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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buildings on the street, indiscriminate redevelopment are being made by overlooking the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landscape to create their own unique meaning, due to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rapidly with human

needs of longing for something constantly. Selection and methods of two plans,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heritage values on industrial buildings which are being lost and aged in this

redevelopment higher. The attempt for the us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becomes a hot topic, and several

experimental challenges are being made. However, there are rather many cases of causing industrial buildings'

depreciation and one-size-fits-all reproduction performance as it applies other examples as standards by

recognizing the reproduction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as one trend, not focusing on the trend of the times or

paradigm, what the times want. To minimize these problems, we focus on how to utilize industrial buildings

beyo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buildings' reproduction, considering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fe as well

as the expected effect obtainable due to security of local identity and reproduction of buildings,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mmunity design that offers and forms a way of community life as the design of shares based on

unspecified individuals' common life. Community design's core can be called to have diversity rather than

undifferentiated unity by pursuing whole unification, since local residents become those who plan design and all

people participate in it. In addition, community design achieves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as an enlarged design

area without limiting in an environmental area, by making indigenously natural characteristics combined with

cultural factors in one context so that people may understand the flow of the place. The importance of effects

acquired from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has well-known, and the attempt for utilizing aged heritage

as a new value and a function has constantly been made. Now, it's time to focus on how long it lasts through

this method, rather than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itself. There can be a significance in this study

in proposing methodological solutions on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not to cause depreciation of

industrial buildings by recognizing contemporary trends and uniform regeneration performance, multifaceted

research is needed for creative, effective development on modern industrial heritage which will occur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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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구로 인해 현

재 우리 주변의 공간들도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구와 함께 급속도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3-0012-671)

진행된 산업화로 거리의 건축물들은 순식간에 세워짐과

없어짐을 반복하고, 그 자체의 독보적인 의미창출을 위

해 주변의 경관과의 관계를 간과하는 무차별적인 재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눈앞의 순간적인 건물

의 가치에만 관심을 가질 뿐 문화와 역사라는 측면을 외

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재개발 속에서

소실되어져가고 있는 노후화된 산업유산의 유산적 가치

를 높이 삼아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계획에 대한

선택과 방법이 요구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근

대산업유산의 문화․경제․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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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

한 시도가 화두에 오르고 있으며, 여러 실험적인 도전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나 패러다임, 시대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을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하여 다른 사례들을 기준의 잣대로

삼아 오히려 산업건축물의 가치하락과 획일적인 재생성

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고려해 산업유산과 그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 주변의 다른 공간과의 관계, 그 지역 주민과의 관

계를 간과하여 다각적인 활용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정체

성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 불특정다수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삶의 기

반인 공유영역의 디자인으로 공동체 삶의 방식을 제안하

고 형성해 나가는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

역의 정체성 확보와 건축물 재생으로 인해 얻는 기대 효

과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까지도 고려하여 산업유

산들에 대한 재생의 중요성을 넘어서, 그것을 어떤 방식

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집중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재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인 리모델링, 리사이클, 리노베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여 건물의 수명연장”의

의미로 부동산적 의미인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지만, 외부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와 기능향상, 정책 등

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의미들을 아우르는 상

위개념인 ‘재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산업유산이란 산업혁명을 전후로 조성된 시대적 결과

물들을 모두 통칭하며, 때문에 이번 연구의 핵심인 근대

산업유산의 사례 범위는 근대산업시기(서양 문물의 유입

된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 한정)를 근간으로 건축

되어진 유산들로 선정하여 각 나라에서 랜드마크로써 대

표성을 가지는 근대산업유산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또

한 광의적 개념으로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울렀으며, 산업

유산의 원기능에 대한 한계점은 두지 않는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2장에서는 근대산업유산 재생

의 유형과 다양한 효과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목적, 사례를 통한 특성을 파악한

다. 4장에서는 커뮤니티디자인의 3가지 특성으로 근대산

업유산 사례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언급

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근대산업유산 재생에 관한 커뮤니

티디자인의 특성인 장소의 지역성·참여자의 활동성·장르

의 복합성을 활용한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을 강조한다.

2. 근대산업유산 재생의 특성 및 효과

2.1. 근대산업유산의 개념 및 재생의 의미

우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견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강동진 외 2명(2003)의 논문인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유산에 대한 개념

형성의 체계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유산이란 개념이 태동되기까지 상위개념인 문화

재, 역사환경, 근대역사환경(근대화 유산)에 대한 순으로

개념이 변천되었으며, 산업혁명을 전후로 하여 조성된

시대적 결과물들을 통칭하는 근대역사환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산업유산은 문화재와 일부 중복

되며, 근대역사환경에 대부분 속하나 일부 현대(1960년대

이후)에 조성된 산업관련 결과물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산업유산과 관련된“산업”을 보는 시각에

는 3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협의적으로는 공업(혹은 제조

업)에 국한하거나, 공업을 포함한 1,2,3차 산업을 의미한

다. 산업유산에 대한 광의적인 관점은 산업, 교통, 토목,

도시, 주택, 공공 등과 관련되는 모든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며 이에 예술·문화 분야에 이르는 문화·경제활동

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1)

근대산업유산은 한 때 그 지역의 중심에 서서 지역의

모든 생산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중심으

로 주변의 모든 생활문화의 형성과 산업적 기능이 발전

하기 시작했다. 단지 건축물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은

이미 주변의 모든 환경이 형성되었지만 산업기능의 낙후

로 원 가치를 상실한 건축물 이외의 인프라에 대한 재활

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

는 일반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형성되어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의 가치에 새로운 가

치를 융합하는 것은 현 시대의 패러다임인 창조적인 가

치를 창출하며,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에서 찾아볼 수 없

었던 새로운 발전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시기의

산업 발전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 및 공간의 활용을 통한

역사의 보존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시

간에 대한 보존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에 대한 발자취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더욱 풍부하

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산업유산들을 대신해 들

어올 현대 건축물에 대한 순간적인 경제적 발전과 다양

한 이점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가치의 상실을 고려하여 산업유산

의 보존․재생․재활용에 대해 집중해야한다.

