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휴산업시설이란 이전에 특정 산업의 용도로 특화

되어 건설되었던 건물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남겨진 

시설들을 말한다. 현재 국내의 산업 시스템 구조는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차 산업의 

시기에 주요 생산기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공장, 

창고, 등의 유휴산업시설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 

도시와의 접근성과 낮은 지가를 이유로 도심지 외곽에 

분포하였던 산업시설들은 현재 도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

능을 다한 채 방치되면서 환경유해시설로서 남게 됨에 

따라 도시의 주요 시설로 재활용되어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휴산업시설의 재생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유휴

공간의 문화재생은 단순한 개발위주의 철거, 신축의

방식이 아닌 지역의 역사나 공간의 가치를 문화로 발전

시켜 시간을 축적시킨 문화적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보존 

및 증축을 지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많은 도시문제의 

해결책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근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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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파급되어 현재까지 꾸

준히 시행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은 무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적 요소와  장비 및 설

비 시설물 등도 문화자원으로서 재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간과 시설물의 통합체가 되어 방문자와 교감하는 체

험적 요소로 새로운 활동을 촉매 하는 교육문화공간으

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시설

의 현황을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물리적 디자인 요소의 활용성을 

향후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건축계획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시행

하고 있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큰 범주로 정하고,

여기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총54개 사업들 중

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22개 사업

을 연구의 범위로 다시 한정하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기

존용도가 비산업시설인 11개 사업을 제외한 11개의 유

휴산업시설 문화재생 건물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11개 비산업시설의 경우는 기존시설의 용도가 교

육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의 부속시설이거나 병원, 

목욕탕, 군부대와 같은 특수시설로서 건축계획의 일정한 

물리적 요소를 특정할 수 있는 표본집단 형성조건에 충

족하지 않아 제외되었다[10].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문화재생 사업의 가치 기준으로

서 계획 개념을 추출한다. 둘째, 이를 구현하기 위한 건

축계획 방안 중 주요 물리적 요소의 디자인적용 방식을 

분석의 틀로서 정한다. 셋째, 전술한 분석을 통해 각각

의 시설별 공간재생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서술한다.

2. 이론적고찰 및 선행연구분석

2.1 문화재생 계획개념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재생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계획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상위빈도로 추출

해보면 다음과 같다[1-9].

(1) 역사성 

기존 시설이 오랜 시간 축적하고 있는 공동의 기억으

로서의 역사성은 건축물의 모든 물리적인 요소에 남아 

일체화되어 공간의 정체성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에 이러한 가치의 새로운 해석은 건축물의 재생계획

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2)상징성

상징성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성질을 말하며 유휴산업시설의 관점에서 상징

성은 이전의 산업시설의 용도에서 현재는 문화시설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됨으로 이러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동일한 건축물에 상징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형태, 재료, 

공간 등의 건축적 요소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3)지속성

문화자산이라는 가치에 대한 보존의 의미로서의 지속

성은 선행연구에서의 환경성, 보존성과 같은 맥락의 용

어로서 건축물자체로서의 문화적 가치, 공간환경 보호와 

재생환경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계획의 

전략이 요구되어 진다.

2.2 문화재생 계획개념의 구체화 방식

앞서 추출된 3가지 계획개념 역사성, 상징성, 지속성

의 구체화를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서 건축디자인의 기

본이 되는 물리적 3요소, 구조, 재료, 자원을 디자인 분

석의 틀로서 설정하였다. 먼저 구조적 요소는 건축물의 

수직하중에 대한 지지체와 수평하중에 대한 지지체로 

구분하였으며 두 번째 재료적 요소는 내부마감재와 외

부마감재로 구분하였고 세 번째 자원적 요소는 기존 시

설의 컨텐츠가 내재된 설비와 장비로 구분하였다. 이러

한 6개 건축디자인의 물리적 요소는 보존, 복원, 개조라

는 3가지 분석의 틀로서 그 적용방식을 연구하고 전술

한 11개의 연구대상 비교분석을 통해 적용유형을 정리

하였다[10-12].

