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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간디자인은 공간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 반복된다. 산업화 이

후 생겨난 수많은 공간의 노후화로 공간을 재생하는 디자인에 대

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또한 산업화 이후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과 기타 건축물 등 유휴공간이 급격히 늘

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인간의 정주환경을 슬럼화 시키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유휴공간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

면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유산과 유휴공간의 개선과 활용 대

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 중 공간계획과 현황분석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바탕이 되어야 할 공간

디자인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법제와 정부 정책,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없

이 공공과 민간에서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프로젝트 후 물리적 결과만

남게 되며 공간의 활성화와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지속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간디자인 정책과 법제가 연구되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이

디자인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적 공간이 되도록 돕는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 정책학의 정책분석 방법 중 ‘합리적 문제해결과정’

을 바탕으로 연구체계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유휴공간이 활성

화되고 디자인 만족도가 높은 사례와 연구에는 어떠한 정책적 요

소가 있는가?’, ‘유휴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과정인 현재의 정책적



실행수단은 어떠한가?’, ‘유휴공간을 지속가능 하도록 디자인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수단의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

기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의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역할을 디자인 정책에

서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공간재생과 문화와의 관계,

디자인 정책의 현재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세 번째로 해외

의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우수사례와 국내외 문화적 공간재생 정

책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도출하여 현 공간디자인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 정책실현을 위해서 현재 실행되

고 있는 국내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인 법제와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러한 실행수단을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요소’에

대입하여 정책실행수단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로 국내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를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

여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의 중요도를 설정한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과 평



가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과 개선요소를 도입한 정책 기본방

안 제시한다. 제시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

간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중 문화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보존 중심의 법제가 많다. 이러한 이유

로 다른 부처와 업무의 중복이 발생되어 법안의 재계정이 늦어지

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간재생 관련 법제는 개발 중심의 사

고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

한 정책은 유기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예산의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정책에서 문화적 공간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디자인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국내 중앙 집중형의 디자인 정책은 발주처, 디자이너, 이용자가 모

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해 보

면 디자인 창의성과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실행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

행연구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우수정책과 국내외의 우수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필요요소를 도출한다.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실행수단은 관련 법제, 정책사업, 행정시

스템이 있다. 이런 실행수단을 앞서 도출된 공간디자인정책의 필

요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디자인학과

정책학을 기초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기초연구임을 감안해 주

관적 시각으로 정해진 틀에 의해 분석하기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공간재생디자인 현재 정책은 각 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

다. 공간에 대한 정책은 그러한 법체계의 하위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공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문화콘텐츠가 정치적

이벤트로 행해지거나 모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법에 근거한 문

화공간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

되는 사례가 많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측면에서의 현 법제체계를 분석하였다.

32개의 관련 법제를 관련 조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을 위한 디자

인지원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통문화공간의 경우 보존 중심의

법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간계획에서는 문화적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학에서 분류한 정책의 유형을 대입하여 분석

해보면 분배정책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소프트웨어적 진흥에 관

한 법규보다는 물리적 공간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적 규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부처별 유휴공간의 문화적 공간재생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각 부처별 분산적으로 정책사업을 실행하고 있었고 ‘문화적

가치, 인력과 조직, 민간참여의 확대’가 포함된 정책사업은 상대적

으로 미비하였다. 정보의 활용, 협력적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운

영이 포함된 정책사업은 없었다. 공간재생디자인 행정시스템을 분

석해보면 분산형 정책실행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지속

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을 델파이 기법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



으로 재생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

에 대부분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지속되지 않는 이유

는?’라는 질문에는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 미흡,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답변이 있었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수단

은?’이라는 질문에는 ‘정부부처별 소통하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휴공간 디자인 및 운영 전문조직 운영’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

다. 델파이 기법을 통한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의 요소가 얼마나 정책의 필요요소로 얼마나 효용성



이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분석 결과이다. ‘협력적 추진체계, 인력

과 조직, 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적 운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을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

소의 중요도 설정하였다.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소통적 정책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

의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의 지향점과 개선요소를 도입한

정책전략과 기본방안 제시한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

책의 실행수단 제안으로 '제도적 근거마련, 유휴공간디자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전문조직 구성,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

한 운영조직 개설, 민간단체 활동 구성 및 지원, 재정지원, 통합적

홍보'를 주요 실행수단으로 제시한다.

앞의 정책방안과 수행과제에 따라 법제의 유무, 개정여부를, 법

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적 공

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정

부 부처별 개별 정책사업으로 인한 예산, 인력 낭비를 줄이며 정

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도화된 공

간재생디자인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유휴공간의 운영과 디자인이 가

능하게 하고 물리적 개선정책보다 정보의 활용, 전문가와 시민을

교육하고 활용함으로서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어 유휴공간디자인이

문화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공간재생, 공간디자인정책, 문화적 재생, 유휴공간, 공간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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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문화(culture)’라는 단어의 어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

(colore)에서 유래했다.1) 즉, 문화란 자연의 공간을 인간의 인위적 작용

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자연에서 기능이 담긴 공간을 창조하였다면 그 기능이 다한

공간을 재생하고 발전시키는 행위의 의미를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와 공간의 관계는 ‘문화’라는 행위가 생성

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짝을 이루어왔다. 먼저 공간이 생성됨으로써 문

화가 생성되기도 하고 문화가 생성되어 그로 인한 공간이 생기기도 한

다. 어떤 이유에서든 생성 된 공간은 인간이 이용하는 동안 그 공간만의

문화적 생성을 함께하였고 물리적으로 그 기능이 다한 공간은 그 기능을

잃더라도 새로운 문화가 창조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

<그림1> 1995-2015년 빈집 비율변화 (통계청 빈집 수 자료조사 재구성)

1) "문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수정, 2018년06월21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문화&ridx=1&tot=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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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생겨난 많은 공간의 노후화로 공간재생디자인에 대한 필

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또한 산업화 이후 인구감소로

인하여 빈집과 기타 건축물 등 유휴공간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인해 빈집과 기타

건축물 등의 유휴공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한

<그림1>을 보면 빈집의 개수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26%가 증

가다. 이는 2005년에서 2010년사이 9%가 증가된 것에 비해 매우 급격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인간의 정주환경을 슬럼화

시키거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

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유휴공간을 새로운 자원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유산과 유휴공

간의 개선과 활용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

구들이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목적

최근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 중 공간계획과 현황분석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바탕

이 되어야 할 공간디자인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법제와

정부 정책,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

경 없이 공공과 민간에서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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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프로젝트 후 물리적 결과만 남게 되

며 공간의 활성화와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는 관련 공간디자인 정책과 법제가 연구되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림3> 유휴공간 발생과 재생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Schweizer, & Panke, (2006). Bassett. p13 다이어그램을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이 디자인정책을 통해 지속가능

한 문화적 공간이 되도록 돕는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유휴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환경과 사회경제적여건, 법제도여건이 있다.

물리적환경과 사회경제적여건 이 두 가지 요인은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

이지만 법제도여건은 전략적 정책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요인이기에 본

연구에서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정책과 법, 국가정책사

업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 관련 디자인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의 실

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가 뒷받침 된다면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선행연구와 국내정책

과 법제 및 국가 정책사업 사례를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현황의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이 지향해야할 기본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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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 및 방법

1.3.1. 연구범위

첫 번째로 ‘유휴공간이 활성화되고 디자인 만족도가 높은 사례와 연

구에는 어떠한 정책적 요소가 있는가?’, ‘유휴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과

정인 현재의 정책적 실행수단은 어떠한가?’, ‘유휴공간을 지속가능 하도

록 디자인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수단의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

제를 제기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의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역할을 디자인 정책에서 어

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공간재생과 문화와의 관계, 디자인 정책

의 현재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세 번째로 해외의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우수사례와 국내외 문화적 공간재생 정책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지향점을 도출하여

현 공간디자인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 정책실

현을 위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내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인

법제와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을 분석한다. 이러한 실행수단을 ‘문화적 공

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 요소’에 대입하여 정책실행수단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로 국내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

를 실시한다. 정책평가 방법 중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다. 결과분석을 통

하여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의 중요도를 설정

한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과 평가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과 개선요

소를 도입한 정책 기본방안 제시한다. 제시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문화

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1.3.2. 연구방법

정책학의 정책분석 방법 중 ‘합리적 문제해결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체

계를 구성하였다.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우수정책과 국내외의 우수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필요요소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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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정책학 연구방법(정책분석의 절차) 중 합리적문제해결 과정

노화준, 정책학원론(n.p.: 박영사, 1995), 340. 수정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실행수단은 관련 법제,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이

있다. 이런 실행수단을 앞서 도출된 공간디자인정책의 필요요소를 바탕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디자인학과 정책학을 기초로 다

각적으로 분석하였고, 기초연구임을 감안해 주관적 시각으로 정해진 틀

에 의해 분석하기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5> 연구방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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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의 연구방법체계를 보면 기획, 연구추진, 결과도출 이 세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기획 부분에서는 연구의 개요와 배경, 범위, 용어정

의 등을 하였다. 연구추진 부분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우수 사례

를 통해 정책의 지향점을 찾아 현재 정책의 실행수단을 분석해 개선점을

제시한다. 후에 델파이설문기법을 통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과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의 개선안을 제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1.4. 용어정의 및 범례

1.4.1. 개념 및 용어정의

l 유휴공간

유휴공간은 빈 토지(vacant land), 기개발지(brownfield), 방치자산

(abandoned property), 버려진 토지(derelict land), 미지의 땅(terra

incognita)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개발지, 버려진 토지는

산업시설 등의 오염문제로 기인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며, 빈 토지와 방치

자산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토지 중

장기간 이용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개발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땅은 유휴공간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땅을 의미하고 있다.2)

유휴공간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부여 받고

활성화된 공간이 아닌, 공간속의 공간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으로 용

도변경 또는 변용에 의하여 잠시 기능을 잃은 공간으로 정의되기도 한

다.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문제를 내재한 공간이기보다는 잠재적 가

능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유휴공간을 연구한다.

2) 이종민, 이민경, 오성훈,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n.p.: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2016), 13.
3) 이상준 외,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태안 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Vol.10, No.2: 한국도시설계확회지, 200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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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적 재생

도시재생 중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문화적 도시재생(cultural urban regeneration)이라 부른다. 많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문화적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화적 도시재생이 사실상 도시재생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4) 유휴공간 재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문화적 재생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프로세스

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의식을 개선키는 소프트웨어적 프로세스

를 거쳐 디자인하는 것이 공간을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이라 할 수 있다.

l 공간디자인정책

지금까지 국내 디자인정책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위

주의 정책이 펼쳐져 왔다. 근래에 문화 기반의 디자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이 제정 되었고 공공디자인은 공간디자인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기본법, 경관법 등의 공간관련 법제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디자인을 수반하는 문화 기반의 공간디자인 정

책은 미비하다. 공간디자인은 공간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유도

하여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공간디자인은 문화를 투영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기반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정책

을 공간디자인정책이라 정의한다.

l 정책실행수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실행수단은 다양한 정책학기반의 연구가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 정책사업, 행정시스템을 정책실행수단의 범위

로 한다.

1.4.2. 범례

본 연구의 주, 서지 표기법은 CMS(The Chicago Manual of Style)의

서지 양식을 따르고 있다.5)

4) 조명래,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21 no.3 (2011):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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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2.1. 정책의 개념과 역할

2.1.1. 정책의 개념과 구조

정책의 개념에 대해 학계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린다. 어떤 연구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학이 학문적 수

준에까지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라스웰

(H.Lasswell)은 정책을 “ 사회 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 학자 이스턴(D.Easten)은 정책을 “사회 전

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자이자, 정치 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 권

위적산출물의 일종”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산출은 표정된 정책 또는 의

도된 정부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과는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나온 이차적인 효과 내지 현실 사회에 끼치는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6) 본 연구는 디자인정책에 관한 연구이므로

디자인학과 정책학을 융합하여 진행하였다.

2.1.2. 정책의 유형

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책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T.Lowi의 유형분류가 정책연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

는 Lowi의 분류의 경우에는 단순히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윈주의모

형과 엘리트이론의 정책과정에 관한 이원적 대립과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Lowi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

고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정하였으며, 그 후에 정

5) 박창원 외3인, 논문작성법 (n.p.: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200.
6) 이일규, 김태완,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서울: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2009), 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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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등과 관련된 구성 정책을 추가하였다. 분

배정책이란 특수한 대상 집단에 서비스나 이익을 분배하는 정책이다. 규

제정책은 수혜자의 자유 재량을 확대시켜주는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기업 구제정책, 형사 정책 등이 있다. 재분배정책이란, 정부가 부나 소득,

재산, 권리 등을 사회 내의 계층이나 집단 사이에 재분배되는 정책으로

사회보장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정책이란, 정부기구

의 구조와 기능상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

국의 통·폐합 결정, 여성부의 신설결정 정책 등이 있다.

2.1.3. 정책의 수단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수단은 실질적

내용으로서 중요한 정책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책수단은 효과와

능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형평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 등 다양한 평

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책수단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실질적 정책수단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모든 정책수단.

보조적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수단. 다른 말로 정책집행수단이라고도 지칭함.

<표1> 정책수단의 분류

정부가 지배하는 주요 자원들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이 있다. 주요 대표 자

원들은 정보, 권위, 자금, 조직이 있는데 <표2>에 대표적인 자원들에 대한 정

책수단을 나열하였다. 디자인정책도 <표2>의 정책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들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들

자금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들

조직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들
· 정보수집과 공개

· 자문과 권고

· 광고

· 조사위원회

· 벤치마킹과 성과

지표

· 명령과 통제적 규제

· 표준설정과 위임된

규제

· 자문위원회와 컨

설팅

· 보조금과 대부

· 사용자 요금부과

· 손해책임법

· 바우처

· 정책창도 및 싱크

탱크 자금 지원

· 직접시행

· 공기업

· 계약

· 시장조직 창조

· 정부조직의 창조

· 파트너쉽

<표2> 정부가 지배하는 주요 자원들에 의한 주요 정책수단들의 예

자료: Howlett, Ramesh, and Perl(2007)의 분류에 Salamon(2002)의 정책수단들을 추

가하여 재분류한 것임.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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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 설계의 기본요소들과 정책믹스의 기본적인 정책수단 구성 요소들

의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성요소들 질문들

정책의

목적들

정책의 목적들은 무엇인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가?

전적으로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해도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인가?

문제가 악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인과모형

인과모형은 무엇인가?

x를 하면 y라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만일 모른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정책수단들

정책이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나 수단들을 사용

해야 하는가?

그들은 얼마나 강제적인가?

그들은 얼마나 인센티브, 설득, 또는 정보제공에 의존하는가?

역량구축은 얼마나 하는가?

정책의

대상들

누구의 행태가 변화될 것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대상은 있는가?

설계의 선택들은 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을 예측하고 있는가?

정책의

집행

프로그램은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누가 집행시스템을 짜는(layout)것인가?

상향적 또는 하향적 설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왜 그런가?

<표3> 정책설계의 구성요소들

자료: birkland(2011), p.231.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2), 311.

정책믹스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의 구성 요소들을 <표4>와 같이 구분하

였는데, 관리에 사용된 일반적 원칙이 실질적 내용인지 절차적인지에 따

라 사용된 자원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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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정책

2.2.1. 디자인정책 개념과 정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전문가, 관련실무자 등의 관점에 따라 디자인의 정

의가 다르며, 이는 디자인 정책 운영 시 사업의 영역과 시장규모 등에

영향을 준다.7)

사용된 자원

관리에

사용된 일반원칙

정보 권위 자금 조직

실질적 내용

자문

훈련

보고

등록

(registration)

규제

자율규제

라이센스

(license)

센서스 실시

보조금

사용금

대부

조세지출

인두세

직접시행

공기업단속

자문

기록보관

절차적
정보제공

회수

협정(treaties)

자문위원회

이자

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컨퍼런스

(conference)

청문회,

정부재조직

<표4> 정책믹스의 기본적인 정책수단 구성 요소들의 분류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2), 530.

구분 시사점

일반적

정의

사전적

정의

- 제품, 건축 따위 등의 어떠한 대상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등 좁은

의미로 정의

학술적

정의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의 의미로 해석

법률에

따른

정의

산업디자인

진흥법

- 산업영역의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제적 가치에 편중

- 새로운 디자인분야의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

디자인

보호법

- 제품군영역에 한정

- 공간, 규모 있는 시설물은 제외되어 공공디자인시설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결여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산업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명시

- 산업디자인의 범주가 부처 간의 입장을 토대로 형식적으로 규정함

문화예술

진흥법

- ‘응용미술’이라는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용의

불분명이 정책을 운영할 때 혼란가능성이 높음

<표5> 디자인의 정의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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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책 또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에 다라 다르게 정의한다. 특히

디자인관련 사업에 있어서 정의를 다르게 함으로써 사업의 방향성을 정

하기도 한다.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도 디자인

정책은 달라진다.

국내 디자인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근거로

분류되어지며 타 디자인관련법규에 언급하는 디자인의 종류를 모두 포함

한 가장 많은 디자인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분류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7)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3.

구분 시사점

르카르노 국제분류

- FTA체결 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디자인보호를 목적

으로 둔 디자인분류

- 제품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디자인적인 요소

심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디자인 분류

- 현 법률상 가장 많은 분야를 내포한 디자인 분류

- 문화산업에 편중된 디자인 분류

<디자인코리아2020>에 따른

디자인 분류

- 디자인을 가치적적인 행위, 가시적인 매개체 또는

방법론에 따른 디자인 분류

「2010-2011

디자인백서」에 따른

디자인 분류

- <디자인코리아2020>을 기반으로 서비스영역을 추

가 범주로 설정

- 디자인의 일상생활영역까지 확대된 트렌드를 반영

하여 뷰티, 요리, 푸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 범주

로 설정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른

디자인 분류

-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둔 디자인 분류

- 새로운 디자인영역, 디자인 외 타 분야와 디자인의

융합을 반영한 최신 디자인분류

<표6> 디자인분류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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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정책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정

부의 방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책의 개념은 바라보는 관점과 추구하

는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정치 문화적 성격에 따라 참

여자의 구성변화 및 발언건의 강도에 의해서 정책의 성격이 달라진다.

디자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일반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이 함축하고 있는 두 가지 성격, 즉 ‘문화적 가치성’과 부가

문화산업영역 디자인 관련 내용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영상특수효과를 위한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의상디자인, 사진, 조명, 정보그래픽

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비디오의 컴퓨터그래픽, 게임그래픽,

재킷디자인, 게임영상디자인,

UI/GUI디자인, 콘텐츠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정보그래픽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북일러스트, 북디자인, 편집디자인,

출판디자인, 포스터디자인, 글꼴디자인,

키네틱타이포그래픽, 화면그래픽,

정보그래픽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타이틀, 방송콘텐츠 중 비주얼제작,

프로덕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키네틱타이포그래픽,

화면그래픽, 정보그래픽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CI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제외),광고,미술,공예품

과 관련된 산업.