위와 같이 산업유산의 활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하며, 산업유산에 대한 완전한 원형보존이 아닌 ‘활

1)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pp.8-10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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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 내용

전체보존
원형보존

건축물의 원형 그대로 보존 활용 또는 건축물

의 양식을 참고하여 복원 후 보존

이축보존 현지보존이 어려울 경우 이축하여 보존

부분보존

동별보존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택 보존, 나머지

신축 보존

외관(외피)

보존

건축물의 외벽을 전부 남기고,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단절 시켜 보존

파사드

보존
건축물의 랜드마크적인 외벽의 일부만 보존

엘리먼트

보존
특징적인 일부분을 신축건물과 함께 보존

인테리어

보존
내부 인테리어 보존

증축 및 개축
신구병치 기존 건물과 신건축물을 연결하여 증축

신구융합 기존 건물과 신건축물을 일체화

사례 원기능 재생 방식 현기능

해

외

사

례

Yebis Garden Place

(일본)

맥주공장

(1879)

증축

(신구융합)

맥주기념관,

문화복합단지

Chelsea Market

(미국)

과자공장

(1890년대)

부분보존

(외관보존)

음식 관련

특화쇼핑몰,

사무 공간

레 프리고

(프랑스)

냉동 창고

(1919)

부분보존

(외관보존)

예술 및

전시 공간

Red Dot Design

Museum

(독일)

가소메터

(1929)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미술전시관

High line

(미국)

철도

(1934)

부분보존

(엘리먼트

보존)

도심공원

Tate Morden Museum

(영국)

화력발전소

(1952)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증축

(신구병치)

미술전시관

따산즈798

(중국)

798연합공장

(1954)

부분보존

(외관보존)
아트스튜디오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일본)

방적공장

(1970년대)

부분보존

(외관보존)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국

내

사

례

인천아트플랫폼

개항장,

창고건물

(1883)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예술문화공간

군산문화도시

프로젝트

철로 산업

(1930년대)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예술문화공간

문경석탄박물관
탄광

(1934)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박물관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연초공장

(1946)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공예전시관

포천아트밸리
채석장

(1960년대)
부분보존 예술문화공간

금천예술공장
인쇄공장

(1965)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예술단지

문래예술단지
철공소단지

(1970)

부분보존

(파사드보존)

증축

(신구병치)

예술단지

선유도공원
정수장

(1978)

부분보존

(외관보존)
도심생태공원

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현시대에 맞게 형태와

기능을 재구성하는 도시 발전 계획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의 단절된 도시성장이 아닌 과거와 현재

의 융합으로 근대산업유산을 재활용하여 역사의 아름다

움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건축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활용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2. 근대산업유산 재생의 유형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연구자들의

기준과 활용방법이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근래로 들어올수록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의 유형 분류도 세분화되었으며, 그것들

의 개념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개념들에 따라 산업 건축물의 보존 상태와 기존의 기능,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알맞은 활용 유형

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재생 유형 및 특성을 <표 1>로 정리했다.

<표 1>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유형2)

다음 아래의 표는 최근 재생되어진 근대산업공간의 활

용유형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근대산업시기를 근간으

로 형성된 국내․외 산업공간의 대표적 재생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이다.

2) 성기민, 민현준, 한국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및 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2007,

pp.257-258

손희정, 근대건축물 보존기법을 활용한 문화공간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1, pp.25-31

류창현,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근대 산업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12, pp.30-35 재구성

<표 2> 국내․외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유형 및 기능변화

<표 2>와 같이 현재 다양한 용도로 재생된 근대산업

유산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80%이상의 사례에서 기능

적인 측면이 예술문화공간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외부는 대부분 원형보존의 성격을 보이고 있

으며 안전상의 요인과 다른 기능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내부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방식을 적용했지만, 근대산

업공간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은 제거하지

않을 정도의 원기능에 대한 정체성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3.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효과

“유산의 재창조”라는 개념 아래에서 적절한 근대산업

유산의 활용은 작게는 국부적 공간의 의미 창출에서 크

게는 지역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효

과가 있다.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이 가지는 효과 및 특성을 다음

<표 3>과 같이 5가지의 측면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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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효과 및 특성

경제적

- 산업유산에 대한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으로 관

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4)

- 문화 공간 조성으로 인한 고용 창출

문화적

- 공간의 활용으로 문화공간을 형성하여 산업기술의 변천과정과

지역의 역사 및 사건의 체험을 통한 학습시설로써 활용 가능

- 지역민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적

- 경제적인 낙후로 인한 슬럼화된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 주변에 새로운 인프라를 형성하여 지역성장에 기여

-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영향

상징적
- 해당 지역의 장소에 산 증인으로써 역사적 영속성 역할과 공간

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기능

건축적

- 과거의 건축물에서 현재와는 다른 구조적․재료적․건축 공법

과 미적 가치 보존

-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래 산업건물의 분위기인 굵고, 거친

선에 현대적인 주변 인프라와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

는 아름다움이 공존

<표 3>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효과 및 특성3)

산업이라는 것과 유산이 결합된 근대기의 산업유산은

산업시설을 단순한 시설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것이며, 대상의 장소를 재활용하여 마

케팅 차원에서 지역적 향수를 유발 할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과 가치의 장소이자 공간을 의미한다.5) 그것의 지

속성은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생’이란 의미까지

연장된다. 도시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위와 같은 효과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

요하며, 재생 효과가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각각 건축

물의 특성에 알맞은 보존유형, 기능 및 의미부여가 중요

하다. 활용방법에 따라 창출될 가치 또한 무한하고, 잠재

적이며, 역사·문화를 잘 보존하여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의 미래에도 새로운 의미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다.

