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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는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 공간의 수

요가 변화하고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치된 유휴공간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켜 유휴공간의 관리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

만 유휴공간을 지역 개발 및 도시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유휴공간이 활용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주체 또한 

공공으로 제한되어 연구되었다. 축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개발의 지연

과 토지 소유주의 부재로 인하여 일시적·임시적인 형태로 다양한 변환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도시에서의 유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으로 본 연구는 장시간의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장항읍을 사례로 

하여, 유휴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환되는지를 주체별로 탐구하여 축소도

시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변환을 주도하는 주체별로 변환 동기와 목적, 이해

관계자들의 역학관계,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환 특성을 분석의 틀로 설정

하고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 85명의 인터뷰와 현장 조

사, 위성 영상 및 문헌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개인의 점유 활동을 통해 변환된 유휴공간은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르며 일시

적·임시적 특성이 있었다. 유휴공간의 유해성 저감, 먹거리 수확, 취미 활동 등 개

인의 목적에 따라 유휴공간을 변환시켰으며, 소유주-점유자-공공-이웃 주민이 이해

관계자로 드러났다. 개인의 점유를 통해 공간이 변환되는 현상은 ‘무단 점유와 이

해관계자들의 암묵적 동의’와 ‘공간을 나누고 함께 돌봄’, 그리고 ‘협상과 공유 의

식’을 통하여 나타났다. 유휴공간의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법·제도·정책, 개인

적 필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입지 조건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동체에 의해 변환된 유휴공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오염된 공간으로 공동체에 장시간 동안 복합적인 피해를 주었다. 지역 공동체는 

공동의 대응을 통해 오염된 공간을 정화하였다. 이해관계에 자유로운 특성을 가

진 외부 조직체와 주민과 공공의 가교 구실을 하는 마을 이장은 리더로서 저항

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 자원으로써 언론은 외부로 오

염의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오염 정

화를 위한 활동은 초기에는 공동체 외부의 도움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주민들

이 주도하는 연합된 거버넌스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첫째,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기

업,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셋째, 거버넌스 내에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다.

공공에서는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유휴공간을 변환시켰다. 

군에서는 장항읍 외곽에 위치한 국립시설들을 읍내에 위치한 유휴공간과 연계시

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장항읍을 가로지르는 철도 주변의 

유휴공간이 변환되었다.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변환과정에서의 갈등은 공공

과 주민, 공공과 시설 운영자,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갈등 요

인 외에 변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속적이지 못한 운영·관리 정책, 

관리 주체의 변화, 계획안의 변경, 정비 대상 선정 방식, 운영자의 전문성 및 지

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견되었으며, 공간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의 입지, 명칭

과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부 시설에서

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며 유휴공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였

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소

통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또한 미디어센

터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옛 사진, 물품들을 수집·전시하고 

이후 디지털화하여 지역 자산을 축적하였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변

환된 유휴공간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역 내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유휴공



간(미디어센터)-동아리-지역 내 봉사 단체-주민위원회-공공기관이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제시

되지 못했던 유휴공간의 변환을 주제로 하여 유휴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활

용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와 갈등을 파악하여 내재

된 사회적·정책적 논쟁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셋째, 유

휴공간의 변환을 주도한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의 형태와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유휴공간의 관리·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축소도시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유

휴공간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재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고려해야 유

휴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휴공

간의 변환 주체에 따라 동기, 목적, 변환 특성 등이 상이하여, 변환 주체별로 유

휴공간의 발생과 활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주요어: 도시쇠퇴, 도시재생, 협력적 거버넌스, 공동체 활동,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토양 오염의 정화 

학번: 2015-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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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쇠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이전 50년 동안 37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러한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Oswalt, 2007, Pallagst,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도시에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경기 침체와 저출산 등의 사회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감

소는 토지이용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심의 공동화와 유휴공간 발생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투자가 적고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

시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방치되고 노후화된 공간들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

한다.

방치된 유휴공간의 증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건축법상에 빈집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시행되었다. 또한 유휴공간이 지역 개발 및 재생에 기여

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시

재생사업단, 2010),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김기홍·김영, 2007) 

등 다양한 정책들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축소도시에서의 유휴공간은 오랜 시간 고착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

휴공간이 재활용되기까지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일시적·임시적인 형태로 다

양한 변환 과정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점유에 의해 텃밭, 주차장, 적치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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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황에 따라 용도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용도

가 지속하기도, 변화하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

염에 대한 정화는 장시간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이주, 식물 정화, 경

작 활동, 토양 오염을 위한 굴착 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용도가 변환되며 오염 

정화 후 또 다른 형태로 변환될 것이다. 한편, 용도의 변환과 함께 소유주의 전

환과 공간의 성격 또한 변화한다. 방치된 유휴공간은 공공을 위한 용도로 활용

하기 위해서 개인 공간을 매입하여 공적 용도로 전환되기도 하며, 사적 공간이 

일시적 동안 공적 용도로 변환되기도 한다. 또한 사적 공간이 방치되어 무단으

로 점유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등 축소도시에서는 공간의 용도와 토지 소유, 점

유자 간의 변환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유휴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방안들은 유휴공간의 용도에 대해 고민이 집중되어

왔다. 유연한 활용 방법으로써 일시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또한 전략적 기법과 용도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축소도시에서는 앞선 

변환 현상들이 기존과 다르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도시 유

휴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소유의 토지에서도 다양한 형

태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유휴공간의 증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 지역 커뮤니

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공공의 개입이 제한적인 

사적 유휴공간의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주목받는다. 따라서 유휴공간을 효율적

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과 함께 개인 소유 유휴공간

의 변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계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축소도시의 장시간 방치된 유휴공간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유휴공간의 변환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린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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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요인들과 변환 양상

을 유형별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유형이 도시 차원에서 발

생하며 어떠한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개입된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

떠한 형태와 분포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변환된 공간의 이

용 용도와 변환의 주체, 공간의 소유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유휴공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이유로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는 공공으

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공간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소유의 토

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사적 소유지에서 발생하는 유휴·방치 현상은 공공의 

개입이 어려워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근린 주거의 

사적 유휴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은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지

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과는 다른 양상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미하며, 주체별로 변환 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주체별로 유휴공간이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 유휴공간을 변환하는 데 있어 

각 주체에 따른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겪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

하는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탐구하여 축소도시 

유휴공간의 변환 현상을 이해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유휴공간이 변환된 최종 상태와 변환된 용도의 효과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면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변환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또한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개입된 행위 주체와 관계된 이

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공간 변환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관련된 주체들의 



- 4 -

행위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과 

세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들은 각각 어떤 동기·목적으로 유휴공간을 변환

시키는가? 주체에 따라 변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유휴공간의 변환은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유휴공간이 장시간 고착화 되고 소유주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는 축소도시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은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변환되기도 하며 공동의 대응을 통해 변환되기도 

한다.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에 대응하는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변환 과정에서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주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주체의 특성에 따라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에 대응하는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고 각각의 변환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그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2>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대상이며, 변환 과정에

서 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충돌하는가?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에 따라 각각 관계된 이해관계자 대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과 충돌 양상을 주체별로 

살피고 주체별로 갈등의 대상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갈등이 발

생하게 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기존의 제도와 체계에서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 

사회의 공익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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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3>

유휴공간이 변환된 이후의 용도는 무엇이며, 변환된 유휴공간은 어떤 분포 

특성을 보이는가? 

근린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

에서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요인들과 변환 양상

을 유형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어떠한 유형이 어떠한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개입

된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떠한 형태와 분포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변환된 공간의 이용 용도와 변환의 주체, 공간의 소유

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2. 사례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도시의 축소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

의 변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탐구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상지는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지

역 산업의 변화로 축소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이며,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지

역에서 유휴공간이 주민들의 활동을 계기로 변환되는 곳을 선택하였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은 금강하구둑 건설로 인해 지역의 주요 산업이었던 

수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장항제련소가 폐쇄하여 노동자 및 관련 업종 근로자 수

가 감소하는 등 지역산업이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

적인 인구 감소와 이촌 향도 등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근린 주거지역에 방치된 빈집, 빈터들이 다수 발생하

고 있으며 과거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부지와 철도 유휴부지, 물양장 등의 과거 

산업시설들이 방치되고 저 이용되고 있다. 사전 조사 답사 시, 다량의 유휴공간 

존재와 유휴공간의 다양한 변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휴공간의 증

가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텃밭, 주차장, 환경복원 등 다양한 행위로써 유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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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장항읍과 서천읍의 인구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장항읍 25,521 26,158 30,861 23,093 23,358 19,269 16,278 13,468 11,960 11,549

서천읍 -　 -　 17,333 16,036 15,695 14,647 13,424 13,180 13,077 13,87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이 변환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유휴공간의 분포가 주거지역에 집중되어 근린단

위의 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과거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

부지와 철도 유휴부지, 물양장 등의 유휴공간에서 환경복원과 녹지조성 등의 행

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장항읍은 산업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도시 축소 현상을 겪고 있고 다수의 유휴공간 발

생과 변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장항읍은 농어촌 중소도시로 수산업과 장항제련소 중심의 산업이 함께 번성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30,861명의 인구수는 최근에는(2015년) 약 62.5%가 

감소한 11,5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표3-1).

장항읍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80년~1985년과 1990년~1995년의 두 시기에 

인구수가 급락하였다. 당시 장항의 큰 변화는 1983년 금강하구둑 착공과 1989

년 장항제련소의 용광로 폐쇄 그리고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이었다. 1985년의 

인구수 급감(25%, 10,768명 감소)은 1983년 금강하구둑의 착공으로 인한 수산

업의 쇠퇴가 주요한 원인이다(허정균, 2010). 반면 1990년~95년의 인구수 감소

(8%, 4,089명)는 비록 금강하구둑이 1990년 완공하였으나 1989년 장항제련소의 

용광로 폐쇄 또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금강하구둑의 건설 시기

인 85년부터 90년 사이에는 인구수가 변동 없이 오히려 2만93명에서 2만358명

으로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하구둑의 영향은 이전 85년~90년의 

인구 감소에서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1990년의 

감소는 장항제련소의 환경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장항제

련소의 근로자 수가 당시 1,200명에서 약 250명으로 감소하였고, 원광석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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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명)

자료: 통계청

그림 1-1. 장항읍의 인구변화, 장항군내 내륙지인 서천읍과의 비교

끊기면서 장항부두 하역물량이 60% 이상 줄어 3백여 명의 하역근로자들에게 타

격이 갔다. 1985년의 평균 가구원 수가 4.1인으로(통계청) 약 5천 명이 1990

년~95년의 인구수 변화(8%, 4,089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장항

제련소는 1974, 76년 증설하였는데 당시 다른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975년에서 1980년의 인구수의 급증(4,703명) 또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 현재, 장항제련소의 용광로 폐쇄가 당시 장항읍의 인구변화에 절대적 원인

이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당시의 자료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만, 주민들의 구술과 앞선 사실관계로 볼 때 90년대 장항읍의 인구 변화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80년에서 85년 사이의 급감한 인구변화는 금강하구둑 건설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의 인구 변화는 금강하구둑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1989년 제련소의 폐쇄가 주요한 원인으로 인구의 감소에 영향

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장항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이촌 향도 등

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항 내 유휴

공간은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구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중금속으로 인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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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 도시의 쇠퇴와 함께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

였다.

장항읍은 최근 30년간의 인구 감소 상태에 있다. 특히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인구 감소율은 50.6%이다. 또한, 도시쇠퇴현황 자료

(`16.12월 기준)에 따르면, 인구사회 부문과 물리 환경 부문에서 모두 쇠퇴 현상

을 겪고 있다. 노후 건축물 비율 또한 76.95%로 집계된다. 

<인구사회 측면>_장항읍

표1-2. 장항읍 인구 변화

구분
시기 과거대비 

변화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인구수 25,521 30,861 23,358 16,278 13,468 11,761 -50.6%

노인인구 1,142 1,694 2,147 2,856 3,429 3,815 +334.1%

비율(%) 4.5 5.5 9.2 17.5 28.7 32.4

가임

여성수
5,755 7,317 6,266 3,882 2,209 2,082 -36.2%

비율(%) 45.4 48.8 55.0 47.5 36.7 35.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주: 1) 노인 기준 (60세 이상), 가임여성 기준 (15~49세),

2) 과거대비인구변화: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물리환경 측면>_장항읍

표1-3. 장항읍 노후건축물 비율

시기 노후건축비율 총건축물수 노후건축물수 기준

2016 76.95% 3,961 3,048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도시 쇠퇴 현황 자료(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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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측면>_서천군

표1-4. 서천군 지가변동률

시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1975 26.26 -

1980 11.03 -

1990 11.23 -

2000 2.34 -

2010 0.40 -

2016 1.53 17.22

자료: 전국 지가 변동률 조사(한국감정원),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그림 1-2. 서천군 지가 변동률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축소도시와 유휴공간의 관계

에 대한 문헌 고찰이다. 축소도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되어온 

개념들을 살펴 축소도시의 개념적 정의를 알아보았다. 이후, 축소도시에서 증가하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동안 어떻게 인식이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축소도시에

서 유휴공간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유휴공간의 변환과 관련된 실

증분석을 위해 사례 도시를 선정하고, 현장조사, 위성 영상 자료 및 문헌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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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심층 면담, 비공식적 면담, GIS를 활용한 맵핑과 분석 등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

을 주체자의 행위를 탐구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1-5>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 방법

과 자료를 연구 질문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5. 연구의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축소도시의 개념적 정의, 

축소도시에서 유휴공간의 

의미, 유휴공간의 유해성과 

변환 방식, 유휴공간 및 

대상지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연구

문제

1

유휴공간의 변환 

동기·목적

⦁문헌고찰

⦁심층 인터뷰

개인

철거멸실관리대장,말소건축물대장, 

빈집정비사업, 수혜 대상 목록,  

부동산 종합 증명서

관련자 인터뷰 자료

유휴공간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동체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토양오염 결과 발표, 

정화작업 보고서,

신문기사

관련자 인터뷰 자료

공공

장항농촌중심지보고서, 장항읍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방향, 

소도읍 육성사업 보고서

관련자 인터뷰 자료

연구

문제

2

이해관계자와의 

역학관계

⦁문헌고찰

개인 제도

공동체
지역신문

관공서 보도자료

공공
지역신문

관공서 보도자료

⦁심층 인터뷰 관련자 인터뷰 자료

연구

문제

3

변환 용도
⦁현장조사

⦁GIS 맵핑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

변환특성

(변환주체,소유주 

현황)

⦁현장조사

⦁문헌조사

⦁informal 인터뷰

⦁GIS 맵핑

철거멸실관리대장, 말소건축물대장 및 

빈집정비사업 수혜대상지 리스트

국가공간정보포털 자료

관련자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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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며, 사례 대상지로써 장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연구 분석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론적 지식과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는 장이며,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

녔다. 먼저, 축소도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되어온 개념들을 

살폈다. 또한 축소도시에서 증가하게 되는 유휴공간이 그동안 어떻게 인식이 변

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축소도시에서 유휴공간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알아

보았다. 이후, 유휴공간이 근린에 미치는 유해성과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변환시키는 방법과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장항읍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유휴공간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상지의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특성을 살폈으며 이 연구를 위

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장항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조사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변환 실태를 조사하였다. 유휴공간의 변환을 용도별로 분류

하여 분포 특성을 살폈으며 용도별 소유주 현황을 조사하여 소유주에 따라 변환

된 유휴공간의 특성을 살폈다. 이후 변환 주체별 용도를 파악하여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의 변환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유휴공간의 변환과 관련된 

행위 주체로써 개인, 지역 공동체, 공공을 설정하고 주체별로 변환 동기와 목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였다. 

