓰레기없는 마을만들기(2011)

주민학습 프로그램< >

센터의 역할< >



달퐁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개선, (2011) 와리마루 공원내 컨테이너 사랑방, (2011)

청소년마을학교 동네 어르신 인터뷰, (2012) 아파트 에너지마을 비전만들기(2012)

주요활동 주민공모사업주요활동 주민공모사업주요활동 주민공모사업주요활동 주민공모사업8. 2.

안산센터의 대표적 활동으로 주민공모사업이 있다 센터 개소와 함께 진행되어 지난 년 동안 총. 5 60
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벽화 담장허물기 보, . , , ,
행환경 개선 등의 생활환경개선분야와 교육 마을축제 콘텐츠 제작 등의 공동체 형성 및 복원분야가, ,
그것이다 신청자격은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주민조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협.
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일 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나누어 진행하며 심시기준은 사업의 적절성, ,
실현가능성 효과성의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3 .

개요○

기간 매년 월 월: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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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활환경개선 분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분야: /

예산 총 천원 년 기준: 160,000 (2012 )

추진절차○

주요활동 정책연구활동주요활동 정책연구활동주요활동 정책연구활동주요활동 정책연구활동9. 3. /

마을포럼마을포럼마을포럼마을포럼1)

마을포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초청하여 심화된 내용을 학
습하는 열린 세미나이다.

역대추진현황○

년2008 제 차 마을만들기 비전과 전략으로서의 마을계획 수립1 ,

년2009 제 차 유럽의 비법정계획의 이해와 국내적용가능성2 ,

제 차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 서울 성북구 삼선 구역 사례3 , - 4

제 차 화정동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발표회4 ,

제 차 일본 마을만들기의 특징과 운영실태5 ,



년2010 제 차 마을만들기와 창작스튜디오6 ,

제 차 다가구 주택지역 주차문제 해결과 마을만들기7 ,

제 차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8 ,

제 차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시 이야기9 ,

년2011 제 차 단독주거지 쓰레기문제와 마을만들기10 ,

제 차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 서울시 휴먼타운11 , ,

제 차 쓰레기문제와 마을만들기12 , 2
제 차 마을만들기 거점이 힘이다13 ,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거점생산의 중요성

년2012 제 차 단독주택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14 ,

마을연구마을연구마을연구마을연구2)

마을연구는 마을만들기가 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을 통해서 심화된 마을실태조사와 마을비전만들기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연구의 결과는 마을포럼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역대추진현황○

년2009 화정동 좋은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년2010 종현동 좋은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마을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어린이놀이터 상상하기

성호공원 도심속 둠벙습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년의 활동 성과연구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3 –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시설기본계획연구

년2011 지속가능한 단독주택지의 발전계획 연구

좋은마을만들기를 위한 신도시 안산의 이해와 연구

쓰레기 실태조사연구 동네 쓰레기지도 만들기1( )

쓰레기 실태조사연구 외국인 거주자 설문조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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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서정리하면서정리하면서정리하면서10.

마을만들기와 그것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
원센터는 앞장서 일을 진행해온 이유로 많은 평가와 벤치마킹 순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1 .
지원센터는 열심히 그리고 잘해야 한다 는 모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 .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에 열중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의 건강한 움직임이 포착
되고 있어서 그 불편한 의무감을 조금은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협력해 설치 운영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기구로써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
록 다양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민간협력기구로써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핵심에는 주민참여가 있고 마을이라는 현장이 있다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 .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에서 시작하고 누가 대신해주지 않고 마을에 사는 나와 너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리얼리티도 다큐멘터리도 없다 개인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
센터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되는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양산하기보다 본래의 생생한 마을이야기로 태어날,
수 있도록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오 형 은오 형 은오 형 은오 형 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마포나루상권활성화법인/ Town Manager

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의 개요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의 개요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의 개요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의 개요1.

중소기업청은 한국형 상권 활성화 모델 개발을 통한 침체한 상점가 활성화 도모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자립적이고 성장하는 상권과 지역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밀착하는 상가 상인 상권으로 활성화 조직 육성하고 상권을 안정화하고- ,

지역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상점가 역할 복원하는 것을 목-
표로 가지고 있다.

마포나루 상권은 개 시범사업 대상지중 유일하게 도심 상점가이고 상권활성화 기구가 상인주도6 ,○
의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포나루 상권활성화 사업의 구역은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년에서- , 2011
년까지이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서울시 마포구의 사업계획서 평가와 선2014 . , , ,

정 이후 보조금 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전국 개소 중 유일한 도심 상점가형으로 상점가 특성에 기반한 상권활성화사업 지구로 지역 자- 5
원 개발과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증대 상인회 조직의 단결력 제고를 통한 자긍심 고취로 지,
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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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은 재단법인이 시작된 반면 상인들이 조직한 사단법인이 상권활성화 기구로 출범하여 민-
간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 관리기구의 역할 정립과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창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마포나루의 개요마포나루의 개요마포나루의 개요마포나루의 개요2.

마포나루는 조선시대 최대의 물류유통의 거점이었다.○

마포나루는 조선시대에는 쌀 목재 새우젓 소금 얼음의 유통집산지였고 객주와 여각이 등장하- , , , , ,
고 거대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일본강점기의 마포나루는 나루에 들어온 물건을 작은 배로 나누어 아현동까지 운반했던 선통물천-
의 시작점이었고 전차의 종점이었다, .

근세에 들어서는 주먹고기 주물럭과 같은 고기를 안주로 하는 대포집이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마- ,
포갈비 주물럭 갈매기살 껍데기등의 고깃집이 많은 음식문화거리로 형성되었다, , , .

마포나루는 토정 이지함 의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백성(1517-1578) ,○
을 구휼하고자 했던 사상이 실현되었던 곳이다.

이지함은 조선중기 실학의 선구자이며 실용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한 학자이다 그는 양반 신분 최- .
초로 마포 객주들에게 배와 자금을 빌려 소금생산과 장사에 직접 뛰어들었던 실천가였으며 소금
생산 판매라는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한 상인이었다.

이지함은 마포나루의 상인들을 깨우쳐 마포나루가 조선최대의 물류유통단지로 성장하게 하였고- ,
소매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를 가능하게 했다.

마포나루에는 사농공상의 최하위 신분에 있었던 상인이지만 자존감을 지키고 상인으로 도를 다○



하고자 노력했던 강상대고 들이 있었다( ) .江商大
조선시대에는 노비였지만 역경을 딛고 소금 장사에 성공한 한금과 구가금과 같은 상인과 상인과-
시전과 경쟁하여 상인들을 결집한 오세만과 같은 성공한 상인들이 있었다.

지금은 식당에서 버려지는 병뚜껑을 모아 지역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도화동 상인회와 식당에-
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노인회 주민자치센테에 기증해 온 용강동 상인회의 활동이
있다.

마포나루 상인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마포나루 상인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마포나루 상인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마포나루 상인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3.

마포나루의 자원을 기초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역의 스토리 발굴을 바탕으로 상인들이 참여하고 상인들이 할 수 있고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 ,
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마포나루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상권,
을 만들고 다시 찾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상대고의 정신을 잇다.○

토정 이지함에서 이어진 강상대고의 정신을 이어 마포나루 상인들의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 강상-
대고를 알리기 위해 사업의 선포식의 브랜드를 강상대고의 꿈 마포나루에 열다 로 정하고 강상“ ”
대고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부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인들과 연대하고 상인들의 규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마포지역 강상-
대고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상권활성화 법인의 방향을 결정하고 상인들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선포하였다.

지역과 문화를 나누었던 강상대고들의 서민문화 나눔의 기록을 바탕으로 상인들의 동아리 활동-
을 지역과 나누기 위한 일상과 함께 하는 예술놀이터 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 .

젊은 학자 실학자 상인 백성들과 함께 소통한 이지함의 소통의 토정의 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 , , ,
하여 마포나루 상권내에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즐기며 지역을 논하고 주민, ,
과 상인이 함께 만든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다목적 까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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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다.○

장빙업 소매유통업 마차업등 상업이 발달하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었던 마포상권의 기억을 살- , ,
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친환경비누를 만들기 위해 비누 동아리 활동을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시작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폐식용유로 식기세척용 세제와 빨래용 비누를 만들어.
상가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지역내에서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등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를 친환경세제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
모색하고 있다.

고기양념 김치절임에 중요한 재료인 소금을 상인들이 공동으로 산지와 직거래 하여 지역상인들- ,
에게 양질의 저가의 소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남 신안군 도초소금 구입을 시작으로.
상인 지역주민에게 소금을 판매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

올해 하반기에는 농촌의 신선한 농산물을 농가와 직거래 판매하는 활동을 계획 중이며 지역주민-
들을 농촌에 방문하게 하여 상권이 매개가 되어 도농이 교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다.○

마포 용강동 도화동 지역은 토정 선통물천 제제소 소금창고 쌀창고 객주 새우젓시장등의 오- , , , , , , ,
래된 상권으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도화낭자 흥선대원군별장 이승만대통령 별장등 한강변 아름. , ,
다운 경관을 기초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마포종점 노래에도 나오듯이 전차종점 경보극장 주먹고기 주물럭등 오랜 서민문화로 만들- , , ,
어진 자원들이 있다 년 이상 식당을 꾸려간 상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기억하는 추억이 있다. 30 .

자원을 바탕으로 마포나루의 숨겨진 볼거리를 찾아 보여주는 사업을 시작으로 스토리북과 사진집-
이 발간되었으며 마포나루의 가지 자원을 전시하는 나루는 내일 이, 7 “ (tomorrow in mapo-naru)”
란 전시를 개최하였다.

월간지 마포나루 이야기 발간하여 마포상권활성화법인의 활동을 알리고 스토리맵을 다국어로 제- ” ” ,
작하여 증가하는 중국 동남아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올해 하반기에는 상인들이 소개하는 마포의 음식 지역아이들과 함께하는 마포나루 이야기 여행- ,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운영의 방법커뮤니티 프로그램운영의 방법커뮤니티 프로그램운영의 방법커뮤니티 프로그램운영의 방법4.

교육이 아닌 학습과 놀이로○

마포나루에 해당하는 도화동 용강동은 인구 명 기준 상가수 개 기준 상- , 17,127 (12.6 ) , 420 (11.4 )
인회 참여 상가수 개소 기준 으로 주민 또는 상인들을 집합교육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판205 (11.4 )
단했다.

지역주민 상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커뮤니-
티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했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작은 공연을 열고 문자를 발송. , ,
하고 신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



상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교육보다 자발적 학습과 좌담회의 방법으로 교육을 풀어나갔고- ,
국내외 사례들을 보면서 토론하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하기 보다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것을 찾고 이를 구체적인 프-
로그램으로 만드는 문제해결 중심의 방법을 선택했다 불평라운딩으로 의제를 찾고 의제를 해결. ,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할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참여자들과 기획자가 함께 참여할 프-
로그램 방법 시간 장소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결정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 .

매주 상권활성화법인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며 외부에서 채용된 전문가만의 논리로 진행되지 않도-
록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과정 초기 이사들간의 갈등 이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차이가 나. ,
타나며 혼란을 겪었지만 소통의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고 지루한 논의와 설득을 계속했다.

실습형의 학습방법과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 참여자들에게 강사료 재료비등을 지원하는- ,
대신에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비누동아리는 회의 교육이 있었. 10
고 현재까지 차례의 일상과 함께 하는 예술놀이터 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비누만들기 워6 “ ”
크샵을 개최하여 재생비누와 친환경비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성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수요조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실제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실제로 참여자가 많- ,
지 않았던 결과도 있었다 성과중심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문제가 있었거나 실패한것을. ,
커뮤니티들과 공유하고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위프로그램들을 상인회 상권 활성화 법인과 협의하고 사전에 문제를 체크하고 사후에 평가회- ,
등을 통해 사업결과를 검토하고 이후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외부전문가가 주도하는 과정 이후에 내발적인 역량으로 스스로 상권활성화법인을 유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지역의 다양한 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고 자체사업도 진행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간- , NPO,
의 서로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한 개의 사업을 협동의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일하는 방.
식 생각하는 관점이 모두 다른 팀들이 모여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
었지만 상인들이 할수 있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내 자원을 매력적으로 라는 세가지“ ” “ ” “ ”
중요한 관점만을 유지한 채 참여자 간담회를 통해 자문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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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은가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은가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은가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은가????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 )( )( )

운영의 도입운영의 도입운영의 도입운영의 도입

김 인 호김 인 호김 인 호김 인 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우리는 가까운 곳에 더 많은 도시공원과 도시숲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들은 도시공원과 도시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습니다.

질풍노도 청소년들의 성장통을 도시공원과 도시숲이 함께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과 생태여가를 위해 도시공원과 도시숲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생애주기형 녹색복지 도시공원과 도시숲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우리의 자산 이다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우리의 자산 이다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우리의 자산 이다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우리의 자산 이다(Assets) .

사람들에게 가장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색이 바로 녹색이다 녹색은 자연과 생명 평온함을 상징한. ,
다 급속한 개발과 숨가쁜 일상에 쫓긴 도시민들이 숲을 찾고 있다 숲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자. . `
연공기청정기다 도시공원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도시공` . .
원은 바람길이 되고 도시가 호흡할 수 있는 허파 역할을 한다, .

기후변화시대 도시공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열섬현상은 여름철 도시에.
서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여름철 도심은 복사열로 한밤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열섬 현상이 자주 나.
타난다 태양복사열이 회색빛의 건축물과 아스팔트를 비롯한 인공포장재료에 축척되었다가 해가 지고나.
면 주변 공간으로 열기가 퍼져 도시의 낯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없는 것도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
다 특히 여름철 이상폭염으로 인하여 일사병으로 사망한 대부분의 경우가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
자와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이다 도시열섬현상 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불투수. (Urban Heat Island)
층을 거둬내고 숲을 조성해야 한다 숲은 기후조절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도, .
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름철 가로수는 시원한 도시생활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한.
다.

도시공원과 도시숲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고 도시공간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물론 환경생태적 여가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탄소흡수 및 저감에 기여하는 저. , , , .
탄소 녹색성장의 인프라이며 대기정화 열섬현상 제어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 ,
등에 공헌한다 또한 정적 및 동적 여가공간으로서 시민의 웰빙과 건강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관광. , ,
객 및 경제 인구 유치의 기회를 증가시켜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assets)
을 할 수 있다.

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오늘날 사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에 필수적인 요소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Green Community Design 51

미래의 녹색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쳐(Green Infrastructure)2)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다 잘 관리된 도시공원은 도시의 경제 문화 노동 교육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 , , ,
을 미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도시공원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 .
들이 이웃 간의 자연환경과의 또는 도시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는 공공자산이면서 동시에, .
공공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민은 본래 공공공간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여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
지역사회 내에서 역량있는 주체로서 성장하고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듯 도시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
소와 기회를 제공해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적 자본 을 형성하고 지지하는 역. (social capital)
할을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소통의 장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민주시민의 참여의 장으로서. ,
도시공원은 도시와 삶의 새로운 변화를 앞서 수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참여하게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
는 터전이기도 하다 공동체가 강화된 도시공원은 시민들 간에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도시공원에서 지역공동체를 높여 범죄율을 감소시킨 사례도 있.
다.

도시공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깊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은 우리.
들은 물론 적어도 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건강과 녹색복지 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100 (green welfare)
다.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 ( ) .

도시공원은 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도시공원이 어떤 가치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시민은. ?
도시공원의 잠재가치 발현 주체이다 시민들은 도시공원의 가치생산자이면서 가치소비자이다 그렇기. .
때문에 도시공원의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참여는 필요조건이다, .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운영을 위해서는 워밍업단계가 필요하다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긴 호흡과. .
인내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명분과 가치는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아직도 시민참여에 대해 여러. .
주체들의 시각이나 생각이 너그럽지 않다 또 흔쾌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특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 . ,
시민참여는 너무 형식적이고 행사 중심적이다.

시민참여는 아직 정책적 아이디어와 정치적 과시일 뿐 행정의 실천과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정.
책과 보고서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고 일선 행정, ,
은 이를 행정과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온전한 시민참여가 가능할지도 걱.
정이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
바라보는 의도와 목적에 많은 차이가 있다 잘 몰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했다. .
가 실망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대부분 동원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너무 많은 일과 역할.
을 주어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배워서 알아야 참여할 수 있다 돈도 되지 않은 일에 계속해서 참. .
여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뭘해야 하는지 맥락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할 수 일. .
보다 너무 하찮은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는 이런 문제점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는 도시공원 입장에.
서도 특성상 필요하다 도시공원의 경우 면적에 비하여 이를 보전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예. ·
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미 유럽 일본 등 도시공원 선진국의 사례와 경향을 살펴보면 도시공. , , ,

2) 지역의 생활지원 시스템으로 이것은 도시와 마을 들 간의 또는 그 안에 있는 자연환경요소들과 녹지공간을Green Infrastructure, ,

네트워크 해주는 것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이점들을 제공한다, , .



원의 시민참여는 발전단계의 경로로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가 도시공원 운영에 있어 부분적이.
거나 보완적인 형태가 아닌 도시공원 운영 관리 분야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도시공원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의 도입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압박 및 운영효율화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년대 금융위기와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방치되었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년1960~70 1980
대 도시공원의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적극적인 민관 파트너십 운영과 자원봉사유
형의 시민참여를 채택하였다.

북미에서는 컨서번시 또는 프렌드십 과 같은 민간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으(conservancy) (friendship)
며 일본에서는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정관리자제도, 3)와 같은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성장의 한계 지자체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자체 공원녹지예산, ,
의 축소 등 재정압박 문제가 크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시설 재,
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도시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은 기후변.
화 문제로 더욱 중요한 그린인프라로 여겨지고 있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압박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시민참여 또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 이 요청되고 있다( ) .

도시공원의 조성과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이며 많은 공원들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차원 보다는 택지 등 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만들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
관리비도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구 분 운영 특성 비 고

영국

지방자치단체와 의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공원 운영관리- NPO

그라운드워크트러스트 등 다양한 도시공원도시숲 트러스트- /
단체와 지원조직 활성화

사회복지 국가의 특징-

전통적인 가드닝 문화 활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하는 공원조성- /
운영재생사업 중심/

미국

절대 부족한 공원조성운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기- /
금 참여 시스템 다양화

지역사회의 기업인상업인유지이용자 등 직접 도시공원으로- / / /
부터 혜택을 받는 시민 중심의 컨서번시 조직 활성화

지자체의 공원예산 부족-

기업시민 기부문화 활성화-

수혜자 지불원칙의 실현-

공원경영과 도시재생사업 활발-

일본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하여-
공공법인과 민간단체 중심의 도시공원 운영

조경업체 연구기관 등의 협력 을 통한- , NPO, (Joint Venture)
위탁운영시스템의 도입

공공주도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관리와 운영 중심 최근 도시재생- ,
사업 및 마을만들기 활발

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 시설관리공단 등 주도의 도시공- ( )
원 운영

최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여개 시민단체 도입되어 왔음- 10

영국 미국 일본에 비하여 소득수- , ,
준 낮음

세기 말부터 지자체장의 도시공- 20
원 조성

표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도시공원 운영관리 특성[ 1] , , ,

3) 지정관리자제도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여 주민서,

비스를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경비절감 등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에게는 공공시설을 민간업자가 일원적으.

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에 의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법인 등이 관리운영을 담당할 경우에는 주민이 지· , NPO

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는 상술한 효과 이외 해당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의 감소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에서 민으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수용하. ,

는 이 제도의 활용으로 주민자치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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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서울숲 광주푸른길 부산 만평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 운동이 년 이후 크게 확, , 100 2003
산되어 왔으나 아직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미약하여 활성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전체에. ,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체험 해설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
있는 상황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 도시공원 운영관리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다양한 의( ) ,
미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행정혁신과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다양한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 운영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일자리창출 지역주민의 자부. , , , ,
심 고취 등의 효과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원 문화와 이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시민참여는 도시공원의 녹색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반이다 도시공원의 질 높은 유지.
관리 도시공원의 잠재된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 ·
예상된다 생활권에 인접한 도시공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어르신 은퇴자들에게 자아실현 자원봉. , , ,
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대와 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노인문제 고용문제 청소10 60 . , ,
년문제 등 사회문제를 도시공원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운영관리는 사회문
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도시공원은 정원문화 도시농업과 융합적. ,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도시공원의 주요 주제가 공간디자인 측면. (Space Design)
에서 사회디자인 측면으로 전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Social Design) (shift) .

공원명 북서울꿈의숲 청주두꺼비생태공원 울산대공원 광주 푸른길

조성일자 2009.10.17

생태공원(2006.12)

생태문화관

(2008.10)

차1 _ 2002. 4.

차2 _ 2006. 4.
2002~2011

위 치 서울시강북구 번동 청주시 산남지구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옥동,

광주역 남광주역 동~
성중

면적( ) 662,627 33,301 3,653,285 107,915

공원관리모델
서울시직영관리 문화+
시설은 세종문화회관

일괄위탁

위탁관리형

사 두꺼비친구들( )

민간 자부담 46%

준정부기관위탁관리:
울산시설관리공단

일부 운영 지원*SK

자치구 직접관리+

시민참여 광주푸른길(
운동본부)

주요 성과

특성&

전체 운영관리비 약
자급모델60%

시민운동에 의한
공원확보 및 조성에서
관리까지 참여

지자체 토지제공,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조성

시민운동에 의한
공원확보 및 조성에서
관리까지 시민참여

인적자원

숲해설가고용,

안내자원봉사자 활동,

세종문화회관
문화인력 행정인력,

생태해설자원활동가,
시민자원봉사자,
자활근로자 고용,

시민운동가,
지역전문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울산생명의숲

자원활동가 직원, SK

지역전문가,
자원활동가,

시민운동가,

지자체공무원

표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공원 운영 사례 분석 김인호 외[ 2] ( , 2010)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도시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의 변화와 질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것
이다 도시공원은 이제 환경개선과 재해방지 측면의 공공재적 서비스인 차 서비스를 넘어서 숲교육. 1 ,
숲치유 휴양 측면의 교육적 사회문화적인 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고용문제 등, , 2 , ,
의 사회 문제와 연계된 사회복지적인 차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3 .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과 차원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화를 위해 민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는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 새로운( ) .
도시공원 서비스의 공급자가 필요하다 행정중심의 단일형 서비스 공급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공급자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림 통합형 도시공원 녹색복지 서비스[ 1]

도시공원 이제 관리 에서 경영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도시공원 이제 관리 에서 경영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도시공원 이제 관리 에서 경영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도시공원 이제 관리 에서 경영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maintenance) (management) .

첫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제 섹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첫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제 섹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첫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제 섹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첫째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제 섹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3 , .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을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인· ( )
가의 문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버넌스는 상존해 왔으나 다만 그 주체가 정부 행정 중심이었다는. ( )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거버. .
넌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핵심인 주민 시민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이에 지방정부가서 스스로가, ,
도시공원 운영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에 역량을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범위 설정이 필요한데 조성 후 유지관리와 운영관리까지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리와 참여에 대한 단절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 ,
한 관리부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결국 거버넌스 핵심 중에 하나인 주체의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 도시공.
원 관리의 책무는 지방정부에게 있다 지자체는 초기 참여부터 관리까지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
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
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컨텐트가 개발되어 도시공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제는 만들어 주는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만 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운영관리까.
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체정원. (Community Garden)
개념은 시민들이 정부가 조성해준 도시공원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데 중요한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과 보전 유지관리에 시민참여를 원활하, ,
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체계적인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즉 자연과 자연 사람과 자연간의 소. , ,
통구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제 섹터가 필요하다 도시공원에서 시민참여를3 .
통해 유지관리와 운영관리가 연착륙하기 위해서 거버넌스형 관리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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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가 필요하다 자발적이고 상향식의 정책을 실현하는 새로운 중간조직을 기대한다. .

그림 서울숲의 민 관 파트너십 운영 성과[ 2] (2006~2008)

둘째 민 관파트너십 운영 거버넌스 은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둘째 민 관파트너십 운영 거버넌스 은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둘째 민 관파트너십 운영 거버넌스 은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둘째 민 관파트너십 운영 거버넌스 은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 ( ) .

도시공원의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운영을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 ( )
요하다 특히 시민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김효정. , . ( ,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원녹지의 전문성 결여 장기적 공원관리 계획의 부재 를 각각 로2010), ‘ ’, ‘ ’ 28%
꼽았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유지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 , ,
른 전문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의 전문성 확보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 ’ ,
다음으로 시민들의 관리역할 담당 확대 가 차지하였는데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 의하면 공원‘ ’ , ,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리역할 담당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의 이상 차지하여 중요하80%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 관파트너십 거버넌스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성패는 처음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 ( )
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운영관리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학습을 통한 역.
량개발을 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주도형의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그리고 파트너십형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단계의 발전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3 .



그림 도시공원의 단계별 거버넌스 관리운영체계[ 3]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
관계 구축과 함께 이를 통한 발전 동력을 얻는 과도기적인 모델이다 공원유지관리와 운영관리 일부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또 그 강화된 역량이 다시 공원의 거버넌스 운영을 발전시키,
는 선순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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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숲 운동의 배경과 목표우리동네숲 운동의 배경과 목표우리동네숲 운동의 배경과 목표우리동네숲 운동의 배경과 목표1.

서울의 현황서울의 현황서울의 현황서울의 현황-

서울은 안에 천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과밀화된 도시이다 서울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205.6 1 .㎢
면 토지 전체면적의 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 서울시 외곽의 대형 산림 한강 등60% , 40% ,
과 같은 하천으로 보전되어 있다 이런 과밀한 개발특성으로 인해 서울은 생활권에 있는 도시녹지가 절.
대 부족하다.

서울의 토지이용현황[Fig.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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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양포장 현황[Fig. 2] (2005)

이와 같은 도시녹지 부족으로 서울은 대기오염 도시열섬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환경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공원녹지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 .
동안 공원녹지확충 개년 계획 천만주 나무심기 운동 청계천 복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5 , ,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권 녹지부족은 심각하여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
울시는 이를 위해 옥상공원화 사업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
행정차원의 사업진행에는 사유지 이용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그린트러스트-

년 생명의숲 국민운동은 서울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비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2003 ‘ 2020’
울시와 공동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출범시켰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평 녹지 늘리. 1
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만들기 생태적 건강성 회복 공동체 건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주요 핵심 목, , ,
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년부터 우리동네숲 운동을 진. 2007
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행정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
민참여 방법이다.