3.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이해

3.1.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

커뮤니티디자인에서 ‘커뮤니티’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

해 정지웅의 ⌜지역사회학⌟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사회학 용어의 하나로 ‘Communitat’의 라

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서로 봉사한 상태’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Com(함께)’와 ‘munis(봉사하는 일)’이라는 합

성어로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또한, 공동을 의미하는 ‘Common’과 공동자치제

를 의미하는 ‘Commual’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정민주, 국내 폐공장 재활용 경향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한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2013, p.88, 재인용

4) 류창현, op. cit., p.49

5) 이다운,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p.9-10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디자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미 사회학에서 더욱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어지고 있으

며,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그 조직 안의

개인과 개인의 연결, 결속력 및 소속감 등 물리적 영역

이외의 비 물리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커뮤니티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 커

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어원적 의미가 내포되어 디

자인 분야에서는 사토 마사루에 의해 처음 쓰였다. 그의

저서 ⌜Community Design⌟에서 커뮤니티디자인에 대

한 개념과 목적을 다음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디자인을 사회적 자원의 일부로써 문화를 담는 그릇이

라는 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사유영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공유영역의 디자

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것은 공유영역의 조형

적 질서를 구축하는 공공디자인의 발단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주목하는 커뮤

니티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졌다.

커뮤니티디자인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특정

다수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삶의 기반인 공유영역의 디자

인으로 공동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형성해 나가는 실

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장르의 통

합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함으

로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디자인의 일차적인 범주이며, 눈에 보이는

유형적 디자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민의 공존과 공

유된 삶도 포함된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디자인을 기획하

고 진행하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참여하며, 전체적인 통일을 꾀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다.6)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에 있어 일시적인 프로모션의 의

미가 아닌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디자인 행태와 실현하는

자세를 위해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2. 커뮤니티디자인의 특성

커뮤니티디자인은 삶의 질 향상과 일시적인 디자인 성

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실천방안으

로서 커뮤니티를 수단으로 환경개선, 시설에만 국한시키

지 않으며, 주민의 만족도 및 정서적 동질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결속감이 고양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이 증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

요성이 강조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커뮤니티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물리적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7)

6) 사토 마사루, Community Design, 디자인 로커스, 2005, pp.10-19,

수정인용

7) 임현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연구-서울시 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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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함양

맥락성 차별성 상징성

지역과 장소의 역사적,

시간적인 문맥 고려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경제 가치를 창출, 도시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경쟁력 확보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요소의 결합으로

지역의

정체성 정립 및

랜드마크적 기능

이러한 상호작용의 지속은 구성원들간의 공동 목표 성

립에 영향을 주며, 단단해진 결속력과 소속감에 의해 목

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나

아가 지역 활성화 및 문제 해결 방안에도 영향을 미친

다.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제대로 된 정보와 디자인의

방향성을 얻지 못한다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디자인 패러

다임의 변화에 따라 커뮤니티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확

대되고 있다.

<그림 1> 커뮤니티디자인의 특성

(1)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함양

역사적·시기적 관점에서 그 장소에 대한 흐름을 이해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는 고유의 자연적 특성과 문

화적 요소를 한 맥락으로 결합시켜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상징을 나타냄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출로

인한 주변 인프라 형성 및 교통발달로 잊혀져가고 있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도모한다. 또한 각각의 도

시가 가지는 역사성·시간성에 따른 고유한 정체성 표출

로 차별적 지역의 이미지 효과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문화적 측면과 같은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영국의 코인 스트리트 지역 센터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는 기존에 밀집 공장 지역이였던 사우스뱅크 지역

의 2차 산업 소멸과 함께 쇠퇴해 갔으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주민조직

을 형성하여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현재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후 템즈 강변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변에 산책길을 완성하고 공원

과 시장, 양조장을 복합건물로 리모델링하여 디자인숍과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센터를 운영하면서 새

롭게 지역의 이미지를 탈바꿈 했다.8)

낙후되었던 지역이 결과적으로 현재는 최고의 커뮤니

티 시설과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센터로써 런던

지역에서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창출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문화에 영

향을 미쳤으며, 산업의 쇠퇴와 함께 일자리를 잃어 경제

활동이 불가했던 지역에 다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삶

동체 사업 마포구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2014, pp.22-23

8) 사회적경제센터, http://www.center4se.org, 참조

의 터전으로의 도약으로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향상과

함께 도심이 가지는 잠재적 기능과 위상의 정립을 이룬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이다.

<그림 2> 코인 스트리트 지역 센터 및 광장

산업의 중심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였던 사우스

뱅크 지역을 상업시설로써 활용되는 부작용을 막고, 자

연적 요소와 다양한 문화 가치의 특성을 살려 다시 지역

민들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새로운 지역 이미

지를 창출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맥락적인 보존뿐만 아

니라 그것에 다양한 문화를 더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으

며, 런던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함께 지역민들의 경제

적 일자리 창출로 인한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지역의 주거율 상승과 높은 방문객의 비율로

자족적인 복합도시를 이루었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발달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

<표 4>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함양에 대한 특성 도출

(2)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유대감 형성

커뮤니티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지역민을 포함한

모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관리 및 운영단계에서 지역 구성원에 의한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방법을 유도한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 향

유와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 디자인 체계를 뒷

받침해주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업체들의 물리

적 지원으로 서로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

기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요소를 충족시켜

준다.

그것의 예로 미국 내 위치한 아트센터인 브릉스 리버

아트센터(Bronx River Arts Center)를 볼 수 있다. 브릉

스 리버 아트센터는 환경 예술과 멀티 예술 센터로 동물

원과 식물원, 박물관, 아트센터를 포함한 문화공간의 핵

심지이다. 범죄와 마약 등으로 인한 기존의 부정적인 지

역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업, 예술, 자연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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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유대감 형성

능동성 유희성 관계성

지역민 스스로가

디자이너로써

활동, 프로젝트 책임 공유

디자인 기획과 과정,

관리라는 모든 행위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정신

요소 충족

정부의 행정지원,

협력업체들의 물리적

지원,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형성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 조성

가변성 잠재성 통합성

장소라는 정적인 요소에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으로

지역 이미지 변화 가능

지속적으로 발전했을 시

다른 분야와의 접목 가능,

기대효과 증진

환경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의

통합추구로 새로운

가치창출 가능

을 가지는 유희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지역의 활

성화를 이룩하고, 지역주민들의 창조적인 생활방식을 중

요한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9)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행되어지는 다양한 프로

젝트들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이 번창 하는데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유치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3> 브릉스 리버 동물원 및 멀티 예술 센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커뮤니티단체는