산업디자인은 포함하고 공연․미술품은

제외한 제시된 전 부분이 디자인 전문

인력의 직무와 직능에 해당,

캐릭터디자인, UI/GUI디자인, 촬영,

그래픽디자인, 영상디자인, 무대디자인,

공간디자인, 조형디자인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개발․제작 등과 이와

관련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웹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비디오, 모바일, 영상 Arcade게임

등 다양한 멀티콘텐츠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참여
아. 그 밖에 식품, 전통의상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

디자인을 통한 전통문화자원의

복원,재생하여 활용

<표7>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디자인 분류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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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의미의 실제성’의 맥락에서 디자인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8)

금진우는 디자인 정책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디자인 정책이란 ‘전반적인 시민의 문화 활동을 배경으로 문

화적 가치성과 경제적 가치 획득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형성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행동 및 그 행동 지침’ 이라

하였다.9)

2.2.2. 국내디자인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10)

1. 국내디자인정책의 발전과정

(1) 1970년대 디자인 정책

우리나라가 경제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디자인과 포장의 진흥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한국포장기술협회와 한국수출디자인 센터를 해산하고 재단

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였다. 디자인의 향상과 포장기술의 개

선하고 우수한 포장수출품을 공급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

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한국포장대전 등 다양한 전람회와 디자인 진흥사업을 전개하였

다. 국가적으로 진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 공예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공예가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디자인학회가 창립하여 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공헌에 앞장섰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인력

과 값싼 인건비, 적극적 설비투자와 기술 도입 등의 산업자원이 풍부하

여 국내 제품 디자인의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었다.

(2) 1980년대 디자인 정책

디자인이나 포장 등 외적요소 물론 제품의 질과 기능에 대해 집중하며

디자인의 고민과 함께 기업의 제품디자인 수준 향상과 관련 전문가양성

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에 정부가 힘을 쏟는 시기라 할 수 있다.

8) 금진우, 디자인 정책의 개념과 정책 문제 (n.p.: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5), 30.
9) 이일규, 김태완,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서울: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2009), 60. 재인용
10)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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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품 중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GD(Good Design) 선정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88서울

올림픽으로 디자인 활성화분위기가 조성되어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환

경디자인 등 거의 모든 디자인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를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다.

(3) 1990년대 디자인 정책

1990년대는 디자인이 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전까지 정

부 정책이 지도 및 개발에 집중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사업 비중을 진흥

업무에 보다 더 많은 개선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일

반인이 디자인을 다양하게 접촉, 친밀하게 느끼게 하여 생활인 디자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통상산업부에

중앙정부 최초로 디자인 정책 전담 부서인 ‘산업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기울였

다. IMF 시기에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워지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자인 전문회사에게 산업자원부가 인증해주는 ‘공인 디자인 전문회사

구분
시대별 특징

(산업)
산업정책 디자인정책

시대별특징

(디자인)

60년대
산업기를 조성 수출주도형 전략 디자인 의식

태동기

디자인개념미흡

70년대
생산중시

수출중점

중화학공업육성 디자인과

포장육성기

디자인개념의인식

80년대

생산중시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중화학분야

산업합리화

디자인인식

확산기

디자인역할에

대한 관심 증가

90년대

기술중시

첨단산업

개방화와

민간주도 경제운용

디자인

산업조성기

디자인이 산업에

있어 핵심요소로

등장

00년대

기술과 감성중시

서비스산업 확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부문간 동반 발전

디자인

세계화 추진기

디자인 개발

성과 시현

<표8> 디자인 정책 및 산업 정책의변화

이일규, 김태완,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서울: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200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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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중파나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디자인

의 제반 문제와 가치를 대중적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였다.

(4) 2000년대 디자인 정책

디자인 산업이 구축된 상황 속에서 디자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 디자인

벤처 지원 및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였다. 디자인 전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을 모색하였다.

2. 국내정책현황11)12)

(1)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디자인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현재 국내의 디자인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디자인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여

2011년, 국토해양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하

여 도시지역 내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 설치용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

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위한 디자인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의 물리적인 측면보다 지역의 커뮤

니티문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

하였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실시하여 시정을 위한 다양한 가이

드를 마련하고 디자인총괄 조정, 자문 등을 통해 디자인시범사업에 참여

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

행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의 독창성과 품질개발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공

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13)

(2) 디자인 활동 지원 및 인프라 지원

2010년 지식경제부는 디자인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발간하였다. 또 2011년 특허청

11)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2), 2010-2011 디자인백서, 56-69 참고하여

재구성.
13)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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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방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디자인 저작권 보호 강

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중소기업청은 지역중소기

업의 디자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설계혁신센터(DDIC : Digital

Design Innovation Center)'를 전국 5곳 설치하였다. 2012년에는 3곳 추

가 설치하였다. 이런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중소기업 육성에 힘

쓰고 있다.14)

(3) 디자인교육 및 연구사업 지원

정부는 디자인을 정규과목으로 신설하거나 조기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규과목으로 디자인과목을

선정하여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부터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디자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연구학교’는

2011년 총 8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생활, 안전, 전통 등을 주

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

자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창출 및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부가 2008년부터 주관해온 ‘문화

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문

화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한국공예․디자인진

흥원에서 학교를 선정하여 디자인 컨설팅과 시공을 추진하고 그 공간에

서 디자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15)

(4) 디자인협력 기반구축

서울디자인재단은 2010년부터 도시디자인협의체 담당 사무국 설치하

고, 2011년 중국 양저우시에서 ‘서울시 세계적인 도시디자인 발전방안 모

색’을 위하여 17개 도시대표가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개최하고 <글로벌디

자인도시협의체(GDCO)>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렇게 글로벌 도시디자인

협의체를 구축하여 디자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6)

14)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5.
15)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6.
16)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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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3번의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공디

자인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의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추진 성과를 진단하

고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디자인코리

아’행사를 개최하였다.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이런 문화기반 행사를 통해

문화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또 문화적 공간을 위한 건축

디자인 확산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건

축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7)

(6) 디자인산업지원

국내 디자인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침체와 더불어 디

자인 연구개발분야 및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디자인국가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2015년 디자인 국가순위 세계 7위를 목표로 ① 디

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② 디자인기업 및 전문인력 고도화, ③ 미

래지향적 디자인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디자인산

업육성종합계획, 2011>를 발표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

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여 전 비스니스영역을 지원하는 ‘토탈디자인역

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뿐 만아니라. 글로벌

스타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도 개편하였다. 디자인공학, 경

영학, 인문학 등이 융합된 커리큘럼 정착과 디자인업계와 대학 간 협의

체 구성, 수요지향적인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기술 및 DB를 구축하고 한국제품

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발굴하고, 한국적 디자인 정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 디자인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18)19) 에너지 고지서 개선사업

을 전개하여 그 성과를 여러 분야로 확산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등을 전

개함으로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7)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7.
18) 지식경제부, 2011년 4월 27일자 보도자료 참고

지식경제부(2011), ‘디자인 Global TOP7'달성을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

획, 관계부처 합동 자료 참고
19)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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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디자인정책 선행연구의 주요 논제들20)

디자인 관련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9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관

련 법들은 디자인의 산업적 가치에 의해 보호 및 관련업체․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서 근대 디자인의 미적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20)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규 목적 주요내용 소관부처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거론되는 산업디

자인을 제외한 디자인을 문화산업으로 간

주하고 있어 디자인업계에 혼선 발생가능

성이 있음

문화부문화예술

진흥법

명시된 “응용미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어 재의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디자인의

개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저작권법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

호하는 지에 제정된 법률로 제2조 15항

“응용미술저작물”내에 디자인을 포함

산업디자인

진흥법

지식기반의

경제적 발전

산업디자인을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

경디자인, 시각디자인으로 4가지 분류하여

디자인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하지 못함

지경부
산업융합

촉진법

디자인에 대한 간․직접적인 언급은 없으

나 디자인이 타 기술과 분야에 융․복합하

는 현 산업의 경향에 적합하게 맞물리는

법률로 디자인의 역량과 발전에 밀접한 관

계와 영향을 주는 법률임

건축기본법
지역성, 공공성,

기능성 창출을

통한

국토환경 개선

지역의 정체성, 기능성 및 공공성 등의 가

치 창출을 위해 건축영역에서 기획 및 설

계하는 행위인 ‘건축디자인’에 한하여 디자

인을 언급하고 있음
국토부

경관법
명시된 해당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른 디

자인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생활환경

개선

사업내용에 따른 관할기관의 중복 및 혼선

발생가능성이 있음
행안부

디자인

보호법

창작활동환경의

투명성 제고

디자인의 산업적 정의에 따른 법령으로 20

세기디자인 수준에 지나지 않음
특허청

<표9> 디자인관련 법규 현황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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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류 상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함에 있어 부처간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처간 유기적 통합 제정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

산업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은 관여하는 디자인 영역이 다르나

디자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재 디자인 흐름에 따라 정책상의 혼선

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건축기본법」,「경관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은 공공재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사업의 근거법률로서 타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의 가능성 또한 높다.21)

2011년 기존 법령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법류개정을 통하여 법제

의 명확화, 통합화, 단순화, 자율화를 추진하였다.22) 그러나 일부 법률 개

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처리, 행위자의 자율성은 부여했으나 궁극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과 역할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

다. 개정된 법률로는 아직 디자인의 새로운 개념 및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타 법률 간의 연관성, 사업의 중복성 문제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23)

21)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2.을 참고하여 재구

성.
2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2), 2010-2011 디자인백서, 56-58 참고

법률 개정목적 대표적인 개정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의 내

디자인 범위의

명확화

전통과 관련된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을 문화산업이라고

명시

- 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

-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는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생활용품 등

-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출제 등과

관련된 산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복잡하고

경직된

국토이용체계의

통합화,단순화,

유연화

절차 간소화 및 형식적 구분 폐지

-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간소화

- 지구단위의 형식적 구분 폐지

- 관련조례에 의한 위임근거 법률에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설치의

혼란 및

불편 개선

광고물 허가에 대한 기준 정리 및 조성의 자율성 강화

- 시도지사의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에 관한 권한 부여

-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 지정 운영

<표10> 2011년 디자인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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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부처의 성격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에 주력하거나 지식경

제부와 같이 산업과 디자인을 관할하는 부처는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브

랜드육성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공디자

인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안전부는 주

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24)

각 부처에서 디자인 정책이나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은 10명 내외로

업무의 규모나 양에 비해 조직인원이 부족하다. 디자인정책운영은 특성

23)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3.을 참고하여 재구성.
24)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5.을 참고하여 재구성.

구

분

담당부

처
정책방향

담당부서

(조직인원수)
디자인관련업무

주

요

부

처

문화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디자인

공간문화과(8)

건축문화진흥,근대산업유산의 문

화적재생,공간문화조성,공예관련

업무, 미술문화행사개최

문화산업

정책과(13)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조정, 조사·연구, 재

원 조성 및 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지

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한

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저작권정책과

(6)

저작권 분야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지경부
디자인혁신을

통한 산업진흥

디자인브랜드과

(8)

디자인ㆍ브랜드산업 육성 시책

의 수립ㆍ추진

행안부

주민생활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생활공감정책과

(6)

생활공감정책

지역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

국토부
삶의질 향상과

국가위상향상

건축문화경관팀

(8)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한옥활성화관련사업

지역건축자산, 민간전문가, 공공

건축상

도시재생과

(8)
도시재생, 도시개발, U-City 업무

<표11> 중앙정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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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업무수행이 미흡하고 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운영을 하기에는 타 분야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최근 부처 간의

MOU체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25)

유형 내용 국가

통제형 · 중앙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디자인 정책과 집행을 담당 구 소련

중앙

집중형

· 정부가 주요 디자인 정책을 수립·진행

· 디자인은 산업 정책의 일환

·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계의 디자인 역량을 강

화하는데 상당한 재원을 투자

대만, 한국

분산형

(위임형)

· 민간위임 원칙으로 정부 혹은 비정부 진흥기관이 주요역

할을 수행

·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은 부재

대부분의

유럽소재

디자인기관

혼합형

(간접형)

· 중앙집중형이 분산형을 사인별로 선별 채택

· 디자인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여

미국,일본,

독일

통합형

· 디자인 정책을 기술혁신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과 같은

여타거시 정책과 통합

· 세계화에 따른 정부 정책 제약에 대한 대응책

· 최근 혼합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핀란드

<표12> 국가 디자인 정책의 유형

이일규, 김태완,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서울: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2009), 61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대부분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있다. 정부

의 개입의 정도와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역사·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알페이 얼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가 디자인 정책을 통제형, 중앙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및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제형 정책은 산업

은 정부소속이고 디자인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된다. 강

력한 정부의 주도 정책이며,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경우에 해당

된다. 올바른 디자인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되어 진다. 중앙집중형은 디자

인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하여 정부 주도로 주요 디자인 정책이 수립·

집행되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양의 재

25)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6.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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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산형은 정부나 비정부 디자인 진흥단체

를 통해 가능하다. 이들은 자금 지원을 받는 준 독립기관이다. 이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국가정책이 없는 대신 디자인센터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한

재정 상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

혼합형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사안별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한 통합형 모델에

서는 디자인 정책이 혁신정책 또는 중소기업 정책과 같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거시 정책 속으로 통합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는 점차

직접적인 정책 기구를 상실해가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 모델은 별도의 국가 디자인 정책은 없으나 혁신과 중소기업정책

을 이미 시행하는 있는 나라의 초기 디자인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는 형

태라고 볼 수 있다.26)

26) 이일규, 김태완, 디자인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서울: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2009), 61-63. 재인용

구

분
정책 및 사업 법․제도 추진조직

현

황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가치

지향적인 디자인의 제도적 기

반마련

-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인프

라 구축 및 지원

- 디자인교육 및 연구사업 지

원 확대

- 글로벌 디자인협력기간 기

반 구축

-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한 지

원 확대

- 중앙정부 각 5곳에서

관리하는 법제는 총 9가

지이며 산업과 공공디자

인사업에 초점이 맞춰짐

- 2011년 행정 처리의 간

소화, 자율성을 확보한 법

률로 개정됨

- 중앙정부는 7곳 이

상의 부처에서 디자

인정책 및 사업관활

- 지방정부는 수도권

을 중심으로 디자인

조직 편성 초기현상

-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일부에 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한

전문기관 설치

시

사

점

- 디자인의 가치측면에서의

활동 확대

- 디자인정책 및 사업발전의

과도기로서 다양한 시도가 진

행됨

- 여전히 형식상 사업 및 인

력 지원으로 시장의 악순환

반복

- 디자인의 신개념 및 역

할을 반영한 법률 제정

미비

-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

창출 보다는 효율적인 행

정 처리에 중점을 둠

- 타 부처 간의 협의 및

일관성 있는 법률안이 요

구됨

- 디자인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국가

사업으로 편중됨

- 중앙과 지방의 연

계가 미약하여 정보

교류 활성화 미비

- 국가적인 디자인사

업 규모에 비해 인력

부족난 발생

<표13> 국내정책현황 및 시사점

김효정, 디자인정책 발전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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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차체를 중심으로 가치 지향적인 디자인 제

도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는 디자인의 가치측면에서의 활동을 확대하

기 위해 디자인의 개념과 역할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

의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

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수요를 위한 재정추가 및 전문가 육성을 추

진해야한다.

2.3. 유휴공간과 공간재생에 대한 고찰

2.3.1. 유휴공간의 가능성

최근 유휴공간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유휴공

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거나 재생시켜 문

화적,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더불어

문화적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

하다. 다시 말해 유휴공간을 단순한 폐 공간에서 잠재적 가치 있는 장소

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도시환경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

주형은 “기성도시 내 산업 지역이나 공장, 유적지 같은 유휴공간이 도시

재생에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많은 유휴공간은

지역을 슬럼화하거나 미관상 부정적 요소이지만, 반대로 개발에 대한 무

한한 잠재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의 기반시설로 작용

하여 “연계활용”이 될 수도 있다.27)

또한 유휴공간은 과거의 시간과 역사적 상징을 지닌 지역과 시설로서

그 자체가 기억과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유휴공간 그 자체를 문

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유휴공간에 대해 보존을 위한 기준, 활용성에 대

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유휴공간은 도시적, 건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28) 아래 <표14>를 통해 그 가능성을

27) 이정형, 도시재생과 경관만들기 (n.p.: 발언, 199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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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28) 이주형, 21세기 도새재생의 패러다임 (n.p.: 보성각, 2010), 17.

도시적측면

도시 전체의 분위기 변화

도시 활성화와 노후화된 도시환경 정비수단

도시의 거점 지역으로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로의 개조

건축적 측면

공간의 리모델링으로 독특한 공간적 성격으로 변화

최소비용으로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부여수단

근대 문화·유산적 측면

역사적 가치를 지속시키는 역할

새로운 형태를 부가하는 잠재적 역할

유적지나 박물관으로 개조, 문화적공간으로 활용

경제적 측면

신축에 비해 적은 비용, 신축시설에 준하는 경제적 효과

다양한 경제적 부대효과

부동산 가치 상승

방문객 증가로 인한 관광산업효과

사회적 측면

도시의 안전화

장소의 공공성 회복

주거의 재공급의 가능성

지역의 유대강화에 따른 공동체성 수복

환경적 측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존 효과

주변지역의 녹지화

에너지 절감

<표14> 유휴공간의 다양한 측면

이덕진,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4), 37-38.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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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간재생의 정의

공간이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상하 ·전후 ·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즉,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空間知覺)에 입각하여 공간표

상(空間表象)으로서 주어지며, 철학적으로는 그 공간표상에서 출발한 경

험적 공간을,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의해서 성격이 부여된 선험적 공간(先

驗的空間)과 구별하고 있다.29) 공간재생에서 말하는 재생이란, 그게 6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존, 보전, 복원, 재생, 개조, 재축이다.

보존이란 건물은 계속 유지한 채 보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역사

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들이 초기와 같이 물리적 조건을 지키며 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보전이란 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건

물 및 도시를 포함하는 공간의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이다. 복

원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건물이 원래상태 및 재료에 대한 객관

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준시기의 결정은 역사적 연관사항이나 미적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

에서 말한 공간의 세 가지 재생 구분에서 즉 보존, 보전, 복원에서 재생

의 의미는 공간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한정된다.

공간의 재생 디자인적 구분은 재생, 개조, 재축은 디자인의 개념이 포

함되어있다. 먼저 재생은 순환 처리, 순환사용을 의미한다. 폐기물이나

폐 공간을 재생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적 도시 계획적으로 가

치가 인정되는 측면을 보존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시

키는 행위이다. 개조란 고쳐서 다시 살리는 것이다. 건물은 원래의 구조

물에 대한 대용기능을 한다. 여기서 구조는 최소한으로 바꾸고 건물이나

시설에 유용한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축이란 손상된 건축물

을 재건하는 것이다. 어떤 공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의

미한다.