3. 물리적 건축요소 적용특성 사례분석

3.1 부천 아트벙커 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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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인 기존 소각

로는 현재 다목적홀로 사용되는 대표적 문화재생 공간

으로서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단일 공간 내에 건축

계획의 물리적 요소 중 수평, 수직적 구조체의 보존이 

가장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사례이다. 마감재는 외관보다

는 내부마감재에 기존 재료를 재현하는 방식을 주로 취

하고 있으며 다목적 홀의 경우는 내부 마감재들도 기존 

마감재를 보존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설비 및 자원은  

통제실의 장비, 대형 환기설비, 소각로 가동 설비 등을 

원형 보존 혹은 문화재생의 상징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Table 1. Idle Industrial facility #1

Bucheon Art Bunker B39

original

usage

waste incineration 

facility

present 

usage

multi-purpose

complex

bulit year 1995

reopen

year
2018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2 수원 고색뉴지엄

수원산업단지가 첨단산업화되면서 필요 없어진 폐수

처리시설을 재생한 고색뉴지엄은 재료적으로 외부마감

에 기존의 재료를 모두 신 재료로 대체하였지만 내부의 

경우 대부분의 마감재를 기존 바닥, 벽, 천정들에서 노

출 보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수평, 수직적으로 일부 

개조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구조를 거의 모두 보존 혹

은 복원하는 물리적 요소의 재생방식을 취한다. 약품탱

크를 활용한 전시 로비공간과 기계실 침전조 및 대형파

이프 등 장비를 조형적 요소로 둔 것이 특징이다.

Table 2. Idle Industrial facility #2

Suwon Gosek Newsium

original

usage

wastewater

treatment plant

present 

usage
exhibition

bulit year 2005

reopen

year
2017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3 청주 동부창고

기존 연초보관창고의 수직구조체인 벽체와 수평구조

체인 지붕에 사용된 목재 트러스는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철골조로 보완되어 계획된 것이 특징이며 재료적

으로는 외부 시멘트 몰탈 마감은 보존시키면서 지붕의 

경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신

재료인 철재패널로 대체되었고 채광을 위한 천창이

추가되었다. 내부마감재는 대부분 외부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재료의 적용 위주로 계획되었고 장비나 자원의 

활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Table 3. Idle Industrial facility #3

Cheongju Dongbu storage

original

usage
tobacco warehouse

present 

usage

multi-purpose

complex

bulit year 1955

reopen

year
2015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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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치원 문화정원

기존 정수장의 가장 중요한 기계실의 라멘구조는

보존 및 복원되었으며 정수장의 지붕의 수평구조체는 

철골조로 교체되었다. 마감재의 경우 내부 마감재의

보존 및 복원의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물리적 요소의 

활용계획이며 외부마감은 복원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중 1970년 증축된 외부 테라스 부분은 유리를 씌워

신 구 재료의 조화와 대비를 의도하였고 기존 정수탱크, 

저수조 및 기계실 등 시설 장비의 보존과 재생적 활용도 

계획되었다.

Table 3. Idle Industrial facility #4

Jochiwon culture garden

original

usage

water purification 

plant

present 

usage

multi-purpose

complex

bulit year 1984

reopen

year
2019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5 부산 F1963

현재의 시설규모는 기존 고려제강의 시설보다 많은 

부분을 공장 유형을 복원하여 증축한 것으로 구조적

으로 증축부분에 수직수평재 모두 적절한 보존과 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는 사례이다. 마감재의 경우 외부는

익스팬디드 메탈패널 등의 신재료가 일부 보존된 기존

재료와 계획적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적용되었으며 내부 

마감재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목재패널 등 다양한 신

재료의 활용이 지배적이며 기존 재료는 최소한의 복원 

정도로 계획되었다. 대규모 공장의 특성상 큰 장비들은 

많은 부분 철거되었으며 일부 장비가 상징적 요소로

남아 인테리어로 활용되었다. 또한 기존 공장 바닥 슬라브

등을 외부공간 조경요소로 변화시켜 적용하는 자원의 

재생계획이 특징적이다.  

Table 4. Idle Industrial facility #5

Busan F1963

original

usage
steel factory

present 

usage

multi-purpose

complex

bulit year 1963

reopen

year
2017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6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호남 잠종장이 이전하고 비어있는 연구소와 창고 등 

28개 건물군이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의 건조 및 

보존상태가 좋아 원형 상태로 거의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공간인 누에아트홀은 기존 지붕의 수평구조

체를 철제 트러스로 재현하였고 수직구조는 외벽을 형

성하는 내력벽을 보존하여 외부의 마감재 또한 적절한 

보존과 복원을 하였다. 반면 내부의 마감재는 지붕의 재

현된 구조체를 노출한 것과 바닥마감을 제하면 거의 모

두 일반적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장비와 자원에 대한 

재생도 다른 사례에 비교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Table 5. Idle Industrial facility #6

Wanju multi-culture district Nue

original

usage
Sericulture facility

present 

usage

cultural

complex

bulit year 1987

reopen

year
2018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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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완주 삼례책마을