주민들의 예술적 의식 향상과 참여적 실천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 사용자들의 행동을 관

찰하는 행태조사와 주민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대상을

평가․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서로를 견제한

다. 또한, 실제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방향을 계획하는 방법으로 조사와

교육, 참여를 통한 디자인 체계를 추구한다. 지역민의 능

동적인 추진 자세는 결과적으로 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

착을 더욱 증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장소와 지역주민, 그

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광장의 가장자

리를 따라 활성화 환경을 만들도록 권장해, 현재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의 전반적

인 과정을 공유한 이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디자인 체계

가 이루는 효과와 특성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앞으로 근대산업유산 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표 5>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 대한 특성 도출

(3)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 조성

물리적인 환경과 공간은 단순히 고정적인 요소로만 존

재하는 반면 그곳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다양한 계획들의 적용은 지역의 이미지 구축에 가변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다채로운 상황을 설정하여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에게 정서적 즐거움을 주고, 지속적

으로 발전했을 때 다른 분야와의 융합에서 생산되는 가

능성 및 기대효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져온다.

9) PPS, http://www.pps.org, 참조

브릉스 리버 아트 센터, http://bronxriverart.org, 참조

일본에 있는 아리마 후지 공원을 사례로 볼 수 있는

데, 이곳에서는 행정부가 원내 모든 장소와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활동 자체를 공원의

관리와 운영으로 연결하는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단

체는 “보이지 않는 디자인”에서 “보이는 디자인”까지 고

려하여 사람들의 연결 구조를 만들고, 프로세스와 성과

를 가시화하며 음식, 농업, 자연, 복지, 관광, 예술,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환경을 디자인, 프로그

램과 인간과의 관계 유지까지도 영향을 준다.10)

<그림 4> 아리마 후지 공원 시민 참여활동

더욱 지속적인 장소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지역민 모

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단지 물질을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까지도 고려한 통합적 가치를 추구한다.

공원 곳곳에 가지각색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

기적인 워크숍으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

를 도출 및 적용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은 눈으로만 바라보는 물리

적인 요소만이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내부의 프로그램까지도 계획하

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원초적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로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한 가지의 분야에서 오는 가치와 효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 창출을 위

해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서로간의 관계적

인 측면에서 더욱 완강해 지고 있다.

근대산업유산의 건축물 자체만의 보존이 아닌 그 외의

프로그램 적용과 여러 분야의 연구로 건물과 주변 시가지

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활성화 방법을 모색

함으로써 지속적 발전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도시로써의 위치를 다잡을 수 있다.

<표 6>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 조성에 대한 특성 도출

10) L-studio, http://www.studio-l.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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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ART 1929(일본)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은행 창고동(1929) 예술 창작공간(2004) 부분보존(파사드 보존)

개요

- 1929년 요코하마 시에 설립된 구 제일은행과 옛 후지 은행 건물을 최초의 베이스캠

프로 삼아 활용하여 요코하마 시 전체를 재생하는 문화 예술 창조 프로젝트의 일환

- BankART 1929라는 이름은 경제가 어려운때일수록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염원을담아 지음

- BankART 1929는 문화예술이 단순히 도시개발의 도구로만 기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역

사성, 지역성이 스며든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의 발신지로 기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 3층의 창고 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아트숍, 도서관, 작가 레지던스, 강의

실, 술집 이외의 시민들과 작가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의 마련

-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 받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며, 미

술관을 뛰어넘어 예술 공동체의 장으로써 역할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옛 은행동들을 부분적으로

보존하여 역사성을 살림

- 개항도시라는 요코하마

적 특성이 살아있도록

재활용하여, 도시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문화로

자체적 경쟁력을 확보함

- ‘교역’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공간을 예술문화 성장의 주

체로써 물건이나 사람이 모

여 유통하여변화하고 포용함

- 요코하마 시에 의해 시설

이 제공되고 사업이 시작

되었지만, 모든 운영은 민

영화하여 선구적 활동이강함

- 정부가 공간과 운영을

지원하면서, 시민이라고

하는 운영 주체와의 완

벽한 파트너쉽을 형성

- 지역시민과전문가,, 그외의다

양한사람들의아이디어와가능성

을제안받아열린시설로써역할

- 예술과 생활 문화, 축제, 시

장등다양한장르와 어우러짐

- 범죄 예방 프로젝트 도모부

터 지역 브랜드 BI디자인까

지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은 우

선적으로 지역민을 대상

- 특히 요코하마 시가 제공

한 활동의 자유도는 지금

까지는 볼수 없었던 “실

험적” 행정이라는 평가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근대 산업시대부터 조성된 건물들을 보존하여 항구도시라는 지형적인 특성과 결

합시켜 새로운 예술 문화 가치를 창출, 건축물 자체의 형태는 보존하였지만 기

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역사적인 기능과 흐름을 담아내는 것은 부족

- 행정과 민간 사이의 톱다운식의 관계를 허물고 예술 활동이나 도시 창조에

관해 NPO법인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수평적으로 형성하면서 좀 더 다채로

운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만듬

- 공적 공간의 운영을 민영화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제적 자

립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운영의 자율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프로젝

트들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난관을 극복

- 정부와 지자체간의 문화 행정 및 정책의 지원과 시민이라고 하는 운영주체의

파트너쉽의 형성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 좋은 사례

- ‘공설민영’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

개월에 한 번씩 추진위원회와 요코하마 시, BankART 삼자가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속가능함

3.3. 소결

커뮤니티디자인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주민 참

여를 활성화하여 수동적인 디자인이 아닌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간의 관계

발전과 디자인에 대한 의식도 향상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

외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 교육과 더불어 제도

적 변화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느 한쪽

의 방향과 관련 단체로만 치우친 디자인 사업이 아닌 공

공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와 함께 행정적 의식 개혁

및 시스템 구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적 방

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림 5>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분석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연구해 본 결과 기본

적인 3가지 특징으로 각각의 특성을 분석 할 수 있었으

며, 그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디자인의 종합적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

는 활동과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특징에서는 종합적으로

장소의 지역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주민들

이 디자이너의 입장에 서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업체들 각각의 책임 분배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을 찾아가는 구조적 특징에서 참여

자의 활동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소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비물리적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환

경이라는 물리적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포

함하는 디자인의 통합적 특징은 장르의 복합성을 의미한

다. 위의 특성 도출을 바탕으로 4장에서의 근대산업유산

의 재생 사례를 분석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이번 연구

에서 말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4.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사례분석

4.1. 사례범위 및 사례분석

이번 사례분석에서의 사례범위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산업혁명을 전후로 하여 조성된 시대적 결과물들을

모두 통칭하여 근대산업시기(19세기말부터 1960년대)를

근간으로 건축되어진 유산들로 선정하였다. 각 나라별로

랜드마크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의적 개념으로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울러, 산업유산의 기능에 대한 한계

점은 두지 않는다.