29) "네이버지식백과," 네이버, n.d. 수정, 2018년9월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986&cid=40942&categoryId=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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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적 정의 건축적 개념 비고 분류

보존

Preservation

-(손질하여)보

존,유지하다.

- 건물을 계속

유지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들이 초기와 같이

물리적 조건을 지키며

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행위.

기존의 모든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나

집착을 지양함.

공간보존

및

관리

보전

Conservation
-유지하다.

건물 및 도시를

포함하는 컨텐츠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환경학에서 도래된

개념으로 필요시

복원이 부가적으로

행해짐.

복원

Restoration

-원래대로

회복함.

건물의 원래 상태 및

재료에 대한 객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행위.

복원 기준 시기에

대한 결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기준시기의 결정은

역사적

연관사항이나

미적가치에 따라

달라짐.

재생

Recycling

-순환

처리하다.

순환사용하다.

(폐물을)재생하

여 활용하다.

건축적 도시 계획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측면을

보존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 또는 부여하는

행위.

리노베이션과

유사한 개념이나

보존 부분의

비율과 활용에

따라 개념 상의

차이가 생겨남.

공간

재생

디자인

개조

Renovation

-고쳐서 다시

살리다.

건물은 원래의 구조물에

대한 대용기능을 함.

구조는 최소한으로

바꾸고 건물이나

시설에 유용한

새로운 용도를 부

여하는 것 변화가

수반 될 때 역사적

연결성과 장소에

대한 확실한

감각이 필요.

재축

Reconstructi

on

-손상된

건축물을

재건하다.

-사라지고

없는 것을

재현하다.

원래 대지에 이미

없어진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재건축된 건물은

원래의 구조물에

대한 대용기능 을

함 구체적인 형태

등 은 문서 혹은

고고학적 증거에

의거함

<표15> 재활용 관련 용어의 일반적 정의

김동훈, "수원 화서경내의 보전과 회복에 관한 연구," (박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8.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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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화와 공간

2.4.1 공간과 문화의 관계

서구유럽은 1950년대가 문화 민주화 시대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국민

들은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사회 공동체에서의 자발적 발전과 성장뿐

만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유형마다 그

에 알맞은 정책 수단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화적 욕구가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에 걸쳐 도시와 문화가 밀접한 삶을 향유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되었다.30)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 인구감소로 인하여 최근 유휴공간이 급증하

였다. 그 결과 유휴공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슬럼화 되고 경우에 따라

서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발전이 일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환경악화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까

지 피폐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도시들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상응

하여 공간을 재생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문화산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유휴공간을 문화적 재생공간으로 탈바꿈함으

로써 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앞으로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공간에 있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것에

는 경제적 배경도 존재한다. 즉 문화를 보존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대상

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성을 맺을 때 경제적

으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

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도시의 디자인, 경관

계획, 도시계획까지 유휴공간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게 되

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질

과 연관되는 모든 것에서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유휴공간

재생에 건축가뿐 만 아니라 예술가와 문화인을 참여시키고, 정부 부처의

개혁에 있어서도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건축분야까지 부분적으로

30)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방안 연구 (n.p.: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 참조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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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재생의 각 분아야 예술가의 창조

적 사고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러한 공간조성과 문화조성을 통

해 시민들의 삶의 창조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31)

2.4.2 국내 등장 배경

1. 문화도시 육성 차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문화의 개념이 폭넓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

거 개발 중심의 도시 건설에서 유휴공간을 재생하여 문화도시로의 전환

이 추구되면서 논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폐 산업시설이나 재

개발단지등에 남아있는 유휴시설자체를 문화공간을 재생시켜 문화적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도시 육성차원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구체적

인 논의가 없고, 이에 따른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명확한 개념정립이

부족하고, 해외사례를 단순모방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화도시육

성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요소가 무엇인지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그러나 문화도시의 관심이 문화나 도시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공동체 모두에게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고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법제적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속적, 단계

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문화권’과 삶의 질의 실질적 보장

우리나라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참여 욕구와 문화적․환경적 삶에 대

한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문화

활동을 수용할 공간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체단

체는 이러한 욕구를 유휴공간을 재생시킴으로서 그 자체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사회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문화의 향수는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람의 공간

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문화와 공간이 함께 발전해야하는 필요가 생기

가 된 것이다.

31)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방안 연구 (n.p.: 한국법제연구원,

2008), 20. 참조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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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최근 주민들이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상 생활환경을 스스

로 개선해 나가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 주

도의 골목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문화 공간 만들기 등으로 나타났고, 정

부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유휴 공간 현안에 연계되어 문화적 공간재생이라는 계획을 구체

화 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4. 관광개발․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목적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문화 지원뿐만 아니

라, 이러한 문화조성이 그 지역의 관광개발, 산업 육성, 나아가 지역개발

등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직면하였다. 그러한 현실에 대

응한 것은 이미 해외에서 문화도시, 창조도시, 도시재생 등의 목표로 수

행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도시들을 모델로 하여 유휴공

간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였다.32)

2.4.3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정책 대상에 따라 유형화된 문화법 체

계를 갖고 있다.33)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문화적 요소로 추진시키는 법으로는 부족한 요소가 많다. 최근

공간재생에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부처 간 유기적

인 연결이 어렵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 지방단

체들마다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목표나 계획

등은 있지만, 관련 법체계의 전환은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정되고 있

다. 인식의 전환이 늦어 유휴 공간 철거나, 재건축 등 건축 관련 법제가

많고 이를 응용하고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기반이

될 만한 법제는 미비하다.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도입

32)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방안 연구 (n.p.: 한국법제연구원,

2008), 26 참조하여 수정
33) 김세훈, 문화분야 법제 정비방향 연구 (n.p.: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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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휴 공간, 그 지역과의 문화성, 해당 지역의 문화

색을 고려한 시각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문화공간을 만들려는 법제와 도

시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예

산의 확보도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정책의 영향에 대한 고려도

있어 문화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34)

2.5. 선행연구의 시사점

문화정책 기반의 공간의 개념과 배경을 보면 과거의 문화도시의 요소

가 되는 전통적 예술 문화에서 탈피하여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고

양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정책을 기반한 공간디

자인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림6> 선행연구의 시사점

34)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방안 연구 (n.p.: 한국법제연구원,

20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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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문화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하여는 전통문화 보존 중심의 법제가 많

고, 다른 부처와 업무의 중복 등을 이유로 법안의 제․개정과 정책의 설

정이 늦어지고 있다.

공간재생에 관련된 법제는 개발 중심의 사고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예술․문화 육성을 위한 법제와 문화적 공간의 마련을 위

한 공간계획이나 관련 법제는 서로 동떨어져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예산의 확보도 의무화 되

어 있지 않다. 여러 정책의 영향에 대한 고려에 있어 문화적 공간에 대

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정책에 관해서도 국내 중앙집중형의 디자인정책은 발주처, 디자

이너,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유휴공간 디자인정책현황 조사 및 디자인만족도 선행연구 결과 알 수 있

다.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디자인 창의성과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실행 수단의 개선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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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및 정책사업 우수사례

3.1. 해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사례

3.1.1. 해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개요

유휴공간은 경기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쇠퇴, 주거 소유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도 지역문화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휴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유휴공간은 단

순히 소유자만의 재산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써의 의미

를 갖는다.

해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분석은 각 국의 유휴공간증가 원

인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 정책의 대표 사례 및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사례에 대해 파악한다. 이를 통해 1) 유휴공간의 체계적 관

리, 2)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문조직과 주민 참여, 3) 유휴공

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지역별 명확한 추진체계

정립 및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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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우수사례 분석35)

1. 미국의 빈 자산(Vacant Property) 관리 정책

(1) 원인 및 배경

미국 내 빈 자산문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점점 고조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 십 년 간 대지와 건물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

고 결국 빈 자산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 중심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기존 지역에서는 빈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

35) 임유경, 임현성,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n.p.: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분류 원인 및 배경 대표 사례 기타 사례

미국
빈
자산(Vacant
Property)
관리 정책

· 대지와 건물의 증가
·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 악화
· 개인 재정 악화
· 도시 중심지 이동

· 필라델피아 LISC의 빈 자산 프로그램
- 주민들 스스로 커뮤니티를 건강
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상권 강화와 커뮤니티 미관 향상
- 빈 자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업무 개선

· 연방정부 예산 지원 프로그램
- 빈주택 리노베이션 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

· 지방정부 토지 비축 프로그램
- 민간/공공 협력하여 빈 자산
취득, 개발, 판매

· 비영리조직과 지역정부와의 협
력을 통한 전략 수립 및 DB관리

일본
빈
집(空き家)
재생 정책

· 행정기관의 통폐합,
주요 관공서 이전 등
으로 지역 쇠퇴
· 주거 소유형태 변화
· 노령 소유주의 사망
· 철거시 세금 과다

·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빈집 재생
프로젝트
- 'NPO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
트'와 함께 빈집정보 제공 및 활용방
안 추진
- 문화유산과 건물 등을 대상으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75% 보조
- 첫 빈집 재생 대상이었던 곳을
빈집 재생 활동의 랜드마크로 상징
적 의미 부여
- 지역 고유의 경관과 재생을 위한
빈집활용의 방향성 제시(빈집 재생프
로젝트 핸드북)

· 중앙정부 빈집 현황 파악, 예산
지원
- 빈집 실제조사 및 의견 수집
- 빈집 재생사업 국가가 매년 공모
→ 선정된 사업 비용 일부 지원
· 지방정부 빈집 현황 수집,
각종 조례 및 보조금 지원

영국
빈
주택(Empty
Homes)
관리 정책

·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 쇠퇴로 일자
리 감소
· 재정비 또는 철거되
지 못한 노후화된 주
택 누적

· 지역사회 주도의 빈 주택 프로젝
트 'Canopy Housing Project in
Leeds'
- 자원봉사자들과 주택을 사용할
사람들이 함께 스스로 그들의 집을
수리
　 → 지역 주민에게 학습과 고용의
기회 제공
- 리즈시청으로부터 빈 주택을 공
급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
계약 체결
- 집 수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며 교류

· 중앙정부 예산지원, DB, 가이
드라인 구축
- 빈주택의 강제수용과 수리비 등
주택의 재사용을 위한 예산

지원
-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 지방정부 빈주택 활용 지원, 권한
집행
- 일정 조건의 빈 주택에 대해
7년까지 운영/관리 권한 행사

· 지역사회의 조치요청, 빈집활
용 사업 추진

<표16> 해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의 우수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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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의 재정상황도 악화되면서 빈 자산 관리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필라델피아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의 빈

자산 프로그램

필라델피아는 과거 기계․금속․섬유 등 제조업의 중심지였으나 2000

년대 이후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중심지가 이동하여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었다. 필라델피아의 LISC는 지역 운동 지원 법인으로

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살기 좋고(to live), 일하기 좋고(to work), 방문하기 좋

고(to visit), 사업하기 좋고(to do business),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to

raise family) 장소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36)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계획(initiatives)들을 지원하

고, 상권(commercial corridor) 강화와 커뮤니티의 미관을 향상 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빈 자산의 취득과 매각의 과정에서 검토

나 승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나, LISC는 필라델피아 시

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

다.37) 그 결과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빈 자산관련 업무가 1년 이내에

가능해졌다.

(3) 기타 사례

- 연방(Federal) 정부 예산 지원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압류 집합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와 커뮤니티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지방(County) 정부 토지 비축 프로그램

플린트(flint)시 내에 있는 제네시 카운티는 정부 산하의 제네시 카운티

토지비축은행(GCLB; Genesee County Land Bank)을 통해38) 토지비축은

36) "ABOUT US - Mission," LISC, n.d. 수정, 2017년 9월 1일 접속,
http://www.lisc.org/.

37) Philadelphia LISC & the National Vacant Properties Campaign, Improving
Philadelphia's Vacant Property Programs (n.p.: -, 2010), 23.

38) "Who We Are," Genesee County Land Bank, n.d. 수정, 2017년 9월 9일 접속,
http://www.thelandbank.org/whowea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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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빈 자산의 취득․개

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빈 자산으

로 남아있던 듀란트 호텔이 학생 기숙사로 개조 되는 등 쇠퇴 지역에 활

력을 불어 넣고 있다.

- 비영리 커뮤니티 조직(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과 지역

정부의 협력을 통한 전략 수립 및 DB관리

2. 일본의 빈 집(空き家) 재생 정책

(1) 원인 및 배경

일본은 행정기관의 통폐합, 주요 관공서 이전 등으로 기존 지역이 쇠

퇴하면서 빈 집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소유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고층 공동주택으로 변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매매

에서 임대를 선호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령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없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철거 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히로시마현(広島県) 오노미치시(尾道市) 빈집 재생 프로젝트

히로시마현의 오노미치시는 과거 해운․상업․조선업 등이 번성한 일

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였으나, 점차 기능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서 빈집이 증가하게 되었다.39) 오노미치시는 비영리 단체인 ‘NPO 오노

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빈집 재생 사업과 빈집정보를 제공하

는 빈집 뱅크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오노미

치 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문화유산과 건물 등을 대상으로 정비․복

원․외관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75%까지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첫 빈집 재생 프로젝트 대상이었던 ‘오노미치 가우디하우스

(通称ガウディハウス)’를 빈집 재생 활동의 랜드 마크로 삼고 빈집 재생

관련 교육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5가

지 빈집 재생 프로젝트 핸드북‘(빈집 × 건축, 환경, 커뮤니티, 관광, 예

술)을 제작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 보존 및 재생을 위해 빈집 활용의 방

39) 임유경, 임현성,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n.p.: 건축
도시공간연구소, 201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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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제시하며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건물과 거리를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며 견학하

는 건물탐방, 빈집 재생 현장체험을 통해 빈집 재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건축학교, 정보교환 및 관련자들 간 교류를 지원하는 세미나인 빈

집회의 등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

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3) 기타 사례

- 중앙정부 빈집 현황 파악 및 예산지원

일본의 중앙정부는 (재)주택종합센터와 연계하여 빈집 실제조사 및 소

유자의 의견을 수집하여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매년 빈집 재생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 지방정부 빈집 현황 수집과 각종 조례 및 보조금 지원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빈집 현황을 수집하

기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빈집 정보를 받아 웹사이트에 목록을 공개하

는 ‘빈집뱅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빈집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

례’를 시행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에

일부 자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빈집의 개보수

비용이나 빈 가게 활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3. 영국의 빈 주택(Empty House) 관리 정책

(1) 원인 및 배경

19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

면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주택 신축이 활발하지 않은 영국의 특성상

재정비 또는 철거되지 못한 노후화된 주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었

다. 주거뿐만 아니라 동네 소매점 등 상업용 유휴공간의 증가도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사회 주도의 빈 주택 프로젝트 ‘Canopy Housing Proje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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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s'

리즈시(Leeds City)는 과거 영국의 산업 중심지였으나 구도심을 중심

으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집이 발생하게 되었다. 빈 주택들은 과

거 건축 당시의 특성상 외부 공간 및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간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

었다. 1996년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 'Canopy

Housing Project'가 결성 되었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과 주택을 사

용할 사람들이 함께 스스로 그들의 집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게 학습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리즈 시청으로부터 빈 주택

을 공급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빈 주

택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수리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기타 사례

- 중앙정부 예산지원, DB 및 가이드라인 구축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빈 주택의 강제 수용과 수리비 등 주택의 재사용

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빈 주택의 위치 및 범죄, 방화 등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지표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빈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 지방정부 민간의 빈 주택 활용 지원 및 권한 집행

지방정부는 빈 주택의 활용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갖는데, 일정 조건의

빈 주택에 대해 7년까지 운영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한다. 방치된 부동산

에 대해 강제 구매 명령 및 강제 매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조치요청 및 빈집 활용 사업 추진

지역사회에서도 빈집 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빈 주택에 대해 정부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거나,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하

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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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 우수사례분석

3.2.1. 국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 우수사례 분석40)

4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방안 연구 (n.p.: (주)크리홍보, 2014)와 최봉헌, 유휴공간 대상분석 및 사례
조사 연구 (n.p.: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를 참고하여 재구성.

사례 개요 특징

폐채석장

활용

문화공간

사업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포천아트밸리 내)

· 조성년도 : 2009년

· 사업주체 : 시설관리공단

· 건립비 : 5,300만원

· 지원사업명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술감독을 선임

· 공연장, 전시장을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 구성

· 천문과학관, 모노레일, 문화예술카페 등의 관람객 유인 요소

세관창고

등 활용

문화공간화

· 위치 : 전북 군산시 장미동

· 조성년도 : 2013년 6월

· 사업주체 : 지자체 담당부서, 사업추진위원회

· 건립비 : 1억원

· 지원사업명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근대건축물에 문화예술적 가치 부여

· 옛 군산세관 본관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됨

· 전시, 관람, 공연,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

으로 리모델링 예정

대구

예술발전소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 조성년도 : 2013년 3월

· 사업주체 : 대구광역시

· 건립비 : 약 1억 6천만원

· 담배공장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

·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창조 공간

· 개관 전 인식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행사 개최

· 공개모집을 통해 예술가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스튜디오 제공

· 시민들이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트플랫폼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1가

· 조성년도 : 2009년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주관단체)

· 건립비 : 약 223억원

· 공간구성 : 스튜디오, 공방, 교육관 등 총 13개동

· 지역 정체성 확보, 일관된 주제/디자인 적용을 위해 MA제도 시행

· 총괄기획자(MA)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공동 운영

· 다양한 포럼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소통 구조 마련

· 근대 건축기술의 보존 및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을 문화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킴

한국

근대문학관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2가

· 조성년도 : 2013년

·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건립비 : 약 54억 2천만원

· 공간구성 : 로비,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다목적실

· 기존 창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방식으로 리노베이션

· 3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제고

　→ 포럼 및 자문회의, 전시, 심포지엄 등 개최

· 노후 된 공간은 복원하지 않고 보수하여 근대와 현대의 결합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다목적실 공간의 유동적 사용(세미나, 행사, 모임 개최)

선셋 장항

페스티벌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 개최년도 : 2012년

· 사업주체 : 서천군청, 선셋장항컨퍼런스 추진

.위원회(주관단체)

· 공간구성 : 미디어컨텐츠센터, 재즈파크 등

· 근대건축물과 자연환경의 연계를 통한 장소가치 재창조

· (구)장항역-도선장-미곡창고 세 거점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

· 서천의 지역자원과 서울/수도권의 창조적인 문화예술컨텐츠 융합

· 다양한 컨텐츠 구성(미디어, 문화체험교육, 로컬푸드 등)

삼례

문화예술촌

· 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조성년도 : 2013년

· 사업주체 : 전북 완주군, 삼삼예예미미 협동

,조합(주관단체)

· 건립비 : 약 24억원

· 공간구성 : 미디어아트미술관, 카페, 뮤지엄 등

· 삼례 양곡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리모델링

·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높임

· 운영안정화를 위해 완주군청 파견직원 상주하여 상호 의견 조율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1차사업(삼례예술촌 조성) → 2차(공간유도), 3차 사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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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채석장 활용 문화공간사업 -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아트밸리내 문화공간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체로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라는 사업 명 아래 5,300만원의 건립비가 투입

되어 2009년 조성되었다.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술감독을 선임하였다. 공연장 및 전시장을 중심으로 예술 공연, 학술세

미나, 회화 전시회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천문 과학관, 모노

레일, 문화예술카페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

들도 갖추고 있다.