우리동네숲의 의미우리동네숲의 의미우리동네숲의 의미우리동네숲의 의미-

우리동네숲의 우리와 동네 숲의 의미가 포함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우리 는 함께한다 는 의미가, . ‘ ’ ‘ ’
있다 따라서 우리동네숲은 그냥 숲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지키는 동네숲을 의미한다 동네 라. . ‘ ’
는 단어는 도시화 과정에서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으로서 동네라는 공동.
체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동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숲은 수풀의 준말이다 숲은 나무와 풀이 어. .



우러진 생명공동체를 의미하며 숲은 우리에게 안정과 건강을 가져다준다, .

우리동네 숲 운동 목표우리동네 숲 운동 목표우리동네 숲 운동 목표우리동네 숲 운동 목표-

초록별 지구를 살리는 운동< >

자동차 이용 건물의 냉난방 등 편안한 삶을 위해 서울시민은 매년 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만들, 3,000
어내고 있다 그루의 나무는 년간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나무를 심어 우리동네숲을. 1 1 1 .
만드는 일은 지구를 살리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다.

되살아나는 동네 공동체 고향 서울을 만드는 작업< ‘ , ’ >

도시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기 전 서울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동네들이 있었다 동네는 공동체로서.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와 사회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민활동의 기초단위이다 도시계획차원의.
근린주구는 동네라는 우리 고유의 의미가 현대적으로 해석된 용어이다 하지만 도시화과정에서 동네라.
는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도시화에 의한 익명성 증가 청소년 문제 범죄 증가, , ,
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네라는 공간 및 사회적 기초단위를 복원하여 공동.
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고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영역간의 파트너십 운동< (Multi-Sectoral Partnership) >

우리동네숲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관리 주민참여 유도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 , ,
참여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전문가 지역주민 기업 행정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 , , , ,
이 다영역에서 참여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동네숲 추진현황우리동네숲 추진현황우리동네숲 추진현황우리동네숲 추진현황2.

우리동네숲 만들기 과정우리동네숲 만들기 과정우리동네숲 만들기 과정우리동네숲 만들기 과정-

우리동네숲은 서울그린트러스트 산하 우리동네숲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우.
리동네숲의 참여규모를 결정하고 지역주민과의 우리동네숲 약정 공청회 및 대상지 설계 워크숍 후원, , ,
기업 주민 서울그린트러스트 협약 설계 및 시공 준공식 및 마을잔치 주민참여관리 모니터링과 같은, , , ,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체 진행과정은 우리동네숲 위원회의 보고와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다 우리동네. .
숲 위원회는 조경 산림 생태 원예 커뮤니티 홍보 행정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 , , , ,
있다.

진행 방법진행 방법진행 방법진행 방법-

과정을 중시함< >

우리동네숲 사업은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이다 갈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합의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을 뭉치게 하고 우리동네숲이 시간이 지나더라,
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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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우선< >

우리동네숲은 설계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고 조성과정에서도 같이 나무를 심고 한그루 기금 마련에,
도 참여한다 주민들은 준공후에는 푸르닝 등의 사회적 기업의 도움을 받아 직접 우리동네숲을 직접. ‘ ’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기금마련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주민참. , , ,
여를 우선하고 있다.

우리동네숲 운동 참여방법< >

우리동네숲 운동의 참여는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각 참, , , .
여자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 주민 동네 빈터 발굴 기금모금 자원활동 참여( ) : , ,

기업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나무와 숲의 기부 도시숲 가꾸기 자원활동 참여: ,

전문가 조경설계 커뮤니케이션 숲해설 조경 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참여: , , ,

행정 서울시 및 지자체 토지확보 매칭펀드 기금지원 서울시 주민참여 협력과 지원( ) : , ( ),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우리동네숲 조성은 년 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년 현재 총 개소의 대상지를 조성하였다2007 6 2012 24
추진 현황은 과 같다Table 1 .

조성
순서

지역 시설, 면적( )
소요비용

조성비 단위 만원( , : )
조성연도

호1 석관동 497 5,521

2007

호2 개화동 1,120 8,795

호3 미아동 50 767

호4 대치동 209 494

호5 제기동 38 680

호6 홍은동 80 1,656

호7 광장동 570 9,257

2008

호8 명일동 506 13,233

호9 쌍문동 124 4,396

호10 휘경돋 140 4,016

호11 개화동 1,048 14,610

호12 정릉동 1,500 5,000

2009

호13 수서동 1,300 1,600

호14
개화동 개소 동시조성(2 ) 1,494 8,700

호16

호15 수서동 치유의정원( ) 54 3,971

호17 우면동 198 3,012

2010
호18 경생원 188 1,600

호19 잠원초등학교 536 6,514

호20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869 7,150

호21 시흥동 110 3,300

2011
호22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120 8,700

우리동네숲 조성현황[Table. 1] (2007~2012)



운동의 효과와 발전방향운동의 효과와 발전방향운동의 효과와 발전방향운동의 효과와 발전방향3.

운동의 효과운동의 효과운동의 효과운동의 효과-

시민참여 녹지 조성 기회 마련< >

우리동네 숲 운동은 그동안 행정영역에서만 진행되었던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를 시민들이 발굴하고,
계획 조성 관리하는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와, , .
같은 활동들이 활발해질 경우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동네숲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된다.

동네 주민간의 소통의 장소 제공< >

그 동안 한 동네에 살고 있어도 서로 모르고 지냈던 주민들이 운동과정에서 상호 교류하고 같은 동,
네 주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다영역간의 파트너십 운동< >

조경 건축 산림 커뮤니티 홍보 행정 시민운동 등 다영역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특성을 바, , , , , ,
탕으로 우리동네 숲을 만들고 관리하는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다
영역간 파트너십 참여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년 서울시에서는. 2012
시민참여 마을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동네숲 위원회에 참여했던 다양,
한 전문가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여 멘토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숲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기타< >

우리동네숲을 조성함으로 하여 얻어지는 탄소저감 쾌적성 증진 미관 개선 등과 같은 도시녹지 본연, ,
의 효과는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발전방향-

도시숲 운동의 다양한 주제 전개< >

당초 수목 식재 위주의 숲 운동이 운동 진행과정에서 도시환경 전반의 순환시스템을 고민해볼 수 있
는 도시농업을 포함하는 운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우리동네숲 뿐만 아니라 우리동네숲과 정원을 아우르
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동네숲 운동은 숲조성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지원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주로 조성 및 관리에 집중.
하였으나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진행 특히 지역의 약자층을 고려한 숲치유 및 숲복지와 같은 큰 주제로,
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숲 운동의 확대< >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동네숲 운동이 그 개념을 지방도시로도 확산시켜 다양한 도시에
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동네숲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23 밥퍼 2,918 6,100
2012

호24 남산원 300 2,500

기타 북서울꿈의숲 662,627 81,600,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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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운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우리동네숲 운동은 조성 및 관리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자재유통 시,
공 관리 등을 전담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행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
기업으로 발전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http://www.sgt.or.kr)

우리동네숲 보고서 년 자료(2007, 2008, 2010 )

서울그린트러스트 내부자료 우리동네숲 현황( )



한평공원만들기의 다양한 의미한평공원만들기의 다양한 의미한평공원만들기의 다양한 의미한평공원만들기의 다양한 의미

최성용최성용최성용최성용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주민참여 한평공원만들기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작은 공원하나 만드는 일이다 예전에 서울시. .
는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의 자투리땅에 작은 공원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 빈땅에 공원 만드는.
것 이건 어찌보면 행정이 할 일 같은 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약칭 도시연대 는 년부. ( : ) 2002…
터 시작해서 년 현재까지 개의 한평공원을 만들었고 올해 또 개의 한평공원을 만들었다 왜2012 41 , 5 .
도시연대라는 시민단체는 동네에 공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처음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와 지금은.
또 똑 같은 생각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을까.

처음 한평공원을 만들 때 우리 사회에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
던 시절이었다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주민참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주. ,
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해진 틀안에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과정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또. .
이런 방식의 공원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다 이에 년 한평공원을 만드는 것이 서울의제. 2002 ,

의 공모사업으로 나왔을 때 도시연대는 그 공원을 주민참여로 만들자고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따냈21 ,
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원만드. .
는 일에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서 함께 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는 주민.
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그동안 묵살되어오던 것이었다.

참여를 통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과정을 들여다보자. .

일단 주변에 버려지거나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자투리 공간을 찾는다 이 공간에 대해 주민들은 어.
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찾는 조사과정이 진,
행된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프로그램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모아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림을 그리기, .
도 하고 디자인게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사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진 생각을 가지, .
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한다 그 디자인을 다시 주민에게 가져가서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한다. .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디자인이 수,
정된다 수정된 디자인은 또 다시 주민에게로 간다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에 동의하면 이를. . ,
시공한다는 공지를 내고 주민과 함께 시공을 한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동안의 함께 한 일들을 축, .
하하며 개장식을 연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들어진 공원은 여타 공원보다 동네에 필요한 공간.
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용률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 주민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도 높다, , .
내가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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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프로그램< >

이 과정은 현재도 한평공원을 만드는 뼈대가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평공원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연대는 주민참여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
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마을일에의 참여의 경험은 또 다른. “ ,
마을일의 참여로 이어지고 한평공원 만들기를 계기로 만났던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들이, ,
자신의 마을을 좀 더 살기좋은 마을로 만든다 즉 마을만들기로 이어진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 , .” .

창동 한평공원 시공 전 후 모습< >

하지만 이런 목표는 공공공간 조성에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한다 는 한평공원 만들기 과정을 잘 만‘ ’ ,
들어내면 얻을 수 있는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주민이 마을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한평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평공원만들기는 마을만들기의 좋은 수단이 되지만. ,
이것만 가지고 마을만들기는 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계기 동력이 되어 또 다른 일로 확산되어야 했다. , .
도시연대가 하는 한평공원만들기가 마을만들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
야 했다 하나는 도시연대가 과연 그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점이었.
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했다 도시연대는 명의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 4 3
개 개씩 만들어지는 한평공원에 도시연대 활동가들이 달라붙어서 마을만들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5
었다 또 이는 도시연대의 활동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도시연대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마을에서 활. .
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지역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주민 지역단체가. ,
마을만들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도시연대가 해당 지역에서 주민처럼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두번째 조건이 중요해 지는데 이는 주민들.



이 마을만들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초창기 한평공원이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 때는 마을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
었고 그렇게 해서 한평공원이 만들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함께 공원을 만드는 일은 좋아할 수 있지만, ,
마을만들기까지 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생각한 것이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들에게 한평공원이라는‘ .
좋은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였다 한평공원을 어떻게 만드는가 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 ‘ ’ , ‘
누구와 만드는가 가 중요하게 되었다’ .

한평공원만들기는 마을만들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평공원만들기가 갖고 있는 즉 커뮤. ,
니티디자인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커뮤니티디자인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주민과 함께 만든다 특. .
정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함께 한 사람들이 성과를 공.
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과를 낳다보면 마을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상승되어 향후 마을만들.
기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 공공공간은 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소재임으로 여.
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웃과 친해지기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을 이룰 수 있다 이, , .
과정을 통해 그동안 뭍혀졌던 지역의 갈등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건강한 방식의 갈등의 도출은 이의
해결의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마을 외부의 사람들도 그 마을에. ,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여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마을만들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거나 특정 조직의 닫힌 활동을 마을로 확대한다거,
나 마을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열심히 활동하던 주민들의 힘이 떨어졌을 때 힘을 북돋는다, ,

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평공원만들기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마을의 맥락을 잘 살펴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평공
원만들기 과정을 디자인한다면 그 마을의 마을만들기의 좋
은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방화 단지에서의 년의 활동 그리고 한평공원< 2 7 , >

년을 시작으로 지역의 움직임을 찾았다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평공원이 필요한2006 .
곳을 찾았다 이렇게 부천시 오정구 방화 단지 신내 단지 부평문화의 거리 등의 지역에서의 마을만. , 2 , 10 ,
들기와 결합하여 한평공원만들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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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문화의거리에서는 한평공원만들기 과정과 함께 노점상이 상인모임에 정식가입하게 됐다< .>

년부터는 이에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는데 도시연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게 된 것이2010 ,
다 도시연대는 여타 시민단체와는 조금 다른 회원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활동가들. , ,
복지관 복지사 건축조경도시와 관련된 업계 종사자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등 도시와 관련된 활동을, ,
하고 있는 회원이 많이 존재한다 이에 한평공원만들기 과정을 회원과 함께 함으로써 예비전문가 또는. ,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주민참여 디자인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실제
현장에서도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물, .
론 그 전에 생각했던 지역의 마을만들기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도시연대의 한평공원만들기는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갔다 앞으로도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마을이 있다는 것 그 마을엔 사람이 살고 있. , ,
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도시농사를 통한 공공정원 운동도시농사를 통한 공공정원 운동도시농사를 통한 공공정원 운동도시농사를 통한 공공정원 운동

안 명 준안 명 준안 명 준안 명 준 재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 )

우리 도시에서도 도시농사 가 주목받고 있다 쉽게 자연상태의 흙을 접할 수 없‘ (urban agriculture)’ .
고 도시 밖으로부터 먹을거리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도시공간에서 농사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변화의 검토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재설정되는 현상으로 이해함으.
로써 시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것은 그동안 만들어진 것 버려진 것 알지 못하던 것 사이에서. ‘ ’, ‘ ’, ‘ ’
변화해 온 우리의 관점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전 과정을 정원문화와 공공정원이라.
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도시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기여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다.4)

도시농사 어바니즘과 함께하다 생산도시 로의도시농사 어바니즘과 함께하다 생산도시 로의도시농사 어바니즘과 함께하다 생산도시 로의도시농사 어바니즘과 함께하다 생산도시 로의(urban agriculture), : (city of primary production)

전환전환전환전환

우리에게 텃밭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은 정원의 사적 소유 관계가 커뮤니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 확장의 퍼블릭 가든 개념으로 확장되며 창조적인 도시 정원문화를 형성하고 있는(public garden) ,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도시 농업 정원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

첫번째는 도시 의 전환이 객체성에서 주체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urbanism) .
로 도시는 생산과는 거리가 먼 교류와 소비의 공간이었는데 산업화와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며 공간의,
기능적 배치가 도시계획의 중요 테마였다 최근의 도시이론은 이것의 변화를 지적하는데 합리적 종합. ‘
계획 이론 에서 협력적 계획이론 으로의 변화라고 지적한다’ ‘ ’ .5) 합리적 종합계획 이론은 세기 이후 근18
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공 계획 의 개념에서부터(public planning)
출발하였고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적 합리성에 충실한 이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
의사소통적 합리성‘ (communicative ra 의 영향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계획이 도시에서도tionality)’
중요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국가중심적 또는 거시구조적 접근은 점차 시민사회 또는 단위 커뮤니티 중,
심의 계획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가 더 이상 일방적 위계 구조에 의해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부각과 삶의 질 향상 노력들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 .
리 도시가 점차 각자 개인이 소비하는 공간 객체성 이 아니라 소통하며 각자 나름의 삶의 가치를 추구( )
하는 생산 공간 주체성 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 .

두번째는 전통적 농사 또는 생산활동이 경제성에서 심미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릿고.
개를 지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과거와는 다른 생산의 방식을 모색한지 한참이다 농촌의 모습은 점차. 1
차 산물을 통한 직접적 성과보다는 녹색관광 농촌체험 등과 같은 차 성과에 더 초점을 두기도 한, 2, 3
다 이것은 이미 농업이 고부가가치의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그 직접적 산물을 통한 가치 창출보다.
그 생산의 과정이 주는 참여와 체험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농사를.
산업적 측면 경제성 에서 먼저 바라보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도시농사가 삶의 질 향상 또( ) . ,
는 삶의 실천적 확장 심미성 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먼저 우리 도시에 다시 다가왔기 때문이고 거기서( )

4) 이 글은 필자가 기획한 텃밭정원 도시미학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 안명준 엮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 , ,

의 텃밭정원 만들기의 도시적 가능성 생산공원과 공공정원의 재발견 중 일부를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2012) “ : ” , .

5) 안명준 배정한 통합적 환경설계 이론 기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 “ ”, 37(2), 2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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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향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로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공간 또는 장소와 어떻게 잘 융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사의 사회적 위상이.
확정될 것이며 커뮤니티와 도시 간의 유기적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농사가 보편적으.
로 강조하는 점이 하이테크놀로지의 실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번째는 정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개인성에서 공공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원은 본래.
구획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열락 의 공간으로 공간과 자연물 사유화로 인한 배타적인(pleasure) ,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정원이 공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시민사회의 성장은 과거. ,
그것을 퍼블릭 파크 공원 라는 이름으로 공공으로 되돌리기도 하였다 근현대의 정원과 공(public park, ) .
원 개념은 그렇게 확립되었고 공원 중심의 도시 재편으로 정원의 약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

년대 이후 점차 정원이 재부각하며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였다 여기에는 정원에 대한 의미 상실과1980 .
주변부화 정원 가꾸기의 비경제성과 비민주성 자연과 문화 사이의 분절 자본주의 상업성의 부각 등, , ,
문화사적 변화와 반성이 작용하고 극복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에는 문화와 자연의 접점.
으로서 노동과 예술이 통합되는 장이자 문화적 자연이라는 제 의 자연 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기도‘ 3 ’
한다 여기서 도시농사를 통한 정원의 문화사적 재도전이 나타난다 도심 텃밭으로 인해 커뮤니티 형성. .
기능과 도시 미관 향상 기능 도시 녹지 네트워크 기능 커뮤니티 향상 기능 등 한정된 정원에서는 볼, ,
수 없던 공적 활동들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정원에 생산성과 공공성이 현대적으로 가미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정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생산공원. . (productive park)
과 공공정원 의 가치는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탐구해야 할(public garden)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공공정원 삶의 질과 함께하다 정원문화 로의 도약공공정원 삶의 질과 함께하다 정원문화 로의 도약공공정원 삶의 질과 함께하다 정원문화 로의 도약공공정원 삶의 질과 함께하다 정원문화 로의 도약(public garden), : (gardening culture)

우리는 이미 도시에 살면서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삶이란 관조.
의 태도가 아니라 참여의 생성적 태도가 주가 되어야 함도 널리 이해할 정도로 성숙해졌다 그러는 와.
중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정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정원과 정원일이라는 것,
이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또 새롭게 눈뜬 실천적 삶이 생산과 여가가 통합된 도시로의.
재탄생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공공정원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도시의 정원문화.
를 성찰할 때가 되었다.

도시농사의 문화적 의미 도시적 공동체성 의 시대도시농사의 문화적 의미 도시적 공동체성 의 시대도시농사의 문화적 의미 도시적 공동체성 의 시대도시농사의 문화적 의미 도시적 공동체성 의 시대1. : (community)

산업화 및 근대화 이후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도시 공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하
였는데 모더니티로 대변되는 기능적 도시공간 배치 즉 직주 분리형의 기계적 도시가 유용하게 되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직장에 따라 손쉽게 주거를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장소와 삶
이 맺는 다양한 관계성 기억과 추억 사촌 같은 이웃 등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은 점차 옛 기억이 되어, ,
가고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농촌사회의 공동체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것.
은 서구 사회가 여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의 경우 약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200 50
면서 문화적 변화가 아직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아주 중요한데 서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익사회의 문화로 접어들었다면 아직 우리는 농촌사회의 특성을 가진 채 산업화와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인 기회이다 그것은 농촌사회의 특징인 끈끈한 공동. .
체성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 문화 아줌마 문. ,
화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공동체성의 단면이다.



도시농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주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시대 도시적 공동체성 요청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격적 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 1
아니지만 농사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생산하는 기쁨을 찾는 것이 도시농사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먹을거리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와 푸드 마일을 줄인 친환경적인 생산. ,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차 효과 이웃과의 공동 작업을 통한 사회적 건강성을 확보한다는 차 차 효과2 , 3 , 4
들이 가득하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농사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농사인 것이다.

아름다움의 전환과 정원 가꾸기의 의미 내용적 아름다움 성찰적 미 의 시대아름다움의 전환과 정원 가꾸기의 의미 내용적 아름다움 성찰적 미 의 시대아름다움의 전환과 정원 가꾸기의 의미 내용적 아름다움 성찰적 미 의 시대아름다움의 전환과 정원 가꾸기의 의미 내용적 아름다움 성찰적 미 의 시대2. : ( )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살펴보자면 형식적 아름다움에서 내용적 아름다움으로 그 입
장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누구나 보기에 아름다움 이성 을 찾는 태도에서. ‘ ( )’
아름답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감성 즉 해석과 감상자 중심 태도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 ( )’, .
아름다움 보다는 주관적 아름다움의 수용자 중심 가치와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반영된 우리시대 환경 또는 경관 관련 주제로는 생태 기억 참여 지속이라는 네 가지, , ,
가 관심 받고 있다 여기에는 참여와 공감각이라는 수용자 부상의 태도가 깔려있다 이때 우리의 감흥. .
이 친환경적 생태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생태계 가 주는 아름다움을 먼저 느(environment, ecosystem)
끼는 것이고 지난 시절의 기억이나 추억 또는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장소의 기억이 주는 아름다, ,
움 또는 장소성 을 느끼는 것이다 직접 사진을 찍거나 몸소 체험하며 장소에 특별한 의( (place identity)) .
미를 부여할 때에는 그러한 행위가 만들어내는 참여 를 통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고 나(engagement) ,
를 희생하고 자연을 아끼며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의 가치를 느끼는 것(sustainability)
이다 물론 이러한 테마들은 어느 하나만 우세하게 발현된다고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함께 작용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주제와 방향들은 정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체험되고 발현된다 그것은 공원과 같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원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
들어주기 때문이며 누구나 사색과 참여를 통해 정원이 주는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정, .
원에는 역사적으로 경관을 대하는 인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뀌어온 미적 태도가 녹아있
으며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주목받는다고 할 수 있다, .

도심 정원화의 의미 정원과 공원의 공진화 시대도심 정원화의 의미 정원과 공원의 공진화 시대도심 정원화의 의미 정원과 공원의 공진화 시대도심 정원화의 의미 정원과 공원의 공진화 시대3. : (Coevolution)

우리시대 도시농사는 그 결과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먼저 의미를 두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기르는 과정에 먼저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정원문화의 하나임을 강조해준다. .
모든 도시농사의 효과가 강조하는 것은 정원의 대 사회적 기능이 재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난 시대,
일상의 저편으로 멀어져 버렸던 작은 정원의 가치와 자연의 의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심 텃밭은 이러한 정원 재발견의 한 부분이다.

도시농사와 같은 주목되는 실천들은 기존 전문분야 외연에서 먼저 부각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분야,
구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세는 정원과 공원 사이의 경계에서도 나타난다 그. .
것은 공적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과 접근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 정원과 공원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공적 공간에서 구현
되며 발전하는지 이다 각각의 전통적 기능을 완전히 소거할 것이 아니라 각 영역과 개념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식의 창조적 진화가 가능한지가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원과 공원의 공진화는 도시농사가.
던지는 또다른 화두인 셈이다.



Green Community Design 71

이러한 때 도시농사를 통해 부각되는 도시 정원과 공원은 세분된 전문 분야에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
해 준다 유리된 일상과 도시를 통합하고 기계적 공간과 정서적 감흥을 통합하고 나아가 소비와 생산. , ,
을 융합하고 깊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전문 분야들을 인접 분야 먼저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진화, .
의 시대에 정원이 그 대표적인 교류의 장이자 테마로 부각되며 전통적으로 감상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정원에 생산과 소통의 의미가 요청된다.

공공정원 운동 지속가능성과 함께하다 우리시대 커뮤니티 디자인공공정원 운동 지속가능성과 함께하다 우리시대 커뮤니티 디자인공공정원 운동 지속가능성과 함께하다 우리시대 커뮤니티 디자인공공정원 운동 지속가능성과 함께하다 우리시대 커뮤니티 디자인(public garden movement), :

철학철학철학철학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원문화는 기본적으로 도시민의 참여와 주체적 활동을 요청하게 된다 이것.
은 공공정원을 통한 커뮤니티 디자인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의 지속가
능성과 함께 한다.

커뮤니티 중심 통합설계 의 설정커뮤니티 중심 통합설계 의 설정커뮤니티 중심 통합설계 의 설정커뮤니티 중심 통합설계 의 설정1. (Integrated Environmental Design)

우리는 다방면에서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목도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비물리적인 것.
이기도 하다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한계 를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물리적 또는 비물리. (limits)
적 영역성 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과의 교호 또는 확장 구영역과 신영역 사이의 혼성(liminality) , (hybrid)
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혼성은 다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그리고 미래의 것 사이의 뒤섞임.
으로 나타나 뜻하지 않은 혼합 을 이루어 창발적인 새로움 또는 새것 으로 다가오기도 한다(synthesis) ( ) .
도시농사도 그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도시경관과 관련되는 통합 통합성 관련 담론은 모더니즘 이후 본격적으로 나( , integration, integrity)
타나기 시작하는데 분석 사고에서 종합 사고로 전환되면서 종합과 관련한 몇 가지 파생 개념들이 실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였다 이러한 접근 태도는 도시경관 요소들 여럿의 혼합에 그 근.
원을 두고 있다 근본어로서 혼합 을 기본으로 현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종합 관련 개념들을 범주화. (mix)
할 경우 조합 통합 융합 통섭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 , , .
접근 태도는 전통적 종합인 조합 화학적 혼합인 융합 그리고 지식의 혼합인(assemblage), (convergence),
통섭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인정하며 새로운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의미(consilience),
에서 통합에 뿌리가 있다.

통합 성 의 개념은 완전한 것을 지향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우리 도시는 그러한 공동체성의 모색이 필( )
요한 상황이다 즉 개체가 모여 전체를 이루고 각 개체는 전체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작용하면서 완전. , ,
하고 새로운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통합은 각자의 전문성 공통의 지향성 수평적 소통성 내적 진. , , ,
화 나아가 서로 함께 공진화 같은 공통된 지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통합, ,
설계 라고 할 수 있다 통합 성 은 통합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공통의 지향이(integrated design) . ( )
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산물이 혼합적 양상들이다, .