이후 주체별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과 수집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선 3장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통해 주체별 유휴공간의 변

환 특성을 논의하였다. 개인의 활동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에서 발견된 

유휴공간의 무단 점유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변환, 

유휴공간에서 생산한 작물을 이해관계자와 나누고 유휴공간을 돌보는 과정, 이

해관계자와의 협상과 이웃과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과정



- 12 -

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은 장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역공동체 역할과 발생한 갈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양오염의 특성이 오염 정화 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오염의 피해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장항 내 유휴공간을 사례로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옛 미

곡창고, 철도 승무원 기숙사, 구 장항역 철도 주변 공간, 환경 정비 사업을 차례

로 분석하여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유휴공간들이 변환되게 되었는지, 변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발견되는 특징이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

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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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축소도시에서 유휴공간의 의미

1) 축소도시의 개념적 정의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축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 정립에 있어 공통으로 주장되는 핵심

적인 현상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유휴공간

의 발생’이다. 그동안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문제는 ‘도시쇠퇴(Urban Decline)’

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도시쇠퇴는 도시의 전체 또는 일부 지

역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김광중, 2010), 쇠

퇴의 현상과 원인이 축소도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의 구분이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희연·한수경(2014)은 축소도시를 다양한 유형의 도시쇠퇴를 

통합하는 용어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도시쇠퇴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침체기이며, 도시축소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Ciesla, 2013). 즉 도시축소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이 고착화되어 장기간 지속해서 나타나며 회복하

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도시쇠퇴의 경우 기업의 활동

과 정부의 재투자가 발생하면 쇠퇴로 인해 발생한 기반시설, 주택 등의 유휴공

간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다. 하지만 축소도시에서는 인구의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유휴공간들의 

관리와 활용 문제가 더욱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는 독일에서 Häußermann과 Siebel (198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Laursen, 2012). 이들은 탈산업화로 인한 독일의 인구 감소 및 

경제적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Martinez-Fernanddez,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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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축소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의

저자 개념 정의

SCiRN

(Pallagst, 2008)

1만명 이상이 밀집된 도시에서 2년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변환을 겪고 있는 도시

Martinez-Fernandez 

et al.(2012)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

Reckien & 

Martinez-Fernandez (2011)

40-50년에 걸쳐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용 감소를 경험하는 

도시

Schiliing & Logan (2008)

과거 40년 간 25%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그로인해 주택,상가,공장 등의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오래된 산업도시

Hollstein (2014)
도시경계와 기반시설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

al., 2012: 215). 축소도시의 개념이 확산된 계기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독일의 경우는 앞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독일 통일 후 동

독의 산업도시들이 겪었던 인구감소 때문이다(Bontje, 2005). 이러한 인구학적 

쇠퇴에 따라 Laursen(2009)은 축소도시란 ‘다양한 원인들로 인구와 경제가 감소

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의 학자들 중심으로 독일 내 현상을 다루던 축소도시 현상은 독일 연구

자들의 ‘축소도시 프로젝트(2002~2005)’를 통해 ‘도시 축소(Urban Shrinkage)’ 

개념을 다른 국제적 상황에 적용하면서 확산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미국 버클

리 대학에서 ‘축소도시 국제 연구네트워크(SCiRN: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가 구축되어 국제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

였다. SCiRN에서는 ‘2년 이상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구조적 위기를 보이는 

현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로 축소도시를 

정의하고 있다(Pallagst, 2008: 7). 그러나 다수의 학자는 2년이란 시간으로 도

시 축소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짧다고 보고 있다. Schilling and Logan(2008) 

은 40년간의 인구 감소를 기준으로 축소도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Hollander 

and Nemeth(2011 또한 지난 30-40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축소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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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축소도시에 대한 기준으로서 Schilling 

and Logan(2008)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유휴공간이 증가하는 

산업도시를 축소도시로 정의하였으며, Hollstein(2014)은 인구감소와 공실이 발

생하는 현상이 축소도시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2) 유휴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

‘유휴지(vacant land/lot)’, ‘유휴부동산(vacant property)’, ‘방치 부동산

(abandoned property)’, ‘황폐 부동산(brighted property)’, ‘저이용토지

(under-utilized land)’, ‘브라운필드(brown field)’, ‘버려진 토지(derelict 

land)’, ‘일시적으로 쓸모없고, 방치되어 버려진 부지(TOADS: Temporarily 

Obsolete Abandoned Derelict Sites)’ 등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

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용 목적에 따

라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1968년 이전까지 유휴지(vacant land)는 도시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던 

토지 등을 의미하였으며 단지 개발 잠재력을 지닌 유보지로써(Hollstein, 2014) 

인식되었다. 유휴지는 개발에 부적합한 토지(Northam, 1971)지만 개발에 대비

하는 자원으로써 정부가 도시의 가로, 상업 및 주택 시장에 향후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Bowman and Pagano, 2000). 이후, 유휴지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건축물 주변의 미설계된 공지로 그 의미가 확장 되었다(Barnett, 1974; 

Trancik, 1986).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국제 회의(Rio Summit)를 계기

로 자원의 재활용 운동이 사회,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에

서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ct(1990)에서 장시간 이용되지 않으나 개발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원으로 유휴공간을 다루었는데, EPA(환경보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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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유휴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도 

오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대신 개보수 작업을 통해 재활

용하는 계획들을 1990년대부터 활발히 시도하였다(김현주·이상호, 2011).

탈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방치되고 저 이용되는 오염된 부지들이 증가하

였고, 탈산업화에 따른 유휴공간의 오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유휴공간 개념들을 양산해왔다. 이 시기에 정립된 유휴공간 개념들은 환경

오염, 쇠퇴 지역, 미관 저해, 안전 문제 유발 등 주로 부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브라운필드와 TOADS는 주로 쓰레기 매립지, 오염된 공장, 폐광과 방치되어 

있거나 저 이용 되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지칭한다. 영국의 경우 폐광을 

‘버려진 토지’로 인식하고 1990년대부터 탄광지역을 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졌

다. 브라운필드는 영국의 도시계획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지만, 미국에서 더욱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환경의 대응, 보

상, 책임 법률(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 1980년 제정됨에 따라 브라운필드가 관심

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방치된 비주거 부동산들이 주목받기 시

작하면서 브라운필드가 조경, 도시계획, 환경 및 부동산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다(Nesmith, 2003). 이후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브라운필드 경제 재개발 계획(the 

Brownfields Economic Action Agendas)을 실시하면서 공식화 되었다. 

TOADS는 일시적으로 쓸모가 없어진 방치되고 버려진 토지를 뜻한다. TOADS

는 Greenberg et al.(1990)가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처음 사

용하였으나 Greenberg et al.(2000)에는 브라운필드의 한 유형으로 주변에 악영

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토지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유휴부동산(vacant property)’, ‘방치 부동산(abandoned 

property)’, ‘황폐 부동산(brighted property)’은 부동산 상태에 따라 분류된 개

념들로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방치부동산은 1960년대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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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택들이 방치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나온 용어이다(Nesmith, 2003; 한수

경·이희연, 2016).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땅과 그에 속한 건물, 구조물

이 존재할 때 사용된다(Nesmith, 2003; 한수경·이희연, 2016 재인용). 황폐해진 

부동산은 재개발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미국에서 활용되어왔다. 방치와 비교

하여 황폐는 종결된 상태를 보다 의미하며, 방치부동산이 내포하는 물리, 경제, 

사회적 방치 외에도 필지의 협소함과 건물,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결핍의 의미

를 포함한다(Nesmith, 2003; 한수경·이희연, 2016 재인용).

유휴공간은 1980년대까지는 잠재적 개발 가능지역으로 간주 되었고,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재활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유휴공간이 재활용의 

자원으로 인식되던 시기에는 초점이 유휴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맞춰졌다. 

하지만 유휴공간은 이후 도시재생 개념과 결부되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도시재생이 도시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보존을 강조하면서 해당 맥락 속의 

유휴공간들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장치가 되었다. 또한, 도시의 이미지를 개

선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계획되기를 기대하고 

이들 공간이 관광화되거나 기타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은 사양길에 접어든 광업 지역에서 1997년 탄광 

지역 재생정책(NCPㆍNational Coalfield Program)을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변

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영국 웨일즈 지역의 에덴 프로젝트

(Eden Project)는 폐광산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전환해 400여 명의 지역민이 고

용되는 등 1조3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빅 피트(Big Pit) 탄광은 

국립 빅 피트 광산 박물관 (Big Pit National Coal Museum)으로 탈바꿈 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81년 노후화와 기름값 폭등으로 폐업을 하게 

된 영국 런던 템즈 강변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리노베이션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 1901년 지어진 독일 뒤스부르크의 티센 제철소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뒤

스부르크 환경공원, 중국 베이징의 폐허가 된 옛 군수공장을 예술가 아트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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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와 전시관 등으로 개조한 따산즈 789 등도 도시 재생을 통한 유휴공간의 재

활용 사례들이다.

이처럼 재활용의 대상으로서 유휴공간은 폐교나 근대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유형 위주의 대상에서, 도시재생개념과 결부된 계획에서는 그 대상이 단일 건축

물을 비롯하여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전적지 폐부지에까지 폭넓게 확대되었다

(김현주·이상호, 2011). 

3) 축소도시에서 유휴공간의 의미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왔고(Oswalt, 

2006), 아직도 많은 도시계획은 도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시들을 활

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들 또한 

성장위주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구 유

입과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 친화적 접근은 만성적인 도시쇠

퇴 현상과 인구의 감소 현상을 간과하고 있다(Harvey, 2000). 성장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인식은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도시재생사업단, 2010)하는 

방안, 빈 점포와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김기홍·김영, 2007), 폐

교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종국, 2011)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연구

에도 다수 나타난다.

성장을 전제로 하는 계획들은 인구와 고용 유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 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들의 문제를 다루

기가 매우 어렵다(이희연·한수경, 2014). 따라서 축소도시에서의 계획 담론은 다

른 접근이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을 

받아드리며 기존 주거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이희

연·한수경, 2014).

한편, 축소도시에서는 인구, 건물, 일자리 등은 감소하지만 남겨지는 유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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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하므로 이는 엄청난 기회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개발에 대한 압력이 적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의 개발 대신 유휴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가 쉽다. 

최근 이러한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방치된 유휴공간을 기회요소로 삼고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도시의 쇠퇴 정도

를 ‘완화’하고 지역민의 삶에 기여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도시의 쇠퇴를 완화하기 위하여 ‘녹지화(Greening)’ 전략을 사용하는

데 필라델피아의 경우 유휴지의 녹지화를 통해 시각적, 생태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PHS(Philadelphia Horticultural Society)의 주도로 필라델피아 그린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비어있는 토지들을 녹지로 전환하고 경관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https://phsonline.org/). 또한, 커뮤니티 토지 돌봄 프로그램(Community 

LandCare Program)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토지를 관리하여 자발적 역량을 키

우며,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부동산회사와 연계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녹지

의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PHS, 

2008).

클리브랜드에서도 유휴지에 나무를 심거나 잔디와 같은 초지 식물들을 식재

하여 토지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리가 되는 인상을 주어 도시의 쇠

퇴를 심리적으로 제어해주고 있다. 또한 가든 보이즈(Garden Boyz) 프로그램은 

시장형식의 가드닝 프로젝트로써 시에서 유휴지를 대여해 텃밭을 조성하고 수확

물을 이동식 시장 형식으로 판매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루르 산업지구의 산림화(Industrial Forests of the Ruhr)’ 프로젝

트는 버려진 공업용 토지를 인간의 개입 없이 녹지공간으로 바꾼 실험장이다. 

교육과 관리를 위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자연

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재 등의 개입이 없었다. (Hollander et 

al., 2009). 이처럼 축소도시에서는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지 않아도 소극

적인 개입을 통해 자연적인 천이가 일어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연스러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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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화는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주며 

동식물의 서식지와 미시기후 조절 등 생태적인 효과를 준다.

이처럼 녹지화는 황폐한 경관을 시각적으로 완화해주며, 환경 오염원을 제

거하여 토양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녹지를 통해 이산화 탄소 저감, 야

생동물 서식지 제공 등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며, 물리적인 녹지화를 넘어 주민

들의 경제적 이익(Wachter, 2004; Wachter and Gillen, 2006; Hollander et 

al, 2009)과 자발적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녹지화를 생산적 이용과 생태적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는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간주하기도 한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영스타운과 같은 축소 

도시들은 유휴지를 도시농업, 커뮤니티 가드닝, 대체에너지를 위한 생산 토지 등 

그린 인프라 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피츠버그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생

산하기 위해서 피츠버그 전역에 분포한 유휴지에 해바라기 등의 식물을 심어

(Toland, 2007)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

인 도시계획의 그린인프라는 습지, 숲, 야생 보호지 등 도시 주변의 자원들로 인

간이 그 가치와 기능을 보호하고 그 이점(심미적, 환경적)을 인류가 혜택받는 자

연과 인간의 네트워크(Randolph, 2004)를 의미했다면, 축소도시에서는 커뮤니티 

가든, 홍수 조절지대,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자연-인간-지역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의 쇠퇴

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등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경제 침체의 장기화는 유휴지의 재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유휴지를 활용하며 적합

한 대안을 기다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유휴공간을 일시적

으로 사용할 경우 명확한 용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

능하다.