2. 세관창고 등 활용 문화공간화 -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세관창고 활용 문화공간은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사업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화’ 사업 명 아래 건립비 1억원이 투입되어 2013년 6월 조성되었다.

완주

책마을

문화센터

· 위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조성년도 : 2016년

· 사업주체 : 전북 완주군

· 건립비 : 약 26억원

· 공간구성 : 북카페, 한국학문헌아카이브센터 등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책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위탁운영

· 개관 전 책 벼룩시장, 북페스티벌, 사서체험프로그램 등 진행

·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

　→ 실버세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삼탄

아트마인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 조성년도 : 2013년

· 사업주체 : 정선군, 솔로몬 삼탄아트마인

· 건립비 : 약 121억원

· 공간구성 : 삼탄역사박물관, 현대미술갤러리등

· 폐 탄광이 창조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받음

· 사업주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모든 권한을 위임

· 사회 지도층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오픈 전 단계별 오픈행사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임

· 지역의 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기획

서울거리예

술창작센터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 조성년도 : 2015년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 공간구성 : 메인홀, 연습실, 야외마당 등

· 구의취수장을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 공간 활용 선행연구 및 컨텐츠 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관

· 거리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예술공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아카데미 운영

· 거리예술가 대상 교육 및 신진 예술가 양성과정 운영

부산

F1963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 조성년도 : 2017년 9월

·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 공간구성 : 전시장, 서점, 카페 등

· 고려제강 공장을 전시, 공연, 교육, 상업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리노베이션

· 국내 첫 민관(기업-지자체) 협력 문화재생 사업

· 상업공간, 전시공간, 휴식공간을 부분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전시, 북콘서트,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사 운영

· 기업이 주도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우수사례

<표17> 국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 우수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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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근대 건축물에 문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사례

로써, 옛 군산세관과 본관은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이에 세관창고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전시, 관람,

공연,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

이다.41)

3. KT&G 창고 활용 문화창조발전소(대구예술발전소)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예술발전소는 과거 KT&G 창고

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문화창조발전소로 변화시킨 곳이다. 대구광역시의

주체로 건립비 약 1억 6천만원이 투입되어 2013년 3월에 조성되었다.

담배공장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로

써, 대구근대미술의 상징인 이인성과 이쾌대를 배출한 수창보통학교가

위치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창조 공간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여 개관하기 보다는 개관 전 시민들의 인식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시와 포럼, 페스티벌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구예술발전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예

술가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 아트플랫폼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주체, (재)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여 건립비 약 223억원이 투입되어 2009년에 조성

되었다. 창작스튜디오와 공방, 교육관, 전시장 등 총 13개 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사업을 기획할 때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주제와 디자인 적

용을 위해 총괄기획자(MA;Master Architect) 제도를 시행하였다. MA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조로 담당 행정관, 시민협회, 건축․예술분야의 전문

41) "[군산세관]'옛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세정신문. 2018년 8월 7일
수정, 2018년 8월 11일 접속,
http://www.taxtimes.co.kr/hous01_sejeong.htm?bigcode=2&middlecode=6&r_id=237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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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성된 조직이 공동 운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는 문화재단 설립 취진위원회를 예술, 시민단체, 학계, 시 관계자, 의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지역의 문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목요포

럼’ 및 문화재단의 문제를 지역 문화활동가와 토론하는 ‘해안포럼’등 다

양한 포럼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아트플랫폼은 19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등

근대 건축기술의 보존 및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내부는 가로(Street) 개념의 공

간구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가와 작품을 우연히 마주치도록

의도하여 설계되었다. 아트플랫폼이라는 앵커시설의 파급효과가 근처 건

축물을 개조한 서담재 갤러리, 카페 팟알, 카페 빙고 등과 같이 민간영역

으로 확장되었다.42)

5. 한국 근대문학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한국 근대문학관은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립비 약 54억 2천만원이 투입되

어 2013년에 조성되었다. 내부는 로비와 기획전시실, 상설 전시실, 다목

적실로 구성되어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구 해안동 일대를 문화창조도시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아트플랫폼과

근대문학관 설립을 기획하였다. 문학 컨텐츠를 도입하여 근대 도시 인천

의 정체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가뿐만 아니라 시

각미술 작가도 참여하여 장소를 탐색하였고,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인지

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립 전 포럼 및 자문회의, 전시, 심포지엄 등을 개

최하며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하였다. 한국 근대문학관은 기존

창고의 특성(건물 사이 통로, 긁힌 벽 등)을 그대로 살린 방식으로 리노

베이션 하였다. 노후 된 공간은 복원하지 않고 보수하여 근대와 현대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 시의원, 문학평론가, 소설가, 시인, 교수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시민이 참여할 수

42) "[문화재생,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다] 2. 예술로 지역을 변화시킨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일보. 2018년 7월 26일 수정, 2018년 8월 1일 접속,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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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목적실 공간을 인문학

관련 교육, 세미나, 행사, 단체모임, 시민모임 개최 등으로 유동적으로 사

용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선셋 장항 페스티벌 - 충남 서천군

2012년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개최되었던 선셋 장항 페스티벌은 서천

군청 주체, 선셋장항컨퍼런스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다. 공간은 미디어

컨텐츠 센터, 재즈 파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셋 장항 페스티벌은 근대건축물과 자연환경의 연계를 통한 장소가치

를 재창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항제련소의 폐쇄, 장항항 기능

쇠퇴, 군산-장항 도선장 폐쇄 등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 쇠퇴하고

있는 장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구)장항역과 도선장, 미곡창고 세

거점을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천의 지역자원과 서울 및 수도권의

창조적인 문화예술컨텐츠를 융합하였다.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문화체험

교육, 로컬푸드 관련 컨텐츠를 활용하여 장소성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공

간문화 전략을 세웠다.

7. 삼례 문화예술촌 -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한 삼례 문화 예술촌은 전북 완주군

주체,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약 24억원이 투입되어 2013년

에 조성되었다. 공간은 비주얼 미디어 아트 미술관, 문화카페, 책공방 아

트센터,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삼례 문화예술촌은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삼례 양곡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리모델링 하였다. 완주군은 예술촌 운영을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 2년간(2013

년~2014년) 민간위탁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대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청의 승인을 받게 했다. 문화예술촌 조성 이

후 운영 안정화를 위해 완주군청 파견 직원 1명이 상주하여 예술청과 완

주군 간의 의견 조율 역할을 하게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

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례예술촌 조성을 1차 사업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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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간유도 및 3차 사업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8. 완주 책마을 문화센터 -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한 책마을 문화센터는 전북 완주군을

사업 주체로 하여 건립비 26억원이 투입되어 2016년에 조성되었다. 공간

은 북카페, 한국학 문헌 아카이브센터,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완주 책마을 문화센터는 ‘삼례문화예술촌’ 개관에 이어 책을 테마로 하

는 문화예술도시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운영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책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위탁하는 방식이며, 개관 전에

책 벼룩시장, 북페스티벌, 사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사전에 홍보

를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세대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 삼탄아트마인 -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삼탄아트마인은 정선군과 솔로몬 삼탄

아트마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약 121억원의 건립비가 투입되어 2013년에

오픈하였다. 공간은 삼탄역사박물관, 현대미술 갤러리, 원시미술 박물관,

레일바이크 뮤지엄, 생태체험관, 공예체험놀이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탄아트마인은 폐탄광이 창조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이다.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정선군은 과거 여러 정부사업의 운영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은 (주)솔로

몬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곳에

서는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식 오픈 전에 단계별로 오픈행사를

진행 하고 언론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정선

군의 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

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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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서울거리예술창작예술센터는 서울특별시

가 주체하여 2015년에 조성되었다. 공간은 메인홀과 연습실, 야외마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폐쇄한 구의취수장을 창작지원, 교육, 음악공연 등을 하는 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공간 활용을 위한 선행연구 및 컨텐츠 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관하였으며, 서커스, 전통연희 등 거리예술을 전문으로 하

는 국내 유일의 공간이다. 일반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거리예술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거

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신진 예술가 양성 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11. 부산 F196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F1963은 부산광역시가 사업 주체

가 되어 2017년 9월에 오픈하였다. 공간은 전시장, 서점, 카페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오던 고려제강 공장을 전시, 교육, 상업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였다. 문체부가 추진하

는 ‘2017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내에서

진행된 첫 번째 민관(기업-지자체) 협력 문화 재생사업이라는 데에 의미

가 있다. 리노베이션을 기획할 때 상업공간, 전시공간, 휴식공간을 부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전시, 북콘서트, 연극, 클래식, 대중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시

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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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 우수사례 분석43)

4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방안 연구 (n.p.: (주)크리홍보, 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

사례 개요 특징

· 타바카레라

　(La Tabacalera)

- 기존용도 : 담배공장

- 국가 : 스페인

· 위치 : 스페인 바스크지방 기푸스코아 주

· 조성년도 : 2010년 4월 ~ 2015년

· 사업주체 : 바스크 지방정부, 기푸스코아 주,

. 산세바스티안 시

· 건립비 : 828억원

· 공간구성 : 미디어아트, 영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 프로그램 : 영화제, 미디어아트 전시, 학술제

· 지방정부가 문화공간조성 계획으로 시설매입

· 폐업한 담배공장을 미디어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단계별 개발계획 구성

· 3개 지방정부 +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주체

· 탐색과정을 통해 공간 및 컨텐츠 계획

· 정식 개관 전 공사 미진행 공간에서 행사를

. 개최하여 시설 홍보

· 컴퓨터 공간, 커피숍, 상점 등 공공장소로 활용

· 예술과 매체기술센터

(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 기존용도 : 무기공장

- 국가 : 독일

· 위치 : 독일 남서부 칼스루에

· 조성년도 : 1999년

· 1980' 처음 구상 시작~ 개관까지 20년 소요

· 사업주체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 건립비 : 약 80억원

· 공간구성 : 박물관/미술관(3), 연구소(5), 극장

.(2), 전시관/도서관(1)

· 무기제조 공장이 예술/문화 창조공간으로 재탄생

· 4단계의 사전 준비단계

·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 구성 및 지역

대학과 연계

· 글로벌 프로젝트로 수익

· 예술대학, 미술관, 센터 등의 다양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

· 정부와 민간의 후원

· 베스터가스패브릭

　(Westergasfabriek)

- 기존용도 : 가스공장

- 국가 : 네덜란드

· 위치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조성년도 : 2003년

· 사업주체 : 암스테르담 시-프로젝트팀 구성

· 건립비 : 약 1,065억원

· 공간구성 : 문화시설 + 상업시설

· 프로그램 : 전시, 공연, 교육, 민간행사 등

· 가스공장 부지+환경공원 조성하여 문화공간

.으로서의 시너지효과 창출

· 사업 진행 전 인식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간 활용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계획 수립

· 건물의 소유와 컨텐츠 구성은 독립적으로 운영

·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공간계획 및 운영

·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Museum Insel

Hombroich)

- 기존용도 : 로켓시설,

군사시설

- 국가 : 독일

· 위치 : 독일 노이스시

· 조성년도 : 1982년

· 사업주체 : 칼하인리히뮐러→노이스시에기증

· 공간구성 : 전시공간(15개동), 조경공간, 카페

· 프로그램 : 전시, 축제, 워크숍, 콘서트

· 각 전문가가 건축계획과 조경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업하여 설계

· 소유, 운영과 후원이 구분된 사업추진체계

·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와 주거공간, 미술관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단지

·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춘 문화프로그램

· 우파 파브릭

　(Ufa Fabrik)

- 기존용도 :

필름현상소

- 국가 : 독일

· 위치 : 독일 베를린

· 조성년도 : 1979년

· 사업주체 : 우파파브릭(비영리 민간단체)

· 공간구성 : 공연장, 주민센터, 대안학교 등

· 프로그램 : 예술프로그램, 지역민문화예술생활지원

· 시민의, 시민에의한, 시민을위한복합생태문화공간

· 주민 참여/주도 사업

· 대중적/실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연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자생적인 공간

·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르 상카르트

　(Le Centquatre)

- 기존용도 :

장례식장(시립)

- 국가 : 프랑스

· 위치 : 프랑스 북부 19구 오베르빌리에 거리

· 조성년도 : 2008년

· 사업주체 : 파리시

· 건립비 : 약 1,530억

· 공간구성 : 아틀리에, 컨벤션홀, 사무실, 카페 등

· 프로그램 : 페스티벌, 오픈스튜디오 등

· 장례식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예술가 인큐베이팅 제도

·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 홍보

· 공공을 위한 공간 계획

· 중앙으로 여러 건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90%이상을 재사용

·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

· 토론토 아트 스케이프

　(Toronto Art Scape)

- 기존용도 : 축사,

· 위치 : 캐나다 토론토

· 조성년도 : 1986년

· 사업주체 : 아트스케이프 재단

· 역사적 공간의 특성을 살린 공간조성

·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장기적 계획 마련

· 10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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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타바카레라(La Tabacalera)

타바카레라는 스페인 바스크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바스크 지방정부와

기푸스코아 주 정부, 산세바스티안 시가 함께 사업 주체가 되어 828억원

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미디어아트와 영화 중심의 공간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

화제와 미디어 아트 전시, 학술제 등을 개최한다.

바스크 지방정부가 문화공간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폐업한 담배공장을

매입하여 미디어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건축 설계 공모

를 통해 단계별 개발 계획을 구성하였고, 3개 지방정부와 전문가들로 구

성된 운영주체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사 진행 과정 중 실험적 행사를

개최하거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의 탐색과정을 거쳐 공간과

컨텐츠를 계획하였다.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영화제인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44)를 개최하는 도시의 특징과 연계하

여 주요 컨텐츠를 선정한다. 정식 개관 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공간

44)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n.d. 수정, 2017년 10월 1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97321&cid=40942&categoryId=40240.

양조장

- 국가 : 캐나다

· 운영예산 : 약 86억/년(2012년 기준)

· 공간구성 : 스튜디오, 영플레이스 등

· 프로그램 : 예술인 임대주택, 스튜디오 등

· 디자인 및 협의 과정중에 공공기관 담당자

참여시킴으로써 긴밀한 관계 형성

· 경제적 자립성을 갖기 위해 자체 기금

+후원금으로 운영비 충당

· 작업실 임대/판매에 관한 매뉴얼 제작

· 시카고 문화 계획

　(2012 Chicago Cultural

Plan)

- 국가 : 미국

· 위치 : 미국 시카고

· 계획수립년도 : 2012년 2월

· 사업주체 : 시카고 시

· 운영예산 : 약 11억/년(2013년 기준)

· 운영구조 : 공공협력 구조

· 문화 사업 핵심영역 4가지을 토대로 현황파악

· 종합계획 수립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

· 상세 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분류

·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하위 조직 구성

+ 각 단체의 역할 정의

· 여러 분야의 문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

· 공공미술을 위한 규제절차 단순화 시킴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Ars Electronica

Center)

- 국가 : 오스트리아

· 위치 : 오스트리아 린츠

· 조성년도 : 1996년

· 사업주체 : 린츠 시

· 건립비 : 약 519억

· 공간구성 : 전시장, 갤러리, 연구실 등

· 프로그램 : 전시, 교육 프로그램

· 예술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로 시작

·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국제 경연대회 개최

· 린츠 시가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후원

· 건물 외벽에 설치된 4만개의 LED조명으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나타냄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및 관람객들의

참여 기회 제공

<표 18> 국외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 우수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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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사를 개최하여 사전에 시설을 홍보하였다. 공간 내에는 컴퓨터 활

용 공간, 놀이공간, 커피숍, 상점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활용 하고 있다.45)

2. 독일 예술과 매체기술센터

(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독일 남서부에 칼스루에에 위치한 예술과 매체기술센터는 바덴뷔르템

베르트 주가 사업 주체가 되어 1980년도 처음 구상을 시작하여46) 개관

까지 20년이 소요되었고, 건립비 약 80억원이 투입되어 1999년 개관하였

다. 3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5개의 연구소, 2개의 극장, 1개의 전시․도서

관을 운영하고 있다.

무기제조 공장이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는 곳으로 재탄생한 곳으로써,

처음 사업 구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개관까지 20년 가까이 걸린 만큼 철

저한 준비단계를 거쳤다. 4단계의 준비단계는 ① 예술가들의 예술 행위

공간이자 스튜디오로 사용 되었던 예비운영 단계, ② 카를루스대 경제학

과 교수인 Dr. Rolf Funk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통한 경제성, 경쟁력,

타당성 조사, ③ 지방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꾸준한 사전 논의,

④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정부

의 적극적인 주도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다. 미디어와 정보 기술 분야

를 선도하는 칼스루에의 특성을 반영하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

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뿐만아니라 오스트리

아, 네덜란드, 헝가리, 일본, 홍콩 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

익을 내고 있다. 이곳의 장점은 전시실과 도서관과 연구소가 함께 있어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술대학

과 미술관, 센터 등의 다양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EU, 정부기관, 지역은행, 에너지 회사 등 정부와 민간

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예술과 매체기술센터는 오스트리

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프랑스의 퐁비두 센터

45) "[기획] 문화예술도시 창원, 문화적 과정에서 답을 찾자(3)." 경남신문. 2017년 11월
29일 수정, 2017년 12월 21일 접속,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3433.

46) "탄약창고의 변신, 그 성공 비결." 전북일보. 2016년 3월 4일 수정, 2017년 8월 13일
접속,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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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Pompidou)와 함께 세계 3대 미디어 아트 전문기관으로 손꼽힌

다.47)

3. 네덜란드 베스터가스패브릭(Westergasfabriek)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베스터가스패브릭은 암스테르담 시에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건립비 약 1,065억원이 투

입되어 2003년에 조성되었다. 갤러리와 공연장, 교육센터 등의 문화시설

과 카페,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이 융합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그래픽 디

자인 업체, 게임회사, TV 스튜디오, 유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와 공연, 콘서트, 교육, 사업행사, 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배스터가스패브릭은 기존 가스공장 부지에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문화

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 인식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창조성 토론 국

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민투표와 참여를 통

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건물은 민간위탁

하고, 컨텐츠 구성은 공연기획팀이 담당하여 건물의 소유와 별개로 컨텐

츠 구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에 고정적 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

는 공간계획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미술전시와 벼룩시장 등 문화공간으

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도 활용되고 있다.48)

4. 독일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Museum Insel Hombroich)

독일 노이스시에 있는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은 수집가이자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칼 하인리히 뮐러가 1982년에 건립하였고 이후 노이스 시

에 기증하였다. 15개동의 전시공간과 조경 공간,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47) "쓸모없어진 공장부지가 멋진 예술 명소로 ‘재탄생’." 대구일보. 2014년 7월 7일 수정,
2017년 9월 27일 접속, http://www.idaegu.com/?c=6&uid=297172.