(1) BANKART 192911)

11) 이다운, op. cit., pp100-1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참조

BankART1929, http://www.bankart1929.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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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933 라오창팡(중국)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도살장(1933) 복합문화공간(2006) 원형보존

개요

- 상하이 황푸강 지류 옆 홍커우구에 위치한 라오창팡은 1933년 영국건축가

발포스(Balfours)가 설계한 도축장 건물

- 설계당시 고대로마의 바실리카 양식과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라는

중국 풍수학을 반영

- 유럽 고전 건축의 풍미와 아르데코 건축, 근대 건축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역사적인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님

- 창의산업지구의 일환으로 과거 도살장이라는 특성이 나타난 각종 예술 행사

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임과 동시에 역사학·건축학·예술학 면에서 상해

근 현대사의 변천과정 확인 가능

- 도축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옛 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

에서 당시 상하이 시 정부와 구 정부, 문화산업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

했으나 결국 전통을 살림과 동시에 기능적 활용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기둥이나 도축되는 소

가 끌려갔던 우도, 고

기를 신선하게 유지하

기 위해 만든 바람길

등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축 기술의 풍미

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역사적인 건축

-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두 개의 철로와 주변의

도로, 번드 상하이 호

와 유람선 부두가 가깝

게 위치하고 있어 접근

성이 뛰어남

- 라오창팡 주변으로 2층

짜리 낡은 건물에 상점

과 주택이 예전모습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입주율이 85%에 이름

- 상하이 시는 근대유적

물과 낡은 건축물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90여개의 문화

창의단지를 지정, 국내

외 관련 업체들을 적극

유치

-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동안 도심의 20%

에 불과한 역사, 문화,

녹지 지구를 80%로 확

장하는 관련법을 개정

- 정부는 입주희망업체들

에게 저금리와 낮은 임

대료를 지원하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투자조건

을 완화, 현재 90여개

의 단지에는 8000여 개

의 업체가 입주, 외국

기업이 약 30%

- 중국 이외의 전세계에

서 창의적인 작가와 이

벤트가 몰리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과 공

익 활동이 진행돼 시민

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

술을 느낄 수 있음

- 현재 라오창팡에는 웨

딩홀, 패션센터, 음식점

을 비롯한 상점에서부

터 갤러리, 디자인센터,

극장 등 40여개의 문화

예술 관련 공간, 유명

자동차를 포함하여 상

품 발표회나 행사장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

는 공간이 마련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기존의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살려 보존과 동시에 다

양한 형태로써 활용하여 도살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우수한 도

심재생 사례, 그러나 도살장이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기능 때문에 역사적·시

대적 맥락을 보존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교통의 요충지라는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라오창팡이 가지고 있는 위

치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 그로 인해 외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주변의 주거 환경의 발전에 따라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보다는 경제적 효과로 치우쳐 지나친 상업화

가 우려

- 창의산업지구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상해시의 정책과 지원이 충분하여 발전

을 하는데 도움, 반대로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프로젝트 개입이 부족하여 커

뮤니티의 장 형성 부족

- 상업공간부터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한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 가능

- 하나의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안하여, 다방면으로 활용

제헤 졸버라인(독일)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광산지구(1932) 문화복합단지(2001) 부분보존(파사드보존)

개요

- 독일 에센(Essen)의 제헤 졸버라인 광산 문화지구는 독일 루르공업구에 포함

되어 있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서북부에 위치

- 독일이나 세계에서도 유명한 석탄채굴 및 초탄제련기지로 중요한 역사적 의

의를 지닌 산업유산지구

- 원래 광업시설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디자인, 광고, 인쇄 등 산업과 이와 관

련된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조성하여 산업유산건물과의

통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쟁력 강화

- 졸버라인 광산문화지구는 기능별로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갱(竪

坑)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12호 탄갱지구, 1/2/8호 탄갱지구 및 코킹 플랜트

지구로 나뉨, 그 중 12호 탄갱 지구가 졸버라인 광산문화지구의 주 지역으로,

산업유산건물의 개조과정을 거쳐 주로 디자인 교육과 창작활동 및 다양한 예

술 활동들이 진행되는 등 문화복합단지로 자리 잡고 있음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58m 높이의 거대한

수직 갱 ‘샤프트12’를

중심으로 85개의 폐건

물들로 구성

- 석탄을 나르던 컨베이

어벨트를 따라 루르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

과 갖가지 석탄 전시

- 지역인들의 생활 변천

사를 엿보게 하는 사

진과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각종 문서

들 전시하여 그곳에서

만 느낄 수 있는 문화

로 차별성 강화

- 보일러 하우스를 영국

의 건축가 노먼 포스

터의 손을 거쳐 ‘레드

닷디자인박물관 ’으로

재탄생하고, 각종 제

품들을 전시, 결과 에

센 외곽에 위치해 있

던 탄광지구를 디자인

의 성지로 탈바꿈

- 주변 엠셔 강 유역의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

고, 폐허가 된 산업시

설과 도시 환경을 재

생기키기 위해 주변의

여러 도시와 주정부는

공동 출자를 통해 10

여 년 동안 운영

- 주정부와 에센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존과

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졸버라인 재단을 설립,

탄광지역의 산업유산

을 보존하기 위해 유

네스코에 세계문화유

산 등재 신청, 이후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2010 EU가 정하는

‘유럽 문화수도’로 지

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역사 문화적 자

산을 더욱 발전시킴

- 에센 도심에 위치한

유명 예술학교 포크방

대학의 캠퍼스를 졸버

라인으로 옮기기 위해

진행중

- 기존 시설을 가능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

간과 기능을 추가해

조화를 이루며, 극장,

오페라 하우스, 미술

관 등의 문화예술 공

간으로써의 변화 뿐만

아니라, 코크스 가공

공장의 냉각수를 위한

1km 길이의 물줄기는

겨울에 아이스링크가

되고, 석탄을 이동시

키던 동선을 산책로로

활용하는 등 예술이라

는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폐허나 다름없었던 개발 시대 탄광촌이 근대의 유적이 되어 최종적으로 문화