다양한 도시 주체들 과 자연의 매개물들이 공공정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도시(urban actors)
의 새로운 공동체성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융합적 사고에 앞서 우리는 통합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 공공정원 운동의 배경적 전환 이해도시 공공정원 운동의 배경적 전환 이해도시 공공정원 운동의 배경적 전환 이해도시 공공정원 운동의 배경적 전환 이해2.

정원일의 확장은 전통 농촌의 차원이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바니즘의.
중요 방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도시 녹색화 실천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정원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우리 도시와 도시민은 참여미학 환경미학 의 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시민 중, ( ) .
심의 실행 개념 및 전략 확립의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 및 환경 그 자체를 미적 장.

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도시 주체들이 미적 감성 을 교(the aesthetic field) , (the Aesthetics)
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와 미적 교류는 다양한 미적 주체들이 함께 하. (engagement)
는 상황 일 때 이루어지는 개념이자 실천임도 잊지 않아야 한다(situation) .

둘째 우리 시대는 녹색도시 녹색환경 가 요청되고 있다 회색 인프라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한 그린, ( ) .
인프라 중심의 개발 및 재생이 중요한 시대임을 지적해 준다 이는 정원의 도시적 기능 재설정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중심의 개발 또는 재생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
다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실천과 지원이 필요하고 녹색인프라가 환경생태회복 환경복지증. , ,
진 녹색사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함을 이해해야 한다, · .

셋째 녹색화를 통한 환경복지 커뮤니티 의 민주화도 요청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세 축 중 많은 논, ( ) . ,
의가 이루어진 경제 환경에 이어 도심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
며 공공정원은 그 중앙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도시의 장소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 .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경관 창출 여가문화환경 증대 계층간 환경격차 완화 등 지역별 녹색환경 격차, , ,
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며 시민참여 공동체 의식 증진 녹색일자리 창출 관광 지역가치 상승 기업입주, , , , · ,
선호도 증진 등 부수적 효과도 크다.

넷째 전문화와 세분화를 뛰어넘는 통합 통합적 환경설계 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그대로 행정 당, ( ) .
국의 비전 제시 및 총괄 추진 당위성 확립의 배경이 된다 통합설계로 인해 오해와 낭비를 줄이고 통합.
적 실행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도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통.
합설계론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필연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통, .
합설계와 실천을 위해서는 완전함과 새로운 지향을 도시 주체들 모두가 각각 이해하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통합조정자 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도 잊(integration coordinator)
지 않아야 한다.

녹색과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정원문화 모색녹색과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정원문화 모색녹색과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정원문화 모색녹색과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정원문화 모색3. (gardening culture)

우리시대 정원의 의미는 재설정되고 있다 정원은 고래로 인간 문화 와 자연의 접점이었고 충분한. ( ) ,
보호 적절한 관리로 자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크지 않았던 편리한 공간이었다 그것은 통제된 자연, .
이자 문화였으며 그 소유조차 한정되게 만들었다 근대 이전까지 정원은 그렇게 발전하였다 현대의 정, . .
원은 제 의 자연 으로서 자연과 문화가 적절하게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환경으로 확장3 (the 3rd Nature)
되었고 도시적 기능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

우리시대 정원은 단순히 손에 잡히는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변
화와 긍정적 효과에 먼저 집중하고 있고 따라서 산업으로서의 접근보다 문화로서의 접근이 우선된다, .
또한 그것은 문화의 여러 측면 중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환경복지라는, ,
측면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표 참조 즉 우리시대 정원은 대상이라기보다 정원문화로 먼저 이해되는 것.( )
이다.

현대 정원은 결국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로서 자연에 대한 본성적,
복고주의의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야 하고 자연물을 통한 문화적 변화의 측면에서 정원문화라는 개념으,
로 봐야 한다 그것은 첫째 자연물 인공물의 반대적 개념으로 자생성이 있는 자연속 다양한 동식물 무. ( , ,
기물 을 다루는 행위로서 둘째 인간의 의지와 요구에 따라 자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셋째 대체로) , ,
자연물을 선택하고 배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시대 공공정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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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유형 구분 대표적 정원 사례

감상

중심형 정원

관조적 감상을 위한
정원 특별한 실용적.
목적보다는 도시 풍경
을 잠시 벗어나 자연
이 주는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한 정원.
주택정원 공원 실내, ,
정원 등

자연풍경식 정원 자연- (Picturesque Garden):
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정원

암석원 기암괴석이 주는 아- (Rock Garden):
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정원

야생화 정원 쉽게 볼- (Wild Flower Garden):
수 없는 귀한 식물을 모아놓은 감상형 정원

장미원 화려한 꽃의 장미를- (Rose Garden):
주제로 만든 정원

조각정원 예술품과 정원- (Sculpture Garden):
이 어우러져 소요하며 즐기는 정원

아파트 정원 모습*

참여

중심형 정원

문화적 자연에의 참여
를 위한 정원 정원 만.
들기와 가꾸기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이러한 경험
을 다음 세대와 공유
하는데 의미를 둠 화.
단 주말농장 텃밭, , ,
영농체험장 등

약초원 허브 가든- ( , Herb Garden, Herbary):
다양한 허브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정원.

채소원 다양한 식용 채- (Vegetable Garden):
소를 기르는 정원

주말농장- (Hobby Farm, Weekend Farm):
도시 인근에 만들어진 농장으로 농사일을 체험
하며 실제 작물도 생산하는 확장된 의미의 정원

영농체험장- (Farming Experience Center):
도심이나 공원 하천변 등에서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장소

커뮤니티 가든 도시나- (Community Garden):
마을 등의 삶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꾸
는 정원

시민들이 함께 만든*

한평공원

표현

중심형 정원

정원 작업을 통해 내
적인 표현 욕구를 충
족시키는 정원 참여.
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정원이 보다 대중적으
로 기능 대지예술 미. ,
니멀 가든 수목원 등,

미니멀 가든 형태의 단순- (Minimal Garden):
화된 아름다움을 조형예술을 중심으로 표현한
정원

토피어리 가든 식물을 이- (Topiary Garden):
용하여 조각하듯 예술적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정원

온실 기후에 맞지 않는 식물을- (Greenhouse):
키우거나 묘목을 길러내기 위한 시설 정원,

수목원 취미에 따라 다양한 수- (Arboretum):
목을 한곳에 모아놓은 공적 사적 정원,

식물원 식물 연구나 관- (Botanical Garden):
람을 위해 한곳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모아
기르는 시설 정원

작품활동으로 만든*

정원

도시

기능형 정원

도시적 기능을 가진
녹색 공간으로 특정의
감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적
효과를 고려한 정원.
커뮤니티 가든 옥상정,
원 비오톱 가든 등,

옥상정원 건물 옥상이나 건축- (Roof Garden):
물에 만들어진 정원

비오톱 가든 연못을 중심으- (Biotop Garden):
로 도심에 소생태계를 형성하는 정원

실내정원 공기정화 식물감- (Interior Garden): ,
상 등의 목적으로 실내에 만들어지는 정원

박람회 정원 행사 후 도시기- (Expo Garden):
능의 일부로 재사용하는 장단기적 도시적 기능,
고려가 가미된 정원

레인 가든 도시의 빗물을 옥- (Rain Garden):
외공간에서 관리하기 위한 도시 녹색인프라로서
의 녹지

도심 녹지기능의 정원*

우리시대 공공정원의 유형 범주 구분 자료 안명준 외 앞의 책 쪽 제목수정< > ( : , , 258-259 , )



우리 도시를 위한 녹색화 와 정원화우리 도시를 위한 녹색화 와 정원화우리 도시를 위한 녹색화 와 정원화우리 도시를 위한 녹색화 와 정원화(greening) (gardening)

필자가 강조하는 공공정원은 단어적 의미의 그것만이 아니다 정원 개념의 확장 이며 공원. (extension) ,
개념의 진화를 내포한다 지금 우리 도시는 현생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환경이고 여기에는 다양한. ,
형태의 녹색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세계적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녹색 실천들과 커뮤. ,
니티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정원 운동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우리시.
대의 요청이다.



Day 2.

Session 5-8



부산의 두 장소 이야기 : 광복로와 청사포의 
커뮤니티 디자인 Tale of Two Places in 
Busan : Community Design in Gwangbok 
Street and Cheosapo Fishing Village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서론

부산은 인구 360만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이며, 한국의 2번째 도시이지만, 본격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시점은 1875년 개항 이후로 도시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외세에 의한 개항 이후, 일제 강점
기(1910-1945), 해방(1945), 한국전쟁(1950-1953), 산업화(1960-1990), 탈산업화 (1990년 이후) 등의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도시 내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공간적 흔적
들을 도시 속에 남겨 놓았다.   

산업화의 시대가 종료하고 탈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1990년 이후 부산에서 진행된 거대한 변화는 
도심의 이동이다. 도시의 성장에 따라 수영구, 금정구, 그리고 해운대구로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로 대표되는 기존의 도심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마을들이 산재하던 동부산 지역은 아
파트가 늘어선 현대도시로 변모했고, 도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서부산 지역은 도시의 활력을 상실하
고 공동화되고 노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두 지역 중 광복로는 원도심을 대표하는 상업거리였고, 청사포는 현대도시로 발
전하는 해운대의 어촌마을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이 두 지역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광복로에는 쇠
퇴를, 청사포에는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광복로와 청사포는 하나의 도시적 사건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쇠퇴와 발전 모두 공동체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그러한 급격한 변
화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의도되었다.

2. 광복로시범가로사업 :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도시재생 

광복로는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과 문화의 1번지였으나 이 사업이 시작하던 2005년 당시에는 도시의 
확장으로 다운타운 상업가로의 역할을 서면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쇠퇴해가고 있었다. 오랫동
안 부산을 대표하던 미화당백화점 건물 전체가 빈 건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1층에도 
빈 점포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림 1] 광복로시범가로사업 지역

광복로시범가로사업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확산하기 시작한 ‘문화의 거리사업’이나 ‘간판시범
거리사업’과 같은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흐름을 같이 한다. 초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도
시경관 훼손의 주원인으로 비난받던 간판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여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
도의 공공디자인사업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하는 토탈 디자인이다

2) 보행자를 위한 ‘느림의 거리’이다

3)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공공디자인이다

4) 민/관/학이 함께 협력하면서 주민이 주도한 공공디자인이다

5)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장소 디자인이다

6)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공공디자인 이다

광복로사업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보행자 우선의 도로로 변화한 것이
다. 자동차에 점용되었던 광복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로 바뀌었고, 간판이
나 건축물, 즉 가로 입면의 개선을 통해 가로경관이 크게 개선되었다. 

광복로사업 이전(좌), 디자인(중), 사업 이후(우)의 모습

  

많은 가게들이 영업하고 있는 상업가로에서 도로의 구조를 바꾸고, 간판을 교체하고, 건물의 입면을 
개선하는 작업은 많은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참여나 협조가 없다면 실행에 옮기기 매
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원도심 상업거리인 광복로에는 주거가 거의 없다. 광복로의 건물주인이나 상
점 주인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광복로에는 주민 공동체가 없다. 다만, 이 지역이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상업가로이고, 이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상점을 가진 사람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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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몇십년 동안 광복로
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 비록 광복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즉 주민공동체는 아니지만, 상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상인들은 과거 화려했던 광복로가 원도심 쇠퇴와 함께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면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사례답사(좌), 설계업체 선정 투표(중), 가로등공장 방문(우)

광복로의 경우도 처음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높지 않았다. 공공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도 방관자의 입장에서 회의에 출석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모범적인 가로개선사업을 견학하고, 중요한 안건을 함께 결정하면서 주민들은 참여자로 변하였
고, 사업이 종료될 쯤에는 주도자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이 사업을 계기로 광복로문화포럼이라는 기존의 상가번영회와 별도의 주민
조직이 결성되었고, 광복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이벤트, 축제를 개최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이 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개최하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았다. 이 기간
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인근 시도의 사람들이 광복로를 방문하여 길을 가득 메워 마치 과거 광복로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광복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좌로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광복로의 공간과 경관 개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폐업 점
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광복로 사업을 시작할 2005년도 즈음에 폐업 점포는 44개업소에 달했
다. 하지만 광복로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2007년 연말에는 31개업소로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1층
에는 거의 폐업점포가 없어졌다. 광복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호감의 증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광복로문화포럼에서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한 광복로 크리스마트트리 문화축제가 자리잡으면서 광복
로는 다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상업가로로 자리잡고 있다. 2011년 9월 광복동/남포동/신창동 일원
의 유동인구는 하루 60만명으로 2009년의 45만명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고, 상가 상인들도 1년내 
매출이 30-40% 증가하였다고 한다.1) 간판이 바뀌고 길의 디자인과 편의시설이 개선된 광복로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로라는 공공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
티의 질은 방문객의 수와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2)  

3.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 전환기 어촌마을의 커뮤니티 디자인

해안선의 변화가 심한 부산에는 옛날부터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어촌마을이 많이 있었다. 부산의 
도시확산과정에서 많은 어촌마을들이 시가지 속에 편입되어 도시화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어촌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마을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인구 360만의 메트로폴리스에 남아 있는 이
런 마을을 “도시어촌(urban fishing village)”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도시어촌은 익명적, 중성적, 균질적인 대도시 속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공간과 경관을 여전히 간직
하고 있다. 첫째, 자연발생적 마을의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기적 구조의 골목
에서 오랜 기간 조금씩 성장한 마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 속에는 어촌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생활경관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 정주활동과 관련된 우물, 돌담 그리고 어
촌가옥, 경제활동과 관련된 물양장, 포구 그리고 방파제, 종교활동과 관련된 보호수, 사당 등과 같은 공
간이나 경관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공동체적 공간과 경관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어업은 농업만큼이나 공동작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어촌에는 농촌보다 훨씬 결속력이 강한 어촌계라는 직능단체가 있다. 생업의 터전
인 포구는 개인이 아닌 어촌계가 관리하며, 그 공동성은 어업을 넘어 마을에서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어업은 농업보다 훨씬 위험한 작업이며, 예측불가능한 
작업이다.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신격화로 이어
진다. 부산의 도시어촌에서는 마을사당, 산제당, 보호수, 바위 등 다양한 종교적 대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공간과 경관을 가진 도시어촌은 관광컨벤션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산시로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는 쇠퇴하는 서부산과 반대로 발전하는 동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예전부터 한국 최고의 해
수욕장이 있는 관장지로 유명했지만, 최근 20여년 사이에 인구 10만의 해운대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관
광컨벤션센터와 영화의전당, 백화점 등이 들어선 센텀시티(Centum City),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마린시티(Marine City) 등의 새로운 시가지들이 이 지역에 개발되었다. 

1) 부산일보 사설, 2011.09.14
2) 부산시 중구청, <광복로일원시범가로사업 백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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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사업으로 설치된 가게 앞 
벤치와 화분

주민과 협력하는 마스터플랜 작성

해상에서 보는 청사포의 전경과 배후의 해운대 신도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해운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어촌이 바로 청사포이다. 약 이백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청사포는 여전히 고기잡이과 미역양식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 
신도시가 완성되어 가면서 급격한 상업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변에 면한 집들이 모텔, 식당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면서 오래동안 유지되어온 어촌마을의 경관이 사라지고 도시화된 경관으로 대체되고 있
다. 주말이나 휴가철, 축제기간에는 관광객이 많아 청사포에는 주차시킬 곳조차 없다. 식당이나 술집의 
손님들의 차량이 해안도로를 가득 채우고 어부들의 작업장인 물양장까지 차지하면서 한정된 마을 공간
을 두고 상인들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 산업이 어업에서 상업으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소득이 어민들의 소득보다 많
아졌고 그 결과 오랫동안 안정되었던 마을 내의 사회구조가 불안정해졌다. 외부인들이 땅과 집을 인수
해 식당을 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을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 

청사포의 어업에서 생산된 미역은 거의 대부분 도매로 외부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마을 내의 어업과 
상업은 상호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 멀리서 바라본 청사포의 전경은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마을 내
부에서는 공동체가 분열될 만큼 갈등과 불신 그리고 분노가 잠재해 있다. 

2008년 청사포에는 오랜 동안 잊어버렸던 행사가 다시 개최
되었다.  풍어제는 마을이 단결된 공동체를 유지하던 시절의 마
을 공동의 행사였다.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한 마을의 유지들이 
마을의 단결과 번영을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동체
의 오랜 기억이었던 풍어제를 12년 만에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다시 시작한 풍어제는 언론
에도 알려지면서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오랜 기억을 다
시 상기시키게 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마을사람들의 공통
된 인식은 2009년 부산시와의 경관협정사업으로 이어졌다. 방문
객을 위한 벤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분, 벽화그리기 등을 위
한 비용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대신, 주민들은 나무를 가꾸고,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4년마다 풍어제를 개최한다는 협정
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2009년 국토해양부
가 공모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에 10개의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최종 2개의 지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까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
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각종 시설물 설계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마스터플랜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청사포 마켓이 완공되는 조그만 결실을 거두었
다. 청사포마켓은 상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민 직판장이며 동시에 마을



의 자생적인 조직인 청년회, 해녀회, 부녀회 등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마을 방문객들이 
가장 큰 불평이었던 공중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 청사포마켓은 청사포의 주민들이 위탁하여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운영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부산시와 협정하였다.  

청사포 마켓 : 왼쪽은 마켓, 오른쪽은 커뮤니티 센터

2012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청사포마켓에서의 주민축제

이처럼, 2008년 주민들이 주도하여 풍어제를 부활시키면서 촉발된 청사포의 커뮤니티 디자인사업은 
단순한 디자인사업이 아니라 균형 있는 소득증대를 통한 도시어촌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을자서전, 주민이 생산하
는 미역의 상품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설립, SNS를 통한 마을의 스토리텔링 등의 추가적인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4. 결론

현재 부산에서는 낙후된 서부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발전
으로부터 소외된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주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후 주거지에 
대한 ‘철거 후 고층 아파트 재개발’이라는 개발회사 중심의 도시재생이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침체로 더 이상 사업성 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노후 주거지와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광복로는 성공
적인 사례로서, 청사포는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지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 방식에 여러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사업
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나 원도심지역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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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최근 부산시에서 주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커뮤니
티 디자인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리더(leader)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광복로라는 상업가로의 변화를 통해 쇠퇴하던 주변 지역도 재활성화되는 현상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을 매우 잘 보여준다. 어느 한 지역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진 인식
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
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디자인
이 중요한 이유이며, 커뮤니티 디자인이 지향해야하는 목표일 것이다.    



MICRO PUBLICNESS(작은 공공성) : 우리 
공공공간 다시 바라보기

문정석 정림건축 디자이너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둥근 언덕 놀이터

- 버려진 공공공간의 재생

 
 

둥근 언덕 놀이터는 2006년에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
지관 옆의 외부공간에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보육시설이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무료 이미용실, 직업훈련
실이 운영되는 곳이며, 아동 지체장애우와 치매를 않는 노인들이 같이 지내는 복합공동체이다. 이렇게 
이 곳은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낡은 시소와 그네만이 있는 시설 옆 
놀이터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과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버려져 방치
되어 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CDC)는 지역주민들과 복지관 선생님들, 시설이용자들로부터 버려진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의견들을 수집해나갔다. 하지만, 곧 커뮤니티 디자인의 참가자들은 공간에 대한 다양
한 사용자층의 지나치게 많은 요구사항과 임대아파트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배
타적인 지역정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물리적 환경에 부여할 것인가, 전체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사회계층을 참여에 끌어들이고 그들 사이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여 공간환경으
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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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센터는 ‘놀이
터가 엄청 바뀌면 좋겠어요’라는 이름으로 바자회를 열었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원하는 지역은행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이 바자회를 통해 참여자들은 헌 옷, 자신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공예품들을 팔
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써 대상지의 위험물을 파악하고 줍기 행사와 어린이들을 통해 미래의 놀이
터 그리기 등의 방법 등이 적용되었다. 

지역노인들은 평평하고 단조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그들이 어릴 때 뛰어 놀던 마을의 뒷동산과 같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의견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놀이터의 기본개념으
로 적용되어 ‘둥근 언덕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구현되었다.

미끄럼틀과 둥근 언덕, 그리고 모래사장

커뮤니티 디자인 참가자들이 복지관 선생님들에게 작은 둥근 언덕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제안의 특
이함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 이유는 그 제안에는 일반적인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시소나 그네조차도 없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둥근 언덕놀이터는 언제나 아이들로 붐빈다. 굴곡진 언덕과 그 밑의 모래
사장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장소이다. 

야외무대

둥근 언덕의 반대부분은 야외 스탠드와 무대이다. 장애아동들은 이 야외무대를 합주를 위한 장소로 
잘 사용하며 또한, 그곳은 때때로 시청각교육을 위한 야외강의실로 변하기도 한다. 이곳은 놀이터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인사동 공동간판

-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디자인

인사동은 서울의 전통문화거리로써 항상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들로 붐빈다. 

1990년대, 서울시는 미관개선사업을 통해 이 곳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한 임대
료 상승과 유동인구증가에 따라 상인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 그 와중에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장사가 잘되지 않던 음식점들이 큰 길 쪽에 무분별하게 입간판을 내다 놓기 시작하면서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거리의 분위기는 훼손되었다. 행정기관은 몇 차례에 걸쳐 무질서한 간판
들을 단속하고 정비했지만, 지역상인들의 이해와 협력의 부재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인사동 전통문
화의 거리의 간판난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인들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커뮤니티 디자인 참가자
들은 공동간판의 필요성에 동참하는 골목길 상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동간
판 만들기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디자인을 통해 커뮤니티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디자인 실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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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의 치유를 위한 디자인

공동간판설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안쪽의 지역상인들은 참여업소의 선정과 설치 위치, 
간판에 들어갈 각 업소들의 배열의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한 그들과 큰 길 쪽 
상인들 사이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공동간판의 설치는 3년 동안 지연되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최초에 참여를 약속했던 대부분의 업소들이 진행과정 중에 빠졌으며, 협의 과정
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던 노력의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채, 행정의 지원에 기대어 공동간판은 
완성되었다.

인사 7길 공동간판

: 설치 이후에도 이 곳은 여전히 많은 간판들이 난립한다. 심지어 공동간판에 참여했던 업소조차도 
다시 입간판을 거리에 세워놓는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현재 인사동 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인사 2길 공동간판

: 설치 직전에 간판의 절반이 도난 당했다. 다시 제작하여 설치하려 했지만 이미 지역상인들의 관심
을 잃어버린 후였다.

 



       Green Community Design   13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관계에 기반한 경리단길의 
장소형성과정

양희은, 유시범, 이현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키워드 : 경리단길, 가로, 장소, 장소성, 커뮤니티 네트워크, 자발적 장소형성과정

1. 서론  

이 프로젝트는 경리단길의 장소형성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연구한 것이다. 즉, 지역의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기반한 문화를 조사함으로써 장소가 만들
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현재 경리단길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으며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물리적인 특성과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커뮤
니티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을 관찰하였다. 대상지는 
최근 서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경리단길(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회나무로) 이다. 이곳은 인근 이태원 
1동이 상업적으로 포화상태로 이르면서 대안적으로 주목을 받는 공간이다. 그로 인해 경리단길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이태원 상업 공간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
다. 이곳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장소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리단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장소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
게 장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있었다. 이들의 관심과 참여는 장소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장소로 진화하게 한다. 개개인의 욕구와 자발적 장소 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
난 다양한 행태들이 경리단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의한 장소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무대이고 이 사람들이 곧 도시를 
다양하게 만드는 주역들이다고 주장하였으며,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5)는 특정장소의 성
장가능성을 평가할 때 창조계급에 속하는 인적자원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
의 주장을 살펴보면 장소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 즉 인적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신정란, 2010). 그 장소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역량은 장소의 성장 및 발전을 결정짓
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적요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지, 기억 등
은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장소감은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장소의 정체성과 소통하면서 장소성이 형성된다(김정은, 2010). 

에드워드 렐프(Edward Ralph, 2005)는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공동체가 장소
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 관계 속에서 경관은 공통된 믿음과 가치의 표
출이자, 개인 상호간의 관계 맺음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사례에도 나타난다. 상하이의 타이캉루는 근대기에 만들어진 소규모 공장지역
을 창조적·예술적 단지로 변모시킨 사례이다. 공장단지를 기존의 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합의와 조율을 
통해 서서히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 사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구성원과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함께 장소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 공동체가 장소를 변화
시키고 새로운 장소성을 생산하는 주체인 것이다(김정은, 2010).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리단길 또
한 지역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2. 경리단길

경리단길 지도 경리단길 전경

경리단길은 이태원 2동에 있는 길로써 용산미군기지에서 하얏트호텔 방면의 남산으로 이어지는 경사
로 길을 말한다. 정식 지명은 회나무 길이다. 길은 왕복2차선 도로와 보도로 구성된다. 총 길이는 약 
1km이다. 이 길의 물리적인 특성은 가로의 폭이 좁다는 것과 남산으로 이어지면서 경사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업가로가 평평하다는 점에서 이곳은 다른 특징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길에 인접
하는 건물의 용도는 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업종이 위치하고 있다. 

 경리단길에 처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로 나타난다. 서울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현
재와 같이 상업화가 되기 전의 경리단길은 서울에서 주목을 받는 공간은 아니었다. 남산의 남쪽에 위치
하고 주한미군부대의 동쪽에 인접하면서 다른 곳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에도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외부인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특성이 주한
미군과 거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변화

최근의 변화는 육군중앙경리단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태원 중심부 지가와 임대료
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동한 사람들과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서 정착한 사람들의 유입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해가는 동네 길을 보고 제 2의 가로수길(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길, 
카페, 레스토랑, 디자이너 숍들이 많이 있는 상업 가로)이 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토박이 지
역주민과 군인, 외국인들로 이루어졌던 동네에 트렌디한 음식점과 갤러리 등이 생겨나면서 동네가 다양
해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의 경리단길은 지난 50년보다도 더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동네가 새로
워진 것은 좋지만 동시에 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나친 상업화
로 독특한 장소성을 잃게 된 가로수길의 전철을 밟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리단길은 부정적
인 젠트리피케션의 현상과는 다르게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경리단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격
한 경사로로 이루어져있다. 이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 상업화을 완충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리단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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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이태원 주민시장 Maloney’s Bar 복합문화공간-Take out Drawing

면부는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저층주거지로 형성되어있어서 상업공간이 확장하기 어려운 가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과 함께 다음의 연구에서 밝힐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장소형성은 
경리단길의 긍정적인 장소 정체성의 구축을 기대하게 한다.