48) "[지속가능도시 재창조]전통시장 품은 아파트·쉼터를 내준 가스공장." 아시아경제.
2018년 2월 8일 수정, 2018년 2월 21일 접속,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2609265228933.



- 50 -

전시나 축제, 워크숍,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칼 하인리히 뮐러는 개인의 노력보단 공공의 힘으로 더 좋은 지속 가

능한 미술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유 미술관을 공공에 기

증하였다.49) 계획 당시부터 건축가와 조경 전문가가 협동하여 건축계획

과 조경계획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나토의 로켓발사

기지, 군용기지 등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미술관 부지를 확장해 나갔다.

홈브로이히재단이 소유와 운영을 맡고, 노이스시가 후원하는 형태로 각

각 구분된 사업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와 주거공

간, 미술관, 음악당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문화단지이며,50) 학생을 위한

워크숍과 전시, 여름프로그램 등 각 공간의 특성에 맞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5. 독일 우파 파브릭(Ufa Fabrik)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우파 파브릭은 독일 법에 의거한 비영리 민간단

체인 우파 파브릭의 주체로 1979년에 조성되었다. 야외공연장과 주민센

터, 체육관, 게스트 하우스, 대안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가 레

지던스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의 창작 및 순수예술 프로그램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문화교육, 어린이 농장 등의 지역주민 문화예술생

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파 파브릭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복합 생태문화공간51)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공간 활용 권한을 위임하였고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에서 인간답게 살기’라는 목표를 갖고 첫 8년 동안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방문자들이 찾는 문화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사는 거주형 공간

49) "[함혜리 선임기자의 미술관 건축기행] <11>獨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
서울신문. 2014년 9월 16일 수정, 2017년 10월 14일 접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7016002.

50) "[함혜리 선임기자의 미술관 건축기행] <11>獨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 서울신문.
2014년 9월 16일 수정, 2017년 10월 14일 접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7016002.

51) "[대구형 공유경제를 찾다] <4> 독일 ‘우파 파브릭’." 영남일보. 2018년 8월 14일
수정, 2018년 8월 15일 접속,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81
4.0100607215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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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획하였다. 6주간의 사전 오픈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 대안학교, 식당, 빵집 등을 두루

갖춘 자생적인 공간52)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독

일어 강의, 장애인과 환자를 위한 돌봄 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

고 있다.

6. 프랑스 르 상카르트(Le Centquatre)

프랑스 북구에 위치한 르 상카르트는 파리시의 주체로 건립비 약

1,530억원53)이 투입되어 2008년에 오픈하였다. 창작 및 순수예술 활동

지원공간과 지역주민 생활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의 아틀

리에, 2개의 컨벤션 홀, 12개의 사무실, 카페,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페

스티벌, 오픈 스튜디오, 서점, 일일장, 어린이 교육과 놀이 등 창작 순수

예술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문화예술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르 상카르트는 기존 시립 장례식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

역문화 활성화 및 도시재생 효과를 얻었다. 예술가 인큐베이팅 제도를

통해 신진예술가의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기업과의 교류․협업을 통해

제작을 지원한다. 오픈 전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주차장, 물품

보관소와 카페, 식당, 상점 등의 상업공간과 아틀리에 등 다양한 공간 계

획을 세웠고,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 하도록 창구와 입구를 재정

비 하여 공공을 위한 공간 계획을 실행하였다. 또한 중앙으로 여러 건물

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90% 이상을 재사용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르 상카르트는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54)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52) "[대구형 공유경제를 찾다] <4> 독일 ‘우파 파브릭’." 영남일보. 2018년 8월 14일
수정, 2018년 8월 15일 접속,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81
4.010060721510001.

53) "[선진 복합문화공간을 가다 .1] 왜 복합문화공간인가." 영남일보. 2013년 11월 07일
수정, 2017년 10월 15일 접속,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110
7.010190728300001.

54) "[선진 복합문화공간을 가다 .1] 왜 복합문화공간인가." 영남일보. 2013년 11월 07일
수정, 2017년 10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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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신진작가들의 문화발전소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7. 캐나다 토론토 아트 스케이프(Toronto Art Scape)

캐나다 토론토 아트 스케이프는 아트스케이프 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

어 1986년에 조성되었으며 2012년 기준 한 해 예산은 약 86억원이다. 공

간은 스튜디오와 영플레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인들을 위한 임

대주택, 스튜디오, 갤러리 공간을 지원한다.

아트 스케이프는 기존에 축사, 양조장으로 사용되던 곳의 역사적 특성

을 살려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장기 계획 하에 진행

되었다. 행정, 개발, 자산, 기획, 홍보, 회계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

성된 조직에 예술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환경론자, 정부 공무원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에서 토론토 시와 온타리오주,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협의 과정 중에 공공기관 담당자를 참여

시킴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이후 경제적 자립성을

갖기 위해 자체 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작업실의

임대와 판매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예술인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다.

8. 미국 시카고 문화 계획(2012 Chicago Cultural Plan)

2012년 2월 미국 시카고 시의 주체로 수립된 시카고 문화 계획은 2013

년 기준 약 11억의 운영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카고 시가 발족한 프로젝

트 팀과 민간 후원 간 공공 협력 구조로 운영되었다.

문화 사업의 핵심이 되는 4가지 영역인 사람, 장소, 정책, 문화계획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진행하

여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상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사업 규

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1~3년), 중기(3~5년), 장기(5~10년, 10~20년)로 분

류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하위 조직을 구성하고 각 단체의

역할을 정의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문화 전문가들로 문화자문위원회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110
7.010190728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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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시카고의 문화자산 활용을 위해 공공미술을 위한 규제절차

를 단순화 시켰으며, SNS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했다.

9.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rs Electronica Center)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는 린츠 시의 주

체로 건립비 약 519억원이 투입되어 1996년에 오픈하였다. 전시장과 갤

러리, 연구실 등이 갖춰진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전

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예술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로 시작하여 애니메이션, 디지털 뮤직 등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국

제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린츠 시가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 후

원하였고 페스티벌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사 주관 및 전시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4만개의 LED 조명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나타낸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및 관람객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퓨처랩)을 설립하여 예술분야

의 작업실과 과학 분야의 실험실의 복합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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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의 요소

앞에서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및 정책사업 우수사례를 해외 문화적 공

간재생디자인 정책과 국내외의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우수사례의 주요 특징에서 도출된 요소를 <표19>와

같이 정리하였다.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재

정(예산), 협력적 추진체계, 지속가능적 운영’이라는 문화적 공간재생디자

인을 위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수 정책과 정책사업의 특징 도출된 요소
· 폐업한 담배공장을 미디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무기제조 공장이 예술/문화 창조공간으로 재탄생

· 장례식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역사적 공간의 특성을 살린 공간조성

·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근대건축물에 문화예술적 가치 부여

·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창조 공간

· 근대건축물과 자연환경의 연계를 통한 장소가치 재창조

· 삼례 양곡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리모델링

장소적 가치

· 컴퓨터 공간, 커피숍, 상점 등 공공장소로 활용

· 글로벌 프로젝트로 수익

· 중앙으로 여러 건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90%이상을 재사용

· 경제적 자립성을 갖기 위해 자체 기금+후원금으로 운영비 충당

경제적 가치

·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공간계획 및 운영

· 정식 개관 전 공사 미진행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시설 홍보

· 가스공장 부지+환경공원 조성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시너지효과 창출

· 대중적/실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가 인큐베이팅 제도

·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국제 경연대회 개최

· 시민들이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컨텐츠 구성(미디어, 문화체험교육, 로컬푸드 등)

· 개관 전 책 벼룩시장, 북페스티벌, 사서체험프로그램 등 진행

· 전시, 북콘서트,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사 운영

문화적 가치

· 탐색과정을 통해 공간 및 컨텐츠 계획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계획 수립

·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 홍보

· 다양한 포럼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소통 구조 마련

· 다목적실 공간의 유동적 사용(세미나, 행사, 모임 개최)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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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별 명확한 추진체계 정립

·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단계별 개발계획 구성

· 작업실 임대/판매에 관한 매뉴얼 제작

· 공공미술을 위한 규제절차 단순화 시킴

·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제고→ 포럼,

자문회의, 전시, 심포지엄 개최

· 공간 활용 선행연구 및 컨텐츠 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관

절차와 규정

· 지방정부가 문화공간조성 계획으로 시설매입

·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높임

· 운영안정화를 위해 완주군청 파견직원 상주하여 상호 의견 조율

· 3개 지방정부 +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주체

· 민관(기업-지자체) 협력 문화재생 사업

주관기관

· 각 전문가가 건축계획과 조경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업하여 설계

· 10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 디자인 및 협의 과정중에 공공기관 담당자 참여시킴으로써 긴밀한 관계 형성

· 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예술감독을 선임

· 지역 정체성 확보, 일관된 주제/디자인 적용을 위해 MA제도 시행

· 총괄기획자(MA)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공동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사업주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모든 권한을 위임

인력과 조직

·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문조직과 주민 참여

· 주민 참여주도 사업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및 관람객들의 참여 기회 제공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책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위탁운영

민간참여의 확대

· 유휴공간의 체계적 정보관리

·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온라인시스템 구축
정보의 활용

· 정부와 민간의 후원

· 소유, 운영과 후원이 구분된 사업추진체계

·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받음

· 기업이 주도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우수사례

재정(예산)

·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 구성 및 지역 대학과 연계

· 예술대학, 미술관, 센터 등의 다양한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

· (구)장항역-도선장-미곡창고 세 거점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

· 서천의 지역자원과 서울/수도권의 창조적인 문화예술컨텐츠 융합

· 지역의 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기획

협력적 추진체계

·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와 주거공간, 미술관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단지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복합생태문화공간

· 공연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자생적인 공간

· 공개모집을 통해 예술가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스튜디오 제공

지속가능적 운영

<표19> 우수 정책과 정책사업의 특징을 통해 도출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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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책과 정책사업의 특징을 통해 도출된 요소인 <표19>를 선행연

구에서의 디자인정책과 정책학에 기초하여 분류하면 <그림7>과 같이 가

치적 요소, 법제적 요소, 행정적 요소로 분류 할 수 있다. 정책의 지향점

과 원칙, 절차에 따라 분류 하였으며 정책실행수단인 기본법과 행정규칙,

시행법령 등이 앞의 절차를 거쳐 도출된 가치적 요소, 법제적 요소, 행정

적 요소에 의해 제정된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이 될 것이다.

<그림7>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의 요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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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 분석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주요 실행수단은 앞에서 연구한 것과 같이 여러

수단이 있으나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수단은 정책의 실행내

용이 명문화되고 구체화된 법제가 있다.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사업이 실행되고 있고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정책 실행수단 분석을

위해 공간재생디자인 관점에서 본 국내의 법제와 정책사업, 행정시스템

을 분석하여 공간재생디자인 관련정책 실행수단의 개선점을 찾고자 한

다.

4.1.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법제

선행연구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의 요소’를 통해 정책의 주요 실행수단인 법제 32

개를 <그림9>와 같이 추출하고 <그림10>과 같이 8개의 카테고리로 나

누어 법제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8> 정부가 지배하는 주요 자원들에 의한 주요 정책수단들과 정책집행의 과정

Howlett, Ramesh, and Perl(2007)의 분류에 Salamon(2002)의 정책수단들을 추가하여
재분류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012), 304.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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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문화적 재생공간디자인을 위한 법제관계도

위의 32개의 법제들을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공간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등 8가지의 공간재생디자인을 하기 위한 정책의 요소로 구분

하고 분석하였다.

<그림10> 공간재생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법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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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법제를 분석해 보면 공간재생을 위한 법제들은 서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중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를 중심으로 ‘재생’를 위

한 법제와 ‘보존’로 나뉘지만 나뉜 법제 간에도 서로 작용 할 수 있다.

4.1.1.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법제 현황

문화적으로 공간을 재생하기 위해 도출된 32개의 법제들을 8개의 카테

고리로 분류한 법제들의 앞의 2장에서 연구한 정책의 유형에 대입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국가가 정책을 강제하는 방법과

강제의 기능성을 분류하였다.

정책의 유형과 특징은 <표20>과 같이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

책, 구성정책으로 나뉘어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유형의 위치에 따라

강제의 적용방법과 강제의 기능성을 <그림11>과 같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배정책은 강제의 기능성은 원격적이고 강제의 적용방법은 개인의

행위이므로 보조금이나 정부구매와 같은 정책 실행수단을 통해 적극적

진흥수단에 가깝다. 분배정책과 구성정책은 진흥정책에 가깝고 규제정책

정책의 유형 특징

분배정책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부문에 분배

(혁신도시, 지하철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특정지역으로의 이전)

규제정책

어떤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을 보호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시킨

다든지,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 건설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 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것)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

(개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누진세로 하는 것은 이러

한 재분배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

구성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조직화하고, 정부를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신설과 재편, 공직자 보수의 산정 등)

<표20> 정책의 유형과 특징

(Lowi, 1972: 300~392)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5), 138-139.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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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분배정책은 규제정책에 가깝다.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각각 정부

보조금과 보조금, 불공정 경쟁 규제와 사기성 광고 규제 등으로 개인의

행위에 작용하고 있고 구성정책과 재분배정책은 각각 새로운 기관의 창

설과 정책홍보, 세금과 사회보장 등으로 행위의 환경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11>의 정책의 유형과 강제의 유형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

여 앞에서 추출한 8개카테고리 32개의 법제에 대입하여 아래와 같이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에 관련한 법제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l 국토기본법

(1)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을 위한 법을 포함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법(법 제5조)

또한 두고 있다.

<그림11> 정책의 유형과 강제의 유형

(Lowi, 1972: 300~392)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5), 138-139.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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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제도를 두었다. 국토교

통부 장관은 계획수립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

책의 수립·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

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

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19조).

l 경관법

(1)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

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 또한 법으로 제정하여

우수한 경관을 발굴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2) 경관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

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①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

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③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

한 사항 ④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⑤ 우수한 경

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

한 사항 ⑦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l 수도권정비계획법

(1) 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

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

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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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법 제3조)을 두

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

절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한 계획안을 기초로 두고 있다. 무분별한 정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l 도시개발법

(1)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

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

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을

말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 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한 자만 계획적

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

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법 제3조)할 수 있다. 지

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법

령을 두고 있다.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의 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가 정하여 시행한다. 시행

자는 항만·철도, 그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조합인가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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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시계획을 작성(법 제17조)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

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법 제18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법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칭 : 도시정비법)

(1)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③ 인구·건축물·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④ 주거지 관리계획 ⑤ 토지이용

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⑥ 녹지·조

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⑦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⑧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법

제5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

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포함(법 제 8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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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

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

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

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법령으로 포함하고 있다(법 제7조).

(2)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변

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

한 강화등을 수시로 검토(법 제8조)해야 한다. 행위제한의 내용은 법령

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역시 법령으로 정한바 주

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12>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정책유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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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는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

한 분포도이다. 국토기본법과 도시개발법은 분배, 규제, 구성, 재분배 정

책유형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규제

정책만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들의 분포도를 보면 공간 활용을 위한 기

본법제는 규제정책에 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l 건축기본법

(1) 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건축기본법은 ①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②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

는 공간환경의 조성 ③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법 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다. 이 법에서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정의한다.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

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

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법 제4조)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법 제

5조)를 규정하고 있다.

(2)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

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

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 7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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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

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

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

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

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 또한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령으로 제정

하고 있다.

l 건축법

(1)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결합건축  

건축법에서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

세권개발구역,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④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2개의 대지

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법 제77조)을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

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 결합건축의 절차와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l 산업디자인 진흥법

(1) 목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는

① 기본정책 방향 ②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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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③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개

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정부는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 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하고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

學協同)과 전문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또한 법령을 토대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l 디자인보호법

(1)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디자인 보호법의

정의에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외자의 디자인관리인,

대리인의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보호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

간의 연장등을 정해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까지 법령

을 근거로 두고 있다.

(2)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등록 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법 제33조). 디자인 등록출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령으로

두고 있다.

(3) 심사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

청을 심사하게 한다( 법 제 58조).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취소하는 것 역시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l 조경진흥법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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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

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

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법 제3조)을 두고 있

다.

(2)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사항(법 제5조)등을

법령으로 두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할 수 있으며, ①국·공립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 또는 전문대학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을 전문인력 양성기관(법 제6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두고 있

다.

(3)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하

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법 제7

조)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두고 있다. 필요에 따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도 있다.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법령에 따

라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다.

l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 녹색건축법)

(1) 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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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

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

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은 ① 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②환경 친화적

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③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

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④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⑤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를 기본원칙(법 제3

조)으로 두고 있다.

(2)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법령에 따라 정하고 실

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

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법 제17조)를 시행하고 있

다.

(3)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령을 고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기술의 연구개발도 법령으로 두고 있

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법 제24조)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법 제27조)하여

야 한다.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등 전

문적인 관리 또한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l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건설폐기물법)

(1)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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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건

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법령을 두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을 두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림13>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13>은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한 분

포도이다.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3. 공간재생 진흥 관련 법제

l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

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

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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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

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에 따른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법 제5조)한다. 재정

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재생에 관련된 요

건은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

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

다(법 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법령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

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고 법령을 두고 있다.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

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l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고도육성법)

(1)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 문화환경을 효

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법 제1조).

(2) 고도의 지정

문화재청장이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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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7조). 문화재

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

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도록 법령을 두고 있다.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

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

역에서의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

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법 제11조의2)

를 적용한다.

l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약칭 :

노후거점산단법)

(1) 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

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노후거점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령(법 제3조)을 두고 있다.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법 제11조)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노

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법령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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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촉진을 위하여 규정(법 제25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l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한옥등 건축자산법)

(1) 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

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2)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

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건

축자산의 유지·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을 양성하도록 명시(법 제8조)하고 있다.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한 법령에

따라 두고 있다(법 제9조).

(3) 한옥의 진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한옥으로 건

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26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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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32조).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

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법 제35조)

을 할 수 있다.

<그림14> 공간재생 진흥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14>는 공간재생 진흥 관련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한

분포도이다. 대부분의 법제들이 분배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제의 내

용은 대부분 노후공간에 대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노후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제들은 활용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구를 창

설하는 구성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4. 공간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l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 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이 법에서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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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

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법 제2조).

(2)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령에 따른 국가

공간정보센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

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

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법 제6조). 또한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

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령(법 제23조)을

두고 있다.

l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 건축서비스법)

(1) 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

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

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

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

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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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두고 있다(법 제9조).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시키 위한 법령을

두고 있으며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을 법

령이 정하는 바 지원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

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돕고 있다(법 제16조).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하고 지원한다.