유산으로 재탄생

-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많지만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역사적 관점에

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이점을 배출

-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의 배경에서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컸는데,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렘 콜하스의 설계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리노베이션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문화유산으로써 등재에 따른 계획 영역의 보존과 리

노베이션의 균형을 맞췄으며 거기에 더하여 새롭게 재활성화하는 작업일지라

도 기존의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축 질서를 융합

- 정부와 건축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졸버라인은 산업유산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하지만 지역민의 직접적인 디자인 계획 참여는 소극적인 상황

(2) 상해 1933 라오창팡12)

12) 이다운, ibid, pp.106-111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참조

상해1933라오창팡, http://www.1933shanghai.com, 참조

(3) 제헤 졸버라인(Zeche Zollverein)13)

13) 최준, 도시 근대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0, pp.36-41

한국 일보, http://news.hankooki.com, 참조

Moou디자인스튜디오, http://mooudesign.tistory.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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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예술공장(한국)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인쇄공장(1965)
문화예술공간

및 국제 레지던시(2009)
부분보존(파사드보존)

개요

- 독산동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업지역의 폐공장으로써 인쇄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매입, 국제 레지던시 및 스튜디오로써 활용

- 독산동 일대는 IT산업에서 의류산업까지 온갖 제조업이 활성화한 서울시내

잔존하는 대표적 공업지역

- 인쇄공장으로써 가진 장점(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작업이

나 조각, 회화 등의 대형 작품 작업에 적합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준공업 지역으로서 지

역의 산업체 분포 특성

과 토지이용을 반영하

여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산업체와 문화예

술 창작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

형성 및 문화예술 지향

형의 지역개발 및 재생

사업 추진

- 문화적 여건이 낙후한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

듬으로써 문화향유기회

와 지역 도시재생의 경

제적인 효과 창출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

로운 가치 창출로 방문

객 유치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과 교육, 공

공예술 작품 설치, 지

역의 산업과 연계된 문

화 상품 개발 등의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적 창작활동 활성

화로 지역주민과 소통

가능

- 도시 창조성을 배양하

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는 지역 활성화를 이끌

기 위한 커뮤니티아트

를 중점으로 추진

- 지역 주민들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여 작가들

이 직접 진행하는 예술

프로그램들은 금천의 상

징적인 지역 밀착형 프

로그램으로 입지 형성

- 국외 예술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

영, 예술인들에서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

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작품 창작 지원에서 홍

보 마케팅, 국제무대 진

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문화상품 개발

- 해외 작가 교환 프로그

램으로 일본과 스페인,

네덜란드와 작가 교환을

시작했으며, 향후 세계

주요 거점 도시와 교류

망 확대 목표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공간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예술 공간으로써 활용으로 국한,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

으로 활용 필요

- 금천예술공장 자체의 장소에 대한 개발 이외의 낙후 지역이라는 주변 인프

라의 이미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도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향상 시켜야 함

-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

민하고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며, 그 해결 방안을 예술을 통해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으로 앞으로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써 역할 기대, 하지만 이를 위

해 정부와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민

들도 디자이너로의 입장에 서서 직접 참여하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금천

예술공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금천예술공장과 같은 커뮤니티아트 센터가 단순히 지역에 ‘존재’만 하는 장소

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고민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국내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사례들은 진행 중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이 가능

조나 토르토나(이탈리아)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제강공장창고단지

(19세기)
복합문화 예술공간(1983) 부분보존(파사드보존)

개요

-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는 밀라노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토르토나로부터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밀라노 외고가도로까지 연결되는 여러

거리들을 포함하는 지역

- 과거 제강공장과 밀라노 주정부의 송전소, 우체국 등이 있었던 곳으로써 도

시가 팽창함에 따라 공장과 송전소는 이전하였고, 공장 터와 물류 창고 등이

남겨져, 도시재생의 정책으로 중심이 되어 발달

- 1983년 폴라비오 루키니(Flavio Lucchini), 파브리지오 페리(Fabriaio Ferri) 두

사진작가의 츠로젝트 슈퍼 스튜디어(Super studio)에 의해 조나 토르토나가

디자인 지역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음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지역의 유휴공장들이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

실로 빠르게 전환되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커

뮤니티는 공간 활성화

에 의해 원동력이 되어

지역 전체 성격의 변화

를 가져옴

-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

심지역의 급속한 공동

화 및 교외 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구시가지

의 쇠락 등의 문제를

경험한 조나 토르토나

는 단순히 노후화된 물

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는 일차원적인 정비 사

업에서 벗어나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성

시가지의 활력을 도모

- 경제적 여건의 발달로

자족적 지역으로써 발

돋움

-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

이 도시라는 공간속에

서 상품생산과 소비를

위해 주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이

미지를 개선하고, 강력

한 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선도적인 개발 전략

을 구사

- 자발적인 문화형성을

통하여 지역정체성의

코드 형성 및 도시재생

에 적용

- 창작활동이라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으로

구성되어 사람들 사이

의 상호작용하는 특성

을 가져 다양한 커뮤니

티 공간으로 활성화

- 국제적 행사와 교류 등

을 통하여 세계적인 명

성과 함께 유명 기업의

후원 증가

- 조나 토르토나의 전시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질이 풍부해 지고 있으

며, 46군데가 넘는 전시

장에서 각종 이벤트와

행사 및 파티가 열리고

2002년에는 2만명의 방

문객에서 2006년에는 6

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세

계 디자인계에서 성공을

이룸

- 점점 공간의 자생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디자인

산업과 연관되어 경제

적, 사회적 열량 축적과

문화 관광지로 시너지

효과가 생겨났으며 곧

지역 정체성으로 이어져

오늘날 이탈리아의 폐

션, 디자인 분야에서 독

자적이고 독립적인 위치

형성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건축물의 보존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소도시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되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밀라노 외각