독일은 ‘Zwischennutzung(임시사용)’ 명칭의 계획을 도입하여 유휴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빈 상태에서 특정 목적으로 채워지고 고정된 형태로 

전환되는 중간적 지점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일시적인 실험장소로 다양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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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도입되었다. 독일이 통일된 후 특히 동독 도시에서 버려진 공간들이 많

이 발생하면서, 1990년 말 공식적인 도시 개발 전략으로 채택되었다(Heck and 

Will, 2007). 베를린(Berlin)에서는 ‘Zwischennutzung’을 통해 유휴공간을 모임 

장소, 공연장, 스포츠 경기, 숙박시설, 인공 해변 등으로 창의적인 놀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Glockner and Thurn, 2004, Gstach, 2007). 

유휴공간에 대해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공간으로, 결코 죽은 공간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Groth and Corjin, 2005). Till(2011)은 사이

(in-betweenness)’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을 지칭하

는 ‘중간적인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라이프치히(Leipzig)에서도 ‘Zwischennutzung’의 일환으로 방치된 건물들

을 철거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일시적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정책

을 진행하고 있다. 빈집이나 방치된 주택을 해체하여 공원이나 빈터로 만든다. 

빈터에는 나무를 심어 마을 중앙에 작은 숲을 만들기도 하며, 방치된 이웃집을 

부수고 정원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 부지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커뮤니티가든, 

주차장, 소공원, 탁구장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천공 계획을 통해 작은 숲, 공

원, 정원 등의 녹지 벨트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Yahagi, 2009/2009).

한편, 학술적인 논의에서도 유휴지를 일시적, 임시적 의미와 유사한 적응 역

량을 갖춘 유연한 공간으로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King(2012)

은 유휴공간에 대해 ‘잘 변형되는 경관(malleable landscapes)’으로 의미를 부

여하였다(King, 2012). 잘 변형되는 경관(malleable landscapes)은 외부의 힘이

나 시스템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축소도시 유휴공간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보적이며 재개발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위치하는 중간적(interim) 단계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 재난, 재해, 인구감소 등 도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녹지화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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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공간의 유해성과 유휴공간의 변환 방식

1) 유휴공간이 근린에 미치는 유해성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는 축소도시에서는 도시의 불확실성으

로 인해 유휴공간의 방치가 더욱 고착화 되어 피해양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축소가 가속화된 지방 중소도시들의 경우 유휴공간의 재이용이 더

욱 어려우며 과거 산업이 번성했던 도시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잉태된 유휴공간

의 오염 문제로 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유휴공간은 관리가 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에 다양한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쓰레기의 투척과 적치물의 방치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되며,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벌레와 야생 동물 출현을 얘기

하여 공중위생을 저하한다. 또한 방치된 산업 부지들은 환경오염과 다양한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방치된 공간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다양한 부

정적인 영향은 주변의 평판과 집값 하락(Han, 2014) 등을 일으키고 지역의 쇠퇴

를 더욱 조장하여 유휴공간의 관리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발생

시킨다.

(1) 공중위생 및 건강의 악화

유휴공간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하기도 한다. 방치된 유휴공간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나고 인근 주민들의 불법적인 쓰레기로 인하여 쥐, 모기와 같은 해충들의 서식

처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방치된 산업 부지들은 인근의 주민들을 환경오염 및 

독성 물질에 노출함으로써 건강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Mallach, 2010).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은 환경을 파괴하고, 이차적으로 오염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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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개인, 가족, 커뮤니티에 피해를 준다. 피해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

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독성물질

에 노출됨으로써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받는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람에 의해 빚어진 사건으로 위험요소들이 같은 공간에서 집

중되어 한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Turner, 1994)으로 볼 수 있다. 재난은 

집단적, 대중적 스트레스라고도 설명되며(Kinston and Rossesr, 1974) 물리적 

힘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 등 삶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Dynes, 

1969). 자연적인 재해와 달리 재난은 인위적인 참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고 비통함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정서가 발산되며(이윤주, 

2004), 피해당사자들의 내면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재난

에 따른 심리적 영향은 불안, 긴장, 불면 등의 상태와 슬픔, 우울 등 에너지 저

하 관련 증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대

인관계 역기능’ 문제를 낳기도 한다. 반면, 재난으로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과 함께 복잡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Cohen et al.(2003)은 폐쇄된 주택과 임균 감염 및 사망 비율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유휴공간이 실질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

의 연구에 따르면 폐쇄된 주택이 임균 감염 비율, 조기 사망률, 악성 신생물·당

뇨병·살인·자살로 인한 조기 사망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쇄된 주택이 사회적 활동과 건강을 위

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망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요

인으로서 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Cohen et al. 2003).

(2) 공동체 해체 

산업시설은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쇠퇴하면 대규모의 부

지가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며, 오염 부지일 경우 해당 시설이 자리 잡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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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오염된 구역을 포함하여 오염 정화 등의 이유로 유휴공간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유휴공간은 인접 지역에 지속적인 환경적 

부담을 주고 동시에 정주 환경으로서 기피 지역이 된다. 또한 오염된 유휴공간

의 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해

체되는 등 인근 주민들은 다양한 이차적 피해에 노출되어있다. 오염의 정화는 

장시간이 요구되며 정화 후 공간의 쓰임은 유보적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공동체가 해체된다. 

이주민은 이질적인 주거 및 사회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기존의 생계 기술과 지

식을 활용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타격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장 및 산업

시설 주변의 공간은 관련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생계방

식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된 지

역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한 경우, 상권의 쇠퇴와 함께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되

어 복합적인 유휴 현상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다수의 유휴공간이 밀집하여 

분포하며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

다(임유경·임현성, 2012).

(3) 공중 안전의 위협

유휴공간은 근린에서 방치되면서 범죄로 악용되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해 화

재 위험이 증가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근린에서 방치된 주택과 아파트들은 도둑, 

마약 거래상, 매매춘 행위자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다(Spellman, 1993). 

Spellman(1993)이 텍사스 주 오스틴의 저소득 근린을 조사한 결과, 방치된 건

물의 41%가 강제력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개방된 건물들의 83%가 매춘, 마약 

거래 및 범죄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개방된 유휴·방치건물이 있는 블록은 그러한 건물들이 없는 블록

에 비해 마약 관련 신고 전화가 3.2배 더 많았고, 재산 관련 범죄 신고 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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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 폭행 및 강력 범죄 신고 전화는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pellman, 1993). Spellman(1993)의 연구 결과는 유휴공간의 출입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휴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회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유휴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활동은 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근린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또한, 유휴공간은 범죄 행위를 위해 은닉하는 장소

로써 이용되어 체류자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들이 유휴공간

에 버려질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Shai, 2006). 이처럼 방치된 건물

들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주변으로 퍼질 수 있어서 근린에서의 화재 위험성

을 증가시킨다(Mallach, 2010). Shai(2006)는 구조물 화재가 도시민들의 상해율

에 미치는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비율, 

1940년 이전 노후주택, 저소득층 등의 요인이 화재로 인한 상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막대한 관리 비용의 발생

Accordino and Johnson(2000)에 따르면, 유휴공간의 증가는 근린의 부동

산 가치를 하락시켜 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EPOP and Temple University(2001)는 유휴공간이 인근 주택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방치된 주택과의 거리 및 수량이 인근 주택의 매매가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유휴공간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근린 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지방 정부는 감소한 세

수를 보완하고자 다른 세금을 증가하는 등의 조처를 해 세수 마련에 힘든 상황

을 겪게 된다(Accordino and Johnson, 2000: 303).

한편, 근린에서 유휴공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경찰, 소방,  

보건 등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에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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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즉, 지자체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들이 필요하게 된다(Mallach, 2010). 이처럼 유휴공간은 지자체에 많은 관리 시

간과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며, 방치 상태가 지속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한다(NVPC,2005). 따라서 유휴공간이 인근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그로 

인한 처리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유휴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

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위치

한 근린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Mallach, 

2010). 유휴공간은 방치된 구조물들을 철거하여도 관련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철거된 유휴공간은 관리가 지속해서 요구되며, 필라델피아의 유휴지의 경우 공

공기관에서 유휴공간을 유지하는데 연간 180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PHS, 1999).

2) 유휴공간의 변환 목적과 방식

유휴공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력이 있어서 공공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관리, 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휴공간을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공간은 공공의 

주도로 관리, 활용되는 방식과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환

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유재산과 관련한 유휴공간들을 관리하며, 그 역할

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공시설별 관리·활용, 미활용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

기 위한 활용 및 통합 관리, 지역의 재활성화 지원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

체에서는 유휴공간의 발생 특성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확

충 및 이용성 증가, 폐·공가 관리를 통한 노후 주거지 내 거주 환경 개선, 시설 

재활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유도 등의 역할을 한다(임유경 ·임현성, 2012). 유

휴공간을 변환시키고 있는 변환 방식과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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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환경 개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공·폐가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

정하고 철거를 유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지연되면서 급증한 공·폐가에서 주

거 환경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폐가를 철거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구도심과 노후 주거단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폐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고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 후 발생한 공

지를 공공에 일정 기간 공유화하여 텃밭, 쉼터,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청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이탈

하는 등 쇠퇴 현상이 지속하여 도심 내 공·폐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

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 이용의 극대화와 기반시설 확충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청사와 폐교 같은 공공시설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한다. 

유휴 공공청사의 활용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후 되거

나 미사용 중인 청사를 보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폐교 관련 사업은 폐

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1999)을 개정하여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추진되며 해당 교육청별로 폐교 현황을 조사하

고 있다. 또한, 미활용 국유지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국유 재산을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목적의 편의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 친화적 유휴국유지 활

용방안(2011)’과 같은 기획을 한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개발 용지의 확보가 어렵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중심 

시가지에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률이 저하된 시설을 중심으로 재

활용하거나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지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센터와 함께 문화 복합시설로써 활용하기도 하며, 유휴청사의 리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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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휴 공공시설을 개조하여 도서관·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나 미술관·전시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도심에 방치된 폐가를 철거하여 주차장으

로 조성하거나 유휴공간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3) 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쟁력 강화

쇠퇴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휴공간을 문화

시설, 주택 등으로 전화하고 공실이 높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활용한다. 문화체육

관광부에서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 벨트 조성 사업(2008)’, ‘유

휴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사업(2014)’ 등을 추진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노후 산단 재생 사업(2012~)’, ‘유휴 철도 용지를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단지 조

성 사업(2009~2018)’ 등을 추진했다. 폐교, 공공시설, 폐 철도 용지, 근대 산업 

유산, 노후 주택 등 지역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휴공간들이 대상으

로 추진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소유의 주택, 상가 등의 유휴공간

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의 빈 점포 

현황 등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시장 내 빈 점포를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활용 사업, 2005~)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어촌 빈집정보 제공 및 유휴공간에 복지 공간 

확충을 하는 등 농촌 지역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유휴공간을 그 실

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전주시는 1990년대 이후 도청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상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구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문화

도시라는 목표로 유휴공간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도

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사업’

이나 ‘생활 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사업’ 같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진

행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역사문화 도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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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심의 도심 재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유휴공간인 연

초 제조장을 활용하여 국제 공예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아트 팩토리형 문화 사업

을 표방하였다. 이후 제조장을 활용하여 국립 현대 미술관 분관을 조성 중이다. 

(4)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 공간화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시설을 문화 공간 등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마을 가꾸기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민간단체들은 예술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유

휴공간을 공방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인천의 배다리 지역에서 양조장 건물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는 스페이

스 빔, 안양의 ‘석수시장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 전주의 ‘오래된 집 재생 프로

젝트’ 등 민간 예술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유휴공간을 운영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열약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공간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부산의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는 부산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유휴건물을 재활용

하여 조성되었고, 운영은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

(5) 마을가꾸기

특정 단체가 아닌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은 재개발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자 주민들과 마을

기업인 동네목수가 합심하여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당선된 후 동네의 

방치된 빈집 수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빈집을 매입해 카페를 만들기도 

하는 등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예총과 

같은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채택

된 방안들은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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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공간 및 대상지 관련 선행연구

1) 유휴공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유휴공간을 다루는 연구와 정책 등은 도시의 쇠퇴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권 국가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다. 아시아에

서는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일본이 다양한 연구, 정책 등을 앞서서 펼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빈집 실태를 분석하고 빈집 활용방

안을 검토한 연구가 존재하나, 도시의 유휴공간을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도시재생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유휴공간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유휴

공간 현황 및 특성, 영향력, 발생 요인, 관리 및 활용 방안과 활용 효과 등의 주

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유휴공간 현황에 대한 조사는 지방도시 내 구도심의 공실에 대한 조사·연구

(임정아 외, 2008), 신개발지(이승미 외, 2009; 이동기 외, 2005), 재개발사업지

(최재필 외, 2010) 등에서 발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정아 외(2008)는 청주

시 구도심을 대상지로 건축물의 공가 및 공실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는 공가가 주로 주택용도, 주거전용, 1969년 이전 건설, 1층 규모, 목조구조, 시

멘트 기와지붕 등의 물리적 특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가 발생이 건축물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도심지 재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승미 외(2009)는 신규개발지에서의 공실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지역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쇠퇴 현상이 발견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동기 외(2005)는 대구시 도심의 다가구

주택지의 공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물리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임유경·임현성(2012, 2015)는 지형적 요인, 필지 여건, 도시개발현황 등 

근린 단위의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의 발생 양상과 특성에 차이를 밝혔다. 구도

심이나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에서는 유휴공간이 점적으로 분산되어 분포하는 반

면, 지역산업이 쇠퇴한 지역은 유휴공간이 밀집하여 범죄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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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예측하였다. Morckel(2014)은 미국 Columbus와 Youngstown 지역을 대

상으로,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 근처에, 빈집의 비

율이 낮은 지역은 역시 빈집의 비율이 낮은 지역 근처에 위치함을 보여줌으로

써, 빈집 발생에 클러스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Silverman et al.(2013)은 병

원, 칼리지, 대학과 같은 기관들이 빈집율이 높은 지역의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빈집의 확산 억제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영미, 김세훈(2016)은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라 빈집의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주변 공간과 폐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빈집이 내부에 집단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클러스터의 물리적 특

성은 다른 사회·경제·제도적 조건들과 결합하면서 심각성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밝혔다.