(4)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

여 설계공모를 활성화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

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법 제24조)

할 수 있다.

<그림15> 공간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15>는 공간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

한 분포도이다. 공간정보서비스는 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서비스하는 정

책이므로 주고 진흥관련 분배와 구성정책에 분포되어 있다. 경제적 이득

을 위한 잘못된 공간정보 등의 규제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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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l 문화기본법

(1) 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

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한다.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국

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

장되는 등 기본원칙을 법령으로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다.

l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디자인법)

(1) 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법에서 "공공디

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

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법 제2조).

(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

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장은 지

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

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

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법 제6조)할 수 있다.

(3)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공공디자인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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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

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시행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효

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공공디자인 용역(법 제11조)을 선

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

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문수행기관을 법령에 정해진 바

에 따라 육성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법

제19조)을 지정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

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l 문화예술진흥법

(1)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

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

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법 제2조)을 말한다.

(2)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법 제5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과 전문예술법

인 단체를 육성하도록 법령에 두고 있다. 건축물의 종류 또는 규모 이상

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법 제9조)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를 설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

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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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할 수 있다. 장애인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법령으로 두고 있다.

l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대중문화산업법)

(1) 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

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법 제7조)하도록 법

령으로 두고 있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대중문

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l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 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

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

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활성화와 투자

의 촉진을 위해 정해진 법령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l 관광진흥법

(1)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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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관광사업

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

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법 제 11조)을 두고 있다.

(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

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법 제15조). 관광숙박업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준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16>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16>은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

류한 분포도이다.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면 강제의 기

능 중 원격에 가까워 있으므로 처벌이 없고 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l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

(1)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

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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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

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정부는 농어업

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법 제5조)을 세워야 한다.

(2) 농어촌 지역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법 제29조)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법 제 30조의2)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법 제34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

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법 제37조)하고 운영

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l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아시아문화도시법)

(1) 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

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

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법 제6조)하여야 한다. 필요에따라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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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수도 있다.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

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법 제13조)에 두고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l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

주특별법)

(1) 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

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법 제18조)에 필요

한 사무기구를 둔다.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

견을 지원위원회(법 제19조)에 제출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확대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법 제28조)에 부칠

수 있다.

<그림17>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정책유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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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은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한 분포도이다. 관련법제들은 특정 지역이나 농어업지역의 진

흥에 맞춰져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문화를 활용한 유휴공간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7. 공간보존 관련 법제

l 문화재보호법

(1)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

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것을 말한다.  

(2)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을 위하여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

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

어 실시하도록 법령에 두고 있다(법 제6조).

(3)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재청장은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1조). 문화재가 훼

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

경 보호를 위하여 건설시공사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정해진 법령(법 제13조)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l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 문화유산신탁법)

(1)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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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

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2)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

을 각각 설립한다(법 제3조). 국민신탁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8조).

<그림18> 공간보존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 18은> 공간보존 관련 법제들을 정책에 유형에 따라 분류한 분

포도이다. 해당 법제들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해외

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를 등급에 따라 문화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역사를

친숙하게 문화적으로 접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가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

고 있다. 공간보존 관련 법제들은 이러한 문화재의 문화적 활용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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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계약 관련 법제

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1)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조).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

여 적용한다(법 제2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은 청렴계약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두고 있다(법

제5조).

l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

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

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5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의 원칙(법 제6조)가 있으

며, 청렴서약제 또한 법령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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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공간계약 관련 법제 정책유형분포

<그림19>는 공간계약 관련 법제를 정책유형에 따라 분류한 분포도이

다. 본 법제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기능적, 경제적, 물리적 입찰 방식을 벗어

나 유휴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입

찰방식이 필요하다.

4.1.2.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법제 분석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 체계를 <그림20>과 같이 나타내

었다. 법제의 관계를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보다는 공간재생정책을 위한

바탕이 되는 정책부터 배열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 법제간의 흐름을 통

해 공간을 보존하거나 재생하는 정책의 바탕이 된다. 각 법제명, 제정년

도, 주무부서, 공간재생 디자인 관련 주요 내용 순으로 표기하였고 정책

을 실행시키기 위한 제도인 법제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문화적 재생 공간

디자인에 관한 법제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공간 활용 기본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공간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제와 ‘문화 기반 재

생공간 조성’을 위한 법제로 귀결되는 법제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국토

기본법과 경관법,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기본법 등은 ‘공간활용을 위한 기

본 법제’로서 국내의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공

간 활용을 위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공간 보존 관련 법제인 문화재보호법

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공간 보존 및

관리’로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 기반 재생공간

조성’을 위한 법제로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공간재생 진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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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체계

법제, 공간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지역문

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로 구분하였다. 지역문화 기반의 공간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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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련 특별법들은 앞의 법제들과 관계하여 농어촌지역, 제주도, 광주

등 지정된 공간에서 작용한다.

<그림21> 문화적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본 법제 분포도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

지만 선행연구의 시사점에서 도출된 하드웨어적 법제와 소프트웨어적 법

제의 분포도를 알기위해 규제와 진흥, 소프트웨어적 법제와 하드웨어적

법제로 나누어 각 법제의 포지션을 <그림21>로 나타내었다. 문화재보호

법과 문화유산신탁법은 공간보존의 측면에서는 규제라고 정의 할 수 없

으나 공간 재생의 측면에서는 규제에 가까운 법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관점에 따라 법제의 규제와 진흥이 달리 적용 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법 등은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

자인 진흥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후거점산단법과 고도육성법 등은 하드

웨어적으로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진흥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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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정책과 법에 기반 한 실행사업을 국가집행 정책사업 이라한다.

Sabatier은 ‘정책결정과 집행은 하나라고 하였고 사업집행과정에서도 끊

임없이 정책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정책은 시

대의 반영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되어야 한다. 2010년 이

후 유휴공간의 급증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유휴공간에 관한 대처방안

을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 중에 있다. 관련 법제들도 제정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구

분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 환경

문화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

범사업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 범 죄 예 방

환경개선사

업(셉테드)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사업

〮-공간문화 개선사업(생활

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
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

화재생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

성사업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2016년 창조마을 시

범조성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근

거

법

률

-〮〮개발제한구역 환경

문화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관법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 90 -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가 유휴공간을 이용자 스스로 문화적으로 재생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재정을 활용하여 문화적, 물리적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정책사업을 ‘유휴공간의 문화적 공간재생관련 정책사업’이라하였다.

앞에서의 법제를 기반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국내의 정책사업은 <표

21>과 같다.

4.2.1. 정부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현황

각 정부 부처별 유휴공간의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현

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업명과 주요내용, 사업의 근거법과

주무부서와 지원예산사항 등을 표기하였다. 2010년 이후의 정책이 생겨

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 현황이다. 국토교통부, 문화

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문화적 공간재

생디자인에 관련 정책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부처협동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휴공간의 증가와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정부부처의 정책변화를 알 수 있다. 단순한 주거환경의 시설개선에서

부터 문화공간개발과 활용까지를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의 범주에 포함

할 수 있다.

구

분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재청 부처협동

사

업

명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

들기’사업

-〮마을공동체 정원사

업

〮-생활형 지역공공디

자인 시범사업

〮-사회취약계
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

업

- 〮생태휴식공
간(자연마당)

조성사업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
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도시재생 선도/일반

지역사업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재생/혁신)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

을사업)

근

거

법

률

-균형발전특별법 시

행령

〮-〮환경보건법
〮〮-자연환경보
전법 제54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

조, 제34조

-도시재생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표21> 정부부처별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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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문화사업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여가공

간 확충에 관한 사업

지원대상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

지원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국비지원
지특 (주민지원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70%~90%) 지급

사업기간 2001 ~ 계속

국비예산 (2010-2015) 1,386 억 원(2017) 268 억 원

기타 (2010-2015) 254개소(2017) 40개소

<표2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개요

(2) 사업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원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기간 2015 ~ 계속

기타 (2015) 4개소(2016) 4개소(2017) 4개소

<표23>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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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주요내용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와 통합적 경관 형성하고 공간관리 방향

과 공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1건

지원근거 건축기본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비지원
국비

지자체당 1억 5천만원 내외(정액지원)

사업기간 2009 ~ 계속

국비예산
(2009) 15억원, (2010) 20억원, (2011) 12억원, (2012) 62억원

(2013) 53.1억원, (2014) 33.7억원, (2015) 25.8억원

<표24>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개요

(4) 사업명 :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주요내용

해안마을 미관개선은 해안권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서 해안마을의

각종 구조물, 가로, 생활공간, 자연환경 등의 경관디자인을 개선·정비

함으로써 해안마을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인천 강화,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 울산 동구

지원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국비지원 50%

사업기간 2010 ~2014

국비예산 220억원

<표25> 국토교통부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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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주요내용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

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

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

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지역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도농교류과)

국비지원
50%-지구당 50~1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지구당 4년에 걸쳐

지원* 2018년까지 85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예정

사업기간 2007 ~ 2018

국비예산
(2007) 15.7억원, (2008) 56.24억원, (2009) 95.47억원

(2010) 26억원, (2011~2015) 1,931.6억원

<표2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개요

(2) 사업명 : 농촌빈집정비 사업

주요내용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 내 방

치된 빈집을 정비

지원대상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

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지원근거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

국비지원 빈집철거비*지원한도: 실비 수준에서 집행

<표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정비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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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주요내용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 기

반 체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표준모델 유형에 적합한 지역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사업기간 2016 ~ 2016

국비예산 45억원

기타 2016년 신규사업

<표28>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개요

(4) 사업명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

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마을전체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1/3, 세대주의 2/3 이상이

마을공동개발을 동의하는 마을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한국농어촌공사

국비지원 70%지원한도 20억원

사업기간 2013 ~ 2014

국비예산 (2013) 101.85억원

기타 종료

<표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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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명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주요내용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라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 복원하

되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재생

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과 “어촌”

지원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도농교류과)

국비지원 50%

사업기간 2009 ~ 2011

국비예산 (2009) 40억원

기타 종료

<표30> 농림축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개요

(6) 사업명 :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요내용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인구 유지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지원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표31> 농림축산식품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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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주요내용

경제적·지리적으로 문화 혜택이 부족한 원도심 등의 유휴부지에 컨테

이너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시설을 조성, 초기정착을 지원하여 국

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하는 사업

지원대상 사업목적·내용에 따른 시설조성 및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단체 당 5 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사업기간 2017 ~

<표3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개요

(2) 사업명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주요내용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주민 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

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대상

문화소외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의 문화, 예술, 문화복지 분야 단체, 지

역주민자치협의회 등 생활문화공간 운영 의지 및 능력을 갖추었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기존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경비(90% 내외) 및

프로그램 운영비(10% 내외)

사업기간 2004 ~ 2007

국비예산 3,100억원

기타 종료

<표33>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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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주요내용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도시형, 마을형

지원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

사업기간 2014 ~ 계속

국비예산 (2014) 4.6억원, (2015) 28억원, (2016) 75억원, (2017) 84.8억원

기타 단년도

<표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개요

(4) 사업명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주요내용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등 유휴

공간에 문화적 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공간 활용성 제고 및 지역 문

화예술을 활성화하여 문화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1970~1980년대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1차 산업시설 중 수명을 다해 방

치된 곳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국비지원
지특, 총사업비의 50% 지방비부담(지역의유휴폐산업시설을활용한문화

예술공간으로리모델링및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기간 2014 ~ 계속

국비예산 (2014) 111억원(2015) 118.7억원(2016) 109.7억원(2017) 101.16억원

기타
단년도 계속사업

(2014) 12개소 , (2015) 5개소, (2016) 6개소, (2017) 6개소

<표35>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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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명 :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주요내용

문화디자인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

합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문화적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및 사업 모델 제시하고자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소규모 기차

역(간이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한 문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프로젝트 사업

지원대상

-관할지역 내 소규모 기차역(간이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읍·면 단위 소재 소규모 기차역(간이역)

-간이역 및 지역 소규모 유휴공간

-간이역, 유휴공간 및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시외버스터미널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디자인공간문화과)

국비지원

50%1개소당 100백만원 내외(사업규모별 차등지원)

-디자인 리모델링을 지원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2011 ~ 2014

국비예산 (2011) 4억원(2012) 15억원(2013) 15억원(2014) 6억원

기타 종료

<표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개요

(6) 사업명 : 공간문화 개선사업(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주요내용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생활공간 개선사업의 발

굴·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공간에 대한 인식을 제

공하기 위한 공모사업

지원대상 개별 기초 지자체(2개 이상 사업 신청 가능)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동 지원 예산은 새로운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기본설계 및 컨설팅 비용에만 사용

사업기간 2006 ~

국비예산 (2006) 10억원

<표37>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 개선사업(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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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현

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중 인구 유출 방

지가 가능한 읍, 면, 동 소재지 또는 거점마을을 선정해 주민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처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국비지원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

중 지원, 개발

사업기간 2017 ~

국비예산 (2017) 특별교부세 88억 원

<표3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개요

(2) 사업명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요내용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과잉도시화와 열

악한 삶의 질, 농산어촌의 인구급감과 고령화 문제,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개성과 특색없는 지역 양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

하면 이를 심사하여 선정

지원근거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사업기간 2007 ~ 2009

국비예산 20억원(3년간)

<표39>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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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주요내용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광역, 기초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

하여 도시, 지역의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정원* 문화 확산을 통

해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

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공동체정원: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며,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 꽃, 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지원대상

사업대상지: 시도 및 시군구 소유의 미사용 공유지

-거주 지역 인근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및 나대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주관부처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사업기간 2016 ~ 계속

<표40>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개요

(4) 사업명 :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주요내용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도시 및 지역공간 조성사업에 공공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사업으로서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통하

여 국가이미지의 제고와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 자체심사를 통해 행

정안전부에 추천하고 이를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을 종합하여 최종 선

정 (10개소 선정)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국비지원
국비 각 4억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4억원,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4억원의 매칭펀드로 각 8억원의 사업비 조성)

사업기간 2011 ~ 2011

국비예산 40억

기타 종료

<표41> 행정안전부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요



- 101 -

5. 문화재청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주요내용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특화된 관광

자원으로 개발

지원대상 시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제34조

주관부처 문화재청

국비지원 지특

사업기간 2005 ~ 계속

국비예산
(2013) 127.69억 원, (2014) 98.28억 원, (2015) 128.66억 원

(2016) 122.3억 원, (2017) 189.11억 원

기타

06년도 : 63건' 07년도 : 58건' 08년도 : 29건' 09년도 : 47건’

10년도 : 15개 사업' 11년도 : 11개 사업' 15년도 : 11개 사업’

16년도 : 20개 사업' 17년도 : 26개 사업

<표42> 문화재청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개요

(2) 사업명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요내용

고풍스로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

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 경관

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주거 및 가로

주관부처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국비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기간 2015 ~ 2018

국비예산
('15~'18년, 4년간) 335억원, (2015) 114억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별 28억5천만 원, (2016) 114억원

<표43>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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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부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주요내용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

필요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성질환 진료서비스 실시를 통한 환경복지

증진

지원대상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사회취약계층: 저소득가구,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장애

인 가구 등

지원근거 환경보건법

주관부처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국비지원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기간 2009 ~ 계속

국비예산 (2016) 11억 원

<표44>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개요

(2) 사업명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시범지원사업

주요내용
70년대 지붕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

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가능

지원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주관부처 환경부(생활환경과)

국비지원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가구당 288만 원 이내: 철거

후 지붕 설치 등은 자부담

사업기간 2011 ~ 2021

국비예산

(2011,시범사업) 28억원

(2012) 55억원, (2013) 192억원, (2014) 288억원, (2015) 369.6억원

(2016) 343.56억원, (2017) 341.04억원

기타 시범사업 2011 , 본사업 2012-2021

<표45>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시범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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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처협동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1) 사업명 :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사업

주요내용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

제거점으로 재활성화(도시경제기반형)하고,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를

활성화(근린재생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지원근거 도시재생특별법

주관부처
지역발전위원회(생활권활력화, 도시환경과)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국비지원 50%(총사업비 100억원 이하, 근린재생형 60%)

사업기간 2014 ~ 2017

국비예산 (2014) 1,412.6억, (2016) 3,250억원

기타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서 2016년 도시재생일반지역사업으로

명칭 변경

<표46> 부처협동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사업 개요

(2) 사업명 :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재생/혁신)사업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산

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입지 기

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을 목

적인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원근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국비지원

50%

-재생(시행)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기간 2014 ~ 2016

<표47> 부처협동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재생/혁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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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

주요내용

도시 및 농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

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시·군·구 : 전국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지역발전위원회(생활권활력화, 도시환경과)

국비지원 70%, 안전·생활인프라 관련 사업 80%

사업기간 2015 ~ 2018

국비예산 3,200억원(도시) 1,099억원

<표48> 부처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 개요

4.2.2. 정부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분석

위에서 각 정부 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해보

면 ‘문화적 가치, 인력과 조직, 민간참여의 확대’가 포함된 정책 사업은

미비하고 정보의 활용, 협력적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운영이 포함된 정책

사업은 없었다. 또한 각 부처별 분산적으로 정책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

관련 노하우와 인력, 예산 등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22> 각 부처별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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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행정시스템

4.3.1.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행정시스템 현황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행정시스템 현황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정책실행수단의 대표적인 예로 산자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문체부의

공공디자인진흥법을 비교하였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산업의 경쟁력 강

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공공디자인진흥법은 국민의 문

화향유권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산업디

자인진흥법은 기관을 지정해서 중앙집권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

공디자인진흥법은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있지 않아 부처별

개별적으로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공공디자인법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부처별로 사업이 각각 진행

되며 정보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23>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행정시스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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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행정시스템 분석

<그림2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체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n.p.: (주)크리홍보, 2014) p.142

앞에서 살펴본 정책사업의 중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

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21>과 같다. “사업의

전체적 총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지원주체와 사업참여주체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추진체계 구성하고 있다. 총괄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팀과 함께 공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기

획하고 실행한다. 행정지원주체인 중앙정부(문체부) 및 지방정부(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선정・관리하면서 사업추진을 지

원하는 구조이다. 사업을 체감하는 직접당사자인 지역민은 사업추진주체

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사람, 장소, 지역

의 소통적 관계구조를 형성한다고 한다. 사업추진주체와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는 사업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체계의 기반을 구성하

면서 사업추진체계를 유지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지원

단이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업무 실시한다.”55) 는

5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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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의 자료가 있다. <그림21>을 분석해보면 정책추진 거버넌스

를 중심으로 운영자와 지역민에게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들의 유휴공간재

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의 방식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공을 위한 디자인

정책의 체계에서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공간 사용

자 의식이 개선되어 문화가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디자인 할 수 있다.