  

  장소의 다양한 성격

경리단길은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다소 혼재된 성격을 띠고 있다. 공간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화에 따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점들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을 지닌다. 과거 
배후의 거주민을 위해 존재하던 공간들이 도시의 상업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물점, 떡집, 
정육점, 약국 등이 음식점, 커피전문점, 바, 레스토랑 등으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기존 거주
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문구점, 미용실, 슈퍼마켓, 한의원 등은 아직도 충분히 기
능하고 있다. 경리단길에선 철물점과 일본식 스테이크집이 섞여있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세 번째 성
격은 하얏트호텔과 밀집한 외국 대사관의 영향으로 고급스러운 상업시설이 자리한 것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갤러리와 음식점, 주택 등에 영향을 끼치며 경리단길의 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다
소 이질적이지만 경리단길 위에서 공존하면서 다양한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3. 경리단길,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기반한 장소형성과정

새로운 주체의 유입과 장소의 형성: 작가와 주민의 만남

위와 같은 경리단길의 독특한 장소성은 새로운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경리단길의 새로운 주민 중 아홉 명의 예술가는 경리단길의 다양한 삶을 기록하며 경리단길 주민들 간
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태원 주민일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러스트레이터 나난은 좁은 골목길의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는 잡초들을 소재로 하는 ‘나난 가드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잡초 주
변으로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 지역주민에게 소소한 일상에서의 즐거움, 재미들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가 박길종은 골목길에 주민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 쓸모 있게 만드는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버려진 물건을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켜 다
른 누군가에게 전시 및 판매함으로써 경리단길에서의 이야기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해 나간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의 이야기, 주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을 기록한 ‘이태원 주민일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소통방식
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해가고 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태원 주민시장’이라는 행사는 현재 지역 작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벼룩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작가 몇 명이 중심이 되어 물건과 그 것에 담긴 이야기를 교류한다는 의미의 행
사였다. 이러한 활동이 점차 지역 주민 및 행정의 관심을 이끌었고, 경리단길이 속해있는 이태원2동 주
민센터의 주최로 ‘제 2회 이태원 주민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1회보다 규모가 커져 20명의 지역작가들
뿐만 아니라 20명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480명의 주민이 몰려들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앞으
로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태원 주민시장이 열릴 계획이다.

이러한 작가와 주민들의 활동은 경리단길의 또 다른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즉, 기존 지역주민 삶
에 작가들의 창의적인 방식을 더하여 경리단길 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상 속에
서 무심코 지나치는 경리단길의 특별함을 지역주민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도
시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웃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도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공존 방식과 장소의 매력 창출

1945년 미군부대가 용산에 주둔하게 되면서 이태원지역에 미국식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경리단길
에는 리비아, 알제리,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외국대사관, 비교적 낮은 집값과 외국인에게 관대한 지역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리단길에는 외국인 교환학생, 영어강사, 주한미군,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때문에 경리단길은 평범한 주거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경리단길에 위치한 ‘카르멘 바’는 보통의 한국식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된다. 외국인들로 구
성된 다양한 동아리들이 바의 공연에 참여하면서 문화의 생산자가 되기도 하며 소비자가 되기도 한다. 
때때로 자신들의 동아리 연습공간으로도 사용한다. 덕분에 경리단길의 방문객들은 다른 곳에서 쉽게 접
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경리단길은 외국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이다. Maloney's, BAO, 
Concorde, NOXA, Siberia와 같은 바와 레스토랑들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인접한 
유사 상업시설들이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는 보통의 상업가로와는 반대로 이곳의 외국인 상점들은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가게를 오픈할 때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서로의 가게
를 소개시켜주는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경리단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경리단길이 갖는 
독특한 지역성을 유지시킨다.

 

창조적인 직업의 사람들의 연대와 지역을 위한 노력

토박이 사람들과 새로운 작가 집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도심과 자연, 일상적인 것
과 상업적인 것과의 공존 등과 같은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리단길은 창조적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
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장소이다.

 유명 건축가인 하태석 소장(SCALE 건축사무소 대표)은 4개월 전 경리단길로 사무실을 옮긴 이유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모여있는 장소’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꼽았다. 
경리단길로 사무실을 옮기기 전 양재동(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로 특히 디자인, 건축 사무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그 곳에서는 경리단길에서와 같은 디자이너들간의 네트
워크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리단길의 디자이너, 작가들은 근처의 카페, 레스토랑에서 편안하게 
만나며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태석 소장의 경우 경리단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로환
경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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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흐름은 다양한 형태의 갤러리들의 오픈으
로 이어져 경리단길이 문화적 잠재력을 갖는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리단길은 창조적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문화적 생명력을 얻고 있으며, 과거에만 머
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경리단길의 발전 가능성을 자극하며, 풍요롭
게 하고 있다.

 
살롱문화, 지역 공동체의 창조적 거점 

경리단길에는 단순히 카페 혹은 레스토랑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 문화 공간(서울살롱, RUF 
XXX , OLEA, Take out Drawing 등)들이 들어서고 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벗어나 
공연, 전시, 파티,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RUF XXX에서는 정기적으로 ‘잔치’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곳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 공간들의 
유입은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교류와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

피렌체의 살롱, 파리의 카페 문화(Peter Hall, 1998)가 그랬듯 사람들은 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
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문화를 향유한다. 경리단길의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들은 단순히 소비하
는 식문화에서 한걸음 나아가 창조적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경리단길은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장소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다. 
지역의 새로운 주민인 작가 그룹의 유입으로 이웃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지역이며, 외국인 커뮤니
티를 통해 독특한 외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창조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이것을 진
화시키는 살롱문화로 경리단길은 문화적 잠재력을 갖는 장소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리단길의 진
화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문화장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지역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만난 경리
단길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질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통합적으로 조직화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장소만들기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장소형성과정에 긴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찍이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는 ‘다양성의 자기파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의해 야기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도시 공간의 다양성이 장소의 성공 즉,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리단길은 현재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리단길이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기반한 장
소형성과정을 지켜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Jane Jacobs, 201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Modern Library

Charles Landry, 2000,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Richard Florida, 2008,『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tBound, 

나난 외, 2011,『이태원주민일기』, 북노마드, 

진보경, 2012,『이웃의 미학』, TypePage, 

서울역사박물관, 2010,『이태원 공간과 삶』, 

김연진, 2010,“Formative process of artists' village as a place : case study of Munare-dong 
Yeoungdeungpo-gu,”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남휘, 2011, “Analysis of causality between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the case of Hongik university area in Korea,”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신정란, 2010, “Study the Impact of Human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Placeness in 
Hongik University Area : focused on young visitors,”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이양희, 2009, “study on the placeness of 'Garosoogil' in Sinsadong, Seoul,”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Green Community Design   19

옥수동 AID 차관 재개발의 교훈3)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 커뮤니티디자인 센터

1. 다양한 주택개량 재개발 정책과 AID 차관 재개발

전쟁 후 도시에서 생활 기반을 찾고자 하는 이들로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러나 서
울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주자들은 미개발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삶의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소위 ‘무허가 불량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1973년 주택개량 재개발 정책이 
정립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무허가건물들을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병리로 보았고 단속과 철거 중
심의 정책들을 시행했다4). 그러나 1970년대 초 광주 대단지 사태 등 철거 위주의 집단이주 정책에 대
한 비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불량주택지를 정비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
부에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여 1970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게하고 “주택개량 
재개발” 정책을 전개하였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발효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었으나  재개발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개발재정문제 등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
루어져오고 있다.

AID 차관 재개발5) 정책도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로 1976년 옥수동 3구역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옥
수동의 다른 지역과 마천동 등에 적용되었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사조치법”이 마련된 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사업방식은 흔히 “자력재개발”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설
치하고 주민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었다. 재원은 재개발 지구 내 국공유지 중 택지부분을 매각하여 
마련하였고, 일반 사유대지에 대해서는 적정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대지의 일부를 도로 등 공공시설 용
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원이 문제가 되었다6). 저소득층 주민을 주택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서울시 또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재정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 “AID 차관 재개 재개발” 정책이다.  정부와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
개발처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7)의 보증 하에 서울시가 미국 뉴욕의 연방주택은
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고, 이 돈으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2. AID 차관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AID간의 견해 차

AID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건설산업,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다8) . 주택산업도 

3) 본 글은 본 연구자가 수행한 다음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김연금(2007) 옥수동 AID 차관재개발 정책실행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학 연구 제 28호: 101-131.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주택개량 재개발 연혁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73쪽. 
5) 재개발사업이 실행되던 당시의 행정문서들에서는 이전의 자력재개발과 구분 없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불렸으나 본 연구에서는 
AID차관을 도입하여 수행된 재개발사업을 AID 차관 재개발로 부르고자 한다. 
6) 위의 책, 92쪽
7) )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는 종래의 미국 대외원조기관은 국제협력국과 개발차관기금을 통합하여 국무성에 설치한 비군사
적인 원조프로그램 수행기관이다. 1961년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의 제안으로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자원, 개발차관기금의 대충업무, 수
출입은행의 지역대출 기능을 일원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1979년 이래 독립적인 미국국제개발협력처(U. 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의 소속기관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USAID 차관의 많은 도
움을 받았다.
8) 일례로 1972년4월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영산강개발, 농업육성자금, 부산포건설, 경주관광사업, 교



그 중의 하나였다. AID 차관이 주택분야에 적용된 것은 크게 반포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 옥
수동과 마포에 적용된 이 차관 재개발이다. AID 차관 재개발은 당시 새로운 것이었는데,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철거를 통한 이전의 자력재개발과는 달리  가능한 한 주민이 참여를 통해 기존의 상태를 정
비 또는 개량하고 철거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지구수
복을 의도하는 새로운 재개발 접근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량 주택 개량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자
발적인 인식의 변화하기보다는 사실 차관의 도입을 보증해 주었던 AID가 협상과정에서 내건 요구조건
이었다.

그런데 관련 문헌들을 통해 볼 때 AID와 서울시 간에 의견차가 컸다. 1977년 AID가 작성한 보고
서9)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법과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상층 이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AID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본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
은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1977년 당시 AID는 실행,  대상 집단,  물리적 생존성, 재정, 제도 다
섯 가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실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행
정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복잡하므로 당연하나 서울시가 더디게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상 
집단에 있어서는 집주인들의 소득이 낮아 융자를 위해서는 집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 옥수 3구
역의 일반적 복지 수준은 향상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생존성에 있어서는 낮은 중간 
소득지역의 주택수준과 같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웃 간의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다양하고 건
강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재정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주민들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
으나 지속적으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제도에 있어서는 AID사업을 운영
하기 위한 전문 직원이 있어야 하고 현장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문헌들10)에서는 AID 차관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통한 소규모 대지단위의 개량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두 번째는 차관재개발을 통해 영
세필지를 그대로 둔 채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은 장차 다시 불량 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환지를 통해 대지를 다시 정해
주고, 개별적인 개발은 민간 스스로에게 맡기다보니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책효과를 조속히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정적 평가로 AID의 지원이 중단되자 폐기되었다.  외부에서의 재정
적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려 한  AID의 목적11)과는 다른 것이다.

이미 1960년대  관주도형의 철거재개발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목도12)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의 시행착도를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를 사회 병리로 보고 경제 성장에 자
부심을 갖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AID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D
의 끈질길 설득과 AID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한국 정부의 필
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다는 정치적 힘의 구도 속에서 수립되고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AID 차관 재개발이 갖는 재개발 정책사에서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책이 내부적 필요
성이 아닌 외부의 요구에 의해 수용되고 실현되었다고 하나 이 제도가 추구했던 바는 분명 철거 위주
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차관, 농업종자개발, 척도차관, 민간기업육성자금 등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9) 1977년 AID는 PADCO라는 기업을 지원하여 『A case study of the Korean housing investment guaranty program 
1971-1977』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AID와 한국과의 협상과정, 1977년까지 AID재정 보증한 
주택사업의 내용 및 평가를 다루고 있다.
10) 서울시, 1991, 『도시계획연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연혁연구』

11) Padco, 1977,  『A case study of the Korean housing investment guaranty program 1971-1977』 , 97-98.
12) 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년대 미국에서는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증가했고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흑인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해체하는 재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대했다(Randolph T. 
Hester, 1999 『A Refrain with a View』, 『Places』 12(2), pp.14-15).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집단을 지지하는 옹호적 계획, 
계획 및 실행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커뮤니티디자인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1965년 시작된 AIP(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같
은 도시계획전문가 집단은 1967년 자신들의 역할을 단지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면서 환경적인 주제까지 고려해
야 한다는 요지로 성명서를 수정하기도 하였다(Ellin, Nan, 1995 『Postmodern Urbanism』 Cambridge: Blackwell,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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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D 차관 재개발의 교훈

 2002년에서야 옥수동에서의 AID 차관 재개발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옥수 재개발 13지구로 지정되
어 현재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AID 차관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장기화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주민들도 이를 문제로 제기했다.  불하만 받고 즉시 집
을 지은 사람은 많지 않아서 재건축은 이후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가이드라
인이 없어 혼잡한 공간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담자들은  계단들이 많다는 것, 차량이 접근
되지 않는 집들이 있다는 것, 주차장이 없다는 것, 공원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주택의 
노후화를 지적하였다. 재개발지정은  재불량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커뮤니티 형성에는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AID 측이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AID 차관 시행 당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옆에서 지켜
보았다는 담당자는 반대나 의의제기 등은 없었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90년과 91년 AID 
차관 업무를 담당했던 김00도 주민들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매달 상환에 있어서도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주민들이 있을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집 지니고 살게 된 건 그래도 AID 차관 덕분이라고 말한다. 주민 중에는  차관 재개발 이전 
자력 재개발 당시 돈이 없어 일부만을 불하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가, AID 차관 재개발  때 
나머지 토지에 대해 불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주택 소유자들은 이후 임대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한다.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달동네 장수마을의 실험

박창용 장수마을대안개발연구회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달동네 장수마을은 주택 대부분이 40~5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며 도로는 주로 
가파르고 좁은 계단골목이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다.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의 불편뿐 아
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심각하여 도로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하다. 세입
자들은 가구당 전세보증금이 대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의 보증금으로는 인근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 결국 장수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눌러앉게 된다. 이들에
게는 좋은 집이 아니라 싼 집이 더 절실하다.

[그림 1] 서울성곽 아래에 자리잡은 달동네 장수마을

2011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진행한 장수마을 주민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장수
마을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72.3%로 만족하는 경우인 27.8%보다 훨씬 높았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이 미비하다’
가 45.0%로 가장 많고‘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하다’가 29.3%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불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절반이 넘는 55%가 현재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
하고 있다. 전체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23년에 이른다. 장수마을에서 거주한 기간이 평균 28년으
로, 68.7%가 장수마을에서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다. 이들이 장수마을에 거주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저
렴해서’가 40.7%로 가장 많았고, ‘오랫동안 살아와서’가 27.9%, ‘이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18.6%
였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저렴한 주거비가 장수마을에서 계속 거주하는 이유이고 장수마을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이유다.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을 추구하는 재개발사업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처지나 욕구를 반영하지 못
한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신의 지불능력을 벗어나면 소용없기 때문에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지불능력이 약한 경우에는 집이 좋게 고쳐지는 것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게 
유지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재개발사업은 물리적으로 좋은 환
경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짓지만 막상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절실히 원하는 저렴한 주택
은 일거에 멸실해 버리고 있다. 생존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장수마을에서는 이러
한 재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택의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는 주거환경개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개발예정구역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삼선4구역에서 재개발로 인해 원 주민
이 쫓겨나지 않고‘정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적인 주거환경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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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시도한 때가 2008년이다. 당시만 해도 삼선4구역(장수마을)은 수년간 방치된 빈집, 갈라지고 깨
진 골목 계단과 건물 외벽을 통해 재개발예정구역이 된 순간부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동네의 모
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권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동네가 더 낡고 위
험해야 한다고 여기는 가옥주들이 많았다. 그나마 집주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세입자
들은 언제 헐릴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닌데 굳이 돈을 들여 집을 관리하고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워크숍을 통해 이 동네는 개발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설사 개발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리한 이유가 뭔지를 수도 없이 설명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
아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 주민설명회(2008.9), 주민워크숍(2008.11)

2009년부터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개발 방안을 구상하여 마을회의에서 주민들과 토론을 해 나갔
다. 주민들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주거정비와 기반시설 설치를 자력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의 지원과 역할이 요구되는 주거환
경개선사업이나 경관협정사업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점유 가옥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동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세부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면철거와 순환식 전면정비에 의한 테라스하우스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합필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건축비와 토지비를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이런 방안들을 마을회의에서 정식으로 폐기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은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295-18번지 빈집 앞 자투리땅에 2평짜리 작은미술관을 설치하여 어린이 
미술교실, 전시회 등을 운영하였다. 마을 공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던 빈집이 공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던 실험이었다. 가을에는 저렴하면서 편리하고 튼튼하게 집을 고치는 방
법,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골목을 만드는 방법,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고 주민
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마을학교를 진행했다. 집수리 교실은 난방비 부담이 큰 주민들
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것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저렴하
고 쉽게 단열성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고 손쉽게 설치 가능한 단열재로 시공실습도 하는 프로그램
이었다. 노후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주민 다수가 노인이
어서 스스로 관리할 여력이 안 되고 주택 상태가 한두 가지만 고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을기업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림 3] 작은미술관(2010.4), 집수리교실(2010.11)

2011년에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집수리를 시작하였다. 장수마을 핵심문제인 주거환경개선을 주민역량
을 활용해 직접 진행하기 위한 시도였다. 초기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숙제였는데, 정부의 마을기업 
공모에 당선되어 초기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아 집수리 시공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주민과 후원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기업 ㈜동네목수는 오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게 하거나 마을 공동 이용
시설로 활용하고, 평상이나 쉼터 등 골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빈집 295-4번지를 가옥주와 협의하여 전세임대용 주택으로 리모델링했고, 빈집 294-2번지를 마을카페
로 리모델링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본격적으로 집수리를 시작하면서 마을기
업을 통한 주택개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졌다. 공사 현장을 찾아와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공사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한다. 빈집 주인과 세입자를 연결시켜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 사
례를 보고 가옥주의 집수리 문의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이사할 집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
다. 

반면 전세보증금 1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몇 분은 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이 혹시라도 마을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장수마을의 세입자 가구 임대료는 대체로 5백만 원에
서 2천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고 무상임대도 더러 있다. 그런데 이번에 빈집을 고치면서 가옥주와 합의
한 임대료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
는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택개량과 임대료 상승이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일이 무
거운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는 주택개량 과정에서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마을
협정과 빈집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수마을 주민들의 처지를 보면 주택개량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간의 
관계회복과 일자리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이다. 주민 다수가 안정적인 직업 없이 건설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동네목수는 주택개량사업에 대부분 마을 주민을 고용하고 있다. 주로 고령자거나 경력단절자이
기에 시중 노임보다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공사현장이 집 근처라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따로 
지불할 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력소개소보다 좋은 조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일이니 나름의 보람도 있다. 

처음에는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활동에 시큰둥하던 주민들도 노임을 받으며 일하는 이웃들을 보며 
이제는 자신에게도 일을 달라고 조르는 상황까지 왔으며 집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던 가옥주는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집을 고치고 집주인과 연락마저 끊긴 세입자는 우선 자기 돈으로 
고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 주택개량에 대한 지불의지와 욕구가 커지
고, 이는 점차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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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을기업의 활동: 집수리(2011.10), 골목평상 제작(2011.11)

2012년에는 골목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모사업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골목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싶거나, 예쁘게 가꾸고 싶으면 비슷한 생각을 가
지고 있는 이웃 분들을 찾아 함께 의견을 제안하고, 대안개발연구모임, 마을기업 ㈜동네목수와 함께 제
안 내용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가는 일이다. 별도의 예산도 없고, 정해진 주제나 자격 제한도 없다. 주로 
신청하는 내용은 노인들이 골목길 계단을 걷기가 힘이 드니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해 달라
는 것이다. 동의서의 형식도 없다. 보통은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접어진 종이에 서툰 글씨로 이웃집 할
머니, 할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손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동의서 내용의 
전부다. 신청하는 내용까지 적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말로 대신한다. 

장수마을의 주민들의 관계망은 골목길 커뮤니티로 드러난다. 이웃간의 친목,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일자리 소개 등 대부분의 소통과 정보교환이 골목길에서 진행된다. 대안개발연구모임과 마을기업 
㈜동네목수는 대안적 주거지재생의 주민동력을 형성을 위해 골목길 커뮤니티를 주목하고 있다. 비록 물
리적인 주거환경은 열악하더라도 골목길 커뮤니티가 살아있으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골목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골목길에 평상을 
만들거나 쉼터를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해 2012년에는 골목별 주민간담회를 통
해 마을의 주거환경과 골목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
항을 이웃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주민공모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림 5] 장수마을 골목길 풍경,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뀐다’ 주민공모 동의서

지난 몇 년간 ‘정든 이웃과 함께 사는 장수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 왔지만, 이제겨
우 가능성을 엿보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나 많다. 마을기업은 이제 겨
우 걸음마 수준의 영세기업일 뿐이고, 주민들을 대표할만한 주민리더나 조직도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



서도 장수마을의 실험에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편이다. 개별주택의 개량은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스스로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면 된다지만, 도시가
스나 하수관 등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주택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
입자들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마을이 지속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 이 실험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도시의 
마을과 이웃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장수마을의 실험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지
와 응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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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살이의 관계와 소통, 그리고 협동조합적 
운영원리: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짱가 유 창 복 13) 성미산마을극장

1. 성미산마을 개요

우리 마을은 마포구청 뒤에 있는 성미산을 둘러싸고 자리잡은 마을이다.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성산
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을 망라하는 지역이다. 10여년 전부터 성미산지키기 싸움으로 신문,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요새는 매년 전국 경향 각지에서 4,5천
명이 방문객이 마을을 찾는다. 우리 마을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을’
이라고 자연스레 말하기까지는 약 2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

1994년, 제 아이를 어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맞벌이 부부들 20여 가구가 뭉쳤다. 그들은 아이
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먼저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을 
모은 뒤, 모여진 자금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우리 
어린이집’이 마포구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다. 이듬해 1995년에는 두번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나르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1999년 방과후교실 역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철학에 공감해, 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이 살던 곳
을 과감히 정리하고 하나 둘 어린이집 터전 주변으로 이사해온 것이, 이제 집단이주라 해도 과언이 아
니게 되었다. 그렇게 부리나케 이사 와서 개원 초기 숱한 과제에 파묻혀 끝도 없는 회의와 참여활동 속
에서 어느덧 아이들은 쑥쑥 커갔다. 당시 장난꾸러기 최고참 꼬맹이가 지금 24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
었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들은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다. 애들 덕에 어른들이 무척이나 
친해지고 살가운 관계가 되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나 아는 사이가 되었다. 보통, 아이들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우리 애들
이 잘 자라려면 우리 동네가 살만한 곳이 되어야 했으니까. 

 

최초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2001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물론 공동육아조합이 귀중한 기반이 되었다. 생협은 친환경적인 먹
거리 공동구매를 주요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터나갈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협은 연매출 50억이 넘고, 출자자가 5,500여 가구에 이르고 다양한 지역활
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아리활동(산악회, 농사모임, 아토피 부모역할 
공부 등 각종 공부모임, 민요 배우기 모임) 결성과 운영 지원, 매년 열리는 성미산 마을축제, 숲속 음악
회, 마을 운동회, 그밖에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를 조직하는 중심에 생협이 있었다. 그 중에
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성미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만 2년(2001년 7월~2003년 10월)을 넘게 
함께한 장기투쟁으로 지역주민의 열성적이고 끈질긴 참여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3)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에 사는 주민이며, 성미산마을극장의 대표이다. 최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마을공동
체 종합지원센터장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우린 마을에서 논다

생협을 만들던 2001년 5월, 지역사회에 생협을 알리자고 시작한 축제가 매년 이어져 벌써 10회가 넘
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성미산에 만발하는 아카시 꽃내음이 동네에 가득할 때 축제가 시작된다. 마을
의 끼 있는 주민들이 무대에 나와 열정을 불사른다. 이제는 일 년에 한 번하는 축제로는 양이 차지 않
는다고, 날마다 축제를 하고 싶다고, 갖가지 마을동아리들의 놀이터인 <성미산마을극장>을 만들었다. 
극장은 1년 365일 하루도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절반은 주민이 무대에서 서고, 절반은 프로아티스트들
이 무대에 선다. 영화, 연극, 콘서트는 물론이고, 패션쇼와 성인식 등 이벤트가 열리고, 마을의 크고 작
은 회의와 잔치가 벌어진다. 마을회관과 마을극장 그 경계에 있는 마을의 광장인 셈이다. 극장이 생기
니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번성한다. 동네풍물 <성미산풍물패>, 마을극단 <무말랭이>, 사진동아리 
<동네사진관>, 동영상 동아리 <물뜨네>, 엄마아빠들의 로망인 록밴드 <아마밴드>가 만들어지고, 마을합
창단과 드로잉 동아리 등등 15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한다. 

 

뿌리를 내리는 마을살이

생협을 고리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고, 성미산지키기투쟁을 통해 마을과 하나된 성미산마
을의 주민들은 더욱 본격적인 ‘마을살이’를 한다. 초중고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12년제 
대안학교를 주민이 나서서 만든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4년 9월 개교를 하였으니 벌써 9년차에 접
어들었다. 17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집-방과후교실-마을학교 꿈터에 이어 
초중고 대안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이 완성된다. 

육아에서부터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이라는 성인 전(前) 시기를 함께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마을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몇 년을 한 집에 살아도 앞뒷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 이사 가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궁리하며 함께 살아가
는 이웃들이 투텁게 연결된다. 이게 바로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고 바로 마을이다.