유휴공간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각종 쓰

레기로 인한 악취와 화재 및 붕괴위험(Accordino and Johnson, 2000), 집값 

하락(Han, 2014) 등 복합적인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임유

경·임현성(2012,2015)는 부산시 동구, 충주시, 나주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유휴공간이 방범불안,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부동산 가격 하락, 

주변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Han(2014)은 미

국 Maryland의 Baltimore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빈집의 존재 및 방치

된 기간이 주변 부동산의 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Accordino 

and Johnson(2000)은 미국 약 200개 주요 도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빈집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도시별 성장특징에 따라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나, 대부분 단독주택의 빈집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건물 및 지역의 

활력도 저하에 빈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유휴공간의 발생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다(이희연 외, 2017; Wachsmuth ,2008). 인구감소와 노령인

구비율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지역산업 쇠퇴 등 경제적 요인은 유휴공간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김상훈·남진, 2016). 지역 산업의 쇠퇴로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동기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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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투자 자본이 없거나,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

워 건축되지 않고 공지로 남게 되기도 한다(김찬호, 2015). 건물이 위치하는 조

건이나 필지의 형상 등 물리적 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며 규모가 작은 소필지의 유휴공간이 많이 발견 되는 것을 볼 때 상호 영향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하창호 외, 2013; 임유경·임현성, 2012,2015). 또

한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지역의 빈집율 및 주거상태가 물리적 요소로서 영향

을 미친다(Sternlieb et al., 1974). 협소한 주차문제와 편의 및 공공시설의 부족 

또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다(이동기 외, 2005). 이외에도 정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유휴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정비구역의 경우 재개발에 대한 이유

로 건물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유휴건축물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일부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지역 전체

가 공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지역·지구 지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는데, 보존지구 등은 대상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여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유휴공간 발생을 유발한다. 인구의 수와 성장을 잘못 추정하여 계획된 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해 수요를 찾지 못한 공간이 많아져 유휴공간이 발생하기도 한다(김

찬호, 2015; 이희연 외, 2014). 그 외에 인종, 폐교, 근린변화의 과정, 대규모 부

채 등의 요소와 부재지주, 지역사회 투자 중단, 정치, 경제 상황 등의 요소가 빈

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Bassett et al., 2006).

유휴공간이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안들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유형별로 제안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재생사업단(2010)에서는 폐 산업시설을 공연과 

전시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기홍 외(2007)는 빈점

포와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방안 마련하였고, 이종국(2011)은 폐

교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하였다. 임유경.임현성(2012)은 빈집을 포

함한 유휴공간의 효과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해 공간의 이용 상태와 쇠퇴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 유휴공간 발생 원인과 특성

을 고려한 장소 중심적 접근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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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다양한 요구 등에 의해 일시적인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휴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일시적 기법을 이용한 

도시재생 사례로서 최혜미(2012), 조현지(2013) 와 안현진·박현영(2013) 등이 있

다. 최혜미(2012)는 복합역사를 대상으로 유휴공간의 일시적 환경조성 방안을 마

련하였으며, 조현지(2013)는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국내의 일시적 활용 방안

을 연구하였다. 안현진·박현영(2013)은 해외의 일시적 활용과 전략들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유휴공간을 통한 생태계 효과 및 에너지 감축 

효과 등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동근 외, 2017; 전의찬 외, 

2017; Burkholder, 2012; Heckert, 2013; Heckert and Mennis, 2012; 

Kaufman and Cloutier, 2006; Kremer et al., 2013; Krusky et al., 2015; 

Mcphearson et al., 2013; Robinson and Lundholm, 2012).

활용방안과 함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최혁재 외

(2005)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산업·관광·휴양·보전 등의 다원적 용도로 

활용하며 관리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영미, 김세훈(2016)은 빈

집에 의한 추가 쇠퇴를 막기 위하여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사적영역의 유지관리

가 미흡할 시 폐쇄조치를 확실히 하여 공적 영역에서 지속해서 관리해야 추가 

쇠퇴를 방지한다고 하였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한 뒤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김재연·이연숙(1998)은 쇠퇴지역 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커

뮤니티가든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효과와 디자인방향을 연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1:1 인터뷰 후 spss 빈도 및 분산분석, F-test 실

시하였다. 커뮤니티가든에 참여할수록, 인접하여 거주할수록, 잘 보일수록 사회·

심리적 효과가 크다 주장하였다. Branas et al. (2011)과 Garvin et al. (2013)

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안전, 건강에 대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였

다. Rall and Haase(2010)는 독일 Leipzig에서 시행된 브라운필드의 일시적 오

픈스페이스 사용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적 평가를 행태관찰, 이용자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철거 후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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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조사, 평가하였고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2) 장항읍 관련 선행 연구

대상지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장항읍 활성화 방안, 

토양 오염 및 하구둑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 산업 유산

과 관련한 주제들이 있다.

유휴공간은 구 장항역 일대의 장항선 부지(양준규, 2011; 이재희, 2008), 주

거지내 빈 터 및 장항읍 일대 유휴공간(이윤주, 2013), 송림리, 장암리 일대 이

주마을(이유진, 2013)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 장항 철도 유휴지의 재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관광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이

재희, 2008), 장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텃밭과 정원박람회가 결합한 정

원 문화 이벤트를 계획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였다(이윤주, 2013). 이유진

(2013)은 장항 제련소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적 오염 정화 방안과 함께 마

을 재설계를 진행하였고 남겨진 빈집은 보존하고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

여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서천군(2016)에서는 ‘장항읍 농촌 중심지 활성

화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장항읍 내 분포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하나의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상 유휴공간에 관한 연구들은 유휴공간을 지역

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유대감 증진, 경

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였고 이벤트,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유휴공간에서 벌

여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였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항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과 금강 하굿둑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뤄졌다. 장항 제련소 오염과 관련하여, 제

련소 오염으로 인한 토양 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임슬예·유승훈, 

2016), 제련소 주변 토양 내 중금속 분포에 대한 연구(우상덕, 2010), 제련소 주

변의 토양과 분진 속에 나타나는 중금속 원소의 분산에 대한 연구(김주용, 

1993), 제련소 주변을 대상으로 한 토양 세척법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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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4) 등과 같은 오염의 정도와 오염 정화 방법, 그리고 정화 사업비용에 대

한 분석이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김도균(2014)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정도

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혔다. 한편, 금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동,

식물의 변화(김세화, 2001), 금강 하굿둑 건설 전·후의 해류 및 지형의 변화(신문

섭 등, 2001), 금강 하굿둑 주변의 수심 변화 분석(이현희·엄정섭, 2005)등이 연

구되어 금강 하굿둑 건설로 인한 생태계 및 해양의 변화 실태를 밝혔다.

장항의 도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는 문헌 자료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토대

로 산업 유산을 발굴, 조사하여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

(박재민·성종상, 2012)와 일제의 장항 건설 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정원표, 

2017). 또한 장항의 역사에 관해 기술한 ‘장항의 역사와 문화’(1997, 2010)와 장

항의 비전과 현황을 기술한 ‘발전하는 장항’(1937)이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 방치된 유휴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유휴공간의 다양

한 관리·활용방안을 모색해왔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방안들은 유

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용도와 기법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활용 

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축소도시의 유휴공간은 

기존의 도시들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축소도시 유

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면밀하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

용되고 생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원리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유휴공간의 물리적 활용 효

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재연·이연숙(1998)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커뮤니티가든이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연구였으며, Branas 

et al. (2011)과 Garvin et al. (2013)은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범죄 발생률 감

소 효과와 건강의 효능 등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Rall and 



- 37 -

Haase(2010)는 브라운필드의 활용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유휴공간의 활용이 사회, 심리, 환경 등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

서 물리적 공간의 효과를 입증하였지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재한 사회적 문제는 자세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

위자들 사이에 내재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 등 잠재된 사회

적·정책적 논쟁을 사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유휴공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이유로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는 공공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공간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소유의 토지에서

도 빈번히 발생하며 사적 소유지에서 발생하는 유휴·방치 현상은 공공의 개입이 어

려워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근린 주거의 사적 유휴공

간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은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과는 다른 양상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미하며, 

주체별로 변환 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지역 공동체, 공공을 변환의 주체로 설정하고 주체별 변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대상지의 유휴공간에 대한 연구가 다수(서천군, 2016; 양중규, 2011; 이

유진, 2013; 이윤주, 2013; 이재희, 2008) 있었지만, 유휴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

는 연구에 편중되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변환을 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어떠

한 과정으로 유휴공간의 변환이 발생하고 생성되는지 원리를 파악한다는 점,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학 관계와 내재한 갈등과 분쟁을 파악한다는 

점, 주체별로 변환 과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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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정보지리원

그림 3-1. 1937년 장항 지도

제 3장 장항의 유휴공간 변환 실태 및 분석의 틀

1. 유휴공간의 실태 

1) 대상지 개요

장항은 1929년 갈대밭이던 곳을 일본인이 투자하여 만들기 시작한 항구도시

이다. 일본 식민지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외부에서의 쌀 공급이 필요하게 

되어 한국의 쌀을 유출하였다. 충남  일대와 경기 일대의 미곡을 운송하기 위하

여 경남철도(장항선)이 건설되었고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장항항이 조성되었

다. 효율적인 물자운송을 위해 격자형으로 도로가 정비되었고 제방과 매립을 통

해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반면, 1937년 중국 침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필

요한 것들을 수입하기 위하여 금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5년 장항 

제련소가 가동되었다. 이로써 장항은 항만과 제련산업을 통한 산업과 미곡 집산

지로 도정업이 크게 성행하며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1980년 후반 환경

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장항제련소의 대기오염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이끌고 

1989년 제련공정을 폐쇄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으로 토사가 

적층되어 대형선박의 접안이 힘들게 되었고 장항과 군산을 육로로 이동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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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음지도

그림 3-3. 2016년 항공사진

자료: 국립지리원

그림 3-2. 1937년 항공사진

되면서 항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쇠락하였다. 2000년에는 장항역이 이전

함에 따라 여객수송이 전면 중지되었다. 장항읍은 1980년 30,861명의 인구로 가

장 높은 인구수를 기록했지만 산업의 침체와 도시 쇠퇴를 겪으며 인구수가 2010

년에는 약 61.2%가 감소한 11,960명에 불과했다. 산업의 침체기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장항 내 유휴공간은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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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공간의 실태

장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휴공간이 급증하였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하면서 유휴공간이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근린 

주거지에서는 방치된 빈집, 빈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장항선 

철로, 도선장, 물양장 등의 시설들이 방치되고 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미곡창고

와 수산물 창고와 같은 과거 부흥했던 시기의 산업 시설들이 유휴공간으로 남겨

졌다. 1989년 장항제련소의 가동이 중단된 후 제련소 부지는 현재 LS산전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

되었고 구 장항제련소 주변 1.5km 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여 유

휴공간이 되었다. 장항제련소의 용광로가 폐쇄되면서 장항제련소의 기숙사 또한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었다.

장항의 현재 유휴공간은 과거 주산업이었던 미곡과 관련한 대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어업 관련 대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유휴공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직 수산업과 관련된 창고 및 조선업이 유지되고 있기 때

문이다. 반면, 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빈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

는 과거 상업지역은 장항을 가로로 관통하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 하였는데 

이 도로는(장항로) 현재에도 장항의 중심 도로로써 유지되고 있어, 주변 토지 이

용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과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주거지

역으로써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데 앞선 산업 지역의 유휴공간 분포와는 다르게 

흩어져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이전 제련소 사택지와 산업지역의 경우에 유휴공간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한 주거지(사택지)의 경우, 해당 산업이 

쇠퇴하면 관련된 다수의 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에는 유휴공간이 밀집하여 분포하며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

역 슬럼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임유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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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공간의 변환 실태

도시의 쇠퇴와 함께 많은 유휴공간이 발생하였다. 유휴공간들의 방치가 장

기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 점유가 되기도 하였고 공공에 의해 계획적으로 변환되

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방치된 유휴공간들은 주민들에 의해 경작 활동이나 물

품의 적치, 주차 등의 행위로써 임시로 변환되었으며, 공공소유의 일부 유휴공간

들은 공공의 계획에 따라 문화시설로 활용되었다. 또한 공공에서는 개인 소유의 

방치된 산업창고 등을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장항역 문화공원, 공

원 내 커뮤니티 가든,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도선장 광장, 체육시설, 서천군문화

예술창작공간, 국립생물자원관이 공공에 의해 변환되었다. 이용률이 낮아진 공간

에서 축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2년 7월에는 방치된 창고들을 활용하여 장

항선셋페스티벌이 일주일간 개최되었다. 이용률이 낮아진 물양장은 수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리는 꼴갑 축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구 장항

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터는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유채꽃 등을 식재하여 

식물 정화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토양세척을 위해 토양을 굴착하고 있다. 또한 

이주가 진행된 일부 터에 정부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하였다. 오염된 

터의 일부 구역(약 15,000평)은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으

로 2018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장항의 유휴공간이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휴공간은 ‘이전 용도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유

휴, 방치 상태인 공간’을 의미한다. 유휴공간의 변환은 유휴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의 용도는 일시적·임시적 형태를 포함한다.

유휴공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휴공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주택총

조사」를 통해 1995년도부터 빈집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

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유휴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수량 조사에 머물러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 42 -

있지 못하다.