4.4.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실행수단 분석

국내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현황을 보면 문화에 관한 법제는 많지만 각

문화 영역과 정책 대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공간에 대한 정책은 그러

한 법체계의 하위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공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할 공간문화콘텐츠가 사례의 모방에 머물거나 정치에 따라 일시적 이

벤트화 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 근거한 문화공간으로 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지자체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 된다.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측면에서의 현 법제체계를 32개의 관련 법제를

관련 조별로 분석하였다. 제조업을 위한 디자인지원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고 전통문화 보존 중심의 법제가 많다. 공간계획에서 문화적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24> 문화적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본 법

제 분포도 분석결과 물리적 규제에 관한 법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

과는 달리 최근 진흥에 관한 법제도 많이 제정 되었다. 하지만 물리적

진흥과 규제에 대한 법제가 많아 하드웨어적인 법제가 많이 있는걸 알

수 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법제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법

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제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

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전,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

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56) 현재는 이러한 공공디자인 진흥

법제와 같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법제가 필요

공간 조성방안 연구 (n.p.: (주)크리홍보, 2014) p.142.를 참조하여 재구성
56) 최영진, 이은석, 이경신, (2016, September·October). Architectural City Policy

Trends (n.p.: AURI, 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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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 그 내용에는 국내에 맞는 유휴공간의 현황 관

리 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조직구성, 제도적 근거 마련, 민간단체 및 전문

가활용,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문화적 재생을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는 물리적인 보존에서 디

자인을 보호하는 법, 공간정보를 서비스하는 법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각

종 정책을 토대로 현재까지 집행되어온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유휴공간

정보서비스 구축과 전문조직구성에 관한 정책사업은 부재하다. 지금까지

정책사업의 현황은 하드웨어적 공간조성 시범사업에만 집중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조성 시범사업은 재정을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물리적

결과가 수치화되어 나오는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이용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일회성 성과에 머문다. 유휴공간에 대한 문화

적 활용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가 육성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다 문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휴공간을 디자인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림 25>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실행수단 분석

정부 부처별 유휴공간의 문화적 공간재생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각 부처별 분산적으로 정책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 인력과

조직, 민간참여의 확대’가 포함된 정책사업은 미비하다. 정보의 활용,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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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운영이 고려된 정책사업은 없다. 공간재생디

자인 행정시스템 분석해보면 분산형 정책실행 모형을 가짐으로 사업의

지속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우수사례에서 도출한 정책지향점을 이용해 정책실행수단을

분석한 결과 소통적 정책 실행수단을 통한 문화적 공간재생문화 확산 필

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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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

5.1.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방법

5.1.1. 정책평가 방법의 종류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질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가치(valu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질적인 분석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적인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적인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 시나리오 작성(scenario writing)

-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

- 교차영향 분석(cross-impact analysis)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시뮬레이션(simulation), 게이밍(gaming) 및 대응적사실 분석

(counterfactual analysis)

- 전문가 판단유도 (expert judgment elicitation) 등57)

위의 질적분석방법 중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기법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전문적 견해에 근거 하여 미래예측을 시도하는 방

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58)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

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분석을 통

해 정책 개선기본방안을 도출해 내고자한다.

5.1.2. 델파이 기법59)

델파이(Delphi)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

탁을 하였다는 아폴로(Apollo) 신전이 있는 옛 도읍지의 명칭에 따른 것

57)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5), 3388-389.
58) 강용주,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n.p.: EDI연구원, n.d.), 2.
59) 강용주,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n.p.: EDI연구원, n.d.), 3.을 참고하여 재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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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델파이 방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정리 하는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다.60)61)62)

델파이 방법은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1950년대에

개발 되었으며,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제거하고 냉전시대의

긴급한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군사 기밀상 1960년대에

델파이 방법이 공개되었으며, 그 후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63)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가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연

구시행이 용이하고 간단하며 미래예측뿐만이 아닌 이해집단의 갈등관계

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이해집단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관련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64)

델파이 방법은 협의회를 통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

과를 방지할 수 있는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에 해당된다. 즉, 토론집단이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정

을 구조화 하는 것이다.65) 의사소통의 구조화는 ①절차의 반복과 통제

된 피드백, ②응답자의 익명, 그리고 ③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66)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 델파이 방법은 3-4회에 걸쳐 질문을

실시한다.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이전 설문에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참여자들은 자기 판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다.67)

첫 번째 델파이 질문은 추정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해당하

는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후, 구성원들의 상호접촉을 하지 않고

연구문제 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토록 한 후 자료를 수집한다.68)

60) 이종성, 연구방법 21 :델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1), 56.
61) 노승용, 델파이기법:전문가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n.p.: 국토연구원, 2006), 80.
62) 박경준,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n.p.: 국토연구원,

2008), 145.
63) 이종성, 연구방법 21 :델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1), 56.
64) 이종성, 연구방법 21 :델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1), 57.
65) 박경준,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n.p.: 국토연구원, 2008), 145.
66) 이종성, 연구방법 21 :델파이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1), 58.
67) 박경준,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 :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n.p.: 국토연구원,

2008), 145.
68) 노승용, 델파이기법:전문가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n.p.: 국토연구원, 20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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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정책 평가

5.2.1. 설문조사 방식69)

델파이법은 통상적인 대면(face-to-face) 방식이 갖는 단점인 그룹내의

상호작용을 없애기 위해 익명성(anonymity)을 매우 중요시 하며, 응답에

대한 수정기회를 보장하고(controlled feedback), 라운드를 반복수행하며

(iteration), 그룹 전체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

을 제시하는(statistical group response) 방법론적 특징을 갖고 있다.
70)71)72)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델파이법의 특징을 적용하였다. 조사에 참여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전문가 패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우연히 패널로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알았더라도 의견교환은 하지 말도

록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다.73)

5.2.2. 델파이 설문조사 시행

본 연구에서는 이미 다른 연구 또는 작업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브

레인스토밍 과정(전통적인 델파이법의 첫 번째 라운드)을 대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법을 시행하였다. 연구수준 평가의 사전

단계인 연구분야 선정 과정은 전통적인 델파이법의 제1라운드인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

에게 개방형의 설문지를 주고 관련 주제를 선정하는 전통적 방식은 사용

하지 않았다.74) 델파이법을 활용한 연구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전문가 패널의 수에 관한 사항이다. 패널의 수가 많을 경우

69) 유근영, 델파이법을 적용한 암연구수준의 평가 (n.p.: 보건연구정보센터, n.d.), 5.
70) 이성웅, "Delphi기술예측기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1987), 240.
71) Rowe G, Wright G, Bolger F. Delphi - A Re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99 1;39:235-251.
72) Woudenberg F. An evaluation of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1991;40:131-150.
73) 유근영, 델파이법을 적용한 암연구수준의 평가 (n.p.: 보건연구정보센터, n.d.), 5.
74) 유근영, 델파이법을 적용한 암연구수준의 평가 (n.p.: 보건연구정보센터, 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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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간 전문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문제시 될 수 있는 반면, 패널의 수

가 적을 때에는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델파이 패

널의 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패널의 수가

작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고, 작은 그룹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보

기도 한다.75) 본 연구에서는 공공, 민간, 수행그룹, 공간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3명으로 이루어진 총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방식

- 2회의 라운드를 실시

- 연구분야 선정 과정(전통적인 델파이법의 첫 번째 라운드) _선행연구

로 대체

- 2차 라운드 설문에서는 설문지, 1차 라운드 결과지

- 공공, 민간, 수행그룹, 공간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3명으로

이루어진 총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1차 조사 : 이슈, 목표, 예측, 대안, 기타에 대한 개방형 질문 실시

○ 2차 조사 : 1차 개방형 질문의 답변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별 12개 문

항으로 범주화 함.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우선순

위 선정

접근방법 1차적 질문 정보의 유형

경 험 적 사실이 어떠하냐? (사실) 사 실 적

평 가 적 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 평 가 적

규 범 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행동) 창 도 적

<표49> ‘정책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을 기초로 설문작성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1995), 336.

75) 송성진, 윤도근,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8 no.7 (1992):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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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설문조사

총 2차의 설문 중 1차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자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로 삼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의문사항과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inetrip@hanmail.net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전공 박사과정 황동호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2. 연령 (만)

 ① 21세~30세 ② 31세~40세 ③ 41세~50세 ④ 51세~60세 ⑤ 61세~70세

3.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① 3년 미만 ② 3년~6년 ③ 7년~10년 ④ 11년~14년 ⑤ 15년 이상

4. 공간재생디자인 분야에서의 전문 분야

 ① 공공(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② 민간(지역민, 사업 참여자)      

 ③ 수행그룹(사회적기업, 문화기반 기업, 시공업체)  

 ④ 공간전문가(디자이너, 기획자,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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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에 관한 질
문입니다.

6. 최근 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공간재생디자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정책사업 후에 지속가능하게 작
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속되지 않다 ② 지속되지 않는 편 ③ 보통 ④ 지속되는 편 ⑤ 
매우 잘 지속되고 있다

※위 6번에서 ①,②,③에 응답하신분만 답해주세요.

6-1. 위의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공간재생디자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선 어떠한 정책적 요소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은 어떠한 정책의 수단이 가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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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델파이 설문 조사 결과

1. 1차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성별은 남자가 7명(58%), 여자가 5명(42%)으로 나타났음.

· 연령은 30대가 4명(33%), 40대가 5명(42%), 50대가 3명(25%)로

나타났음.

· 직업은 공공(공무원,공공기관연구원)이 3명(25%), 민간(지역민

사업참여자)이 3명(25%), 수행업체가 3명(25%),

공간전문가(디자이너,기획자,건축가)가 3명(25%)로 나타났음.

· 해당직업의 종사 경력은 3년 미만이 3명(25%), 3년~6년이 1명(8%),

7년~10년이 2명(17%), 11년~14년이 3명(25%), 11년~14년이 3명(25%)로

나타났음.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 58%

여자 5 42%

연령

30대 4 33%

40대 5 42%

50대 3 25%

직업

공공(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3 25%

민간(지역민, 사업 참여자)  3 25%

수행업체 3 25%

공간전문가(디자이너, 기획자, 건축가) 3 25%

종사경력

3년 미만 3 25%

3년~6년 1 8%

7년~10년 2 17%

11년~14년 3 25%

11년~14년 3 25%

<표 51> 조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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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

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

- 재생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 미흡

- 문화적 재생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움

- 각 부처별 년 단위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이벤트에 그침

-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부재

- 소프트웨어적 순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물리적 건축 사업에만 급급함

-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되고 경제적 논리로 다시 유휴화됨

-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공간재생디자인을 하기 위한 법적 제약이 많고 법률정보를 해석하기 어려움

- 홍보가 되지 않아 방문객이 감소함

-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

- 비용절감으로 인한 디자인품질 저하

- 행정인력과 조직의 비전문성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한 공간재생디자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 정부부처별 개별적 사업보다는 종합적 사업연계정책 필요

- 문화와 재생, 공간디자인이 함께 어울려 질 수 있는 정책 

- 유휴공간 디자인을 위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공유   

- 장소의 역사성, 환경성, 사회성,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

- 단기적 사업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정책사업 개발 및 시행

- 지역별 특성이 적용된 정책

- 경제적 순환성이 확보된 정책

-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활용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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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문조사

1차 설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한 2차 설문은 다음과 같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수단

- 정부부처별 사업진행 및 결과 공유, 소통하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유휴공간 디자인 및 운영 전문조직 운영

- 유휴공간디자인에 대한 노하우와 절차, 법체계 등 정보 수집과 공개

- 비영리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지급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비 확보

- 전문가 양성 및 활용

- 공간기획자와 지역주민, 공공이 협조하여 창조 공동체를 운영하는 플랫폼 개발

- 정책의 홍보를 위한 공간재생디자인 통합브랜드 개발 

- 경제적 순환이 가능한 공간디자인과 프로그램 개발

- 디자인가치에 기준을 두는 계약방식 개발

- 우수하고 지속이 잘되는 재생공간에 대한 수상 및 지원

1차 개방형 질문의 답변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별 12개 문항으로 범주화

<표 52> 1차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의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의 

요소를 12개로 범주화하였습니다. 

  2차의 설문 문항은 범주화된 정책의 요소가 정책의 필요요소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1.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장소적 

가치”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2.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3.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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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5.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절차와 

규정”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6.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주관기관”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7.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인력과 

조직”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8.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민간참여의 확대”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9.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정보의 

활용”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10.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예산”이 

효용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11.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협력적 

추진체계”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12. 국내의 유휴공간이 문화적으로 디자인되어지기 위한 정책의 필요요소로 

“지속가능적 운영”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그런 편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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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설문조사 결과

<그림 28> 2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설문조사 결롸 ‘협력적 추진체계, 인력과 조직, 문화적 가치, 지속

가능적 운영,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기관, 민간참

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예산), 장소적 가치’의 순으로 공간재생디

자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결과 분석

국내의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공간디자인 프로젝트의 지속가

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지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는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

미흡,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부처별 년 단위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이벤트, 조직의 부재, 물리적 건축 사업에만 치중함,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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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활용, 제도적 근거가 미비, 법적 제약이 많고 법률정보를 해석

어려움, 홍보의 부재,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 최저가 낙찰

제로 인한 디자인품질 저하, 행정인력과 조직의 비전문성’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수단은?’ 이

라는 질문에는 ‘정부부처별 소통하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휴공간 디

자인 및 운영 전문조직 운영, 유휴공간디자인에 대한 노하우와 절차, 법

체계 등 정보 수집과 공개, 비영리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지급이

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비 확보, 공간기획자와 지역주민,

공공이 협조하여 창조 공동체를 운영하는 플랫폼 개발, 정책의 홍보를

위한 공간재생디자인 통합브랜드 개발, 경제적 순환이 가능한 공간디자

인과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가치에 기준을 두는 계약방식 도입, 우수하고

지속이 잘되는 재생공간에 대한 수상 및 지원’라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 12개 문항으로 범주화 하였는데 3

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던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정책요소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델파이 분석 2차 설문조사 결과 ‘협력적 추진체계, 인력과 조직, 문화

적 가치, 지속 가능적 운영,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

<그림 29> 국내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평가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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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 민간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예산), 장소적 가치’의 순으

로 공간재생디자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로 문화적 공간재생디자인 정책 기본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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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개선방안 제시

앞에서의 연구를 통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에 대한 가치적 요소, 법제적 요소, 행정적 요소를 다각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의 주요 실행수

단인 관련 법제가 미비하거나, 시행중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도출한 델파이 분

석 결과인 ‘협력적 추진체계, 인력과 조직, 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적 운

영’이라는 요소를 통해 ‘소통적 정책을 통해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문화

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그림30>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의 지향점

정책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 각각의 정책

들을 통합,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재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소통적 구조

설정’하고 ‘문화적 공간재생을 위한 정책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 제시하고, 정책의 소통과 실행을 위한 ‘유휴

공간디자인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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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간재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소통적 구조 설정

단순히 유휴공간을 복원 또는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재

생 디자인하여 활용,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의 소통

적 구조가 필요하다. 문화적 가치는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

에 협력적 추진체계를 갖춘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먼저 유휴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관련 조직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 정책을 개선시키기에 앞의 연구과정에서의 얻어진 결과

의 종합으로 문화적 가치, 인력과 조직, 지속 가능적 운영, 협력적 추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소통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물리적

재생공간은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공간

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화적

가치이다. 모든 유휴공간이 문화적 가치를 기본으로, 소통적 정책이 실행

될 때 다른 가치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사람과 함께 문화적으로 확장

되어 유휴공간디자인이 지속가능적 선순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1> 정책의 소통적 구조 제안



- 125 -

6.2. 문화적 공간재생을 위한 정책디자인

유휴공간의 문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디자인하기에 앞서 정책이 디자인 되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아무리 뛰어

난 공간이여도 앞에서 도출한 공간재생디자인정책의 요소가 빠져있다면

사람에 의해 활용되지 않아 또다시 유휴공간이 될 것이다. 유휴공간에

문화가 순환되도록 디자인하기 위한 정책디자인을 정책의 실행수단을 활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6.2.1. 법제 개정방안 제시

앞서 4장에서 공간재생디자인을 위한 법제를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분

류하였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법제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각각의

법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6장

에서는 각각의 법제들이 가치적 요소에 해당하는 지향점, 법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원칙, 행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

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제안을 제시하였다. 공간디자인관련 법제

들은 해당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 있었지만, 많은 법제들이 요소

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내

용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앞서 말했듯이 소통적 정책을 위해선

각각의 법제가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하고, 연관법제들끼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들은 관련법제들을 분석하여

요소별로 포함여부를 분석, 이중 개정이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법제

들을 분류하였다. 표 내용은 각 법 조항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개정제안

을 제시하였다. 개정제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관기

관과 지자체, 공간재생디자인관련 전문가, 주민까지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생공간이 지향점의 가치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들이 소

통하는 정책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사업 지역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디자인되어야한

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또한 지속적인 재생공간

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생공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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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이 일회성이기 쉽고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지 않아 다시 유

휴공간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1)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분석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국토기본법 ○ ◉
제4조 ○ ○ ○ ◉

제5조,2 ○

경관법 ○ ○ ○ ◆

◉
제14,15

조
수도권

정비

계획법

○ ○ ○
◆

제26조

◆

제23조

◉
제3조

도시

개발법
○ ○ ○

◉
제7조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 ◉
제4조 ○ ○

토지이용

규제법
○ ○ ◆ ◉

제15조

<표54>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2) 문화적재생을 위한 공간활용 관련 법제 개정제안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국토기본법

법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공간의 문화적 가치 필요

법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

성
경제적 가치를 추가( 수익사업)

법 제5조

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

지표 및 기준
협력적 조직으로 관리감독

경관법

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소적 가치 설정

법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을 위한 기초조사

조사 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문화적 요소 설정

법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정비할 때 여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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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디자인관련 법제

(1) 공간디자인관련 법제 분석

수도권정비

계획법

법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계획추진

법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

치

전문가뿐만아니라, 민간(지역지민)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
법 제26조 보고와 감독 주관기관창설

도시

개발법

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침 필요
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침 필요

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수렴된 의견을 지역주민 모두 공

유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침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 수립

타당성 여부에 경제적효과 여부도

포함, 복합적 가치로 타당성 판단

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지역협의체 구성

법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지역협의체 구성

법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유휴공간규제 완화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민간기업, 토지공사등 협력적 추

진 위원회 위원단 구성
법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유휴공간규제 완화
부칙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유휴공간관련 주민의견 청취

<표55> 문화적재생을 위한 공간활용 관련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문화기본법 ◉
제11조 ○ ○ ◉

제8조 ◆ ◆ ○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

제10조
◉

제8조 ○ ○ ◆

문화예술진

흥법
○ ○ ○ ◉

제14조 ◆ ◉
제18조

대중문화예

술산업

발전법

○ ○ ○ ◉
제17조 ◆

공예문화

산업 진흥법

◆

제11조
○ ◉

제4조
◆

제10조
○ ○

관광진흥법 ○ ○ ◉
제11조

◉
제48조

◉
제28조

의8
○ ◆

<표56>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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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디자인관련 법제 분석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건축기본법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절차와 규정을 법으로 정의