기존 건물의 지붕재로 사용되었던 골함석판을 건물의 

입면 외장재로 재생하는 계획이 특징적인 완주 삼례책

마을은 함석판자체가 지닌 산화의 특성으로 각각의

패널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다른 색채를 갖게 되는 측면을

시간성을 부여하는 입면계획개념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지붕 목재 트러스와 외벽의 주요 구조체 또한 보존과 복

원계획이 잘 적용되었고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붕구조체

가 강조될 수 있도록 노출마감으로 계획되었다. 양곡 보

관창고였던 건물의 특성상 보존할 만한 컨텐츠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장비나 자원의 재생적 활용은 타 사례에 

비해 적은 편이다.

Table 6. Idle Industrial facility #7

Wanju Samrye Booktown

original

usage
fertilizer warehouse

present 

usage

multi-purpose

complex

bulit year 1926

reopen

year
2016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8 전주 팔복예술공장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은 재생계

획의 물리적 요소로서 구조체와 마감재 모두 전반적인 

보존이 잘 계획된 사례이다. 지붕의 수평구조체인 경량

철제트러스의 경우 지붕마감재를 걷어내고 내부공간을 

외부공간화 함으로서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이벤트 공

간으로서 기능하며 내 외부 마감재의 경우 기존의 개구

부가 있던 부분을 벽체로 채워 넣는 작업에서  최대한 

기존 마감재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충실히 복원

되었다. 장비와 자원의 재생부분에서는 공장의 굴뚝과 

기존 물탱크를 진입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

별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Table 7. Idle Industrial facility #8

Jeonju Palbok art factory

original

usage
cassette tape factory

present 

usage

culture and art

facility

bulit year 1979

reopen

year
2018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9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나주잠사공장이었던 5-6개동의 건물은 적벽돌, 시멘트

블록, 몰탈마감 등 각기 다른 외부마감재료를 최대한

복원하여 개별 공간적 기능을 외관으로 표현하도록 계획

하였다. 수평 수직 구조체 모두 적절한 보존과 복원을 

통해 재생되었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시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테라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성하는 조적기둥 및 목재 데크를 비롯해 기존에 있던 

대형 환기설비까지 다양한 구조, 재료, 장비의 조합으로 

구성된 독창적인 공간의 원형을 철골 보완구조체와 유

리재료를 사용한 난간으로 재생하였다. 기존 공장 2층과 

1층을 연결하던 운송장비를 개조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자원 및 장비의 상징적 재생이라 하겠다.

Table 8. Idle Industrial facility #9

Naju Nabilera culture center

original

usage
Sericulture facility

present 

usage

exhibition-art

facility

bulit year 1910

reopen

year
2017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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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담양 담빛예술창고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며 기능을 잃고 방치된 양곡

보관창고를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한 건물로서 콘크리트

라멘 구조체와 기존 적벽돌 내외장 마감을 최대한 보존한

계획이 특유의 외관을 형성한 사례이다. 기존 창고공간의

높은 층고를 현대미술작품 전시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상부의 목조 트러스 구조체도 기억의 장치

로서 복원되어 전시 공간의 공간감을 지원한다. 장비나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는 구조나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생에 적용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Table 9. Idle Industrial facility #10

Damyang Dambit art factory

original

usage
grain warehouse

present 

usage
exhibition space

bulit year 1968

reopen

year
2015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3.11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구 ‘해동주조장‘, ‘읍교회’, ‘담양의원’ 으로 분절되었던 

세 개의 필지를 합하여 분절되었던 공간들을 회랑으로 

연결함으로서 하나의 건물 단지로 사용 가능하게 된 해

동 문화예술촌은 기존의 주조장, 의원,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기능의 공간을 특색있게 연결하

고 있다. 층고가 낮아 대형전시나 설치에 적합하지 못한 

공간적 한계가 남아있다. 기존 내부공간이었던 곳을 외

부공간화 하며 전체 단지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이 공간에 수직 수평 구조체의 보존과 복원의 재생계획

이 강조되었다. 외관의 마감은 기존 조적 및 시멘트 몰

탈 마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붕의 경우는 기존 함석판

을 징크 패널로 대체하였다. 장비 및 자원의 경우도 주

조장의 컨텐츠를 아카이빙 공간으로 이동하여  최대한 

전시물로 활용하고 있다.