 

마을기업과 마을고용

생협에 이어 매년 한 두 개의 마을기업이 창업되었다. 2002년 100% 유기농 식재료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반찬가게 <동네부엌>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마을카페 <작은나무>, 동네식당 <성미
산밥상>이 주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모으고 ‘품앗이’로 일을 나
누어 협동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돈이든 품이든, 여럿이 함께 나누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장애를 가진 마을청년 수진이의 일터 <성미산공방>, 수제비누를 제조하는 <비누두레>, 친환경 면생
리대, 이불보, 한복 등을 생산하는 <한땀두레>,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두레>는 모두 솜씨 좋고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사업체로 창업되었다. 최근에는 대안적인 주택개발시행사인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가 설립되어 코하우징(co-housing)개념의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다. 이
렇게 마을에는 2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된다. 사업자
금은 동네 사람들이 형편대로 출자하여 만들고, 시간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운영을 책임진
다. 마을기업에서 일하는 주민이 대략 150명 가량 되니까, 주민들이 창업한 마을기업이 적지 않은 마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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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에서의 관계와 소통

마을이란 무엇일까?

마을이란 생활의 필요를 함께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다. 함께 해결한다 함은 생활의 
결핍을 서로 하소연하면서 공동의 필요를 도출하고 공동의 과제로 공감한다. 이러한 공감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협동적인 해결의 시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과 관계가 바로 마을인 것이다. 통상 이러한 하소연과 궁리의 과정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친밀한 관계와 수다

이러한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소통 수단은 이른바 ‘수다’이다. 수다란 사적으로 친한 이들끼리 
나누는 끼리끼리 소통, 이른바 ‘뒷담화’를 말한다. 마을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실어 나르는 소통 수단이 
수다가 아닐까 싶다. 수다는 공식적 소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공감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식 소통에서 억압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 상한 마음을 해소시키고 순화시켜 
결과적으로 성원들 간의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소통의 수준을 한층 올리는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한다. 

더욱이 누군가 마을에 처음 접속하려 할 때 수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사실 개인이 공동체에 접속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개인이 너무 노출되어 사생활이 다소 침해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바 ‘안전장치’가 없으면 쉽게 들어서기 어렵다. ‘수다 관계’는 바로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하나
의 공동체에 진입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 공동체 성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염려하는 것이 보통
인데, 이는 진입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위축시키기까지 한다. 수다 관계는 첫인상이 부정
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신입 주민의 성격이나 특성, 특히 장점 등을 미리 알리고, 행여 이미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하더라도 해명해 주고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엄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중요한 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수다 관계가 때로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수다 관
계의 당사자들이 그 관계의 사적 성격과 친밀감으로 인하여 소통의 합리성을 외면하고 사실과 진실 또
는 사태의 합리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수다 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속한 커뮤니티에
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관계의 친밀성 때문에 의견 개진을 포기하거나, ‘의
리’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멘토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심지어는 수다 관계가 
논의의 쟁점을 감정적으로 증폭시켜 원활한 소통 과정 자체를 악화시키고 파행으로 몰고 가는 동력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굳이 마을살이를 들지 않더라도 살면서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친소 
관계’로 의견이 나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니 그리 대수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을에서 
이런 파국적 소통을 한바탕 겪고 나면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지우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진저리를 치
며 커뮤니티 밖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니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공론장과 마을회의

수다와 함께 일상적인 소통방식이 회의이다. 어린이집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보육료 차등제를 의논하
고, 생협의 이사회에서 한해 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마을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하기 위해 토론하고 때론 
격론을 벌이는 공론장이 그것이다. 또한 마을의 뒷산인 성미산이 헐릴 위기에 처할 때는 주민들 대부분
이 산에 올라 산을 지킨다. 10여년 전 성미산 1차 위기 때는 2년 동안 산을 지켰다. 그 당시 매일 열
리던 마을회의는 4~50명의 주민들이 벌이는 공론장이었다. 마을 각 기관 대표들의 참여를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주민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한 ‘개인 참여’의 원칙을 따른다. 기관 대표를 통해 기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주제에 관심과 의견이 있고 결정 사항에서 주어지는 몫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펼치는 마을 회의에서 



의견의 맥락과 뉘앙스를 공유하면서 생생한 집단적인 소통을 경험한다. 또한 대표의 권위가 배제되며 
모두가 한 개인으로서 ‘계급장을 뗀’ 수평적인 소통을 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기
주장의 공간이다. 누구든 자기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또 주장하는 그를 응시하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 바로 공론장이다. 타자와의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고 서로를 초대하고 응대하고 환대하며 생활을 엮어가는 공공적 공간은, 친밀한 관계의 영역
(intimate sphere)과 공론장의 영역(public sphere) 두 가지가 있다.

뒤풀이 예찬

한편, 문제를 공식화해서 인식하고 결론을 모으는 역할을 회의가 담당한다면 대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내며 문제의 해결사를 발굴하는 데는 단연 ‘뒤풀이’가 으뜸이다. 술 한두 잔 오가다 
보면 회의 때 생각지 못한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회의에서는 하찮게 여겨졌던 의견이나 요소
가 매우 중요한 핵심적 위치로 복권(?)되기도 한다. 특히 회의에서 의견을 아꼈던 성원이 결정적인 의
견을 개진하기 일쑤고 나아가 그 일의 해결사를 자임하는 용기를 내기도 한다. 그러니 ‘회의 때는 문제
를 공유하고 뒤풀이에서 해결한다’는 뒤풀이 예찬론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뒤풀이 담론이 공식 회
의 결과를 뒤엎거나 무력화시키고 술자리 대화라 그 끝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공식 회의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뒤풀이에서 해결 방도를 찾았다 해
도 공식 회의에서 그 실행을 계획하고 점검해야 한다. 즉 ‘회의－뒤풀이－회의’ 이른바 공식 소통과 비
공식 소통, 단상(壇上)과 단하(壇下)의 공론이 적절하게 교대하며 균형을 이룰 때 소통이 제대로 된다
고 할 수 있다.

3. 마을의 의사결정 원리 

생활의 갈증과 결핍을 이웃과 하소연하면서 그 개인의 필요가 여럿의(보편적) 필요로 된다. 그러다보
면 해결의 궁리하게 되고 마침내 실행을 도모한다. 그러나 실행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개입한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 치자. 물론 시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국가도 별 관심이 없어 실망한 육아의 
필요다. 그래서 함께 해결하자 했지만 각자의 해결을 향한 가치는 조금씩 아주 많이 다르다. 가치의 차
이는 필연적으로 소통상의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이 갈등의 해소가 핵심과제이다. 

다수결 보다는 합의

시민단체는 그 단체가 목표하는 미션의 실현을 기준으로 갈등을 정리한다 치지만 마을에서 그러한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미션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다수결이 불가능했다. 아이
들을 함께 키우는 문제로 시작한 이웃들이라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다. 이른바 끝장 토론이다.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무지(?)하다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다. 다수결이란 다수라는 수적 우위로써 차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정되
지만,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는 공식성으로 억압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성원을 방치한 채 결정
된 의사를 실행하는 제도다. 더욱이 다수결은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권력 작용이 합리화되는 제도다. 그렇지만 끝장토론의 문화는 비록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들고, 논의 과
정에서 지치고, 일 처리가 더뎌도, 성원 모두가 존중되고, 의견의 다름(차이)이 인정되며 ‘다수’(의견)라
는 힘을 앞세워 소수(의견)를 지배(배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한다.

우리는 아이를 함께 기르며 대체로 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의사를 결정해 왔다. 운영에 관한 사소
한 사항에서부터 교육원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제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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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다른 아이를 본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 그리 탓할 것도 못된다. 그러니 사사건
건 의견이 다르고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결정해야하는 많은 
일들이란 소수라는 이유로 결코 입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바로 자기 아이와 관련한 일이기 때
문이다. 자기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면 어떤 부모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연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면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논의가 길어진다. 모두의 경우에 비추어 장단점이 검
토되고 적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래가지고서야 사소한 것 하나 바로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조
합을 운영하고 함께 살 수 있나 싶다. 보통 두 가지의 해결방식이 있다. 

하나는 양보와 절충이다. 쉽게 말해‘접는’거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조금 희생하고, 전체의 대세를 존
중하여 절충점을 찾아나서는 태도이다. 그리고 내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는 것이다. 하고자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으나 하고자하는 사
람을 밀어주고 격려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고운 눈길로 보아준다’라고 얘기한다. 의견이 
다르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그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보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토론을 하다보면 대립하는 양자의 입장을 함께 충족시켜 주는 제3의 대안이 나오게 된다. 처
음에는 한쪽이 포기하지 않은 한 합의에 다다를 수 없을 것 같던 경우에도, 논의를 하다보면 둘 다 만
족시키는 묘안이 만들어진다. 신기하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대안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는 대
립하는 두 입장 각각의 요구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충분하게 될 때 비로소 마법처럼 생겨나는 일
이다. 따라서 끝장 토론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작정 끌고 가는 대책 없는 토론이 아니다. 대립하
는 입장과 의견의 이유와 상황을 모두가 ‘깊게’ 공감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공감의 깊이가 어느 수준에 
다다라야만 비로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감의 수준의 
높여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마을에서의 끝장토론 문화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미리 알고 이를 실현해보자는 차원에서 시
작된 토론문화는 결코 아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생기는 숱한 의견대립이다 보니 다수결이 애초
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소수라는 이유로 그 소수의 사정과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러한 지난한 끝장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어쩌나? 각자 하거나, 모두가 하지 않는다.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려면 그에 상당한 소통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들이는 소통의 노력은 물론이고, 배제된 의견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따
르는 실망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에 목숨 걸지 않는다. 

첫 번째 상황,  [A] or [not-A] 즉, [하자]- [말자]의 대립상황이다. 이 대립하는 두 의견 중 어느 
하나로 귀착되지 못하면, 결국 하지 않는다. [not-A]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자-말자
의 대립이 합의를 못보았음으로 그저 하지않을 뿐이다. 이는 반대의견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켜야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다. 설령 반대를 이기고 한들 그 일
이 흔쾌할까?

두 번째 상황, [A] or [B]은 [이거 하자]-[저거 하자]의 대립상황이다. 역시 두 의견 중 어느 하나로 
귀착되지 못하면,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한다. 정답을 하나로 만드는데 사생결단 하지않고 그 에
너지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데 쏟는 것이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지나봐야 판명나는 경
우가 허다하다. A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도 막상 A를 실행해보면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 또한 B를 주장했던 사람도 A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 니가 말한 A가 그거였어? 진작 
얘기하지”한다. 해봐야한다. 세상일 말로 다 설명 못한다. 물론 무작정 다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논쟁에 너무 사생결단 하지 않고 ‘일단 해본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반대하더라도 ‘그저 
고운 눈길로 보아준다’.



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하나? 

요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푸념을 곧잘 듣는다. 아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
라, 자기가 하면 될 일을 남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다. 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까? 진
짜 하고 싶은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절반 정도 하고 싶은 사람 두엇 생긴다. 이어서 1/3하고 싶은 사
람 서넛 생긴다. 벌써 예닐곱이다. 세상에 예닐곱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 한편 이 예닐곱이 모두 올인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이 잘될까? 아니다. 그 일은 ‘산으로 간다’. 올인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면 되는 것이다.

일을 궁리하고 준비하는 기간에는 행복하다. 모두들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상상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행복해한다. 그러다 계획이 마무리되고 실제 실행단계가 되면, 함께 했던 사람 
중 한사람이 책임담당자로 선정되고, 다른 이들은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일이 시작되어도 그 일이 성
공적인 뿌리내리기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단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맞이
하게 된다. 현실을 감당하는 담당자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운영위원회로 서로 존재
가 달라지는 것이다. 

담당자는 준비시기에 느꼈던 열기와 기쁨이 사라지고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느라 기운이 빠지
고 일은 잘 안된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이른바 착시현상이 생긴다. 준비단계에서 느꼈던 에너지의 상
승흐름과는 달리 실행단계의 수평적인 흐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
는 것이다. 이 기간을 견뎌야 성공국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잘 통과
한다. 해야만 하기에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자신의 능력에 실망하거나 현실에 실망하거나 하여 
중도하차하거나 괴로운 심정에 빠져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힘들어도 즐겁게 이겨내고 결국 성
공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바구니 토론과 집단지성

2003년 2월 성미산지키기투쟁이 피크에 달했을 때, 마을에서는 대안학교 만들기에 열중이었다. 대안
학교에 아이들 보내기 위해 이사를 가겠다는 5가구의 이웃들을 주저앉히기 위해 대안학교 만들기 프로
젝트가 시작되었다.3개월간의 워크샵과 공개토론회, 강연회를 거치고 드디어 초등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로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모두들 기쁨에 들 떠 환영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반대하는 주민이 있
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 5학년이다. 곧 중학생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입시경쟁이 심해져서 걱정이
다”바로 이어서 또 다른 주민이 반대에 나선다. 

“초등학교를 설립한다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 아이는 이미 중학생이다, 중학교를 만들거면 숟가
락 하나 더 얹으면 고등학교 아닌가, 고등학교도 만들자.”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추진팀은 그 자리에서 12년제 초중고 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대한민
국 최초의 12년제 대안학교의 설계는 이렇게 바구니 토론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12년제 대안
학교의 구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욕구를 다 주어담듯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
다.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바구니 토론’이라 부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함께 사는 주민들의 요
구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그 요구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설계하고 설립하는 과정에 여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12년제 대안학교의 철학과 
운영원리 등을 창조해낸다. 몇몇 기획자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아이를 보낼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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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욕망을 모으고 분류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학교의 상이 떠오르는(창발, 
emergence) 것이다. 이른바 주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4.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생활의 결핍을 하소연하다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함께 해결보기로 나서게 되면, 대부분은 
동아리 수준의 소박한 시작을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
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때 ‘기업’을 떠올린다. 우리는 이를 ‘마을기업’이라 부른다.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는‘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필요와 협동적 해결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마을에서 하는 일은 예외 없이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육아, 교육, 먹거리, 생활필수
품, 놀이와 소통 등 어느 것 하나 도시에서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절실한 생
활의 필요를 느끼지만 시장에 가보니 마땅한 해결이 없다. 있다 해도 지나치게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국가를 쳐다보니 국가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다. 어떻게 하나?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절실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직접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된다, 엄두가 나질 않는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공동의 필요를 
느낀 여럿이 협동하면 뭐든 가능한 것이다. 한 번의 성공적인 협동은 또 다른 협동을 시도하게 한다. 
그러나 이 협동이 오히려 번거로울 때가 많다.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할 때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
은 거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의 경험은 협동의 성능을 높이고 결국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미산마을의 역사이다. 성미산 마
을기업의 핵심이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치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창업 제안’ → ‘출자자 모집’ → ‘출자참여’ → ‘운영진 
참여’ → ‘소비참여’] 라는 협동조합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제도와 활동문화를 정착시켜왔으며, 지역사회
의 호혜적인 생활의 관계망을 엮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십시일반의 출자, 조합원이 모두 주인이다

출자란 협동조합이 창업에 필요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우리민족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자
원조달의 방편인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구좌당 얼마를 정해서 참여를 원하는 누구
든지 형편에 맞게 구좌를 든다. 즉 한 구좌만 들 수도 있고 10 구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
결권은 1인 1표다. 주식회사제도가 소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주식회
사 제도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배의 비밀이 바로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이고 보면,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1인1표의 의결권 제도는 독과점적 지배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출자는, 대표적인 비영리 자원조달 방법인 ‘기부’와도 다르다. 기부보다는 심리적 저항선이 낮다
는 점이다. 즉, 출자는 탈퇴하면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잠시 맡겨둔다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어
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출자를 하고나서 협동조합의 참여하거나 이용하면서 그 쓸모를 직접 체험하게 
되므로, 웬만해서는 탈퇴하는 일이 드물다. 출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조합원은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마을고용의 힘,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출자자 모집이 되고 나면, 총회를 통해 일꾼을 선출한다. 조합원 중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이 자임하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정한다. 즉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스스로 나서기 멋쩍으니 누가 추
천하면 못이기는 듯이 맡는, 자천타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의 많은 엄마들이 맞벌
이 부부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의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박봉이라도 회사를 
접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창 손이 많이 갈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회사를 접고 들어앉아 아이를 돌
보다가 아이가 크면서 여유가 생기지만 회사 복직은 여의치 않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마을살이가 눈에 
들어온다. 근질근질하기도 하다. 슬슬 관심이 생기고 슬쩍 참여할 마음도 난다. 이때 다른 엄마들이 부
추기면 마지못해 밀리듯이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 좋다. 아이도 언제라도 엄마가 일하는 곳에 들러 엄
마를 만날 수 있으니 좋다. 고용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주5일 상근자도 있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
부의 경우 부담이다. 오전 10시 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까지 주 3일 정도만 일을 하
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근무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록 활동비는 적지만 전에 회사 
다닐 때처럼 심리적으로 빡세거나 하지 않아서 좋다. 더욱이 마을 이웃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도 있
으니 금상첨화다. 이렇게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생협, 극장 등등 마을의 여러 활동에 고용되어 일하는 
주민이 얼추 150명이 넘는다. 이들이 마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하지 않던가. 오늘날 마을에 상주하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리저리 알게 되고, 훈수라도 들게 되
는 현대판 백수가 누구냐고 한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주민과 주부가 대표격일 것이다. 그렇다 바로 마
을의 이러저러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 이른바 ‘마을고용’되어 활동하는 주민활동가들이 마을에 거주하면
서 항시 마을을 챙기는 진정한‘마을백수’들이다.

풀뿌리 경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한다

마을기업의 주된 이용자(소비자)는 조합원들이다. 필요해서 동참했으니 당연 단골 이용자이다. 물론 
조합원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열려있다. 언제라도 길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웃이 만
들어 파는 아이스크림, 춤 잘 추고 노래 좋아하는 민수엄마가 만들어주는 동네부엌 반찬, 성미산어린이
집 부모들이 나서 만든 성미산밥상의 유기농밥... 우리는 당연 그냥 믿는다. 

동네부엌의 생산자가 작은나무의 소비자이고, 작은나무의 생산자가 생협의 소비자이고, 생협의 운영
자가 성미산밥상의 소비자이고 ....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공급한다. 
마을에서 ‘내부자거래’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마을기업
의 성장지표는 이런 내부자거래의 밀도라 할 수 있다. 마치 들풀들이 땅위에서는 제각각 따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치 아래 땅 속을 보면 그 뿌리들이 서로 구별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들풀이 가지는 생명력의 비결인 거다. 마을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기업은 하나의 
마을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함께 들풀처럼 서
로 얽히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2012.7.22 짱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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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유연한 동네공동체를 꿈꾸며: 동네잡지 
『남산골 해방촌』만드는 모임의 탄생과 잡지 
만들기

배영욱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박사과정 

조민정, 김민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1. 당신 동네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하시겠습니까?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와 농촌, 저층주거지와 아파트 단지, 시장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핵심이 주민참여
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 다음의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당신 동네에 마을 벽화 그리기, 공원 만들기, 공동 육아하기,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마을공동체만
들기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해방촌을 비롯한 도시공동체의 주체인 주민은 우리가 마을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전
통적 농촌공동체나 70-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었던 농촌공동체의 주민과는 다른, 시민사회의 태
동을 경험한 포스트 모던 이후의 도시공동체의 일원이다. 많은 도시인이 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출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다. 혹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일을 하든지, 프리랜서의 형태로, 혹은 파
트 타임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가족의 형태도 부모와 자식이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 외에도 맞벌이 
가족,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의 다양한 군상이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다. 이
러한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주체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이들을 하나의 중심 혹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관이나 시민단체 주도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만들기 활동의 대부분이 
아니었던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활동이 사회집단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의 
공공성만을 보편화한다면, 집단 내의 억압과 위계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면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도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를 막고, 결국 공동체 활동에서 주체여야 할 주민을 배제하게 된다. (최병
두, 2003)  

본 해방촌에서의 지역활동의 기록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주민의 도시공동체적 
특징이 살아 있는 해방촌이라는 동네를 대상으로 첫째, 동네잡지 만들기 모임이 생성, 운영되고, 또 분
화되는 과정의 기록함으로써 다종다양한 자생적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함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
와 이를 풀어나가는 경험을 공유하고, 둘째, 각각의 커뮤니티 그룹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 
소통하는 느슨한 연대의 방안으로써의 ‘동네잡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동네 해방촌을 소개합니다. 

해방촌은 서울의 중심인 남산 밑에 위치하면서, 동네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질한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 다양한 커뮤니티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심 속 마을이다. 해방촌이라는 동네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 그리고 또 북쪽에서 월남한 동포들, 
그 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월남한 동포들이 정착한 마을로서 해방 후에 생긴 마을이라는 이유로 해
방촌이라 부르게 된 곳이다. 이후 1960년대 초반부터 남한 사람들이 산업화와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이
주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요꼬(편물)를 비롯한 각종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으며, 남대문 시
장을 비롯한 상계의 진출도 활발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에 연접한 입지 특성 상 외국인 거류지가 밀
집하고, 외국인들의 드나듦이 빈번하여 외국인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왔다. 이렇게 서울의 중•하
층의 월남인과 서울로 이주한 서민들, 외국인들이 서로 관계를 주고 받으며 해방촌의 정체성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김기빈, 2004) 이러한 해방촌이 1990년 이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2000년대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용산 공원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방촌의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달리 보는 외부인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 가내수공업을 하던 공장이 외
국으로 이전하면서, 바뀐 건물주들이 해방촌의 아주 저렴했던 임대료를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외지에서 해방촌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과 원어민 강사와 외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해방촌의 주민 
구성은 최근에 빠르게 변화고 있다. 

 3. 끈끈한 동네 커뮤니티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

이러한 해방촌 형성(해방 이후 월남인과 서민층의 정착)과 구성원의특징(월남인, 서민,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입지적 요인(남대문 시장 인접, 미군기지 인접) 때문에, 해방촌에는 ‘지연’, ‘종교’, ‘교육’을 매
개로 2중, 3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방촌의 형성과 
함께 형성된 미국인 중심의 거주지가 최근에 새롭게 유입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체되면서, 그
들의 필요에 의한 국가별, 업종별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특수한 동질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분명한 많은 커뮤니티들이 해방촌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삶
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주거지역처럼 보여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성원간의 동질성과 연대가 새로이 이 공동체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
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었고, 상호간의 최소한의 기능적 필요, 상업적 거래에 한정해서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그룹 사이에서도 다른 집단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아가 
외국인들의 페스티벌이 주민에 의한 민원 신고로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이방인의 특정한 성향을 부정하
는 낙서가 발견되는 등의 커뮤니티간 배타적 갈등이 발견되고 있다

4. [동네 잡지 만드는 모임]  다종 다양한 자생적 동네 그룹이 생기다  

해방촌의 기존 그룹에도, 외국인 그룹에도 끼지 못하던 지역주민이었던 필자는 2011년 지역관찰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 내는 [서울을 큐레이팅하다] 워크숍을 통해, 해방촌의 다양하지만 배타적인 
커뮤니티의 성향과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새로 이주한 다수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관심 있
는 동료와 해방촌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과 기존의 커뮤니티 사
이의 배타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네잡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공통 관심사의 사람들이 모이다

2012 03 28 “해방촌 이야기를 담을 동네잡지를 같이 만든 친구를 모집하다.” 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연락을 기다렸다. 10여분의 동네 주민이 이메일을 통해 ‘동네잡지만들기를 통해 같이하고 싶은 일’에 
대해 표현해 주셨다. 

이렇게 잡지를 같이 만들 친구를 모집한다고 할 때 특별히 누군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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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0~30대의 청년그룹, 그 중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고 잡지라는 형식의 미디어에 
대한 흥미가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사진작가, 그래픽디자이너, 평소에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회학
도였던 회사원, 연극연출자 등이 모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해방촌살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의 관계맺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동네 청년모임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공동의 가치: 잡지의 의미를 공유하다   

첫번째 지원자의 이메일 이후에 3일만에 4~5분이 더 지원 메일을 보내주셨고,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공고 3일만에 첫모임이 동네 사람들을 동네 까페에서 만났다. 그 첫모임을 시작으로 이
후 매주 만날 때마다 새로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매번 자기 소개를 해야만 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해지자 당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잡지의 정체성이었다. 
이 잡지를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해방촌에 이 잡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지? 여느 street
지처럼 해방촌의 맛집 멋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해방촌의 숨은 매력과 장소를 알리는 잡지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하는 작업들과 지역 예술가들의 능력을 알리고 펼치는 발표의 장으로서의 잡지를 
기대하는지? 

 몇 번의 연이은 회의 끝에 우리가 만드는 동네잡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동네를 가꾸는 기성세대와 
젊은 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다양성이 꿈틀대는 해방촌의 매력이 훼손되지 않고, 해방촌의 변화에 있어
서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즐길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잡지의 역할을 지향하고 참여하는 주민인 우
리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을 즐겁게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 할 것임을 공유하였다. 

지역에 기반하다

잡지만들기 모임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지역에 기반한 모임의 경험은 특수한 경험이었다. 구성원들
이 가까운 장소에서 쉽게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집 앞을 오가다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생활 양식의 동질성을 가시적으로 획인 할 수 있는 것，평소 다니며 궁
금했던 동네의 일을 똑같이 궁금해 하는 동네친구를 만나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공유하는 경험, 즉 인
접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범위의 생활 공간 공유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동네
모임에 있어 공간의 제약은 없었으나, 각자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도시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사람
이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보완하고 진행 내용과 내부에서 일
어나는 소소한 것들 것 기록하는 방법으로 SNS의 closed group 방식을 활용하였다. 

취재 소재_해방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취재하다.   