법 제5조 국민의 의무 문화권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

법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

보
유휴공간디자인의 공공성 확보

법 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휴공간디자인 전문분야 필요

법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경제적가치추가. 수익성고려

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유휴공간디자인 전문분야 필요

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의견 수렴

건축법

법 제2조 리모델링에 관한 정의
리모델링후 관리, 지속적관리항

목 추가

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유휴공간디자인 전문분야 필요

법 제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의견청취 수단 필요

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유휴공간 관련 특혜 필요

법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민원의 실행 여부 공개

법 제35조의2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단술시설에관한 지원뿐만아니라,

문화적, 경제적가치를 보완할수

있는 지원책 제공

산업디자인

진흥법

법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법령으로 정해진 기관 혹은 전

문가들끼리의 협력적관계를 위

한 인프라 구축

법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

업
유휴공간디자인 육성개발 필요

법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

한 지원

유휴공간디자인 관련회사 육성

개발 필요

법 제1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유휴공간디자인 전문기관 필요

법 제11조의2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지역과 연계하여 센터의 랜드마

크화 등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제정

디자인보호법

법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유휴공간디자인과 문화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권리보호

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조항을 유연화,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의 권리 보호

법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유휴공간디자인 전문기관 필요

조경진흥법

법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유휴공간보호단지 지정

법 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유휴공간디자인을 위한 지원예

산을 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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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재생 진흥관련 법제

(1) 공간재생 진흥관련 법제 분석

법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

원

유휴공간디자인의 국제적 지속

적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하고 지원할 책무 추가

법 제6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공공적

가치 추가

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유휴공간디자인을 그린리모델링

에 대한 지원에 추가

법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유휴공간디자인을 그린리모델링

에 대한 지원에 추가

법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심의위원회

유휴공간디자인 관련 자격증 시

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 의무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하고 지원할 책무 추가

법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정보의 활용체계 구축

법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방치폐기물을 공간 조성에 활용

법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유휴공간디자인 관련 인력 지원

<표57>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제2조 ○ ◉

제17조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특별법

◉
제2조

◉
제2조 ○ ◆

◉
17조의

4
◆

노후거점산

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를 위한 

특별법

◉
제11조

의2
○ ○ ○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
제4조 ○ ○ ○

◆

제23조
◉

제23조

<표58> 공간재생 진흥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 130 -

(2) 공간재생 진흥관련 법제 개정제안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 제2조
재정비촉진기구에 관한

정의

폐공간, 유휴공간등 재생공간의

정의를 추가

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

건

노후,불량공간뿐아니라 빈집, 빈건

물등 도 지정요건에 추가

법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

행 총괄관리
유휴공간디자인 관련 절차 추가

법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지역주민도 협의회에 구성원으로

법으로 제정

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유휴공간디자인 관련 절차 추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2조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정의

사업에 경제적 가치추가(주민지원

사업)

법 제11조의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

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문화재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 추가

법 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

용

고용 이후 지속적 지원방법 및 절

차를 법령으로 개정

노후거점산업

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 제2조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관한

정의
노후 거점단지를 문화적으로 재생

법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노후 거점단지를 문화적으로 재생

하여 경쟁력을 강화

법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

모

노후거점지역을 세분화하여 정의

하여 법령으로 제정,(유휴공간, 폐

공간추가)

법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공간의 여러 요소를 고려

법 제24조 민간투자사업 문화적 활용이 가능한 사업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건축자산에 폐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항목 추가, 기본계획수

립에 건축자산으로 지정

법 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장소적, 문화적 가치를 함유한 쥬

지 및 보수

법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

체의 구성 및 지원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법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한옥 관련 유휴공간 활용

법 제3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한옥 관련 유휴공간디자인 전문가

육성 및 지원

<표59> 공간재생 진흥관련 법제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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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1)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2)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체

계

지속
가능적 
운영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

제9조 ○ ◉
제8조 ○ ◆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 ○ ◉

제16조 ○ ◆

<표60>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법 제8조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

법 제9조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

원

공간정보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

가, 산업의 한부분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

법 제16조의2 창업의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

법 제2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지

원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법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유휴공간디자인 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법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

성
유휴공간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필요에 따라, 빈공간, 폐공간을 진

흥시설로 우선 활용

법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지방자치 단체의 유휴공간의 진흥

시설 활용 협조

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지역구민, 민간인이 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네트워

킹 구축

법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유휴공간디자인 포함

법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유휴공간디자인 정보제공

<표61>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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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1)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분석

(2) 문화적 공간재생을 위한 관련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문화기본법 ◉
제11조 ○ ○ ◉

제8조 ◆ ◆ ○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

제10조
◉

제8조 ○ ○ ◆

문화예술진

흥법
○ ○ ○ ◉

제14조 ◆ ◉
제18조

대중문화예

술산업

발전법

○ ○ ○ ◉
제17조 ◆

공예문화

산업 진흥법

◆

제11조
○ ◉

제4조
◆

제10조
○ ○

관광진흥법 ○ ○ ◉
제11조

◉
제48조

◉
제28조

의8
○ ◆

<표62>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문화기본법

법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수립시 주민의견포함, 네트워

킹구축

법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와 개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조사

연구를 병행

법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행정적 요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간참여의확대

법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협력적조직, 경제적가치추가

법 제 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사회적가치 인력과 조직

문화예술

진흥법

법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절차와 규정, 주관기관

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지속가능적운영을 위한 경제적기

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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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보존 관련 법제

(1) 공간보존 관련 법제 분석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법 제17조 지원센터

지속가능적 운영을 위한 지원센

터, 민간참여의 확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 제5조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가치추가, 문화적 가치추

가

법 제10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주관기간을 통한 지속적 개발

법 제11조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

충

산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장소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

국가와 민간사업의 협력적 조직

법 제17조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

계
재정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적 운영

관광진흥법

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

분과 위탁 경영
민간참여의확대 절차와 규정

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옥외광고뿐아니라, 광고자체를 주

관기관이 관여, 지속적 인프라 구

축

법 제48조

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지역의 민간참여의 확대

<표63> 문화적 공간재생을 위한 관련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문화재

보호법
○ ◉

제4조 ○ ○ ○
◆

제11조
◉

제7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제71조 ○ ○

◆

제69조

의3

○ ○

<표64> 공간보존 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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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보존 관련 법제 개정제안

7.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1)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분석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
적 가치

경제
적 가치

문화
적 가치

공공
적 가치

절차
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
과 조직

민간
참여

의 확대

정보
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
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

적 운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조 ○ ○ ◉

제5조 ○

◆

제37

조

○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제6조 ○ ○

◆

제6조

◉
제15
조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7

조

◉
제17
조

◉
제17
조

<표66>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문화재보호법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책무에 추

가

법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문화적 운영을 위한

계획추가

법 제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협력적 조직, 추진체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 제69조

의3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 법령제정

법 제71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협력적 조직구성, 문화적 가치추

가

법 제76조 자격 요건
참여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 시

행

<표65> 공간보존 관련 법제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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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개정제안

8. 공간계약 관련 법제

(1)　공간계약 관련 법제 분석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

립

유휴공간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추가, 주관기관을 명확히 함

법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평가에 장소적 가치, 사회적가치

추가

법 제37조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재정(예산)국가적지원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협력적 조직구축, 사회적 가치추

가

법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지속가능적운영을 위한 법률제정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위한 유휴공

간활용 항목 추가

민간참여의확대

유기적 인력과 조직구축

<표67> 지역 문화 활용 공간디자인 특별 법제 개정제안

지향점 원칙 절차

장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공적 
가치

절차와 
규정

주관
기관

인력과 
조직

민간
참여의 
확대

정보의
활용

제정
(예산)

협력적
추진
체계

지속
가능적 
운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 ○
◆ ◉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 ○
◆

○ ◉ ○

<표68> 공간계약 관련 법제 분석

○ 있음 개정불필요, ◉ 있지만 개정필요, ◆ 새롭게 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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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계약 관련 법제 개정제안

6.2.2. 정책사업 및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앞서 4장에서 정부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 관련 정책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사업의 주관부서는 한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

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유휴공간디자인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소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지역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부

처 간 협력한 사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진행한 ‘사회취

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컨설팅 하여 주거환경개선과 환경성 질환

진료서비스를 통한 환경복지 사업이 있다. 이 경우 지역의 관련 문화사

업과 같이 진행되었다면 단순히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특

징을 살려 문화적 특징이 있는 주거단지로 개선시키고 지역민의 만족도

가 높았을 것이다. 또한 보다 지역사회에 특징이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

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별 협동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

화(재생 혁신)사업’은 부처협동을 통해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

로 재생 산업을 추진하여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주변지역시설 이

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량하여 노후산업단지를 지역과 융합하여 개

선시켰다. 또 다른 예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 실시된 ‘도

시재생선도 일반지역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도시국토교통부, 농림

축산식품부가 협동하여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세부처가 협력

적 추진을 통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개정제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문화적, 사회적 가치 요소 포함

법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유휴공간디자인 관련 사업 계약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가치 요소 도입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낙찰자 결정
문화적, 사회적 가치 요소가 우수한

낙찰자 선정

법 제29조 공동계약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

러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계약

<표69> 공간계약 관련 법제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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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고,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를 활성

화하였다.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의 수행과제 제안 하면 다음과 같

다.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법제 마련을 통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부처 협동적

공간재생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조직을 개설이 필요하다. 조직을 통해 각각 부처별 사업을 통

정책수행과제 제안주요내용

제도적 근거마련
-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디자인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법제 마련

유휴공간디자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 재생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DB화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어플리케이션, 웹)

- 법제와 계약, 정책 관련정보 제공

- 각 공간별 운영현황과 노하우 공유

전문가 조직 구성

- 유휴공간에서 프로그램과 공간을 디자인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재생디자인 전문가 육성 및 활용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한국적 문화와 공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조직 개설

- 현재의 소모적인 부처별 공간재생디자인사업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구성

-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단기적 사업으로 그치는 행위를

막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민간단체 활동 구성

및 지원

- 공간재생디자인 박람회 개최(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유휴공간을 문화로 접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일반인

들에게 우수한 유휴공간 활용 문화를 알리고 재생을 통

한 환경문화를 확산함

- 스타트업 디자이너의 공간, 디자인 아카이브 등으로

활용

재정지원

- 단기적 시범공간 구축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인적자

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재정 형성

- 비영리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을 위해 기업이

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비 확보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디자인 활동에 조세 혜택

통합적 홍보

- 유휴공간을 활용한 디자인의 중요성과 혜택을 통합적

으로 홍보

- 우수하고 지속이 잘 되고 있는 공간재생디자인과 프

로그램에 대한 수상 및 홍보

<표70>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의 수행과제 제안



- 138 -

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단기나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행위를 막고 지속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설해야한다.

운영조직 안에는 국가부처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들도 조직의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의 참여로 유휴공

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간디자인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재생디자인관련 박람회

개최를 통해 민간단체나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 공간재생문화를 확

산시켜야한다. 유휴공간의 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단순히 문화적,

장소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까지 지닐 수 있다는 관점을 알

려야 한다. 공간재생관련 사업은 미래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

문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 시범 공간

구축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재정 형성

하거나 영리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을 위해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비 확보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에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디자인 활동에 조세 혜택을 주는 등 감면을 통한 경제적 이익

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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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7.1. 유휴공간디자인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앞에서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휴공간의 문화적 디자인을 위해서는

소통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소통적인 정책을

위하여 <그림32>와 같이 유휴공간디자인 통합 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

하였다. 기존의 정부부처 중심의 정책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정부부

처, 운영조직, 사업수행사, 지자체, 전문가 집단이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

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키는 구조이다.

<그림32> 유휴공간디자인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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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 부처별 개별 정책사업으로 인한 예산, 인력 낭비를 줄

여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가능하고 제도화된 공간디자인정책

으로 지속가능한 유휴공간의 운영과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물리적 개

선 정책보다 정보의 활용, 전문가와 시민을 교육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용

자의식이 변화되어 유휴공간디자인이 문화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7.2. 연구함의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본 연구에서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연

구를 통해 그동안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양하게

연결된 국내의 현 법제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법제를 개정제안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정책사

례를 분석하면서 하드웨어적 재생정책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재생정책을

시행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문화적 공간재생 관련 법제와 정책의 분석결과 대부분 하드웨어에 치중

되어 있고 물리적 수치화된 성과위주의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유휴공간

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디자인전문가, 관련법제가 유기

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정책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유

휴공간을 문화적으로 디자인 하는 사업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역주

민, 전문가, 지자체, 민간기업 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휴공간 통합정보시

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디자인보다는 공간재생에 대한 의식

변화로 소프트웨어적 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

<그림 3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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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디자인과 설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

어 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수립

을 위한 기본연구로서 ‘유휴공간 정보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방안 연구, 한국형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매뉴얼 개발연구’등의 후속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유휴

공간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관한 논제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더 이상

유휴공간디자인이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가

치를 포함한 사회적 공간디자인이 되기 위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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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ce design
policy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idle space in
Korea

Hwang, Do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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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pace design is repeated with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pace'. With

the aging of the space created after industrialization, the necessity for space

reproduction design is emerging all over the world. In Korea, idle space

such as vacant houses and other buildings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after industrialization,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Such an idle space is likely to slum the human settlement

environment or be used for crime. It has also a perception that it does not

give psychological stability to the members of societ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udden increase in idle space can be utilized as a new

resource. Therefore, many studies on the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heritage and idle space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and many

studies emphasize the necessity of 'cultural regeneration'. Recently, spatial

planning an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spatial planning and research on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idle space are under way. However, there are

still few studies on the space design policy , government, and policy

projects that enforce those policies. Without such basic background, the

project that plays the idle spac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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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cernible, so it is not institutionalized, After the project, only the physical

results are left and the program for activ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mains. In order to cultivate and sustain idle space culturally, related space

design policies and legislation should be studied and supported. Therefore, It

is a study on policy and legal system that culturally regenerated spaces

become sustainable and cultural idle space through design policy.

As a research method, we constructed a research system based on

'rational problem solving process' among policy analysis methods of policy

studies. First, ‘What policy elements are available in cases where idle space

is activated and satisfied?’ , 'What is the current policy implementation tool

for designing idle space?', 'What are the remedial measures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design idle space to be sustainable?'. Second, we set the

purpose of cultural space reproduction design policy through precedent

research. We study how to use basic concepts and roles of policy in design

policy.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regeneration, culture and design

policy are examined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Third, we analyze the

best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space design and reproduction policy and

the best practice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ultural space regeneration

policy projects.

Through this study, policy orientation points for cultural space renewal

design are derived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current sp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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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re presented. Fourth, we analyzes legal system, policy business, and

administrative system, which are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for the

realization of policy. This means of implementation is applied to 'policy

elements for cultural space regeneration design', suggesting improve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means. Fifth, the evaluation of space design policy for

cultural restoration in Korea is carried out. We applies Delphi method among

policy evaluation metho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elements influencing the cultural space reproduction

design is set.

Finally, the basic policy of introducing policy points and improvement

factors th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process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ed basic plan, we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space design policy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space

reproduction design, there are many legal systems focusing on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s. For this reason, duplication of work with

other ministries occurs, which leads to a delay in the re-account of the bill.

In addition, the spatial regeneration system related to the space regeneration

is being plann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he city planning , the related

legal system , cultural space for fostering local arts and culture are not

implemented organically. Under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national , local

governments and the direction of the support policy, it is not obligatory to

secure the budget and the standards for cultural space are not presented in

various policies.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on design policy, Domestic centralized

design policy is not satisfactory to the clients, designers, and us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prior researche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ws, policy implementation tools for design creativity and user

activation.

To elucidate the criteria of implementing the spatial regeneration design

policy, we derive necessary elements of the space regeneration design policy

by analyzing the precedent research, the cultural space regeneration design

excellence policy , the domestic and foreign excellent policy project.

The method of implementing spatial regeneration design policy are related

legal system, policy business, administrative system. This method is

analyzed based on the necessary elements of the space design policy. As a

method of analysis, it was analyzed variously on the basis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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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and policy studies. Based on the basic research, it was analyzed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rather than a subjective framework. It is

classified by each cultural area and policy object that Domestic space

regeneration design policy. The policy on space is included as a subordinate

of such a legal system.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patial culture

contents that should have the identity of the space remain in imitation or

are eventized according to political attempts, and they are not cultivated as

legal cultural space and depend on the will of the local governor.

The present legal system is analyzed in terms of cultural space

reproduction design. As a result of analyzing 32 related laws in related

groups, design support for manufacturing industry was the highest. In the

case of traditional cultural space, it was composed of preservation centered

legal system.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cultural perspectives in spatial

planning. Analyzing the policy types classified by policy, it is distributed

widely in distribution polic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more hardware

restrictions in physical space than laws in software promo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policy and restoration of the cultural space in the idle

space by government departments, the policy projects were being

implemented in a dispersed manner by each department and the policy

projects including 'cultural value, manpower and 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private participation' were relatively inadequate. There was no policy

project that included the use of information, a cooperative promotion system,

and sustainab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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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spatial regeneration design administration system, it revealed a

decentralized policy execution model. This limits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The spatial design policy for the domestic cultural reproduction was

evaluated using Delphi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first survey, most of

the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space design project culturally

reproducing the idle space in Korea were answered as 'not sustainable'. The

question "Why is not sustainable?" Includes questions such as "lack of

know-how to operat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temporary event due to annual projects by ministries, absence of

organization, design lacking in institutional grounds, lack of institutional

grounds, difficulty in interpreting legal information, lack of public relations,

design tha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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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design quality due to the lowest bidding system, The question "Why is

not sustainable?" Includes questions such as lack of know-how to operat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temporary event

due to annual projects by ministries, absence of organization,"Design lacking

in institutional grounds, lack of institutional grounds, difficulty in interpreting

legal information, lack of public relations, design tha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low design quality due to the

lowest bidding system.

The second questionnaire based on the Delphi method is a measure of how

much the categorized policy elements are effective as a necessary element of

the policy based on the first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Cooperative implementation system, personnel and organization,

cultural value, sustainable operation, economic value, social value, procedures

and regulations, Respectively.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e importance of

policy elements influencing cultural space recycling design act was set.

As a sugges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ce design policy for

cultural reproduction, this study suggest as follow: Proposal of institutional

basis,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idle space design,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operating

organization for building cooperation system, support and integrated

promotion '. According to the policy plan and the tasks to be carried out,

the analysis of the existence of the legal system,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the necessity of the legal system were suggested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This will reduce waste of budget and

manpower from individual policy projects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make policy projects more effective. It is expected that the idle space design

will be able to have cultural self-sufficiency by changing people's

consciousness by educ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experts and citizens

rather than physical improvement policy by applying institutionalized space

regeneration design policy.

Key words: Space Regeneration, Space Design Policy, Cultural

Restoration, Idle Space, Space Design Legislation

Admission year : 2012-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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