유휴공간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거지 내 건물의 경

우 사람의 존재·거주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조사의 어려움이며(한수경, 

2016), 빈터의 경우에도 이전에 ‘용도’가 존재했는지, 원래 비어있는 공간인지, 

이전용도라 할 때 ‘이전’은 언제를 의미하는지 등의 기준이 없어서 ‘유휴’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조사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기준을 대상지가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로 정하였다. 

필지마다 개발의 시점은 다르겠지만 모든 필지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 하므로, 경제 부흥 시기에 개발이 가장 활발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

였다. 이를 위해 위성영상사진을 활용하였다. 시간이 오래 지나 토지와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진 분석의 경우 육안으로 빠르게 정제가 되기 때문이

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의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획득한 부흥기의 위성사진과 함께 빈터의 분포 도면을 지도 중첩을(overlay 

mapping) 통해 과거 개발행위가 있었던 곳인지 파악하였다. 연구 시점에 따라 

자료 시기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철거멸실관리

대장, 말소건축물대장 및 빈집정비사업 수혜대상지 리스트 등의 문서를 통해서 

건물이 있었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 시 인근 주민의 구술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지에서 발견되는 유휴공간의 변환은 텃밭, 주차장, 적치 장소, 문화 공

간, 토양복원, 연구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치된 환경에서는 행위들이 복합적

으로 발생하였다. 방치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정돈되지 않은 환경으로 야생

동물 배설물, 주정차 차량, 쓰레기, 무성한 풀 등이 발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는 ArcGIS 10.2를 활용하여 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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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장항읍 유휴공간의 변환 현황 

a

b

그림 3-5. 대상지 구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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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별 분포 현황

유휴공간은 크게 텃밭, 주차장, 문화시설, 토양복원, 연구시설, 방치, 적치 

등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은 읍의 중심 도로인 장항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집

중되어 분포하였으며 도로에 가까운 곳에 있는 유휴공간에서 변환되어 나타났다

(그림 3-10). 텃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한 곳에 집중

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지역에 흩어져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그림3-9). 상업

지역에서는 텃밭과 비교하여 주차장이 장항로에 더 가깝게 분포하였다. 유휴공

간이 방치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장항철도, 물양장과 같이 과거 산업과 관련

된 기반시설에서 나타났다(그림 3-12). 장항철도와 물양장은 철도길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다른 방치된 유휴공간에서 텃밭, 주차 등의 행위가 일어나

는 것과 달리 사람들의 점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전 미곡창고로 활용되

던 법인 소유의 공간들이 방치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옛 장항제련소 기숙사 터

의 경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경작 

활동을 하며 점유하고 있다. 산업시설들이 철거된 후 빈터로 남겨져 있지만 사

측에서 철거 후 사람의 통제를 막으면서 방치상태로 존재했다. 문화시설의 경우 

철로 주변과 철로와 도선장으로 연결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그림 

3-11). 구 장항철로 주변을 중심으로 문화시설들이 분포했다. 철로 주변의 유휴

공간인 철도 승무원 기숙사, 미곡창고, 철로 주변의 유휴지, 도선장 등이 공공의 

계획에 따라 문화공원, 커뮤니티 가든, 서천미디어문화센터, 도선장 광장, 체육시

설,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변환되었다(그림 3-11). 적치 상태가 나타나는 

유휴공간은 상대적으로 부둣가 근처에서 발생했다(그림 3-13). 어업 관련 물품들

의 적치가 발생했다. 한편 장항 버스 정류장은 버스의 수량이 줄면서 일부 공간

을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변화시키고 있었다(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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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유휴공간의 변환 용도 (a구역)

그림 3-7. 유휴공간의 변환 용도 (b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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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품보관, 마당 적치상태

텃밭 텃밭 방치,텃밭

텃밭 커뮤니티 가든(자료: 이윤주) 육교와 소공원

토양정화 (자료: 뉴스서천)

토양정화,유채꽃

(자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송림숲 토양정화

(자료: 중앙일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 뉴스서천)

그림 3-8 (1). a 구역의 변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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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동시설)
서천미디어문화센터

(자료: 뉴스서천)
미곡창고 리모델링

장항선셋페스티벌

(자료: 뉴스서천)

기벌포 영화관

(자료: 뉴스서천)
장항선셋랜드마크 육교

그림 3-8 (2). b구역의 변환 모습

그림 3-9. 텃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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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주차 용도

그림 3-11. 문화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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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방치현황 

그림 3-13. 적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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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기타 용도

그림 3-15. 현재(2018) 장항읍의 토지이용 현황,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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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소유주 현황

소유주의 대상에 따라 변환된 유휴공간의 면적과 분포 패턴 등의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났다.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철거 후 발생한 유휴공간들은 점적

으로 분산되어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국유지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반시설이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철도와 같은 긴 선형 혹은 부둣가의 

넓은 공간이 방치되거나 활용되면서 변환되었다. 법인시설들의 경우 과거 부흥

했던 시기에 존재했던 기숙사, 미곡 또는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물들로 나타났다. 

기숙사의 경우 대규모의 단지로써 독립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함으로써 주거 밀집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과거의 미곡창고, 수산업 창고 등은 수송의 편리함을 위해 부둣가와 철도와 가

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유휴공간이 된 후 방치되거나 물품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소유주의 주체가 전환된 경우가 있었다. 구 장항제련소 주

변의 경우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국가

에서 토지를 매입하였다. 개인 소유였던 옛 미곡창고를 군에서 매입하여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변환시켰으며, 옛 철도기숙사의 경우 철도청 소유였던 부

지를 군에 기부하였다.

표 3-1. 변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에 따른 특성

소유주 공간의 분포 특성 이전용도

개인 소규모 점적, 분산 주택, 상업 건물

국유지 선형, 대규모 기반시설, 산업시설

공유지 소규모 점적 주택, 환승시설

법인 대규모 점적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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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변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 현황 (a구역)  

그림 3-17. 변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 현황 (b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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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c

그림 3-18. 텃밭으로 변환된 토지의 소유주 현황

텃밭으로 변환된 대다수 공간이 개인 소유의 토지였다. 국유지의 경우 구 

장항철로 옆 조성된 공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커뮤니티 가든이 조성되어있으

나 경작 금지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였다(그림 3-19). 도로의 개발로 일부 집들이 

이주하면서 자투리 공간이 발생한 공간에서 텃밭이 발견되었다(그림 3-19). 한국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20여 평의 작은 집들을 분양하던 이 일대(신부락)는 도로

가 나면서 외곽의 집들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자투리땅

으로 남게 되어 바로 뒤편 세대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분양을 주고 있다. 자산가

치의 1%를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연간 6천원). 법인 소유의 구 

장항제련소 사택지는 장항제련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방치되었고 부분적으로 

경작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서천군 소유의 주차공간은 장항읍의 중심도로인 장항로를 중심으로 분포하

였으며 개인 소유의 주차공간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컸다. 반면, 개인 소유의 

주차공간은 공공소유의 주차공간보다 작은 규모로써 나타났으며 방치된 공간에

서 주차용도 외에도 텃밭, 적치 등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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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텃밭,적치 텃밭, 적치

개인 소유

경작금지
도로개발로 인해 

발생한 텃밭
방치된 후 이용되는 텃밭

국유지 법인소유 토지

그림 3-19. 토지소유주에 따른 텃밭의 모습

그림 3-20. 주차로 변환된 토지의 소유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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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그림 3-21. 문화시설로 변환된 토지의 소유주 현황 

그림 3-22. 방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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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적치로 이용 중인 토지의 소유주 현황 

그림 3-24. 기타 변환에 대한 토지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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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경우 공유지와 국유지 소유로 나타났다. 개인이 투자하여 유휴

공간을 변환시킨 시설은 없었다.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가 군 소유로 전환되어 

공유지가 되었으며(그림 3-21, a) 개인 소유의 미곡창고를 군이 매입하여 공유

지가 되었다(그림 3-21, b). 방치된 유휴공간들은 개인 소유지가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났다. 

3) 변환 주체별 현황

현장 및 문헌 조사를 통해 공공주도에 따라 변환된 유휴공간의 경우 이전 

소유주와 변환된 이후 현재의 소유주가 전환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으며(표 3-2), 

개인이 유휴공간을 변환시킨 경우에는 이용자와 소유주가 대부분 상이했다(표 

3-3).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변환시킨 경우에도 소유주는 국가였다. 이러한 

소유주와 변환 주체의 상이점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가 잠재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환 주체가 유휴공간을 변화시키는 특정 동기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는 변환 주체가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소

유의 국유지와 공유지에서는 장항읍 시내에 존재하는 기반시설 중심의 유휴공간

은 공공의 주도하에 변환되었으나, 구 장항제련소 인근의 토지는 지역 공동체가 

변환 과정을 주도하였다. 또한 법인시설인 구 장항제련소 기숙사의 경우는 방치

가 되면서 인근 주민들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의 경우 변

환 주체는 개인이지만, 소유주와 점유자가 대부분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환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 변환된 유휴공간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으

며 텃밭, 주차, 적치 상태로 변환되었다. 방치되어 정돈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텃

밭, 주차, 적치 행위가 부분적으로 함께 발생하였다. 공공주도하에 변환된 유휴공

간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변환되었으며 주거지 내 빈집을 매

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공공에서 주도하여 조성한 주차장의 경우 빈집을 

동시에 매입하여 조성함으로써 방치되어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공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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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변환시킨 유휴공간은 토양 오염

으로 공동체 집단이 피해를 받음에 따라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5. 변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 현황 (a구역)

그림 3-26. 변환 주체 현황 (a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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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변환된 유휴공간의 소유주 현황 (b구역)  

그림 3-28. 주체별 변환된 유휴공간의 분포 (b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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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개인 점유 용도

그림 3-30. 공공주도에 따른 변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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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환 주체별 현황

변환

주체
현용도 이전용도

변환

시기

기존용도

분류

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운영/ 

관리

공공

서천군 

문화예술창작

공간

미곡창고
2010.06(매입)

2014.(개관)
창고 서천군 개인 민간단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철도청직원

기숙사

2011.11(기부)

2014.9(개관)
기반시설 서천군

철도 

공사

비영리 

단체

기벌포 영화관
철도청직원

기숙사,극장

2011.11(기부)2

015.11(개관)

기반시설, 

상업시설
서천군

철도 

공사

비영리 

단체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주택, 농지

2013.3(매입)

2015.5(개관)
주거지

해양 

수산부
개인 공공

철도공원 철로 2012　 기반시설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공공

철도공원육교 철로 2015.1 기반시설 서천군 - 공공

도선장 공원 도선장 　2015.1 기반시설 서천군
철도 

공사
주민

주차장 주택 2008.10　 주거 서천군 개인 공공

지역 

공동체
토양오염정화

산업시설 

주변 거주지
2012.11~현재 산업시설 환경부

LS산전,

환경부,

산림청,

개인

공공

사단 법인 꼴갑축제 물양장
2009~현재

5월말 한 주간
기반시설

해양수산

부

해양 

수산부

서천군 

어민회

개인 방치 텃밭 사택 1990년대 후반 산업시설 법인 법인 개인



- 62 -

표 3-3. 개인 변환 중 일부 목록 예시 

변환

주체
소유권 이용자 현용도

이전

용도

소유주 

거주지
특징

개인

개인 타인 텃밭
빈건물

(주거)

타지

(서울)

주변 

노부부사용,관리위해

개인 소유주 텃밭 빈건물(주거)
인근

(바로뒤)
폐쇄말소/2009

개인 소유주 텃밭,적치
빈건물(주거,

산업)

인근

(바로옆)

바로옆거주이나 

관리허술

개인
타인

(위탁)
텃밭 생산녹지 인근(장항) 위탁

개인 방치 방치 빈건물(주거) 타지(서울) 방치/폐쇄말소2012

개인 타인 방치 빈건물(산업)
타지

(충남부여)
펜스/철거멸실2010

개인 타인 주차 빈터 인근(장항) -

개인 소유주 텃밭 빈건물(산업) 인근 산업유산,대동정미소

개인 소유주
창고,물품

보관
빈건물(주거) 인근(장항) 　-

개인 타인 텃밭 빈건물(주거) 화천동431
빈집정비지원

/일본식주택

개인 타인 텃밭 빈건물(산업)
타지

(충남아산)

산업유산

구 한양여관

개인 타인 텃밭,창고 빈건물(상업) 타지(군산) 빈집정비지원

개인
주차

(타인)
주차,텃밭 빈건물(상업)

타지

(전북전주)
주차, 일부텃밭

개인 타인 텃밭 빈건물(주거)
타지

(강원원주)
펜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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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과 분석 방법

1) 분석 틀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겪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

하는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탐구하여 축소도시 

유휴공간의 변환 현상을 이해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의 변환에 관련된 주체별로 변환 동기와 목적, 이

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환 모습·특성을 분석의 틀

로 설정하였다.

축소도시에서는 유휴공간이 장시간 고착화 되고 소유주의 부재가 장기간 이

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공간은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공공주도에 의해 계획

적으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어 변환되기도 하며 지

역 공동체가 유휴공간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유휴공간을 변환시키기도 한

다. 근린 주거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

정은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

며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장항읍의 유휴공간 변환 현황 조사

에 따르면 상당수의 토지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갈등이 잠재하였다. 그렇

기에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의 변환과 관련된 행위 주체로써 개인, 지역 공동

체, 공공을 설정하고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에 대응하는 동기와 목

적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선행된 연구의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는 목

적인 지역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이용의 극대화 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주체별 구체적인 동기를 탐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충돌 양상을 주체별로 살

피고 갈등의 대상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는 주민, 지역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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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간단체, 정부, 전문가 등이 될 수 있으며 역할 특성에 따라 점유자와 소

유주, 운영자, 이웃 주민, 리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변환 주체별로 이해관계

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기존의 제도와 체계에서 유

휴공간의 관리·활용을 위해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변환에 영향을 주

는 요소로써 사회적(인적 자원, 리더십, 개인의 능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제

도적(법·제도, 정책 실행자의 인식, 민·관 거버넌스), 물리적(유휴공간의 지리적 

위치, 유휴공간의 특성) 요인 등을 주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 자원은 

변환 주체가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갖추고 있느냐를 의미하며 인적자

원의 가용능력에 따라 변환 과정이 더 수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리더십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집단의 행동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인의 능력은 

협상력과 같은 개인의 기지에 따라 유휴공간의 변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제도적 요인으로써 법과 제도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변환에 영향을 주며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 기관 관리자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요인으

로써 유휴공간의 위치가 거주 지역인지, 인적이 드문 곳인지, 어느 곳에 위치하

는가에 따라 공간의 프로그램 및 변환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의 변환된 모습과 특성은 현재 장항에 존재하는 변환

된 유휴공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변환 주체, 토

지 소유주 및 용도별 현황으로 분류하여 현황 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주체별 유

휴공간 변환 과정에서 드러난 변환 동기, 과정상의 갈등, 영향 요인 등의 특성을 

물리적 변환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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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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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개인의 점유 활동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개인의 활동을 통해 유휴공간이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 변환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와 갈등 및 특이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지 유휴공간의 분포, 이용용도 및 변환 특성 파악이 필요했다.