‘해방촌다움의 발굴과 해방촌 사람들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매개’라는 잡지의 철학이 정해지면서, 직
접적으로 특정 장소와 새로운 것을 알리기 보다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해방촌살이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소재를 중심으로 취재기사 발굴에 나섰다. 평소 해방촌 사람들이 궁금해 할, 
즉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 어른들 입에 통해 듣는 해방촌의 옛이야기들, 또 해방촌에 새롭
게 불어 오는 변화, 해방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 등의 꼭지들로 구성되었다. 어쩌면 이런 
소재들은 해방촌 밖 사람들에겐 궁금하지 않은 심심한 이야기일 수 있다. 약사 박명현씨, 방음벽 할머
니가 누구인지 외지인들에게는 흥미가 없는 이야기 일지 모르나, 잡지의 발간 이후의 주민의 반응을 보
면, 자신의 이웃이 등장하는 기사와 자신이 알고 있던 혹은 궁금했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며 ‘어떻
게 이 사연을 알게 되었냐’는 반응을 보이며,  해방촌 사람들끼리의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취재의 어려움_주민들에게 다가가다. 

동네 어른들께 다가가는 것이 낯선, 이 시대의 젊은이와 젊은이가 동네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낯
선, 해방촌의 어르신, 양측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기특하거나 흥미롭기 보다는 이들이 낯선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경계의 눈빛을 먼저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1호, 2호 앞으로 자주 부딪히고, 꾸준히 뵙고,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의 익숙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보게 된다면 타인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익숙해짐으로써 그룹 간의 경계가 좀
더 유연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문가의 등장

글 쓰는 것이 전문이 아닌 동네의 아마추어 기자들에게 힘을 보탠 것은 해방촌 곳곳에 숨에 있던 관
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 분들은 취재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친구, 혹은 자주 들르는 동네 가게의 
주인의 소개로 동네의 사진작가, 신문사에서 교정•교열을 보는 교정 전문가, 충무로 인쇄소를 잘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 또 발간 파티를 위해 공연을 해 주실 연주자 등이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 주셨다. 이
것이 도시공동체가 가진 또 다른 자원이고 가능성이다. 

재정적 지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잡지를 인쇄하고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인쇄비용과 약간의 운영비용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공서와 이러한 모임에 관심 있을 것 같은 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 서울연구원),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문의해 보았으나, 어
느 기관도 법인이나 회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단순한 동네모임을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지역 
소상인들께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우리들의 성과나 신용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다. 설령 우리의 성과
들이 쌓여 있더라도 지역의 일부 소상인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원칙이 서 있
지 않았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동아리 지원금을 통해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인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일파티를 계획하고 진행하던 중 극적으로, 개인적인 친분과 전 해방촌 성당 다닌 인연으로 용산
구 도시계획위원인 ㈜해안건축 소장님의 도움으로 올 해 인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서
울시정연의 ‘작은 모임’ 지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운영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재정적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그 기간동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발간, 그리고 이를 알리는 동네파티 

2012.05.27 인쇄된 잡지를 동네 입구의 버스정류장과 주요 상점에 비치하고 지나가는 주민들께 잡지
를 나눠 주는 것으로 배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조촐한 공연과 음식이 준비된 동네 파티를 준
비했다. 본래 이 자리는 그 동안 잡지 만드느라 수고한 구성원을 치하하고 더불어 잡지 인쇄비 마련을 
위한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익보다는 이 파티를 통해 음식과 잡지를 주민에게 직접 나누면서 주민
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지역 학생밴드의 공연을 포함한 문화공연을 지
역주민과 함께 관람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와 모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일궈낸 성공의 경
험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파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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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를 준비, 그리고 분화된 활동

2012.07 남산골 해방촌팀은 2호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 사이 주민의 반응도 살피고, 전혀 모르던 
사람의 블로그에서 동네잡지가 생겼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보고 뿌듯해 하기도 한다. 또 해방촌 예술마
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부업체의 요청으로 해방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한다. 또 이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기사를 준비 중이다. 

해방촌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가을 마라톤을 준비하고 매일 저녁 남산 주변을 달리는 모임이 생
겼다. 또 동네 까페에 수화(手話)배우는 모임이 생겼다고 그곳을 다녀온 친구가 그 그룹 소식을 전해주
기도 한다. 또 한 친구는 동네 까페 옥상에서 요가클래스를 열기로 해서 그것을 기획 하느라 자주 만나
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방촌은 작은 그룹들이 세포 분열하듯 분화되고 있다. 

5. 나가며

“마을 만들기는 미친 놈 하나만 있으면 돼” - 마을만들기 활등을 해온 활동가

현실의 고단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특유의 창의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우
리 시대의 새로운‘희망’을 일궈내는‘사회적 영웅’이야 말로 실제로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지속
성을 좌우하는 동력임을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을 입을 통
해 듣곤 한다.

그러나 이 해방촌의『마을잡지 만드는 모임』과 『남산골 해방촌』잡지 만들기는 사회적 영웅과 헌
신적 미친 놈 하나에 의해 지속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아닌, 보통의 도시사람, 보통의 개인이 공동
체의 일원으로써 동질성을 가진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자율의 원리로 마을의 동아리와 같은 모임이 조
직되고 진화하고 와해되거나 혹은 분화•확대되는 다종다양한 모임의 자생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이의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다. 

또『남산골 해방촌』_마을잡지를 통해 각각의 차이의 공동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다른 공
동체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의 도구로의 역할과 취재•제작•홍보 과정의 대면(對面) 활동을 통해 그룹
간•세대간 익숙하게 하고 그 경계를 완화하는 매개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립과 배척이 아닌 느슨한 연
대, 즉 내적•외적으로 유동적이고 불명확한 관련적 형태의 공동체 의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남산골 해방촌』1호를 발간하고 첫발을 떼었다. 아직은 갖춘 것보다 갖추어야 할 것이 더 많은 시
작이지만, 앞으로의 작업은 해방촌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줄 것을 알기에 더 많은 기획
과 가능성을 꿈꾸게 된다. 동네의 친구가 합심하여 동네의 동아리가 되고, 그것들이 다종다양한 그룹들
의 자생과 분화로 이어지고 이들이 느슨한 연대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의사 소통하는 것, 우
리의 경험과 느낌, 사회생활에 대한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Young, 1990: 33-38) 도
시 속 차이와 다양성을 즐기는 유연한 공동체 해방촌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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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아트 밭아트 nonArt butArt: 하천부지 이천평 
분투기

박찬국 작가, 논아트밭아트 디렉터

2011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일대에서 진행했던 논아트 밭아트(nonart 
butart)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 가능성들이 얽힌 지역의 상황과 만나며  처음에 의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   

초기 기획은 '숲'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남양주 시에 별도로 부탁했던 논과 밭이 프로젝트용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과 기획 
일부를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시유지였던 그 땅과 관련된 사람들 일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여
러가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프로젝트 자체의 변화도 있었지만 마을 안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권력구조들이 드러나고 공공성과 사익의 관계, 리더쉽 문제, 개인들의 관계망이 유지되는 형태들도 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뜻하지 않았던 강력한 마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 되었던 핵심 공간들이 구성되
지 않거나 설치가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업이 난관을 겪으면서 프로젝트 팀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역할과 입장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기도 하였고 성과를 뭘로 볼 것이냐의 논란도 있
다. 커뮤니티 아트에서 단지 정해진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 만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의도하거나 모두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불편한 관행
이나 불균형,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편향적인 시스템들이 노출되었고 공적 정의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
되었다.  

1년만에 프로젝트는 어설프게 정리된 상태고 그 여파가 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섣불리 예측하
기도 어렵다.  단지 현재는 갈등이 봉합되고 문제는 잠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당장 프로젝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땅의 처리를 두고 마을이 공동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황으로 봐서 논아트 밭아트 팀은 이렇게 반전하는 과정에 더 이
상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팀이 한발 물러선 순간 진짜 마을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주민들과 신주민의 관계라든가, 마을
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발전모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문제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에서는 서울 인접 경기도의 중소도시가 위치한 공간적, 제도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구조들
과 끊임없이 관계 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을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당대적 구조가 적나라하게 얽혀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내용 전체를 언급하는 것보다 시유지 이천평을 둘러싼 갈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작가들이 뭔가 작가다운 역할을 하면서 공존 할 수 있는 조건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한정하겠다.



 

 1. 경기도적 구조 

   서울이라는 초 거대 도시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그 외곽에 존재하던 마을 공동체들의 다양한 전통
적 기반들이 해체되고 전혀 이질적인 도시구조와 사람들이 이식되었다.  이식하는 방법은 딱 하나 기존
의 산이나 논과 밭이 있던 땅들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차와 사람들이 
서울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큰 길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택지지구에 수용되지 않은 마을이나 공간들은 특별한 계획 없이 방치된다. 택지지구는 너무
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택지지구로 수용되지 않은 주
변 지역은 좀 애매하다.

기존의 마을, 유적지, 상수원, 산업단지나 구시가지 등은 택지지구에서 살짝 비켜날 가능성이 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이 발생한다. 

 기존의 공간들은 자연과 역사, 사람관계, 생산과 소비 구조가 비교적 천천히 변화 해 왔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기존의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는 아예 빠지거나 마냥 후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유지하고 있던 유형무형의 가치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돌이키기 어
렵게 재편된다.  특히 부동산논리가 우선이다.

2. 시유지 이천평과 갈등

 광릉내는 포천과 접경지역이어서 포천 쪽에서 시작하여 남양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왕숙천의 상류에 
위치하는데 이 곳에서 네개의 지천들이 왕숙천으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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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란 퇴적지가 형성 되었고 이 곳에 마을, 군부대, 폐자원 수집회사, 수백개의 공장, 약간의 농지
가 남아있다. 예전에는 모두 논이었을 것이다. 

그 약간의 농지는 상당부분이 시유지인데 민간에게 임대하여 2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한다.  4~50년 
이상 같은 사람들이 임차해서 쓰는데 마을에서 교육이나 생활 수준이 높았던 유력자들이라고 보면 된
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땅들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로 인식해 왔다. 불법이지만 그 곳에 집
을 짓고 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땅 얘기에 민감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 나는 작가들이 지역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려면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공간이나 땅을 요구했는데 시쪽 담당자의 적극
적인 노력으로 논과 밭, 각각 1,000평씩 2,000평의 땅을 확보 하였다.  공간적으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와 마을을 연결 해 줄 수 있는 중간에 있는 땅이어서 프로젝트 목표와 일치하는 이상적인 땅이었다. 

 흥분되는 일이었지만 염려도 되었다. 그러나 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였
고 동의 하였으니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논 밭을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었고 지역의 공
식적인 리더들과 여러 차례 협의 하였다. 

 리서치와 디자인 기간을 거쳐 철거와 청소에 들어가는 순간 민원제기를 비롯한 강력한 반발이 시작 
되었다.  관련된 땅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절차문제라든가 내용문제로 비화시켰다. 동네문제가 되었다. 
이장을 비롯한 공식라인은 무시 되었고 내부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지역의 가장 유력자 집안이고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라고 하였다.  엎치락 뒤
치락 하는 가운데 문제제기를 한 사람의 땅(밭 1,000평)은 돌려주고 논만 사용하기로 합의 하였다.  공
작소로 사용하기로 했던 다른 공간도 사용이 어렵게 되어 전체 공간활용 계획이 크게 변경 되었다. 

 나머지 천평의 논이 갑자기 너무 중요해졌고 마을의 여러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400여평은 오리
를 키우는 논으로, 나머지 600평은 프리스타일 공작소가 있는 텃밭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바로 앞쪽이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오픈해서 동네마당으로 쓴다는 계획이었다.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공간과 경관 조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되 다른 기능들은 사용해 가면서 선택하도록 유보하
는 형식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거나 확장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한 순간마다 방해가 있었고 일상적인 언어폭력이나 위협이 지속 되었다.  시에서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팀이 기죽지 않고 그나마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매니아라고 불릴만한 적극 
지지층과 호의적인 많은 사람들, 후원기관의 신뢰였다.

 3. 지역에서 작가로서 살아가기

400평 논농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늦게 시작 되었다. 

우리는 한 해 살이 농사의 모든 것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논을 철없는 논(철논)이라고 
명명하고 철없는 농사꾼(철농꾼)을 모집하였다. 일종의 조합식인데 1인 1만원의 회비로 30여명이 모였
다. 물론 회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 돈으로 관찰 키드를 비롯하여 티셔츠
도 맞추고 수업도 진행했다. 



볍씨를 틔우는 일은 직접 할 수 없었지만 원래 논 주인이 준비한 것을 이어 받았다. 모판을 조성한 
것 까지는 스스로 하지 못했고 모내기는 동네 잔치처럼 제대로 준비하였다.  마을사람들과 인근 빌라주
택 주민들은 구경이 많았고, 아파트와 인근 문화단체 사람들, 어린이들,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노
인 풍물패도 있어서 잔치가 무르익었다.  

모를 내자마자 장마가 시작 되었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 한다는 개구리밥은 벼에 가는 햇빛을 
차단했다. 멋진 연못으로도 사용 하려고 파둔 오리둠벙 두 개는 너무나 물이 잘 빠지는 바람에 경관보
다는 논 물 조절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동안 물에 잠겼던 논에 모를 보충해서 심고 물 조절에도 주
의를 기울였다. 

 논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염두에 둔 일이었지만 논하고 바로 연결 된 왕숙천의 환경이 그대로 
논으로 연결 되었고 동네를 적시는 빗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논은 낮은 곳
에 있고 우리가 먹는 쌀은 마을을 모두 씻긴 물로 생산 되었다. 왕숙천은 숲하고도 연결 되지만 주변의 
모든 공장들과도 연결 되었다. 

장마가 그칠 즈음에 오리집을 만들어 세웠다.  오리집은 프랑스 근대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의 출세
작인 사보아 주택( )을 패러디 해서 만들었다. 

강철과 콘크리트는 형태와 기능을 집약시켜서 익명의 거대 도시건축에 유리한 틀을 제공하게 되었는
데 큰 창틀, 필로티, 옥상정원, 계단과 루프 등 새로운 건축 양식에 걸맞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었다.  우리는 얍삽하게 외관을 흉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잡초들을 뽑아서 옥상 정원을 장식하고 오리
가 계단과 루프를 이용해 미끄럼 퍼포먼스를 하도록 만들었다.  

벼가 상당히 자란 다음에야 오리가 들어 왔고 오리들은 도날드 덕처럼 당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내 민
첩하게 계단과 루프를 오르내리게 되었다. 덕분에 논은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고 방문자들의 중요한 답
사 코스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각각의 오리 팬덤이 생길 정도로 좋아했다. 

오리들을 관찰하는 방식은 단순체험을 넘어 지각이 동시에 동원되고 감정이 이입되어 지식이 아니라 
윤리적 내용을 포괄하는 직관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듯 했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잡초들을 벼 이상으로 소중히 생각하였고 옥상정원을 만들 때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다.  적잖이 드로잉이 생산 되었고 논은 쌀 생산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
츠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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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리퍼포먼스는 동물학대이고 잡초를 소중히 하는 행태
는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열 받게 하는 일이었다. 작가랍시고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우리를 ‘사기꾼들’로 부르기도 하였다. 

어느 일요일에 오리 한 마리를 어떤 개가 물어 죽였다. 매일 논을 관찰하시는 할머니의 증언이었지
만 누구 집 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얘기하길 꺼려하셨다.

몇 주쯤 후 작가들이 자리를 비운 일요일에 같은 일이 한번 더 있었다. 한심하게도 우리가 한 일은 
울타리를 좀 더 단속하는 일 뿐이었다. 비가 멎고 나머지 600여평의 논에 텃밭공원 공사를 위해 복토
를 시작했다. 반대 그룹의 강력한 저지활동이 시작 되었다. 특히 천변의 시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들이 모두 나서는 분위기였다. 결국 공원 만드는 것도 중단 되었다.  우리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왕
숙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천변 경관 조성하는 공사도 반대에 밀려 일직선으로 둑을 정비하는 작업으
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가을이 되었고 수확 해야 될 때쯤 왕숙천 정비 공사로 하천 물의 유입이 중단 되었
다. 논은 메말랐고 오리둠벙은 부패했다. 오리들에게는 식수만 제공 되었다. 철농꾼들과 함께 벼 베기와 
탈곡을 하고, 건조, 정미의 과정이 이어졌다. 

마을의 펫처럼 된 남은 오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벼를 다 베어낸 어느 날 완전히 노출되어 도망 갈 곳 없는 오리들을 개들이 다시 집단 사냥 했다.  
15마리 중 세마리가 살아남았고 결국 인근 농가에 주고 말았다.  우리가 기르던 개가 그 집 오리를 물
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보상이었다. 

수확은 적었지만 밥을 지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간의 과정을 영상으로 돌이켜 보며 그나마 즐거
운 파티로 마무리 하였다.  남은 쌀은 아이들과 함께 100개의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 관계 했던 사람
들에게 보냈다. 1년 농사를 끝까지 함께 했다는 보람은 있었다. 

 

한 해 논농사를 마무리 하면서 든 스스로의 질문.

만약 농사를 통해 생계비를 벌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과연 작가의 존재가 필요하
다는 인식을 만들어 내면서 작가 스스로도 일상에 묻히지 않고 작가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가능할
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작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서 논의 처리를 두고 동네가 회의를 거듭했다. 최종 결론은 아닌 듯 하나 시
장과 텃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는 마을이 공동으로 밭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심하게 적대적이었던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채소를 팔겠다는 
것 자체가 변화다.  아파트에서 공동육아 하는 팀과 체험 텃밭을 운영하는 이야기도 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공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주민이 분열되었던 앙금이 남아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지의 공공적 성격과 위치에서 비롯된 이용 가치가 확실히 부
각되고 있다.  선주민, 신주민, 외부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왕숙천과 땅이 연결되
면 몇 배 가치 있게 사용 가능하므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지
켜보자는 입장이다. 농담삼아 어떤 주민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것을 다 이루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씁쓸하지만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마을 만들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었고 눈 앞에 보이는 경제적 관점보다 더 ‘흥
미로운 삶’에 관심을 가졌다. 지역 공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타자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유
연한 몸으로까지 나아가면 그것으로 좋겠지만 ‘지역에서 작가’라는 화두를 진전시킬 기회를 잃어서 안
타까웠다. 

 프로젝트 후 프로젝트형 사업보다 일상형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고 생각했다. 지원기관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존재하는 방식을 찾
다보니 유휴공간들을 찾아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되 자주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더디
지만 시 소유의 빈 창고 건물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똑 같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조이고 그 과정에서 공간이나 모임을 발전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4. 공공성, 작가

   공공성 / 지역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결부 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따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근대, 후기 근대의 관점을 넘어 
지금은 미생물에서 신의 영역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프레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뿐만이 아
닌 생태계 차원의 공공성.

작가 / 전문성보다 태도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고 그렇다면 기왕의 유통구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있는 곳이 작업의 현장이고 작업은 필요한 만큼 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완벽한 퀄리티를 만
들어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의미 있는 통찰 형식을 제안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의 기술일 수도 
있고, 경과적 디자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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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도시14)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커뮤니티
– 공통체가 만들어낸 다름의 민주주의 

최순복 건축가, 디자인복 대표

1.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이란?

문래동의 역사

문래동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80년대 철재산업의 중심 거점 물류지로서 호황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문래동도 도시개발정책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1930년대부터 생성된 교통의 축(인천 
제물포와 서울을 잇는 경인로)과 이전까지는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문래동 지역이 1936년 경성부15) 지
역확장 정책으로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이후 군수시설
과 그곳의 노무자 주택단지16) 형성되었고, 해방 이후 그 넓은 부지엔 방적공장과 국군영화촬영소 등이 
자리했었다. 1950년대와 60년대 공업과 주거의 혼합지역이었던 이곳은, 교통의 거점 지역답게 산업의 
상징인 철이 1960년대 초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문래동 산업 클러스터17)는“철재자재상들과 그것을 
가공하는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각종 공정에서 서로 긴밀히 관계”18) 하여 문래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종이접기 놀이처럼 네 개의 덩어리로 집적되었다. 문래동은 이러한 긴밀한 협력 관계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며 철공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클러스터를 형성한 공장들이 과거 근대화의 
산업체계에서 80~90년대를 호황기로 보낸 장소였지만, 산업체계의 변화로 이제는 도시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낡은 공장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재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문래동의 현재

문래동은 1990년대 후반 IMF와 산업체계의 재편, 도시산업시설들의 시외 이주정책으로 인하여 철재
상가 2~3층의 사무실과 소규모 공장 공간들이 비어졌다. 이곳에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예술가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철공 클러스터와 함께 공존하게 되는 예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자생적으
로 창작촌19)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지칭할 때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20)이라한다. 

14)  ‘공존도시’는 필자가 제안하는 개념어이다. 문래동은 기존의 철공 클러스터와 예술 작업실로서의 클러스터가 공생하고 있다. 공생함
으로써 생성된 공존의 공유가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냈다. 산업과 문화가 생산자와 창작자라는 공유 가치로 대등해 짐으로써 공존
도시는 시작될 수 있다. 과거의 새로움이 또 다른 새로움에 의해 밀려나는 악순환의 고리는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 죽이기의 삶이 아닌 
살아가기로서의 삶이 가능한 도시는 공존도시에서 시작된다. 
15) 경성부 [ 京城府 ]: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명칭

16) 영단(營團)주택

17) 클러스터 (cluster) :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13 
18) 이정욱,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사례로/ 서울大 大學院 석사
학위논문, 1996, p 16~19 참고 재작성

19) 창작촌(創作村)은 창작(創作) + 촌(村)의 합성어이다. 창작(創作) : ①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 또, 그것. 창조(創造). ② 예
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 또, 그 작품.(이희승, 『국어대사전』, 초판, 민중서림, 서울, p3573, 1982) +촌(村) : ① 도시에서 떨어져 자
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② 공동의 성질을 갖는 지역. 또는 어떤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 집중적으로 꾸려져 있음을 뜻하
는 말이다.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57178&q=%EC%B4%8C)
20) 사전적 의미의 창작촌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공동의 성질을 갖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철공 산업과 예술 작업이 창작되어지
는 문래동을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마을이라 여겨 본 논문에서는 문래동의 철공과 예술 집적지역을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이라고 부
르고자 한다.



이곳은 도시의 교통 편리성과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홍대와 대학로 등에서 상업화의 물결에 의해 밀
려난 예술가들21)이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약 200여명의 예술 창작자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집적된 마을을 구성하게 되었다.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은 지역을 기반으로 공생하는 주
체들이 서로 공유되는 가치로 소통하여 감응하는 마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자발적, 자율적 
조건으로 창작촌은 형성되었다.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주요 집적지인 문래동3가 54번지와 58번
지이다. 문래동에서 예술가들의 집적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던 공간도 54번지와 
58번지 일대이다.

[그림 1]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 지도 (2009, mullae.net)

2.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다양한 커뮤니티들

문래동의 다양한 이들

문래동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이들이 있다.(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와는 별개로 대
개 그 지역을 근거지로 생활하는 이들이므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의 유형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
다.) 첫 번째 이들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철공산업 클러스터의 산업 장인들이고, 두 번째 이들은 최
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문화 클러스터의 형태로 진화한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이다. 세 번째 
이들은 문래동에 주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며, 네 번째 이들은 작게는 영등포 구청부터 서울시, 대한
민국 정부 등 정책 관계자들(정책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아니나, 이들이 형
성한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로움이 되기도 하는 등 커뮤니티에 영향
을 끼치는 이해관계이므로 포함하였다.)이다. 

21) 국가 정책 개입으로 인해 직면한 거대 자본의 대형화된 상업화의 물결에 의해 밀려난 예술가들



       Green Community Design   49

문래동의 다양한 이해관계들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형성시기에는 새로운 이주자인 예술가들과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는 매
끄럽지 못했다. 하지만 십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며, 차츰 다름을 인정하고 공생
하는 공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철공 클러스터와 예술 클러스터 : 

문래동에는 오래된 공장들이 매우 많다. 작게는 10년부터 30년 이상의 이력을 지니며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곳의 공장 장인들과 최근 새로이 등장한 예술가들은 성향과 시간의 활
용 등 매우 다른 이질적 모습을 보인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가 공장 장인들의 시간이라면 그 
이후부터 다음날 날이 밝기까지가 예술가들의 시간이다. 서로 다른 시간의 사용으로 같은 문래동이라는 
공간의 장소성이 시간별로 판이하게 변화하였다. 낮에는 산업현장, 밤에는 예술 공연이 있는 무대이자 
창작의 장소로 바뀐다. 초기에는 이러한 다름이 낯선 모습으로 부각되어 서로를 경계했었다. 하지만 차
차 서로의 작업들을 엿보기 하면서 시간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동네 관계 형성들로 인해, 서로 경계 
대상이었던 낯선 이들이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과 지역주민들 : 

문래동 철공 클러스터는 대개 몇십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산업체계들이 크게 바
뀌지 않아 오래된 건물의 외관은 몇십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도시들
의 모습과 다르게 많이 낡아보이고, 건물들의 나이 또한 많다. 오래된 공장들이니 최신의 설비와 모습
들은 없다보니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생활 위해 환경처럼 여겨졌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멈추어버린 장소 같았던 문래동이었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이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최근 예술가들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 차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 가면서 
인식의 변화가 작지만 일어나고 있다.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과 거버넌스 : 

자생적으로 형성된 창작촌에 개입된 거버넌스는 작게는 영등포구청과 크게는 서울시와 서울시 문화
정책 위탁운영자인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각종 개발정책 등이 있겠다. 거버넌스는 창작촌의 형성시기에
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2008년 서울시의 컬쳐노믹스22) 정책 시행으로 문화가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방향과 문화로 도시재생을 하는 유행적 시류로 인해 2009년부터 적극적 개입
을 보인다. 

문래동의 다양한 커뮤니티들

문래동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명시한 커뮤니티들은 필자가 커뮤니티 디자인에 
관계하는 바가 크다고 여기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였다. 

-문래예술공단 : 문래동의 지역 문제 및 창작촌 예술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전체 
반상회 성격의 커뮤니티. 2007년부터 반상회23) 성격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하였
으나, 2009년 초부터 정기모임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통 사안 발생시 누구나 회의 제안이 가능하여 
비정기적 모임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라운드 문래예술공단(문래협동조합 준비모임)’의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계없는예술센터의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문래동과 온앤오프무용단과 문래동 

22) 문화(cultural)+경제(economics)의 합성어

23) 반상회(班常會) :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주부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
례회..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특별한 이해관계없이 친목도모가 주요 목적이다.