에 있던 폐 공장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좋은 사례

- 외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근접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

의 커뮤니티 및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면서 방문객의 접근을 유도해 경제적

인측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낙후된 이미지에서

디자인 분야에서 독립적인 위치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 점차 토르토나 지역의 자유롭고 창의적 분위기가 유명해지면서 주류 작가들과

기업들도 이곳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 토르토나 지역은 디자인

대표 그룹의 본사들과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입주한 디자인의 메카로 성장

- 현재 토르토나 지역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토르토나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에 있음, 그것을 중심으로 한 창조와 전시, 즉 작업공간과 이벤트

그리고 쇼룸의 공존은 복합적 문화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4) 금천예술공장14)

14) 최진원, 근대산업시설 재생을 통한 예술센터 공간연구-당인리 화력

발전소 5호기 활용한 실내공간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실내설계전공 석사논문, 2012, pp.24-25

정희선, 김희순, 금천구의 인구․산업 특성과 커뮤니티아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2010 International Symposium at Seoul Art

Space GEUMCHEON, 2011, pp.80-95, 참조

정민주, op. cit., p.89

(5)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15)

15) 유희정, 도시재생전략으로서 근대산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세부전

공 석사논문, 2013, pp.35-3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통권105호 _ 2014.08166

워크숍(호주)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철도 정비창(1904) 도시 재생(2000) 부분보존(파사드보존)

개요

- 1904년부터 1994년까지 서호주 내에서 가장 큰 정비소로써, 미들랜드에 위치

해 있으며 제조업과 철도 엔진 및 구륜 장치 수리를 포함해서 서호주 철도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 당시 미흡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

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 정비창으로써의 기능 이후에도 다양한

행태로 건물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보여짐

- 원기능의 폐쇄를 결정할 당시, 철도 정비창으로 90여 년간 큰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 연계 등 교통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새워진

쇼핑센터, 호텔, 커뮤니티센터, 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그래도 남아 있는 상황

- 1997년 미들랜드 커뮤니티의 미래 비전 수립 연구를 통해 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2000년 서호주는 미들랜드 재개발기구를 설립하면서 재생 사업

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워크숍 부지 재개발 계획 권한이 스완 지방 정부에서

MRA(수도권 재개발 기관)로 이양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스완 강 지역 설립 175

주년 기념식의 일환으

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도를 인정받아 문화유

산 아이콘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스완 강, 프

리맨틀 항구, 킹스 파

크 등 서호주의 역사적

인 장소와 함께 문화유

산 지역으로 인정

- 철도 정비창 부지와 노

후 건축물을 보존한 채

로 현시대에 적합한 용

도와 기능으로 전환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까지도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 이와

함께 그 지역만의 독특

한 성격을 살려 도시전

체를 재생

- 개발 당시 주민의 의견

을 듣기 위해 3개월 동

안 쇼핑센터 등 몇몇

장소에 계획안이 배포

되었으며, 지역 신문에

미들랜드 개발과 관련

된 칼럼을 게재

- 미들랜드 커뮤니티에

이곳에서 일했던 이들

을 기념하기 위해 ‘노

동자의 벽’이라는 프로

젝트 계획, 길거리 조

형물, 예술품 등의 설

치로 지역의 문화와 커

뮤니티 강화에 영향

-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예술

이 미들랜드 지역의 주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획하여, 이 지역만의

유일한 전통 자산을 잘

표현하도록 설계

- 철도, 도로, 항만시설 등

교통 관련 산업시설이

도시구조 형성에 근간이

되고, 이를 매개체로 도

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

-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

여 상업·주거·공원·정원

등을 통합하는 복합 개

발을 계획·추진하고 있

으며, 문화유산 아이콘

으로 활용 가능한 것을

워크숍 지역에서 전략적

으로 발굴해 지역의 재

생에 활용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기존의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256ha의 규모로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

어 재개발. 기차역을 중심으로 미들랜드의 중심지인 ‘도시중심지구(City

Center Precinct)’, 경찰서, 보건·의료 대학, 커뮤니티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물

이 입지할 ‘클레이턴(Clayton)지구’, 과거 워크숍과 우드브리지 호수가 있던

‘헬레나(Helena)지구’,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부 기업지구(Eastern

Enterprise Precinct)’로 나뉘어 재개발된 도시 재생 사례

- 서호주 정부와 스완 지방정부 등 공공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전략과

계획을 수립·보완, 정부의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기구인 미들랜드 재개발기

구를 설립하고, 효율성 강화. 주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재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

- 기존의 근대산업유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일자

리 창출과 산업유산의 보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수립

- 물리적인 재개발 외에도 교육, 건강, 문화 콘텐츠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유

기적인 커뮤니티 창출에 힘쓰고 있음

- 지역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추진 주체는 전적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 재개발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됨

웨스턴 마켓(홍콩)

원기능 현기능 재생 유형

시장상가(1906)
전통공예예술문화상가

(1990)
부분보존(파사드보존)

개요

- 현재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건축물로서, 1980년대까지도 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1989년 시의회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거 위기에 놓여짐. 이후 1990년에 홍콩 정부가 웨

스턴마켓 건물을 법정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

-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난 뒤 정부는 쇠퇴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제 및 계획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재생국을 설립해 홍콩 전역의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도시재생국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했던 성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생사

업을 계획, 웨스턴마켓을 이 지역 재생사업의 중심축으로 두고 주변을 연계

해 개발하고자 ‘성완퐁 사업’을 추진

커뮤니티디자인 특성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 웨스턴마켓의 재생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도