유휴공간의 파악은 위성 영상과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먼저, 가장 최근

의 위성 자료인 2016년 위성사진으로 빈터로 추정되는 공간들을 Illustrator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그 후 현장 조사를 통해 빈터의 현황을 확인하

였다. 현황조사를 마친 뒤 후보지들이 유휴공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용

도를 파악하였다. 이전 용도는 위성사진 분석과 문헌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위성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획득하였고 장항이 가장 번화하였던 1980년

대 시기 중 해상도가 높아 파악이 쉬운 1985년의 위성사진을 사용하였다. 획득

한 1985년의 위성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한 빈터의 분포 도면을 

Photoshop 프로그램으로 지도 중첩을(overlay mapping)하였고 조사된 빈터가 

이전에 개발행위가 있었던 곳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

이 있었던 토지(이하 건폐지)를 문서를 통해서 가능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천

군 지역개발팀과 경관 주택팀을 통하여 철거멸실관리대장, 말소건축물대장 및 

빈집정비사업 수혜대상지 리스트를 수집하여 건폐지를 파악하였다. 유휴공간의 

이용주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주를 파악하고자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일사편리부동산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체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량의 유휴공간에서 조사자가 이용자를 

만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서를 통하여 1차 필터링을 거친 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하여 획득한 소유주의 거

주지가 해당 유휴공간의 주소지와 동일 한 경우, 이용 주체는 토지 소유주로 판

단하였으며 유휴공간의 주소지와 인근에 거주하는 등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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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시 인근 주민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가 점유하

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 28개의 빈터에서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점유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사전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

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에서 승인받은 면담자 공고문

을 대상지 주변에 부착하여 연락을 기다렸으나(그림1-13)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유휴공간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공간을 이용하러 온 주민들을 직접 만나 모집하

거나,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으면 주변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이용

자를 묻고 정보를 얻으며(snowball sampling) 면담자를 확보하였다. 사전 조사 

형식의 비공식(informal) 면담에서 점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첨예, 협력 등이 

나타나거나 점유자의 공간 변형 등이 보이는 대상지를 선별하였다.

그림 3-32. 면담자 모집 광고

사전 조사를 통해 접촉한 주민들을 현장 조사 방문 시 재접촉을 시도하면서 

연구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대상지가 선별된 이후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2월 대상지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2018년 2

월까지, 9번의 방문 총 19일간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을 위한 대상자는 유휴공

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용자이며 유휴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다수일 경

우 자료수집에 있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상태에 도달했을 때 수집을 중단하였다. 또한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관공서 직원과 토지 소유자를 찾아 면담하였다. 토지 소유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힘들었으나 주변 주민분들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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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받아 방문하거나 이장이 대신 연락을 취한 뒤 만나거나 전화면담을 하였

다. 인터뷰는 대상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경우에는 

텃밭과 마을 쉼터, 대상자의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메모와 녹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원하

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제한하며 참여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반 구조화된 양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준비된 주요 질문 

목록을 토대로 질의하며 현장에서 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면담을 이끌

어 나갔다. 질문은 노령의 피면담자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직설적이고 쉬운 단

어를 사용하였다.

표 3-4. 주요 질문 목록

점유 과정

어떤 이유로 빈터를 쓰시게 되었나요?

점유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사용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계속 점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유주 및 주변인과의 

관계

주인과 알고 지내나요? 

사용하시면서 주변 주민과 문제는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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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면담자 목록

대상지 구분 피면접자 성별(나이) 특성 면접일

1

a

이용자

A 남(60대)

현 이용자

2017.05.06

2 B 남(70대) 2017.05.06

3 C 여(70대) 2017.06.11

4 D 여(70대) 2017.06.12

5 E 남(70대) 2018.02.14

6 F 남(70대)

이전 이용자

2017.06.11

7 G 여(70대) 2017.06.12

8 H 남(80대) 2017.06.12

9 소유주 I 남(40대) 소유주 가족
2017.06.20

2017.08.05

10

관리자

J 남(60대) 이장
2017.06.12

2018.02.14

11 K 남(50대) 읍사무소근무자 2017.06.27

12 L 남(50대) 군청근무자 2017.06.27

13

b

이용자 A 남(60대) 전세이용자 2017.05.07

14 이용자 B 여(60대) 가장자리이용자 2017.05.07

15 이용자 C 여(70대) 가장자리이용자 2017.05.07

16 이용자 D 여(70대) 가장자리이용자 2017.05.07

17
c

이용자 A 여(70대) 인근거주자 2017.05.06

18 이용자 B 여(80대) 인근거주자 2017.05.06

19

d

이용자 A 남(80대) 인근거주자 2017.05.06

20 주민 B 남(70대) 주차장이용자 2017.05.06

21 소유주 C 여(70대) 소유주 2017.05.06

22 e 이용자 A 남(70대) 2곳의 텃밭점유 2017.04.23

23

f

주민 A 남(60대) 주차장이용자 2017.04.23

24 주민 B 여(50대) 인근상가 2017.04.23

25 이용자 C 여(70대) 2017.04.23

26 g 이용자 A 여(70대) 소유주 2017.08.05

27

h

주민 A 여(60대) 주민 2018.02.13

28 주민 B 여(60대) 과거이용자 2017.08.05

29 주민 C 남(70대) 주민 2018.02.13

30 관공서 D 남(40대) 관공서관리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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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구분 피면접자 성별(나이) 특성 면접일

31

i

주민 A 남(70대) 주민 2016.12.03

32 주민 B 남(70대) 주민 2016.12.03

33 주민 C 남(70대) 주민 2017.08.05

34

j

이용자 A 여(70대) 맞은편거주자 2017.07.08

35 이용자 B 남(60대) 주차장이용자 2017.07.08

36 이용자 C 남(50대) 주차장이용자 2017.07.08

37

k

이용자 A 여(70대) 인근거주 2017.06.13

38 이용자 B 여(70대) 인근거주 2017.06.13

39 주민 C 여(80대) 인근거주 2017.06.13

(2)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한 토양 오염의 정화 과정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은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지역 공동체 집단 활동이 일어난다. 공동체가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해 어떠

한 공동의 노력을 해왔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을 이끈 주도자의 여부 

파악과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갈등, 반목 등

의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염된 지역에 거주했

던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활동 과정을 파악해야 하며 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지리적 범위는 오염의 확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

성을 가지며 정화 과정에 참여하는 개체는 오염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 오염 문제에 관심을 두는 개인, 단체, 언론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토양 오염의 특성상 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흩어지게 된 상황에서는 연구의 자료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오염의 정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는 완결된 결과보

다는 경과 과정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자료의 수집은 오염된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을 포함하여 구 장항제련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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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과 관련해 대응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주민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심

각하여 주민이 모두 이주 한 1.5km(제련소 기준) 구역의 주민들과 마주한 인근

의 마을 주민들을 포함하였다. 특히 A리는 마을 전체가 이주 지역으로 제련소와 

가장 가까이 있어 오염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곳이다.

오염 정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과 신문, 관공서 자료 등 문헌 자료

를 수집하였다. 관공서의 ‘구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과 

‘토양오염 결과 발표’, ‘정화작업 보고서’ 등의 각종 공문서와 보고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응을 확인하였고 신문기사를 통하여 오염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확인하였다. 자료는 1920년~1999년까지의 신문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000

년 이후의 기사는 구글(google) 검색과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를 이용하였다. 또한 지역신문(뉴스서천)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한 구술 자료는 언론과 정부의 대책 등에서 확인할 수 없

었던 내부적 사건 자료들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면접 대상자에

는 1.5km 내 거주하던 주민, 인근 마을 주민들, 각 마을 이장들이 포함되었으

며, 공간의 변화와 오염 문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을지도자, 정부

의 대책에 대응하고 있는 대표들, 그리고 환경운동가 및 언론을 통해 오염 문제

를 처음 보도한 서천지역 신문기자 등이 포함되었다.

면담은 또한 정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나타난 사건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이주 마을 거주민들은 집단 이주가 아닌 개별 이주로 이주

가 진행되어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부에서도 이주민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근 마을들(화천리, 신창리1리, 신창리)의 마을회관과 노인정

을 방문하여 A마을 주민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

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노인정에서 많이 만날 수 없었으며 그 이유

는 이미 암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외부 출입

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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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대책위 활동을 하는 연구자와 유대감이 형성된 주민대표를 통해서 해당 주

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피해배상대책위에서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 중이어서 제련소 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

를 소지하고 있었다. 주민대표가 해당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면 연구자가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제련소 가동 

중단은 벌써 3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주 또한 완료되어 감정의 전달이 온전하

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공론화되었을 당시의 의견을 신

문과 문헌 자료로 갈음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2월 대상지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이뤄졌으며, 총 6

차례 진행하였다. 특히 3월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훈련된 3명

의 면접원이 주민 면접을 수행했다.

심층 면접 과정에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특

히 어느 질문에든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면담자들이 매우 많았다. 주민들이 무

력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고령의 인구특성에 따른 수동적인 태

도로 볼 수도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사전 조사 시에 정형화된 설문지를 준비해 

보았으나 문자를 읽기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으며 감정을 담기에 부적합

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령이며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농촌 주민들

의 연구는 구술을 통한 심층 면접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심층 면접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였다. 이주지역의 오염 피해자의 면담일 경우, 듣고 이해하며 피면담자

가 감정의 표현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처치를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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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면담자 목록

구분 피면접자 성별(나이) 특성 면접일

1 주민 A 남(70대) 대책위

2018.02.12

2018.02.20

2018.03.08

2 주민 B 남(70대) 대책위
2018.02.12.

2018.03.08

3 주민 C 남(60대)
전 이장,

대책위
2018.02.21

4 언론인 D 남(50대) 최초보도자
2018.02.13

2018.02.20

5 주민 E 남(60대) A마을 2018.02.13

6 주민 F 여(80대) A마을 2018.03.03

7 주민 G 여(70대) A마을 2018.03.03

8 주민 H 남(70대) A마을 2018.03.03

9 주민 I 남(60대) A마을 2018.03.03

10 주민 J 여(80대) A마을 2018.03.08

11 주민 K 남(80대) A마을 2018.03.08

12 주민 L 남(60대) A마을 2018.03.08

13 주민 M 남(80대) B마을 2018.03.08

14 주민 N 여(80대) B마을 2018.03.08

15 주민 O 여(60대) B마을 2018.03.08

16 주민 P 남(70대) B마을 2018.03.08

17 주민 Q 남(70대) C마을 2018.03.09

18 주민 R 남(80대) C마을 2018.03.09

19 주민 S 여(60대) C마을 2018.03.09

20 주민 T 남(80대) C마을 2018.03.09

21 주민 U 여(70대) D마을 2018.03.09

22 주민 V 여(70대) D마을 2018.03.09

23 주민 W 남(60대) A마을 이장 2018.03.09

24 주민 X 남(60대) B마을 이장 2018.03.09

25 주민 Y 남(60대) C마을 이장 2018.03.09

26 주민 Z 남(60대) D마을 이장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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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휴공간의 변환 

유휴공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

재력이 있어서 공공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유휴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공간을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하

고 이를 활용하려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여 유휴공간

을 변환시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먼저 서천군의 지역개발팀, 경관 주택팀

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장항읍에서 추진되었던 사업 목록과 관련 자료들을 

획득하였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환경정비사업, 소도

읍 육성사업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사업 목록에서 장항의 유휴공간

을 활용한 것인지를 역으로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는 사업들

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기관 관련 부서에 재확인하였다. 서천미디어문화

센터와 도선장 공원화, 선셋랜드마크 브릿지와 같은 사업들은 앞선 자료에서 파

악되지 못하였던 사업들이었다.

사업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신문, 관공서 자료 

등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공간의 운영자, 사업 

계획 제안자 등을 실시하였다. 공공에서 발간한 ‘장항농촌중심지보고서’, ‘장항읍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소도읍 육성사업 보고서’ 등의 각종 

공문서와 보고서를 통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을 살펴보았으며, 지역 

언론인 뉴스서천을 통해 시행 과정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을 살펴보았

다. 또한 사업 초기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을 진행하였던 연구 기관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으며, 보고서를 받아 살펴보았다. 한편 유휴공간이 활용되어 운영 중

인 공간의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변환과정에 개입하였던 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변

경된 운영자와의 면담도 하였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을 눈덩이 방식(snowball sampling)을 통해 소개받아 면담을 하였으며,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식 면담을 하였으며, 새로운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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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수집을 중단하였다. 공간 변환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환되기 이전의 공간용도 파악과 소유주 현황을 파악하였

다. 이를 위해 일사편리부동산민원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확인하

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2월 대상지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이뤄졌으며, 주민

의 면담은 2017년에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공간 운영자의 면담은 

2018년 6월에 실시되었다.

표 3-7. 면담자 목록

구분 피면접자 성별(나이) 특성 면접일

1

서천군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운영자

(민간)
A 여(60대) 전직교사

2018.06.07

2018.06.08

2
운영프로그램

참여자
B 여(60대) 전직교사 2018.06.08

3

주민

C 남(70대) - 2017.05.06

4 D 여(70대) - 2017.05.06

5 E 남(70대) - 2017.04.23

6 F 여(50대) - 2017.04.23

7 관공서 G 여(40대)
초기 관여자

근무지 이동
2017.06.18

8

서천군

미디어

센터

운영자 A 남(40대) 초기 운영자 2018.06.07

9 운영자 B 남(60대) 현 운영자
2018.06.07.