 
[그림 5]
2008년 

문래공공
미술프로젝트

[그림 6]
2009년 

문래공공
미술프로젝트

예술가들이 함께한 물레아트페스티벌도 서로의 작업들을 축제형식으로 함께 담아보자는 논의에서 출발
하였다.

  

[그림2] 문래예술공단 반상회 
모습

[그림3] 경계없는프로젝트 
거리공연

[그림4] 물레아트페스티벌 거리공연

-문래시각예술가 네트워크 : 공동의 프로젝트 수행 및 교류를 위한 문래동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
가들의 커뮤니티. 모든 작품의 기획과 실행, 예산 운영까지 공동의 논의를 거쳐 운영한다. 2008년부터 
문래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한 작가가 철문에 제작한 벽화를 보고 영등포구청이 
후원하겠다고 하여 약간의 작업비가 발생하였다. 공동의 논의로 공공미술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논
의하여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은 모두 참여 하였으며, 각자의 분야별로 철문벽화와 로봇제
작, 포토꼴라주 작업과 조형물 작업이 완성되었다. 2009년에도 역시 영등포구청의 후원으로 공용자전거 
제작과 옥상로봇정원 등 작업 재료비로도 부족한 예산으로 공공미술 작업을 하였다. 

-소모임 ‘그날’ : 문래동에 창작작업실이 있는 예술가들 위주로 이루어진 스터디 커뮤니티. 초기에는 
문래동이라는 장소성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시대고민들을 함께 하였다. 각자의 이슈를 발표하거
나 함께 논의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모임. 2009년 1월에 시작되어 그해 말까지는 정기적 모임을 하였으
나, 현재는 비정기적 모임을 하고 있다. 다목적 공용공간과 각종 유무형의 공유물품들을 십시일반24)으
로운영하였다. 각자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을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자율적으로 시작하
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자율적 형식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다. 자발적 동기에 의
한 것들은 지속성이 보장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시작된 것들은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대표
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은 물물교환 시장인 썬데이문래(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철재상가 내 거리), 
공용공방, 십시일반오픈스튜디오, 지도와 공유목록제작, 옥수동프로젝트, 재활용가게 등이 있다. 

24) 십시일반(十匙㊀飯) :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 네이버 한자사전 출처.



       Green Community Design   51

 

[그림 7]
물물교환시장:
썬데이문래

 
[그림 8]

문래동과신주
쿠사진교류전

 
[그림 9]

십시일반오픈
스튜디오 : 
목요식당

 

 

 

[그림 10]
커먼그라운드 :
것들;
그렇게 안하고 싶어요

 

-문래공간네트워크 : 문래동에서 대안 예술공간을 운영하는 이들이 모여서 시작한 커뮤니티. 2011년 
후반에 시작되어 2012년 현재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며 공통의 이슈로 세미나와 전시를 기획하였다. 올
해는 ‘커먼그라운드_것들;그렇게 안하고 싶어요’ 라는 공통의 주제로 대안공간들과 작가들이 함께 활동
하고 있다. 

-라운드 문래예술공단 : 협동조합의 형태로 모임의 결집력을 다져보려는 커뮤니티. 예전의 문래예술
공단 반상회의 보다 조직적 형태와 함께하기의 방법들을 모색 중이다. 2012년 초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기모임을 하고 있으며 아직은 협동조합 준비모임이다. 

-문래골목산악회 : 문래동3가 58번지 골목 모임이 점차 확장된 친목모임 성격의 커뮤니티. 2009년 
9월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산행을 하고 있다. 철공 클러스터 장인들과 문래동 작업실기반 예술가들과 지
역주민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초기에는 철공 클러스터의 공장 사장님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예술
가들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친목을 기반으로 2012년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문래골목을 아십니까(철공 장인+예술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림 12] 문래도시텃밭 카페 이미지

[그림 11] 문래골목산악회   

-문래도시텃밭 : 2011년 문래동에 있는 예술과 마을네트워크(예마네)와 이소주 작가가 함께 시작하
였던 옥상텃밭이 이후 여성환경연대, 패션잡지 마리끌레르, 아비노코리아의 후원으로 더욱 확장되어 지
역주민과 다양한 시민들, 철공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초기부터 정기모임을 통해 텃
밭 농사 교육과 워크숍, 공동 식탁 등을 함께 하고 있다. 2012년 현재는 문래동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친목을 기반으로 2012년 문래예술공장meet프로젝트 ‘부엌놀이(철공 장인
+예술가+지역주민)’라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것들이 진행 중이다. 

3.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 커뮤니티의 특성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커뮤니티가 공통의 전제를 함
께 하고 있다. 소수의 의견도 동일한 무게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가 
다르게 살아온 삶의 이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운다. 문래동 철
공_예술 창작촌 커뮤니티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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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25)적 커뮤니티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저절로 생겨났다. 외부의 기획과 기금 등의 의존보다 ‘자립(自立)하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기획된 정책과 기금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는 그것들의 소멸에 의해 모든 것
들이 일순간 사라진다. 

자율26)적 커뮤니티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는 함께하기의 관계들은 스스로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때 서로 자율적으로 의사소통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당사자 문제는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자발27)적 커뮤니티

자기 안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자발성은 커뮤니티에 활력을 더한다. 

4.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커뮤니티 정치와 민주주의

문래동에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전혀 다른 이질적 삶을 사는 이들이 만나서 이야기
를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삶의 공통인 일상을 살아감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시간
은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는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다. 문래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과정으로
서의 유토피아를 그려본다. 너와 내가 다름으로써 공생할 수 있는 공존도시 문래동 철공_예술 창작촌의 
정치는 자발적인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로 발전하기를 거듭 바란다. 

25) 자생(自生) : 1.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2. 저절로 나서 자람. 네이버 국어사전 출처.
26) 자율(自律) :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출처.
27) 자발(自發) :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함. 네이버 국어사전 출처.



서로가 원하는 마을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서울시 서원마을 만들기 사례

유나경 (주)코레스 도시환경연구소 

서원마을은 서울시 한강 남동쪽 경계에 위치한 면적 33만㎡, 총 64동 156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
로서 사적 제267호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맞은 편에 위치해있는 마을로 현재와 같은 형태는 1979년 취
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형성되었다. 원래 이름은 백제시대부터 궁궐에 쓰일 도자기를 만드는 점(店)에
서 유래한 점마을이었으나,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7년 주민의견을 모아 인근에 위치한 한양 유
일의 사액서원인 구암서원터의 명칭을 따서 서원마을로 바꾸었다.

 

서원 마을의 오늘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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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크게 1단계와 2단계
로 구분하여 계획되었다. 1단계는 2009년 4월 이후 시작된 시범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사업의 윤
곽을 잡는 계획과정이고, 2단계는 이를 사업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약 2년여에 걸쳐 계획되고, 약1년 동
안 사업이 시행되었다. 

계획은 마을 내 주민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관련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민간담회 및 
주민면담과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총괄계획가, 전문가, 행정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민워크숍이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주민들은 계획초기부터 주민
간담회, 면담, 설명회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조직은 수차례 진행되는 주민워크숍에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구체적인 이슈
를 전문가와 행정과 협력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표이미지 게임’, ‘마을지도’, 
‘디자인카드’, ‘모형’ 등 주민이해를 돕는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이해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마을이슈에 대해 주민합의를 형성해 가는 계획프로세스를 구상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계획을 결
정하였는데,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되고 마을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이다.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이, 건폐율 등 도
시계획적 제한이 많은 지역이다.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에 또 다른 규제를 우려하는 
주민이 많았다. 어떤 주민은 우리 동네의 집 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규제 때문이니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을에 불법주
차, 소음, 경관 등 정주환경을 위협하는 가스충전소나 주류창고와 같은 시설을 제한하는데 지구단위계
획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불편함을 듣다보면, 공공이 큰 돈을 들
여 해결해야하는 일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관리수단을 활용하거나,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일도 많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과정에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여 처방한 
결과를 공공과 주민이 서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정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고, 
공공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협정”을 통해 주민의 역할을 정하고, 마을의 특성
을 강화함으로서 더 나은 마을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구단위계획”은 규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주
민 스스로 담장의 높이를 제한하고, 심지어 높이와 용도의 추가적인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원마을
의 경우 현재 건축기준으로는 3층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민 요구에 의해 2층 8m로 제한하게 된다. 맨 
처음 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인 서원마을은 이미 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규제에 상당히 민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조건으로 한 3층 11m의 높이계획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부동산 가
치”를 지키기 위해 3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을 고유의 특성인 
햇볕이 잘 드는 마당을 “지키기” 위한 소박하고 조용한 주민의 웅변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별도의 의견
조사가 제안된다. 큰 기대 없이 결과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전체 응답자 중 85.7%가 서원마을의 높이
를 2층 8m로 하기로 결정했어요.”라는 연락이 왔다. 주민 스스로 합의와 선택을 통해 결정된 계획으로 
작지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정말 특수한 사례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마을의 높이를 완
화해주세요, 용도지역을 상향해주세요” 하는 요구에 익숙해 있던 서울시에게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신
선하고 고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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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다...

2011년 3월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원마을은 공공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청
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주민들도 나서서 먹고 마실거리를 준비하고, 이웃마을 풍물패를 초대하고, 동네
어르신을 위한 마을잔치도 준비했다. 전과 똑 같은 일련의 행사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사와 축사를 주민 스스로 기획해서 준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같은 해 5월 담
장이 헐리면서 높은 담장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을의 보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보물 중 하나는 바로 마을 주민들이다. 스스로 집을 고치고, 마당에 꽃과 나무를 심고, 텃밭도 가꾸어 
가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29일 준공식에서도 기공식과 같이 주민과 함께 마을의 미래를 축하했다.

 

  

  



   

 

서원마을의 마을만들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결과는 공공지원을 통해 마을 회관, 작은 도서관, 작은 커뮤니티 공간, 노인정, 개
방형 담장, CCTV, 녹색주차장, 도로정비, 친환경 마을을 위한 그린존으로 완성되었다. 공사는 끝났지만 
마을만들기는 계속 진행중이다. 주민 스스로 꽃과 돌, 장독이 어울어진 자연친화적 마당을 만들었으며, 
지붕 개. 보수, 페인팅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속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서
원마을의 모든 업무는 마을 협의체인 주민 운영위원회와 반상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원마을운영위원
회와 주민약속을 따로 정했고,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및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다양한 자
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매월 보름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서의 달빛 명상, 동시 읽기, 동화 구연, 
영어 동화 책 읽기 등의 토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서원마을은 매년 10월 개최되는 선사축
제와 연계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선사주거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홈스테이, 공동
체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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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내가 사는 곳이 마을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주민의 생각을 실현에 옮
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다. 마을 환경의 정비가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
어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여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각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마을을 스스로 디자인하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
다. 도시설계가 사람을 위한 좋은 장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삶터와 일터와 쉼터를 가꾸어 가는 그 일상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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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삶을 동경한다

김병수 사회적 기업 ‘이음’대표

화 두 : 지역 /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만들기

1.  브레인 리서치와 스토리텔링? 

삶에 대한 상상,  가계도 만들기

2.  모티브 

모티브로  / 스토리, 경제 흐름 만들기 

3.  공간 재생 

흔적, 정체성 , 공공성… 재생을 통한 에너지만들기 

4.  문화생산력

생활기반  문화발전소… 탈장르화 / 컨텐츠 융합형 

5.  지속가능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누가 만들어 가나?      - 티팟 조주연 

- 생각의 전환 / 사회혁신 

- 성장 중심 → 내용 중심 

- 개발도시/산업경제/행정/하드웨어 중심/기업→ 문화도시/창조경제 /시민/소프트웨어 중심/거버넌스

경계에서 시작하는 문화와 사회 지역 / 변화의 동력만들기

- 예술가 중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수용자 중심

- 삶의 현장에 맞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라.

- 분권과 다양화로 이동-> 능동적 대안적 활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하나.

- co-creator, demanding mob 등 수용자 현상-> 개인 에너지의 흐름, 집단 에너지의 흐름, 사회 
전체의 에너지의 흐름이 관계하고 경향화 되는 지점. 

경계에서 시작하는 문화 

- 상황주의적 태도에 대해

- 개념적 선별적 태도: 지역적 커뮤니티의 존재와 성격에 조응하는 수용전략.  

- 억압-> 고도성장-> 불황-> 경쟁심화-> 주류이데올로기: 개인 존중과 대안성 찾기. 

융합을 문화로, 산업으로, 로컬코드로..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 2차 제조업,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
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 

■ 6차 산업을 실현하는 와타미 그룹

- 세계적인 외식기업의 모델로 승승장구 

- 와타미그룹은 외식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1차산업인 농축산물 와타미 팜과 / 2차산업인 제조, 가공, 물류/  3차 산업인 레스토랑을 이용한 
판매,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을 견인하는 일본 외식업계의 대표 기업. 

- 최근 비영리법인인 스쿨에이드 재팬(School Aid Japan)을 설립 캄보디아와 네팔등지에 학교와 병
원을 건립하고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4개의 학교와 
3개의 병원 건립. (작성자 winter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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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이 사회를 만든다.

▪ 농촌의 미래를 여는 6차 산업

▪ 농촌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는 농촌 내 일자리수를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금 농촌 내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농촌에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의 방법으로 6차산업화 검토

 도입의 필요성

- 경제활동의 융/복합화를 통한 이익 창출

- 새로운 논리구축의 필요성

- 농업적관점에서의 다각화, 부가가치 창출전략 필요  

목표

- 창조문화인력 유입 통한 지역활성화 

- 고원 문화 만들기  

-농업자원 문화생산력 기반 구축  

- 지역 선순환구조 만들기 

융합전략

- 고원문화 창조 / 농장 컬처럴 이노베이션 / 지역문화적역량강화 / 네트워크 구축

- 현장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간다

- 생활의 변화가 공동체의 지향을 낳는다.

-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배운다. 

- 사회는 생각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

- 청년을 보러 오다



필요한 것을 떠 올리면, 사람 과 사람 /  바람. 

우리를 사로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처럼 진지한 게 뭔가.

5월2일 금 

청년이 돌아 온는 농촌마을-농촌과 도시, 과거와 현재 - 미래를 디자인하는 전통가양주

5월2일 금 

농민주가 살아나는 농촌마을- 농촌과 도시, 과거와 현재 - 미래를 디자인하는 전통가양주 

6월20일 금

농촌 명사 초청-‘농촌과 나의 삶’ 전 한국농촌공사 임수진 사장 초청 강연, 초청-‘학교와 농장에서 
살다’ 아이들이 만드는 농촌 가능한가. 

7월 17일 목

농촌 상품관련 - 허브를 활용한 상품 개발 제안7월 17일 목농촌 상품관련 - 허브를 활용한 상품개
발 제안 

8월 22일 금 

마을만들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공공작업소 심심 김병수 소장, 진안군 마을만들기 구자인 팀장, 진
안 와룡마을 강주현 위원장 

9월4일 목 

마을만들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장소: 진안 노채마을- 초청강연: 진안 마을만들기 팀방 구자인, 
공공작업소 김병수진안군 농업인들의 현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조율

9월 25일 목 

농민주를 통해 보는 전통주의 미래-현 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박사, 전주전통술박물관 김성환 실장  
11월 1일 토 전통가양주를 통해보는 전통주의 미래- 농업과 전통주의 미래 전망- 농림수산식품
부 식품산업 진흥팀 조성근 사무관- 지정토론, 자유토론, 자유발제 포장디자인개발 워크숍

호기심 / 우리 일상에 불쑥 들어 온, 바람. / 여러 관점을 나누는 것, 
본 것에 대한 생각이, 보고 싶은 걸 만든다.

음식이 문화다. 배우고 익혀야 풀어 놓는다.
음식이 돈이 된다면 그래야 한다.

- 팥으로 메주를 쑨 밥상: 산야초장아찌류, 팥된장찌개 가격 6,000원

- 소식을 전하고, 당장의 필요에 대답하는 과정이 애정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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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새로운 비즈니스 디자인 (Entrepreneurship and New Business Design) 

리더십, 기업경영, 새로운 비즈니스 디자인이라 물결 ->  ‘스타트업 휠 (일종의 비즈니스 플래닝 방
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그저 비즈니스 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 보는 것. 
코펜하겐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Startup Company’ 설립자인 데이비드 매디가 고안, 덴마
크 상공회의소가 이용하고 있으며, 노매즈는 네덜란드 내의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자 / 우리 일상에 불쑥 들어 온, 바람. 

서로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소주를 내려 보다간, 금새 알게 된 것 같은.. 이것이 뭣이여

문화생산력

브릿지사업 : 축제 + 노마드캠프

Non Fly, But Flying Party!

v 컨셉 : 고원의 특성을 살려 농장을 자유롭게 즐기고 탐사한다 

v 연출 : 농장워크숍, 인디라운지

v 공연 : 명사+인디의 비빔페스타 

v 과제 : 다양한 컨텐츠 교류, 농장활용디테일 만들기

노마드캠프

v 컨셉 : : ‘청년, 살아보다’, 농촌 컬처럴이노베이션

v 연출 : 에너지와 인디문화/음식의 만남 

v 내용 : 노마드프린지, 인디컨버젼 유목형 프로그램 

view_ thinking_ grow_

마을회관 문화입히기, 마을 음식 개발, 마을 상품개발, 주민 워크숍

참여 예술가 (7개국 13명) 

- 네덜란드 : 제스케 베호벤(Jetske Verhoeven, 설치) 

- 프 랑 스 : 장 미셀 후비오(Jean Michel Rubio, 조각), 

- 에스피38(SP38, 회화, 퍼포먼스) , 에드위지 만드루(비디오, 퍼포먼스) 

- 포르투갈 : 안나 마노(Anna Mano, 조각) 

- 독 일 : 미나 가브리엘 에쉬타트(MINNA GABRIEL EICHSTADT, 퍼포먼스) 



- 영 국 : 어라이언 맥스트(Orion Maxed, 비디오, 퍼포먼스), 

- 에스토니아 : 알 팔드록(사진, 퍼포먼스), 타야 트로스(설치) 

삶의 장소를 읽는다. 

만든다는 것은, 어떤 스타일을 찾는 과정, 새로운 스타일에 관한 것. 

책이랑, 영화랑 만들고 보던 친구들은 언제의 기억을 더듬으며, 마을을 둘러보는 지 알 수 없지만. 

꽃답던 열여섯 아가씨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영화를 봅니다.

지붕위엔 달 높고, 팔순의 밤은 깊어갑니다.

상상력으로 농촌을 말한다

‘논아트 밭아트 프로젝트’

  

NonArt ButArt Project

‘디자인밭 프로젝트’

 

Design Ba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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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업과 연계전략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 수익사업: 케이터링 , 가정식 급식, 카페 슬로비, 다문화레스토랑 ‘오요리’ 

- 교육사업: 장애청소년을 위한 베이킹 워크숍, 다문화 어린이 방, 영셰프 

생산은 삶을 동경한다 

친환경 유기농가게 ‘농부로부터’

작고 단단한 연대

작은 양조장 운영 전략

원료: 인근 농민 

동네양조장 : 소분 판매

큰 유통 지양(할인점 안팔기. 도매점 안팔기, 백화점 안팔기)

판매: 동네수퍼 / 동네음식점 / 전시판매장 / 직영점 / 주변 관광지 / 인근 도시

Strategies of small winery operation



지역 속 사회적 기업을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발굴

유다희 공공미술프리즘 

지역과 예술가들, 비영리예술단체에서 사회적기업까지

IMF 이후의 한국 사회는 미술 대학 내 ‘예술’과 졸업 후 ‘예술’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기였
다.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성은 예술가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미술대학을 졸업하
고 전전긍긍하던 예술가들에게 공공공간과 사회, 그 속의 관계에 관한 작업인 공공미술은 중요한 화두
였다.

우연히 참여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이라는 빈점포점유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 행신
동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 터를 계기로 ‘공공미술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관계적 미술_공공
미술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조직하고 실행해냈다. 다른 영역과 만나고, 새로운 지역의 미션을 고민해낼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늘 공부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공미술은 ‘청춘’ 그 자체였다.

이 예술 집단의 전업적 조직적 활동들은 당시, ‘비영리단체’라는 문서를 통해 예술가들의 사회적 위
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사회관계적 미술_공공미술을 ‘비영리’, 예술가들의 ‘봉사’, ‘프로젝트’로 사회에
서 읽을수록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프리즘의 공공미술은 그간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한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는 확신, 사회관계적 미술에서 전문적 영역으로의 의무적 책임감들이 더해져갔다.  

 이런 고민 쯤, ‘프리즘이 사회적기업으로 바뀌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예술팀’의 작
업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문화생산그룹’으로의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프리즘 내 조직 개개인에게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었다. 개개인의 욕망과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의 역할을 나열하고 토론하였
다. 2년간의 논의 끝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년간 각자의 우리는 ‘사회적기업’에서의 우리의 역할
들을 다시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 동안 새로운 조직문화와 다른 친구들은 빠져나갔고, 남은 개개인은 
‘사회적기업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신뢰하는 주민들_베드타운 속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며, 그간 후원받은 공간에서 2008년 옆 블록 1층 상가_칼국수집으로 옮겼다. 주
민들은 끊임없이 들어와 물었다. ‘뭐하는 곳이에요?’

한 프로젝트를 이 동네에서 시작하면서, 옆집 감자탕집을 집담보로 카페로 개조했다. 다음해, 칼국수
집 지하를 동네작업장으로 만들었다. 그 카페는 차만 파는 곳이 아닌, 공연하고 마켓이 열리고, 토론하
는 모임이 수시로 열리고, 작은 참여 워크샵이 열리는 곳이다. 간판도 안 보이는 이 카페는 현재 주민 
4인 고용과 가장 사람 많은 동네카페이다. 동네 주변 예술가 작업실, 공방, 카페들이 생겨났다. 

동네작업장에서는 프리즘의 신규사업모델이라고 개발도 하고 시범 워크샵도 열린다. 간혹 듣게 된다. 
‘우리 동네에 공공미술프리즘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카페야’라고. 주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지
지하며 돕는다. 그런 주민들에 우리도 동네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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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속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일회적이고 목적성이 강하며 변덕스런 정책차원의 지원들은 수행기관들에게 방향과 가치를 공유해내
기도 했지만 반대로 피로해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동네에 자체적으로 공간들을 만들며 다양한 지원들도 함께 모아왔다. 그중 아동센터들을 지원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예로 들고자 한다. 5년째 지원하는 장기적 지원은 우리의 전문성으로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었고,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구분
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지역아동센
터

-반석
-반석, 한빛, 어울
림

-반석, 반디, 예성, 한
빛, 어울림

-반석, 반디, 예성, 한
빛, 어울림

지역기관 -아름다운가게행신점
-아름다운가게행신
점, 일산점

-아름다운가게 행신점, 
일산점

-온가족 재미있는 느티
나무도서관

-아름다운가게 행신점, 
일산점

-일산구두방협회

학교 및 

교육기관
- - -대안중등불이, 원당대

안무지개드림학교

-상탄초교

-입시학원(C&C, 하얀
세상)

첫해 만난 가까운 아동센터는 다음해 다른 아동센터들을 추천했다. 그 다음해에 그렇게 또 추천하면
서 5개의 아동센터나 되었다. 우리는 장기간 여러 아동센터들의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아동센터들과 
정기적 모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콘텐츠는 좋아졌다. 동네 은퇴교사 부부도 통합교과연구개발
에 협력하고 지역 아트테크니션은 목공과 키네틱을 개발해냈다. 3년째부터 아동센터가 직접 사업을 운
영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아동센터 내 복지사들을 위한 매개자 교육을 개발하였다. 

교육 커뮤니티 개발 단위

커뮤니티 단위

이런 과정 속에 벌어지는 갈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모인 각자의 목적을 
알 수 있거나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예로, 아동센터가 직접 사업 운영을 진행하면서, 프리즘이 받는 ‘강의비’에 관한 논란이 있었
다. 자원봉사가 아닌, 수업료를 받는 부분이 불거졌다. 여러 번의 회의를 열었다. 기존 강사들처럼 하는 
강의가 아닌, 의논과정과 수업개발에 대한 노력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부분과 전문
성에 관한 최소한의 대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 속에 ‘예술가들이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참 유효하였다.

 두 번째 예는, ‘마을’에 관한 관점 차이었다. 마을 일에 있어서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마을을 만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아이들 중심에서 보는 마을’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마을 속에서 아동센터’를 보는 입장인 것이었다. 

이런 부분은 여러 마을에서 형성된 작은 공동체들의 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공동육아 모임 등
의 목적을 통한 공동체들이 ‘마을 일’에 놓이면, 그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입장들을 들어내게 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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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목적’을 위한 공유 공동체는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기존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기존 커뮤니티 중 공감하는 개인들과 다른 개
인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 주민이 되고 마을의 이슈를 고민하다

고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의 기능인 신도시 개발 ‘일산’으로 알려진 도시이다. 우리가 위치한 행신동
도 대부분 서울근무자,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많은 주거밀집지역 베드타운이다. 따라서 서
울과 연결되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고층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과 연립주택단지로 이뤄진 주거중심
활동지이다. 출퇴근 근무자와 더불어, 그들의 가족들이 이 동네에 배우고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는 남겨진 주민들로 이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세입자와 주민으로 이뤄진 이곳은 이사가 빈번해 주민 
정주의식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이웃소외, 경력단절여성, 청소년, 교육 및 육아문제 등 여느 베드타운 
문제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공간 후원과 함께 이곳에 터를 이루고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근무자들도 
이곳에서 자취를 한다.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과 반대로 우리는 베드타운인 이 동네로 출근한다. 즉 
이 동네의 일상은 우리의 고민이 되었다.

집안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이기주의, 개인 중심의 주거 공간 동네의 ‘새로운 일상공간’에 대한 
제시는 주민인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마을일의 고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개개인의 고민에서 출
발하는 일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을 속 사회적기업을 통한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유형

이런 마을 고민이자 우리의 고민과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활동,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모
여 탄생한 것이 우리식 커뮤니티비지니스라 할 수 있겠다. 동네에 만든 프리즘의 공간들을 통해 주거공
간과 동네생활공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개인의 감성을 찾고, 취미를 통해 삶을 고민할 수 있을 사업
모델이다.