Damyang Haedong culture 

and art village

original

usage
brewery

present 

usage
exhibition, library

bulit year 1960

reopen

year
2019

application

preservation restoration conversion

structure
horizontal ● ◌ ◌

vertical ◑ ◑ ◌

material
interior ◑ ◑ ◌

exterior ◑ ◑ ◑

contents
equipments ◑ ◌ ●

resources ◑ ◌ ◑

Table 11. Idle Industrial facility #11

4. 결 론

위에서 조사해본 11개의 연구대상 사례들에서 구조, 

재료, 자원이라는 건축디자인의 물리적 요소의 적용방식

을 보존, 복원, 개조라는 틀에서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구조체에 대한 디자인 적용방식

3가지 물리적 요소에 대한 디자인 적용방식 중 가장 

많이 적용된 방식은 구조체의 보존 및 복원의 방식으로서

11개의 사례 중 8개의 사례가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산업시설이 갖고 있던 특징

인 무주-대공간 형성에 필수적이었던 트러스 수평구조

체를 문화시설로 재생한 후에도 최대한 보존하여 산업

시설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표적인

디자인 적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분류의

수평과 수직구조체는 거의 동일하게 보존과 복원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건축구조의 특성상 하중의 지지가 두 

구조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주 동부창고의 경우는 기존의 내부공간을

외부화하면서 남겨진 트러스 구조체를 구조적용도가

아닌 의장적 용도로 재생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 유일

한 사례이다.

4.2 마감재에 대한 디자인 적용방식

마감재의 적용방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구조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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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들보다 적용의 정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감재가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

에 따라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특성 상 역사성, 상징성, 

지속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유지 

복원하려는 노력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내부마감과 외부마감에 균등하게 적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개조가 이루어진 사례는 8개 사례로서 내

구성이 요구되는 지붕마감재에 메탈패널 등의 신재료가 

대체된 사례가 이들 사례이다[14].

4.3 자원에 대한 디자인 적용방식

물리적 요소로서 자원에 대한 적용방식은 구조, 재료의

적용과는 다르게 보존이나 복원의 방식보다는 개조의 

방식이 11개 중 8개 사례에서 나타나 지배적으로 적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징성과 지속성의 측면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설비나 장비 

자원들이 산업시설의 상징으로서 남아 의장적인 기능

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개조되기도 한다. 또한 자원에 대한 적용이 

미반영되어 있는 사례 2개가 있는데 이는 단순 창고기

능의 시설들로 자원의 재생적용이 불가했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15].

REFERENCES

[1] G. Y. Jang & D. H. Choi. (2018). A study on the 

applicable architectural regeneration plan of the 

modern industrial heritag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lay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27-36. 

[2] H, J. Kim & Y. S. Hwang. (2017). A case study of 

rehabilitat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space from idl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6(6), 1-10. 

[3] J. Li. Xu & J. Y. Yoon. (2021).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complex cultural space through 

the regeneration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6(4), 381-393.

[4] J. G. Kim, H. Y. Lei & J. K. lee. (2018). A study on 

the spatial re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 for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1),

21-28.

[5] H. K. Kim. (2008),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cedents for industrial/technological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recycled as 

cultural spa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6(3), 65-73.

[6] S. H. Park & J. E. Yoon. (2020).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generative design in 

cultural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6(7), 339-349.

[7] D. J. Kang. (2010). Urban regeneration 

methodology through reuse of industrial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Design Society, 

11(1), 157-178.

[8] S. R. Park. (2018).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mplex cultural space utiliz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3(6), 155-164.

[9] M. R. Cho. (2011).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the recovery of publicnes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korean practices of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Space and society, 21(3), 39-65.

[10] Y. H. Kim. (2020). Idle facilities cultural  

rehabilitaion performance analysis report. Seoul :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11] Y. H. Kim. (2021). The revitalized space of 

memory. Seoul :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12] C. W. Lee (2021). A study on vitalizations for the 

cultural rehabilitation of idle facilities Seoul :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13] J. R. Shin & J. G. Lee. (2021). A study on the 

sustainable regeneration dire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idle space 

regeneration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6(3), 23-34.

[14] S. J. Kang. (2011). A case study on use of 

industrial heritage at New York highline park for 

urban reviv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7(4), 1-12.

[15] Y. J. Kim & M. J. Kim (2019). Identifying urban 

regeneration research tren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8(5), 51-5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306

서 규 덕(Kyuduhk Seo)                  [정회원]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2005년 6월 : UCLA 건축학과 (석사)

․ 2010년 9월 ~현재 :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축계획, 건축설계

․ E-Mail : kyuduhk.seo@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