2018.06.08

10 운영자 C 남(40대) 현 운영자 2018.06.15

11 동아리 참여자 D 남(50대) - 2018.06.18

12 동아리 참여자 E 여(50대) - 2018.06.18

13 동아리 참여자 F 여(70대) - 2018.06.18

14 언론인 G 남(50대) 지역 언론 2018.02.20

15
구 

장항역

공원화

주민 A 여(60대) 주민 2018.02.13

16 주민 B 여(60대) 과거이용자 2017.08.05

17 주민 C 남(70대) 주민 2018.02.13

18 관공서 D 남(40대) 관공서관리인 2018.01.15

19 환경 

정비법
관공서

K 남(50대) 읍사무소근무자 2017.06.27

20 L 남(50대) 군청근무자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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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변환 주체에 따른 유휴공간의 변환 특성

1. 개인의 점유 활동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대상지의 유휴공간은 점유되어 다른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들이 대다수였

다. 기존에 알려진 유휴공간의 일반적인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의 유휴

공간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치된 유휴공간에서조차 심한 악취가 나

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벌레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시급해 보이는 공간은 소

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상지에서 개인의 점유로 인하여 발견되는 유휴공간의 변

환은 크게 텃밭, 주차장, 적치 상태로 나타났으며, 방치된 환경에서는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공간의 점유는 방치된 공간을 관리되는 공간으로 만들

어 주었고, 유휴공간의 악영향을 완화했다. 점유를 통해 공간이 변환되는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1) 무단 점유와 이해관계자들의 암묵적 동의

무단 점유가 소유주와 공공기관의 묵인과 암묵적 동의하에 지속하며 공간이 

변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휴공간 a(그림4-1)는 지난 20여 년간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단 점유되면서 방치되었던 공간이 텃밭으로 변환된 사례이다.

소유주와 점유자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간을 변환시키고 서로

에게 행동하였다. 점유자는 유휴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로 공간을 점유하였

고 동시에 생계의 일환으로 텃밭을 일구고 있으며, 소유주는 유휴공간이 점유되

어 농지로 이용됨에 따라 보유세 부과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아 토지 점유에 제

재를 가하지만, 전략적이며, 점유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공에서도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악영향과 갈등을 알지만, 점유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

었다. 소유주는 부가세 혜택으로 점유를 묵인하면서도 20년간 점유한 토지에 대

하여 점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안을 알게 되었고,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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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6.12)

그림 4-1. 대상지a 전경

            

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점유자들의 경작 활동을 간헐적

으로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소유주의 서울 이주는 유휴공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방치된 유휴공간

의 악영향은 공간이 변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유주의 장시간 부재는 유

휴공간이 오랜 기간 점유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텃밭은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다. 대상지a는 구 장항역 바로 맞은편

에 위치한다. 약 1100평의 크기로 4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나 같은 소유인의 

토지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창고들과 주택이 있던 자리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미

사일 폭격으로 인하여 2~3개의 창고만이 남겨졌으며 한 채의 주택은 화재 후 방

치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1967년 상경하면서 창고를 임대하고 1980년대부터 토

지 일부(중앙부)를 당시 유행하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하였다. 90년대 후반 

경제가 침체하면서 더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창고 등 구조물들이 방치, 철거되

면서 유휴지로 남게 되었다. 건물들의 잔해물이 일부 남은 상태로 유휴공간이 

된 대상지는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거름이 

되어 풀이 우거져 쥐와 벌레 등이 서식하게 되었다. 뱀까지 나타나자 더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주변 거주민들은 우거진 풀을 제거하고 토양을 일궈 텃밭을 

조성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점유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갈등과 소유주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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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985년 2000년

2004년 2011년 2016년

자료:국토지리정보원, 다음지도(2016년자료)

그림 4-2. 위성영상으로 본 대상지a의 변환 모습

물 금지 압력이 존재했지만,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와 먹거리에 대한 갈구는 공

간을 계속 점유하게 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이며 생계가 불

안정한 계층이었다. 그들에게는 텃밭이 취미라기보다는 주거 안정에 대한 권리

이자 욕구 표출이었다. 텃밭을 초기부터 지속해 왔다던 A, B씨는 자신을 취약계

층,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였는데 경작을 통한 먹을거리들은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다. 소유주의 압력으로 인해 이용자 중 일부가 경작 활동을 그만두

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작을 원하는 새로운 이용자로 계속 다시 채워졌다. 

우리는 힘없고, 돈도 한 푼 없는 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재미삼아 취미로 하지

는 않아. 사실 주인이 있으니까 내 놓으라 하면 할 말 없지만.. 우리는 이거 없으면 힘들

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우리

는 크게 도움 된다고.    - 이용자B, 남(70대)

지난 20여 년간 소유주의 변동은 없었지만, 토지 소유주의 노후로 인하여 

토지 관리의 대상이 후대로 이동하면서 토지 점유에 대한 갈등이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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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간헐적으로 발생된 토지 소유주의 제재 행위

소유주의 아들(조??)은 텃밭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중단을 요구하

고 심겨 있던 농작물들을 뽑고 서울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경작 활동을 멈추었

다. 하지만 텃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는 비옥했고, 이전보다 빠르게 잡초들이 무성

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다시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에 유휴지를 점유하던 사람 중 일부는 경작을 그만하고 다른 주민들로 대체되었

다. 다시 점유가 지속하자 토지 소유주의 아들이 ‘경고판’을 부착하고 농작물을 

다 ‘훼손’시키고, ‘점유권행사 포기각서’를 받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주민들

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소유주가 이전과 다르게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은 

관리의 주체가 바뀐 것과 민법 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

간’과 관련이 깊다. 이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소

유주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지 20여 년이 되어가면서 주민들이 소유권 주

장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전보다 강경하게 점유자들을 압박하였다. 지속한 

주민들 점유에 따른 스트레스와 텃밭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소유주의 아들

은 대지를 텃밭으로 임대하고자 하였지만, 임대를 원하는 주민은 나타나지 않았

다. 소유주는 토지가 농지로 이용됨에 따라 토지가 분리과세로 분리되어 보유세 

부과가 인하되어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점유를 묵인하고자 했다.

서천군은 위치의 중요성과 지속된 벌레와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2008년 장

항 소도읍 육성사업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게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가

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되었다(그림4-5). 한편, 대상지의 중앙에 

위치하던 롤러스케이트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텃밭으로 변환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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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었다(그림4-2, 2004년 참고). 주민들은 경작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거나 수확물을 펼치는 등 마당으로 활용을 하고 때론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함께하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이용은 증가하였지만, 특

정인에게 점유되지 않은 중앙공간은 더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민

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읍사무소와 주민들은 함께 콘크리트 포장을 흙으로 덮

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새로 생겨난 토지는 다른 주민들에게 점유되었다. 군의 

토지 매입 시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 대상지에 흙을 돋는 행위 

등의 대상지 점유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점유하고 다양하

게 이용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공공의 개입은 사적 공간의 배제성을 상쇄시켰고 

롤러스케이트장의 흙 돋음으로 인한 경작 토지의 확보로 인해 더 많은 점유자가 

발생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례는 개인의 무단 점유가 소유주와 공공기관의 암묵적 동의하에 유휴공간

을 변환시키고 유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휴공간의 인근 주민들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주거환경이 악화하여 주민

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의 입장에서 행동하며 합법과 불법이라는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공식적 점유 

현상으로서 유휴공간이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 지난 2015년 겨울 경작물 제거 후 다시 경작활동을 위하여 마른 풀 제거작업(우)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2)

그림 4-4. 대상지a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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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린이 테마 플라자로 변화 계획 중인 대상지a, 자료: 서천군

그림 4-5.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의 계획

     

표 4-1. 개인의 점유 활동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 특성

무단점유와 

암묵적 동의

나눔을 통한 유휴공간의 

돌봄

협상과 공유의식을 통한 

변환

변환 동기
유해성 저감

먹거리

유해성 저감

경제활동

먹거리

건강

취미

이해관계자

점유자-소유주-공공 임차인-소유주-이웃
소유주-점유자

-이웃주민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법,제도

⦁개인적 필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입지

⦁개인적 관계

⦁개인적 필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입지

⦁정책 ⦁입지

⦁개인적 관계

⦁개인적 필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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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눔을 통한 유휴공간의 돌봄

유휴공간 b(그림 4-6)는 유휴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며 함께 돌볼 때 유휴공

간의 유해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유주가 바뀌면서 계약을 통해 

유휴공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전에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할 때보다 

근린 환경이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돌봄으

로써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지는 과거 정미소가 있던 곳으로 2004년경에 7층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지만 오래된 주변 건물들의 구조적 안전을 문제 삼

아 인근 거주민들이 반대하여 완공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나 소유주는 토지를 

매도하였고,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이 남았고 풀들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었다. 

환경이 계속 악화하자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대상지의 돌, 철근, 풀들을 정리하

고, 연탄을 거름 삼아 밭을 만들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2010년경 근거

리의 거주자가 소유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작 활동이 중단되었다. 새로운 소유

주는 인근에 거주하던 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작물들을 대가로 받

았으며, 경작이 이전보다 잘 되면서 몇 해 전부터는 연간 110만 원의 세를 지인

에게 받고 있다.

유휴공간이 임대되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밭으로 점유되어 사용되었지만, 방

치된 유휴공간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와 같은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임차인은 쓰레기 투기 자제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감시하였지만 개선되지 않

았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상지와 마주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조금

씩 땅을 내주어 경작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림4-6) 이후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었다. 그로 인해 대상지의 외곽 부분은 작은 조각의 텃밭들이 존재하며 

각자의 텃밭 앞에서 빨래를 널고 의자에 앉아 먹거리를 손질하는 등 생활공간으

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각자의 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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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지 외곽부분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공간으로 활용. 자료: 연구자촬영

그림 4-6. 대상지b 전경.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내 땅은 아니어도 우리가 쓰레기며 풀이며 다 매고 

돌 줍고 흙 붓고 해서 해놨으니까.. 이제 돈 받고 쓴다고 못하게 하니까 기분이 상하긴 

했었지. 그래도 저 집에서 앞에 조금씩 사람들 파라도 심으라고 하니까. 괜찮아.  -이용

자C, 여(70대)

대상지는 점유방식의 변화로 갈등의 소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

율적인 규약과 포용을 통해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거나 마찰적인 태도를 극복하

였다. 공유재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데(Mike Lewis and Pat Conaty, 2012) 대상지는 임대로 

인해 유휴공간이 사유화되었지만, 자율적으로 일부 공간을 나눔으로써 적절히 

혼합되면서 사유재의 배제성을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

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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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변환 과정 모식도

1985년 

건물로 사용되던 시기

2000년 

건물로 사용되던 시기

2004년

재개발을 위한 정지작업 

2008년

여러 주민들이 텃밭을 

점유하여 나타난 패치들

2010년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텃밭 철거

2014년

텃밭 임대에 따라 이전

패치모습이 사라진 중앙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4-8. 대상지b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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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그림 4-9. 유휴공간c 전경

3) 협상과 공유 의식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유휴공간 c(그림4-12)는 인근 주민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후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 발생하였으나 소유주와의 협

상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점유하게 되었다. 또한 대상지와 마주한 빈집이 

주차장으로 변환되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졌으나 유휴공간에서 생산한 작물들

을 화분에 담아 전시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환경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사유지의 건물이 철거되어 유휴공간으로 변화되었고 비슷한 시기

에 바로 옆 노후 건물들을 군에서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타지

에 거주하는 소유주의 부재로 인해 공간이 방치되었고 이를 이웃 주민이 텃밭으

로 점유하였다. 주인이 가끔 오긴 하지만 수확한 채소를 건네기도 하며, 공간의 

점유를 암묵적으로 동의받았다. 소유주가 토지의 사용을 처음부터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다른 이에게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 주민에게 물어 화를 내었고 당시에 외출 중이던 공간 점유

자는 추후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뒤 점유자는 채소를 수확하여 소유주에

게 전달하였고, 가끔 소유주를 마주칠 때 조금씩 채소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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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유휴공간c의 변환 과정 모식도

아니 내가 대천면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니까 텃밭을 하고 있더라고. 앞에 음식

점 주인이랑 친구여서 물어보니까 옆집에서 해먹고 있다고 해서..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고 왔지. 친구가 옆집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밭에서 심은 작물들을 줘서 주더라

고. 사실 나도 멀리 살고.. 여기 누가 건물지어서 살 사람도 없어서 그냥 가끔씩 작물 주

는거 받고 쓰라고 했지 머.   -소유주 C, 여(70대)

80세가 넘은 고령의 토지 이용자는 먹거리를 위해 유휴공간이 된 빈터를 점

유하였으나 이제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취미로써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점점 가꾸는 재미를 느끼면서 꽃밭을 만들고 이름표를 붙여 놓고, 날짜를 

기재하며 식물들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취미는 인접한 빈

터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공간을 좀 더 가꾸고 행인들이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

각에 텃밭에서 기른 채소, 꽃 등을 작은 화분에 옮겨 담아 주차장 가장자리에 

전시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1985년 2009년 2017년

자료: 국토지리원(1985,2017), 다음지도(2009)

그림 4-10. 대상지c 변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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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좌)-텃밭(우) (자료:다음로드뷰)

그림 4-12. 유휴공간이 연속 되어 발생한 유휴공간c의 전경

유사 사례로써, 유휴공간 d는 전통시장이 위치하던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

족하여 빈집들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장의 

이용도는 높으나 주거 밀도가 높은 노후 주거지의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가 주차

장과 면하여있다. 거주자는 매연과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차 

차량이 없을 시 주차장을 마당으로 활용하며 적응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최○○ 씨는 주차장에 오가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주어진 환경의 열약함을 긍

정적으로 전환하였다.