○ 지역문화를 위한 사업 



○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개발 프로세스

○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사업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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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지니스를 통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통한 커뮤니티비지니스

미션 마을만들기형, 주민자립형 마을커뮤니티, 마을 가치 활동, 주민일자리고용

비젼
주민 공동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비지니스 
-> 마을 기업

사업화과정을 통한 지역 가치활동과 일자리 창출 
효과 -> 비지니스모델개발

지역 이슈 필수 선택

주민 관계
지역 커뮤니티 과정을 통한 주민 간 사업비
젼 공유의 휴먼웨어

사회적기업의 지역 기반을 통한 지역가치적 수익
모델개발

커뮤니티 형성 
과정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커뮤니티 형성
콘텐츠 개발 과정의 주민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
티 과정

* 별첨_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를 통한 기업 차이



공동체 삶의 재생을 위한 신수동 지역사회 디자인 운동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도시농업의 만남 

최국모 주무관

머리말

 IMF이후 한국사회는 금전만능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로 재편되면서 대량 실업사태와 그에 수
반되는 중산층의 몰락,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로 급속
히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의 몰락이며 기왕에 있어왔던 커뮤니티의 붕괴다. 
커뮤니티가 사라진 사회는 취약계층의 양산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증가를 불러왔고 구성
원들의 삶은 상호불신과 경쟁으로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지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일이 한국사회의 주
요 이슈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확산과 커뮤니티 비
즈니스 형태의 지역공동체 형성운동의 시도는 앞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활성화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신수동 이야기 1 – Community Business를 시작하다

 마을 주식회사를 만들다

한국에서 주민자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자치회관(Community Service Center)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경과되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마을에 대한 이해의 확산, 
자치개념의 정립 등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주민참여와 마을문제의 자주적 해결, 지역경제의 회복 
등에서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즉, 자원봉사 방식의 마을 만들기 활동만으로는 광범위한 주민참여
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시스템이 약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나가는 경제분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마포구 신수동 주민들은 기왕의 문
화 프로그램 위주의 마을 만들기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신수동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23,000여명의 인구중 17% 가 60
세 이상의 노년층이며 상권 형성이 없어 노인, 주부들에게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낙후된 지
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2010년 이곳의 주민들은 도시농업과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
니티 비즈니스형태의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창업과정을 보면, 주민총회와 사업 설
명회를 거쳐 1인당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창업자금을 주민들이 출자하는 형태로 마을주주를 모집하
고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사업 아이템으로는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에게 적합한 콩나물의 재배 및 두부를 
제조,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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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를 제조하는 ㈜행복마을 직원들 행복마을 장터 모습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두부공장 설치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는 주민센터내에 커뮤니티 
지원센터를 설립, 두부공장 운영을 돕고 옥상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간을 제공하여 이 회사의 자립을 지
원하였다.

주민센터내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는 아마도 신수동이 최초가 아닌가 
하며,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 초기단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주주를 중심으로 노년층과 경력단절 주부들을 고용하였고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으로 나누어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생산물품을 마을 장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행복마을 장터 –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행복한 만남

주민들은 생산된 두부와 콩나물, 도시농업 재배작물을 판매하는 마을장터를 개설하였다. 이들이 슬로
건으로 내세운 ‘마을에서 생산하고 마을에서 소비한다’라는 문구가 장터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직접 두부를 제조하는 모습에서 또 약품처리 없이 기른 콩나물과 상추, 대파 등의 품질을 
신뢰하였고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하였다. 즉,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모두 
알고 지내는 지역주민들이어서 당초 이 회사의 사업모델이었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 지역주민들이 출자해서 생산과 소비가 지역내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 잉여가치로 지역내 소외계층을 고용한다는 –가 만들어졌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의 반대와 냉소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0월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발되었고, 나아가 주주들의 2차 
출자로 점포를 얻어 주민센터내의 두부공장을 독립시키는데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 노인, 주부들의 일
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도 하였다.



총 매출 총 지출 총 손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72,485,420 100% 58,482,512 80% 14,002,908 20%

 * 참고자료 - 2010년도 행복마을 주식회사 재무현황

또한, 장터는 그 자체로 참여자간의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는데 장터가 이웃간의 
이야기를 교환하기도 할 뿐더러 장터 자체에서 마을 이야기가 생성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공동체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장터는 매년 개최되었는데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해보는 ‘마을 수리센터’, 
‘플리 마켓’, ‘로컬 푸드 장터’ 등으로 해마다 그 주제가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별 볼일 없이 조용하기만 
했던 신수동의 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해에는 주부들을 위한 무료 부엌칼 갈아주기, 소외계층 어르신 생애최초 마을 명함 만들어주기, 사
회적 기업 홍보 등의 행사가 진행되어 약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신수동 이야기 2 – 도시농업으로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신수동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가 도시농업이다. 

경쟁 지상주의 사회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식물을 가꾸고 돌보
는 과정을 즐기려는 인간의 재배본능을 충족시키며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 하는 도시농업이야말로 지
역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신수동이라는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이고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커다란 공원이 부재하며 지역의 문
화를 변화시킬 리더로서의 NPO단체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주민들이 적은 사업비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거리였다. 

잊혀진 옥상,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다

건물의 옥상은 그 건물 이용자에게 대부분 잊혀진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쓸모 없이 버려진 채로 
있던 건물의 옥상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기르고 수확물을 나누는 Community Garden이 
조성되었다. 이 텃밭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주부들이 상추와 고추, 파프리카, 호박, 배추 등을 기르고 수
확한 작물을 이웃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분에게 전달하는 도시농업 자원봉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시
도가 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어 공동주택내 텃밭운동으로 번지며 아파트 공지에도 도시농업이 확
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도시농업 운동은 지역내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삭막한 도시의 풍경
을 바꾸고 이웃간 나눔과 소통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지역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례로 신수동에서 조그마한 옥상 텃밭을 운영해오시는 이달희씨의 경우 재배한 상추와 고추 등을 이
웃주민 30여 세대에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7년째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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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텃밭  꿈의 정원

  

신수동 도시농업 자원봉사자   
             

신수동의 옥상텃밭은 또한 ‘글자정원’ 으로도 유명한데 해마다 농사를 시작하기 전 올 해의 글자를 
선정하여 상자로 글씨를 새겨서 밭을 만든다. 기르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하게 되는 것이다. 2011
년 글자로 ‘나눔’을 새겼으며 올 해에는 ‘꿈’의 정원을 만들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대부분의 건물 옥상은 빨래며 물통이며 망가진 가재도구 등 허접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에어컨 냉각장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만남과 나눔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 어
렵지만 시도해볼 만한 일이다.

이곳을 보러 오는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마을의 커뮤니티는 빠르게 재생될 것이다.

맺음말 – 신수동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한계와 전망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는 시작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놀라운 추진력과 의사결집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불모지인 한국사회
에서 주민들의 자생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나름대
로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모델을 갖추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타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
에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한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경제분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는 올 해 마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출자자간의 
이견과 사업목적에 대한 몰이해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에 의해 회사를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극복과제는 비단 신수동만의 이야기를 넘어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나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 교육의 부재 및 마을과 주민간의 관계성 구축의 실패를 들 수 있겠다. 커뮤니
티 비즈니스란 용어조차 낯선 환경 속에서 사회 경험이 전무한 주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
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이 마을의 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주민 대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CB(Community Business) 이전에 CB(Community Building)가 되어야 하
는 것이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엄격히 말하자면 한국에도 중간지원조직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행정의 입김이 강하고 그 지역과 상관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일반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이나 지원에는 절실함이 존재하
지 않는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의 리더는 그 지역에서 배출
되어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은 생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주민들의 신뢰 속에 사업을 주
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NPO, NGO)의 집중적인 양성은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물론, NPO성격의 시민단체와 기존 새마을주민조직 
등 관변단체와의 갈등요인의 해소와 상호협력 문제는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자원의 네트워킹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마을의 의미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의 모든 자원이 함께 협동해야만 한다. 마을의 
인적 자원 및 공간 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협동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멋진 커뮤니티 디자인 작업이
기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신수동의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올 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다. 그 첫 사업으로 두부공장을 중심으로 한 행복마을 주식회사를 협동조합 형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치의식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도시농업 포럼 개최, 가까운 농촌과의 친환경 먹거리 
교류사업 등올 매개로 도시농업의 확산을 꾀할 것이다. 

신수동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불모지였으나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걸어왔기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신수동 주민들은 같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므로 같이 성공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웠을 
테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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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우북페스티벌

김정연, 이채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2005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책 문화예술축제이다. 지식정보시대의 책 읽는 문
화를 선도하고 미래 출판산업 및 예술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축제는 문화의 메카인 홍대 앞에서 3,200여개 출판사, 아티스트, 문화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생성되었다. 이를 통해 출판 경제산업의 활성화, 일반시민의 일상적인 독서운동 지속화, 책 관련 단체, 
아티스트, 저자, 작가들의 활동 계기, 지역의 활동의 장려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혜와 상상
력의 원천인 책을 소재로 문화와 산업, 산업과 예술을 매개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 관계자, 아
티스트, 저자 등에게 책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축제를 통해 선보이면서 지식정보시대의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상 속에서도 가능한 독서문화가 활성화돼 출판사업과 문화예술의 발전까지 기
대해 보고 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는 책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을 토대로 예술문화산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엔 서울형 예비 사회
적 기업, 201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2012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토대로 책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탄탄한 인력구성을 구축하
게 되었으며 공익적 단체의 네이밍을 인정받아 사업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출판사 등에게는 전문성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책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인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업분야로는 ▲컨설팅 사업:문화예술사업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노하우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
화, 도서관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시행(책문화사업 컨설팅, 도서관 문화예술사업 컨설팅, 지역·공간
문화연구 컨설팅) ▲축제 사업:가장 주요한 자체 기획 사업으로 출판사 및 일반 시민의 대거 참여 유
도, 책과 관련된 규모있고 복합적인 콘텐츠와 네트워킹의 장(서울와우북페스티벌, 와우어린이북페스티
벌) ▲공공 사업:책문화사업의 공공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일상화된 책 문화를 프로그래밍
(와우책시장, 공공미술과 동영상을 통한 마을재생사업, 어린이책놀이터, 사랑의 책꽂이) ▲ 문화예술프
로그램 연구사업:책 문화연구를 통해 사회 근저에 문화적 감수성이 흐르도록 공헌(독서문화·출판문화 
자료수집과 분석, 청소년 독서치료 아카데미) ▲교류&개발 사업:책 및 출판문화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강화,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인력 양성(일러스트 마켓, 홈페이지·웹진 발행 
및 책 판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활동, 신진출판가 교육연수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소개

1) 기획배경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에 따라 출판 지식산업의 육성 

·창의적인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삶의 필수 조건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로의 진입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콘텐츠 생산의 핵심 자원으로서 문학의 가치 상승

·3,200여개의 출판사가 운집한 마포구를 지식출판문화의 중심축으로 구축

·예술적 창조력이 풍성한 홍대 문화와 출판사넙을 연계해 홍대를 복합문화 창출의 공간으로 구성



2) 기획의도

·경쟁력 강화 : 2012 국민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책문화 및 출판산업의 전반적 흐름을 축제를 통해 
파악 하고 미래를 도약 

·독서문화활성화 : 축제의 생동감과 책의 상상력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일상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기여 

·출판산업강화 : 전자출판과 미디어 출판 시대에 발 맞춰 신출판문화의 다분야 결합을 통한 콘텐츠를 
개발시키고 트랜드로 자리 매김 

·해외교류 : 책예술문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국 출판문화의 세계화 진출에 선봉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독서문화 진흥의 방책으로 2012년을[2012 국민독
서의 해]로 지정하였다.  독서문화발전에 대한 해외 사례 및 대표모델개발, 독서운동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과 민관협력, 범 사회적 네트 워크 구축 및 주요사업 발굴, 아젠다 개발 등등 다양한 업무를 계획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안 [2011 주요업무계획] 발췌 

3) 기획방향

·참여축제 : 책관련 단체, 개인 등의 참여와 제안으로 만들어 가는 참여형 축제 

·공감축제 : 책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만나는 공감형 축제

·네트워크축제 : 공공기관, 시민단체, 출판사, 작가, 예술인 등이 만들어가는 네트워크형 축제

·아카이브축제 : 책과 관련된 문화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아카이브형 축제

·국제교류축제 : 책과 출판문화의 세계적 흐름 파악과 한국 책문화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교류형 축제

4) 축제비전

·국내출판산업의 경제성장

- 경기 침체와 함께 국내출판시장 역시 하락세 중 

- 축제를 통한 시민유입을 이용 하여 다양한 도서 프로모션 및 판매 진행 

- 축제를 통한 출판사의 매출증가 

=> 출판산업의 경제성장에 일조 

·국민독서 운동 증대

- 인터넷 및 스마트 폰 보급의 증가로 인해 국민 독서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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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대한 딱딱하고 학습적인 이미지를 축제를 통해 개선 

- 범 국민적 독서운동을 증대 

=> 국내 독서율 증가에 선봉

·일상생활의 창의적 활동

- 획일적인 사고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적 활동이 약함 

- 축제를 통해 경험하는 일탈과 책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이 결합하여 창의적 활동을 확장 

=> 일상의 창의적 활동 확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킴

·국내 출판문화의 국제적 역량 강화

- 해외 출판산업 및 독서문화에 대한 네트워크와 경쟁력이 미약 

-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 독서문화와 출판산업의 한계점을 극복 

=> 국내 독서문화와 출판산업의 국제적 콘텐츠 개발의 확장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프로그램 내용

1) 개막식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주제를 반영하여 축제의 지향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기획되어진다. 축제와 책의 결합으로 생성된 일탈과 상상력이 시민들에게 전해져 일상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축제임을 선보인다. 축제의 주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 갖가지
의 음악, 영상, 사운드 등 멀티 퍼포먼스, 문학적이고 다원 예술적 성격을 갖춘 북 페스티벌의 면면을 
다각적인 효과로 제시한다.



2) 특별행사

현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올 한 해 문학계의 이슈와 섹션을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대중적으로 관
심을 고취시켜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섹션으로 다양한 연
령층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3) 와우북판타스틱서재

국내외 문학과 출판계의 주목해야 할 움직임과 개선방향, 필요한 정보 등을 이슈 메이킹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다. 더불어 다채롭게 변모하는 책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저자와 시
민들이 함께 교감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책이 만들어
내는 무수한 이야기 혹은 논란 거리들을 시대의 흐름 안에 담아내어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닌, 독자
들의 서재에서 저자와 그 이면의 의도들을 직접 대면하게끔 할 수 있는 판타스틱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와우북상상만찬

 책과 다양한 장르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문화의 진수성찬으로, 책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전시, 공연, 퍼포먼스, 독립 책 문화예술로 재탄생 
시킨다. 책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뛰어넘어 오감을 통해, 온 몸으로 책과 함께 놀
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책을 사랑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활동의 즐거움
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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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리로 나온 책

 홍대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책들의 축제이다. 축제 기간 중 가장 규모있게 펼쳐지는 프로그램들로 
홍대 주차장 거리 전역에 이르는 ‘거리도서전’과, 시민들이 책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가득 채워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출판 산업 관계자들 간 정보 교류와 더불어 출판사
와 시민들 간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열린 공간인 것이다. 특히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부대
행사까지 어우러져 책을 읽고, 체험하고, 소장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거리도서전

거리도서전은 국내 대표적인 출판사 100여 곳과 출판, 도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거리에서 책 할인
판매는 물론 저자 사인회, 원화전, 독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펼치는 규모 있는 섹션으로, 홍대 주차장 
거리가 책으로 뒤덮이는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책을 거리에서 만나 저렴하게 구입,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판사에
는 직접 시민들을 만나 책을 소개, 판매할 수 있는 친밀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출판 산업 부양과 출판인들 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거리도서전이 지향하고 있는 중요
한 가치이다.

· 어린이책놀이터

하늘을 이불 삼아, 바람을 친구 삼아,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낮은 담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책놀이
터가 꾸려진다. 책 속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책과 관련된 상상력들이 공연이나, 여러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동화 속 공간으로, 그 리고 눈, 귀, 손 등으로 입체적인 책을 경험 할 수 있
는 공간으로의 어린이 책 놀이터를 조성한다.

*홍대 축제 중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섹션이다. 미술관, 백화점등에서도 진행하여 환경
의 의미 그리고 종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책놀이터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와우책시장

‘와우책시장’은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 직접 책과 책 관련 소품을 판매하며 책과 관련 된 추억을 공유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그리고 참여사업이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장으로 혼자서 하는 개인
적 독서와 책 문화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책 시장이며, 책을 통해 친밀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 이 사업은 일상사업으로까지 확장되어 홍대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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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책꽂이

‘사랑의 책꽂이’는 책을 통한 ‘사랑 나눔’ 프로그램으로, 책을 함께 읽고 지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특히 2010년 사랑의 책꽂이는 홍익대학교 목조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함께 책꽂이를 디자인
하고 전시함으로써 사랑의 책꽂이라는 콘텐츠의 디자인적 소구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사랑의 
책꽂이는 책장 속의 잠자고 있는 책들을 사랑의 책꽂이에 꽂아 책으로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 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섹션이다. 기부 받은 책은 어린이 도서관이나 지역의 소외 계층 등에 보내지게 되는데, 장기
적으로 활성화되면 책이 필요한 곳에서 책 받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출판사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는 출판사별 사랑의 책꽂이 구성도 가능하다.

*일상사업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책기부 사업의 브랜딩화와 장기적인 참여의 창을 만들고자 한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기대효과

· 21세기 글로벌 미디어시대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표 책예술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정착 

· 책 예술문화, 출판, 공공기관 등 각양각층의 인프라가 발달된 마포 홍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
려 지역 책 문화축제의 롤 모델 확립 

· 국내외의 전반적인 출판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축제 지역 경제 성장에 일조 

· 축제를 통해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소수자 등에게도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문화적 소양, 창의적 사고를 끌어 올림 

·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표현하는 장을 마
련 

· 책문화의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의 책예술문화와 산업의 발전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해외진출의 장
을 마련 



도시재생을 위한 선셋장항프로젝트

최정한 공간문화센터대표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

서천군 장항읍의 지역현황

⁃ 장항은 일제에 의해 쌀, 금, 은, 동 등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갯벌을 메워 조성된 개항도시로써 
장항제련소, 장항항, 장항선을 주요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근대초기의 산업도시

⁃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항제련소 폐쇄(1989년), 금강하구둑 건립에 따른 장항항의 기능 약화 및 도
선장 폐쇄(1990년), 장항읍 외곽의 (신)장항역 건립 및 (구)장항역의 화물역화(2008년) 등으로 인
해 산업도시로서의 기능과 도시활력 상실

⁃ 인구 1만여명의 소도읍으로써 도시공동화, 인구고령화 및 젊은 계층의 유출이 급속하게 진행중
이며 주민 다수의 생활이 전북 군산으로 편입

지역자원 현황

⁃ 장항읍내 일제시대 창고 및 주택 등 근대산업유산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과거 삶의 이야기
와 공간들을 간직

⁃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장항바닷가 송림, 금강하구둑 등 수려한 생태자원들이 산재해 있고, 강과 바다
가 만나는 기수역으로써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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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재생사업의 필요성

⁃ 항구 및 산업의 쇠퇴와 함께 장항선 개량사업에 의한 장항역 이전, 읍내 도선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도시기능을 상실하고 공동화현상이 심화

⁃ 장항의 근대유산과 주변의 자연환경, 서천군내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산
업기반 조성이 절실

사업목적

• 외부의 문화예술콘덴츠과 근대유산의 결합을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장항읍의 지역콘덴츠를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 2013년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으로 인한 관광수요를 장항으로 유입

 

기본컨셉

과거의 삶을 지우지 않고 미래로 발전해가는 무경계 예술마을만들기

⁃ 서울ž수도권의 창조문화인력과 장항의 아날로그적 공간 및 자연과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생태계 
조성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전략과 주요 콘덴츠ž프로그램

트라이포트 거점공간의 개발

중심발전축과 거점공간 선정

⁃ 중심발전축 : 장항선/장항역, 장항항/도선장



   

트라이포트 거점공간

⑴ (구)장항역 부지내의 미디어콘덴츠센터(신축)

⑵ 일제시대 미곡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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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도선장

⑷ 송림지구

거점공간을 통한 장항재생사업

⁃ 구장항역(장항화물역) : 미디어콘덴츠센터

⁃ 미곡창고 : 문화융합플랫폼

⁃ 도선장지구 : 문화관광형 선셋재즈파크

⁃ 송림지구 : 힐링캠핑죤/아트캠핑

기본콘덴츠

미디어콘덴츠

⁃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콘덴츠를 융합하는 무경계 프로젝트,워크숍 및 컨퍼런스, 다양한 
참여형 인터렉티브 프로그램 등의 생산을 기반으로 콘벤션사업, 체험관광 활성화

클럽문화  

⁃ 홍대앞의 공연,파티문화를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기술의 생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선셋이후 체
류형 예술캠프로서의 장항을 이미지화

⁃ 서울의 첨단문화와 젊은 매니아층 유입에 의해 인접도시의 젊은 문화향수계층의 유입을 유도 

어린이ž청소년 미디어아트스쿨

⁃ 지역 어린이ž청소년들, 주말 어린이동반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

⁃ 지역어린이들에게는 질높은 문화체험,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로컬푸드     

⁃ 지역의 풍부한 해산물과 식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로컬푸드메뉴를 개발

⁃ 체류를 위한 관광콘덴츠이자 지역음식전문가 양성의 통로로써 활용

 

   

공간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미디어콘덴츠센터(구장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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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미곡창고)

미곡창고 리모델링 계획안

재즈파크(도선장)

선셋장항페스티벌의 개최

목적

• 낡고 오래되어 방치된 빈창고,빈공장,빈집 등을 문화예술콘덴츠와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가치와 
스타일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재생 모델로서 이슈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유

• 서울 및 수도권의 문화예술콘덴츠, 홍대앞 공연파티문화를 결합하여 향후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젊고 활력 넘치는 젊은 문화예술콘덴츠와 아날로그적 삶의 공간들이 결합하여 기존관광과 차별
화된 창조관광의 가능성을 제시  



개요

• 기간 : 2012. 7. 13 ~ 22 (10일간)

• 타킷

⁃ 수도권 및 장항선권역의 젊은 문화향수계층

⁃ 타장르와의 교류,공동작업 및 창작공간을 원하는 문화예술인

⁃ 문화체험을 원하는 가족단위 관광객

• 대상공간 : 장항읍 일원

• 참여규모 : 24,000명(10일간) 

• 프로그램

⁃ 공장미술제(Art Factory Project)

⁃ 트루컬러스뮤직페스타(True colors Music Festa)

⁃ 힐링캠프(Healing Camp)

⁃ 미디어아트스쿨(Media Art School)

⁃ 매직믹스쇼(M.A.Zic Mix Show)

⁃ 아르스워크숍 – 아르스와일드카드(ARS Workshop-Ars Wil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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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소개

⑴ 공장미술제(Art Factory Project)

⁃ 기간 : 7월 13일(금)~22일(일)

⁃ 장소 : 미곡창고/어망공장 창고/금강중공업 창고

⁃ 컨셉 : 컨템포러리하고 실험적인 20,30대 젊은 작가들의 무경계 시각예술 페스티벌

⁃ 참가작가 규모 : 전국 28개 미술대학의 120명 작가/비영리 대안공간 10개 등 200여 작가  

⑵ 트루컬러스뮤직페스타(True colors Music Festa)

⁃ 기간 : 7월 14일(토)~15일(일) 새벽, all night

⁃ 장소 : 장항항(물양장) 유휴부지 야외공간

⁃ 컨셉 : 일렉트로닉음악을 토대로 모든 예술장르를 하나의 sub-culture로 해석한 새로운 스타일
의 공감문화

⁃ 참여 : 홍대앞 클럽가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뮤지션과 실험적 예술인 등 150명

⁃ 폭우로 인해 야외공연 취소와 함께 매직믹스쇼로 통합 진행



⑶ 힐링캠프(Healing Camp)

⁃ 기간 : 7월 14일(토)

⁃ 장소 : 송림/백사장

⁃ 컨셉 : 자연친화적인 예술교류활동으로 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아성찰과 치유
의 경험을 주는 힐링프로그램

⁃ 참여 : 타로카드 상담, 요가 및 명상, 타악공연, 예술장터 등 50여명 강사 및 작가

  

     

⑷ 미디어아트스쿨(Media Art School)

⁃ 기간 : 7월 13일(금)~22일(일)

⁃ 장소 : 장항화물역사(구장항역사)

⁃ 컨셉 : 미디어예술작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공감각 활용 미디어콘덴츠 전시,교육,체험

⑸ 매직믹스쇼(M.A.Zic Mix Show)

⁃ 기간 : 7월 13일(토)~14일(일)

⁃ 장소 : 미곡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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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오디오 비쥬얼 믹스 퍼포먼스로써 음악,영상 등 여러 요소가 
종합된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를 펼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무대

⑹ 아르스워크숍 – 아르스와일드카드(ARS Workshop-Ars Wild Card)

⁃ 기간 : 7월 13일(금)~22일(토)

⁃ 장소 : 장항화물역사

⁃ 컨셉 :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오스트리아의 아르스일렉트로닉센터(ARS Electronic Center)가 장항
재생사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큐레이터 및 작가 2명이 참여하여 축제참여자들이 함께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미디어전시프로그램 진행 – 장항과 아르스가 SNS를 기반으로 축제
를 공유 

향후 전망과 과제

전망

⁃ 아날로그적 삶의 이야기 및 공간과 결합된 문화예술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파워 형성     

⁃ 장항에 체류하는 젊은 창조인력에 의해 빚어지는 새로운 삶의 풍경 및 상호체험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진화하는데 기여 

⁃ 2013년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발생되는 관광수요의 장항유입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도시관광산업을 활성화



과제

⁃ 체류할 수 있는 도시기반, 관광인프라가 열악하여 장항에 맞는 숙박,편의시설,교통체계 등이 형
성되어야 함

⁃ 서천군의 재정여건이 미약하여 중앙정부, 충남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며, 민간차원에서 기업 등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시급

⁃ 절차와 형식을 최우선시하는 기존 행정시스템을 극복하고 창조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