새롭게 정비, 웨스턴마

켓 건축물과 잘 어울리

는 색채와 패턴의 블록

으로 보도가 포장되었

으며, 외관의 고전적인

양식과 연계된 디자인

으로 주변물도 재정비

- 마켓 주변에 위치한 특

색 있는 전통 시장 골

목을 최대한 보존했고,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에 한해서만 주민을 이

주·재정착시킴으로써 ,

기존의 사최적 네트워

크와 역사적 전통성을

되도록 훼손하지 않음

- 성완퐁 사업에 대한 시

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워크숍을 개최, 중

서구 의회 대표, 중서

구 자문위원회, 중앙정

부 대표, 관련 전문가,

대중교통기관 관계자,

지역 상인회 대표, 학

생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의 관

계자들이 참석해 도시

재생국 직원과 함께 대

상지를 둘러보고 사업

에 대한 의견 수립

- 이후 수렵된 의견을 바

탕으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

모전 개최, 지역개발에

필요한 개선 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 및 반영

- 건물의 각 층마다 테마

를 설정하여 공간을 구

성하고, 그에 따른 성격

에 맞게 상점들을 입점

시켜 새로운 모습을 갖

추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

- 웨스턴마켓과 남쪽의 모

리슨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하는 평범한 공지였

던 성완퐁 광장을 지역

축제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다목적 용도로 설

계하여 지역 축제가 열

릴 때나 행위예술가들의

거리공연, 콘서트, 벼룩

시장 등의 이벤트 장소

로도 활용

- 주변 가로 환경에 잘 어

울리도록 인근 지하철역

과 전차역도 새롭게 디

자인

커뮤니티디자인 분석

-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

게 하고, 내부 공간은 현대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적응적 재사용 방식

으로 보존

- 웨스턴마켓을 비롯해 성완 재활성화 사업의 주요 대상지였던 만모 사원, 쑨

원 사적지 등과 같은 장소가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역경제도 더불어

활성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

-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련 주체가 참여를 했는데, 사업을 전

반적으로 총괄 감독하는 업무는 도시재생국이 담당, 이에 따라 전략을 세워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각각의 전략을 적용, 이외에도 정부

기관인 중서구 의회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도시

재생국과의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어 지속적인 수선·관리 업무를 맡음, 또한

시민 워크숍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

여의 기회가 한층 확대, 이러한 주민 참여과정은 이후 이어진 다른 재생사업

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됨

- 성완퐁 사업은 성완 지역 일대에서 추진된 재생사업의 촉매 역할을 하여 물

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

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재활성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6) 워크숍(the Workshops)16)

김연진,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21집, 2009, p.199

16) 도시재생사업단,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한울아카

데미, 2013, pp.140-162

MRA, http://www.mra.wa.gov.au, 참조

(7) 웨스턴 마켓17)

17) 도시재생사업단, ibid., pp.166-181

웨스턴 마켓, http://www.westernmarket.com.h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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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례

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

맥락 차별 상징 능동 유희 관계 가변 잠재 통합

Bank Art 1929

라오창팡 1933

제헤 졸버라인

금천예술공장

조나 토르토나

워크숍

웨스턴 마켓

4.2. 분석 결과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에 나타난 커뮤니티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7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표 5> 사례분석 종합

먼저 첫째, 장소의 지역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위치적 특성

과 자연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

로써 그 도시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큰 영

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삭막한 산업공간을 문화유산

으로 재탄생시켜 도시와 사람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졌다. 기존의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이

제는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

정적 이미지로의 탈바꿈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

라 지역민 개개인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 증

대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향상시켰다.

둘째, 참여자의 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민의 능동

적이고, 직접적인 디자인 참여 행태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역민들 스스로의 프로젝트 개입이 부족하여 커뮤니티

의 장을 형성하는 것에 부족함을 보였고,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업체의 물리적 지원,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

여 중 하나의 집단으로만 추진되어진 사례들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 보다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커뮤니티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점으로 치

우쳐 지나친 상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장르의 복합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

례에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문화를 체험 할 수 있

도록 여러 장르의 통합을 추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하나의 장르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와 복

합적인 프로그램 적용으로 지역과 공간의 이미지에 대한

다채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변화에 대해

창출될 새로운 가치는 무한하고, 잠재적이다.

5. 결론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으로 얻게 되는 효과들에 대한 중

요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산업유산에 새

로운 가치와 기능을 부여하여 노후화된 산업유산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는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자체의 목적이 아닌, 어떠한 방

법과 재생을 위한 디자인 과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

체적인 문화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야 할 시기이다. 이번 연구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커

뮤니티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커뮤니티디

자인의 특성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어 기

존에 재생되어진 근대산업유산을 분석하여 커뮤니티디자

인의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해 도출 및 예상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커뮤니티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의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에 대한 초점은 그것의 독

보적인 가시적 아름다움이 아닌 비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며, 주변 인프라와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시너지 발생에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재

생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변 경관과의 관계나 건축

시기의 시대상에 대한 고려, 산업유산의 역사에 대한 맥

락적인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서 발견되는 그 산업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활

용 요소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요소를 결합시켜

건물 자체를 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새롭고 차별적인 이

미지 창출과 함께 상징적 역할을 하며, 발전 방향에 따

라 가치가 다양해진다.

둘째,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업체의 물리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행

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세 부류의 상호작용

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에 접근하기 가

장 적합하며, 참여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눈앞에 보

여지는 당장의 디자인적 결과물 이외의 보이지 않는 사

람과의 관계성 형성으로 공동체 의식 향상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포함

한 모두의 의식의 변화가 필여하며, 그에 따른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위의 세 부류의 상

호작용은 프로젝트의 이후에도 서로의 끊임없는 지원과

견제를 바탕으로 근대산업유산의 관리와 운영에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근대산업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과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최근 산

업유산물의 대부분은 갤러리나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가 필요는 없다. 산업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그 성격에 적합한 기능과 다양한 프로그

램을 부여하여 고정되어진 건축물과 주변 인프라에 가변

적이고, 다채로운 요소 적용으로 다양한 지역 이미지로

전화시킬 수 있다.

시대적 트렌드를 의식하여 산업유산의 가치하락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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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 재생성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에 대한 위와 같은 방법적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

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창의적이

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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