마당으로 활용되는 주차장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주차장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그림 4-13. 유휴공간d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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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1985년 2009년 2014년
자료:국토지리원, 다음지도(2009)

그림 4-14. 유휴공간d 변환 모습

그림 4-15. 유휴공간d의 변환 과정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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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일보

그림 4-16. 장항제련소 가동 모습

2.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화

1) 지역공동체 리더의 역할과 협력 자원

장항제련소는 1936년 금 제련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건립되어 가동

된 이후 1989년 제련소 용광로 굴뚝을 폐쇄한 53년 동안 각종 중금속을 배출하

여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다.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토양복원으로 공간이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근 거주거민이 모두 이주하는 등 공

동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은 리더십을 갖춘 지

역 공동체의 행동가들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언론과 함께 힘을 합친 주

민 등이 연합되어 정화될 수 있었다. 특히 외부 지역의 조직과 마을이장은 리더

로서 1983년 장항 제련소 오염의 표면화, 2007년 오염 사실에 대한 공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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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었다. 그들은 특수한 위치의 행위자로서 외부조직은 공동체의 이해관계

로부터 더 자유로웠으며 저항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장은 주

민자치조직에서 공적 권위가 부여되며 주민과 공공의 가교 구실과 함께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갖는 특성이 있다(조석주·박기관, 2004). 지역 주민들은 

노년층이 많은 인구 특성과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로 인해 더욱 소극적이었지

만, 지도자들의 움직임으로 동력이 발생한 뒤에는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힘을 합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협력 자원으로써 언론은 외부로 오

염의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 농민회는 충청남도 서천지역에서 결성된 단체로 1983년 대중 집회를 

개최하여 장항제련소 오염문제를 공개적으로 표면화시켰다. 농민회 회원들과 주

변 마을주민들이 가세해 장항제련소 정문에서 농번기에 용광로 가동을 일시중지

할 것과 손해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투

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 서천지역의 대표적인 농민투쟁으로 기억될 정도로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양수철, 2006).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기독교 농민회

의 집회 이전에도 주민들의 항의가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1960, 70년대 제련

소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던 시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부족했으며, 제련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상당수가 제련소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

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오염피해 문제를 집단으로 제기했었지만 문제를 주도한 주민이 농민선동 죄목으

로 정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면서 항의를 지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염문제

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기독교 농민회는 서천지역을 기반으로 결성된 농민운동조

직으로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적었으며 국내외적 연대와 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공권력을 통한 공포에 보다 자유롭고 저항적이었다. 기독교 농민회는 절대적 빈

곤과 개발독재 등의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 자주적인 농민운동이 어려웠던 시기

에 등장하였다. 가톨릭농민회(1972년), 한국기독교농민회(1982년)는 그러한 상황

에서 등장한 농민운동조직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리 이장이었던 방○○은 토양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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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항에서 태어난 방○○은 

지난 2004년 30여년 만에 귀성하였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던 방○○은 

당시 장항에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평소 잘 알던 당시 이장

을 회유하여 주민들의 소각장 건립 동의서를 받아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는 

거절하기가 힘들어 받아다 주는 등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회유당

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은 당시 이장을 말렸지만 이장은 

사측에 계속 회유당하였다. 그래서 방○○은 이장과 논의 끝에 자신이 이장직을 

맡게 된다.

이장님이 남이 부탁하고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봉투 2-30을 드

리면서 도장 받아 달라고 하면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면 알아들

으세요.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그게 다 동의가 된 거에요. 그 분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저한테 이장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했죠.. -피면접자 C

그들은 소각장 건립 회사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존재했고, 관련 근로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회사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있는 사람이 이장직을 맡는 것이 좋겠

다고 생각을 했다. 이후, 환경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던 방○○은  군산 핵폐기

장,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 금강 해저터널 굴착 반대 등 타 지역의 환경운동에

도 참여하였다. 서천군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폐기물 소각사업장 이전을 반대하

여 소강상태로 들어섰지만 2007년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패소하

면서 폐기물 소각장 사업이 재추진되었다.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다시 제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던 중, 잊혔던 구 장항 제련소의 피해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

다. 방○○은 자동차 폐기물 반대 운동을 하다 보니 동네에 암 발생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어릴 적 제련소에서 방출하던 

오염물질들이 떠올라 토양 오염과 암 발생이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

었고 이를 밝히면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에 동네의 암 

발생 환자들을 조사하며 명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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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련소 토양 오염 조사 후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을 벗어나 이 문제가 확장되지 못하였다. 서천군 또한 토

양오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농업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염 이미지가 강화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역 내 유일한 환경NGO인 서천군환경

운동연합(이하, 서천환경련)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할 만한 조직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다. 보수적인 농촌사회의 개혁적 시민운동이 그러하듯이 서천환경련 

또한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여 소수의 열성 회원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주목받던 2007년경에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해산상태에 놓여있었다. 다만, 방○○이 조사하던 암 발생 환자 명단이 2007년 

5월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1997년 농작물 피해 보상에 그쳤던 오염문제

가 거주민의 신체적 문제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선 외부 지역의 조직과 마을 이장은 리더의 역할을 하며 오염에 대한 이

슈가 사그라졌을 때 사건을 재점화시켰다. 서천 기독교 농민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는 있는 개체이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공동

체 운동 성격의 단체로, 장항 지역의 주민 운동 조직은 아니었다. 방○○ 이장의 

경우에는 ‘반 공공/반 민간’(채상원·신혜란, 2017) 특성을 갖는 이장이라는 부여

받은 리더적 역할과 함께 30여 년 만에 막 고향으로 귀성한 사람으로 사측과 공

동체의 이해관계에 더 자유로웠다. 이러한 지위와 개인적 특성이 더 저항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언론이 하였다. 지역 신문 

기자인 허○○은 구 장항제련소의 오염과 신체 피해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

를 통해 공론화시켰다(2007년 5월 18일 뉴스서천). 뉴스서천은 서천읍에 위치하

고 있는 지역 신문으로, 허기자는 2007년 5월에 장항읍에 취재를 나갔다가 타들

어 가는 감나무 새잎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고자 이장을 찾았다. 방이장은 당시 

암 투병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허기자는 전후 사정을 듣고 문제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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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거버넌스 형성과 변화 특성

거버넌스

특성 지역공동체 리더와 가용 자원의 거버넌스 형성과 변화 과정
단계 리더

협력

자원

Ⅰ
외부

조직

인근

마을

조직

+

주민

외부

지원

운동적 

성격

Ⅱ
마을

이장

인근

마을

조직

+

지역

단체

조직

저항적

방어적

활동

  

Ⅲ
마을

이장

지역

언론

+

중앙

언론 

+ 

주민 

+ 

지역

단체

조직

권리

주장

Ⅳ
일반 

주민
주민 창조적



- 94 -

다 판단하여 보도하게 되었다. 뉴스서천의 보도 이후 전국 규모의 언론보도가 

이어졌으며(2007년 7월 6일 MBC),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국회의원, 충청남도 

도의원 등이 마을을 방문하고, 충청남도와 서천군청은 2007년 7월부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천군의회는 정부에 주민들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충북대 ○○ 교수팀에 의뢰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

였다. 토양 오염조사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2009년 2월 최종 발표되었으

며, 주민 역학조사는 2009년 9월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토양오염 조사 결과 구 

장항제련소부터 반경 0.5㎞까지는 구리, 아연, 카드뮴 등 6개 항목, 0.5~1㎞ 구

간은 구리, 아연 등 5개 항목, 1~1.5㎞ 구간은 니켈, 비소 2개 항목, 1.5㎞ 이후 

3.8㎞까지는 비소 1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지역의 오염 부지 매입과 이주대책 등을 추진해나가

기로 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

경제부가 합동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안)’을 

2009년 7월에 마련하였다. 토양오염 대책 안에 따라 정부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

한 것으로 드러난 제련소 주변 반경 1.5㎞ 안의 토지(약 115만8000㎡)를 매입하

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72가구 약 790여 명에 대한 이주를 결정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노년층이 많은 특성과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로 인해 더욱 

소극적이었지만, 용광로 가동이 중단된 후, 제련소 오염이 보도된 후, 역학 조사 

결과 이후와 같이 리더들의 움직임으로 동력이 발생한 뒤에는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힘을 합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9년 장항제련소 용광로 가동이 중단된 후,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토양오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립환경연구원이 1997년 토

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구역의 농작물을 배상해 주었다. 또한 2007년 

언론을 통해 제련소의 오염이 보도된 이후, ○○리 마을 주민 171명은 2007년 

6월 청와대 등에 진정서 보내 "제련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50여 명이 암으

로 사망하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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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를 벌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한편, 주민 역학 조사 결과 “1999~2008

년 동안 ○○리에 거주하면서 암 진단이 확인된 사람은 10명이었고 조사 지역 

사망자의 26.6%가 암으로 사망하여 대조지역 사망자의 30.2%보다 오히려 낮다”

고 발표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을 하였다. 이미 많은 분이 암으로 사망

하였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으며 현재는 외지에서 온 주민이 많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조사를 위해 암 진단을 하지 않고, 국립암센터에 다니는 주민만을 

암 환자로 분류하였다며 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않았다.

평생을 중금속 구덩이에서 살아온 사람들 몸이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 암으로 죽었고 타지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들거나 암에 걸렸어도 파

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피면접자 B

역학 조사와 함께, 오염 대책을 발표하였는데(2009년 7월), 종합 대책의 주

요 내용을 보면 오염용지 매입과 정화, 매입부지이용 계획, 주민이주,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을 담고 있었다. 이는 오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복구계획이었지

만, 계획은 토양정화라는 물리적 환경복구에 집중되어 오염피해자들의 신체 피

해보상 및 삶의 복구와 관련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방

○○, 유○○ 등의 주민 5인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오염 정화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지역 주민들은 방이장

이 2015년 장항을 떠나면서 지역 주민 중 일부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박○○과 신○○은 방이장이 지역을 떠난 후 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되었고 이전

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책위 활동을 하며 환경부와 함께 환경오염피

해구제법 재정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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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11년

2015년 2016년

주: 토양복원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이주가 시작됨

그림 4-17. A마을 변화 모습. 출처: 다음위성사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하여 그 영향을 밝히고, 오염의 정화를 

이끈 원동력은 리더십을 갖춘 인물과 단체였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가 소유했던 

산업시설에 대항한 저항적 성격의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외압과 지방 

중소도시 구성원의 비적극성으로 지속해서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천 

기독교농민회의 경우 지역 기반의 단체가 아닌 지원을 받았던 단체였기에 활동

의 지속성이 떨어졌으며, 방이장의 경우 지역 내부적 갈등 속에서 기업과 국가

를 상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풀기에 한계가 있었다. 내부적 갈등으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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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자 외부의 도움을 얻고자 군산 핵폐기장,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 금강 해저터

널 굴착 반대 등 다른 지역의 환경운동에 참여하여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장항의 

문제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지만 약한 연대의식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오염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사례는 개인, 단체 혹은 언론 등 

독립된 하나의 행동만으로는 공동체에 벌어진 사건을 완화,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성원의 비적극성은 리더십

을 갖춘 행동가(단체)가 제도와 언론을 만나 사건을 공론화시켰을 때, 보다 적극

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주민들이 연합하여 거버넌스로서 갖추어 나갔

다. 오염 정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힘은 언론과 주민들이었다. 방○○와 

주민들이 오염으로 인한 신체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을 공

론화시키고 전국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도움이 컸다. 과거 서천 기독교 농

민회가 이웃 마을 주민들과 오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그 사건이 

제련소 가동을 중단 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했었

고, 이후 지속한 주민들의 민원과 ‘공해 보상비 및 공해 배출 부담금’이라는 새

로운 환경규제가 맞물려 용광로 폐쇄가 가능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변화하였다. 오염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성격은 초

기에는 외부의 도움으로 시작한 ‘지원형’ 활동이었으며,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오염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기독교 농민회

는 서천지역을 기반으로 결성된 농민운동조직으로 기업과의 이해관계와 공권력

에 대한 압박 등으로부터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어려운 여건에 있

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운동적’ 성격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이러한 노

력은 주민들이 오염으로부터 삶의 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저항적’ 활동의 기

반으로 작용하였다. 농작물 피해 보상을 넘어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등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항제련소 가동 중단 이후 폐자동차 소각공장을 설립하려는 움

직임에 반대하는 ‘방어적’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방어형 공동체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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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등으로 

자신들의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타났다(김상민, 2016). 

또한 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이주로 인한 생활공간의 해체과정에서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하였다. 권리에 대한 주장은 방어적이고 저항

적인 활동을 벗어나 환경부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재정을 마련하는 등 장

항의 공동체 경계를 넘어 확장된 ‘창조적’ 활동의 모습을 보인다.

표 4-3. 오염정화 방식

구분 오염면적(㎡) 오염토량(㎡) 비고

비매입구역 225,784 206,172 굴착정화(2012.11~2015.11)

매입구역 928,700 498,430

굴착정화 370,167㎥(2015.12~2019.12)

위해성평가(대안공법)

128,263㎥(2016.7~2019.12 예정)

합계 225,784 206,172 -

자료: 환경부

그림 4-18. 오염정화 구역 매입 및 비매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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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그림 4-19. 주요 오염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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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가동 모습(자료:박재민) 이주전 마을의 모습(자료:뉴스서천)

식생정화모습(자료:성종상,2009.7) 이주 후 철거된 대지(자료:뉴스서천)

오염 정화 작업(자료:뉴스서천) 오염 정화 작업(자료:뉴스서천)

그림 4-20. 오염대상지 변환 모습



- 101 -

표 4-4.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대상과 갈등 과정

갈등의 대상 갈등 과정

정부-주민

기업-주민

주민-주민

환경오염 사실을 외부로 확장하는데 앞장 선 리더와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인물, 기업, 정부와의 충돌

주민-주민

          

주민 단체 내부 갈등

2) 오염 정화 과정에서의 갈등

장항제련소는 장항읍에서 상징성이 큰 시설로써 관련한 근로자들이 많았으

며 제련소를 장항읍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기는 주민들도 많다. 때문에, 제련소

로 인한 오염에 대응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다. 또한 제련

소는 민간이 운영하기 전 국가에서 운영하던 시설로써 제련소의 오염문제는 국

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

돌이 존재했다. 환경오염 사실을 외부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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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인물, 기업, 정부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 오

염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주민들은 주도했던 인물들이 동네 집값을 떨

어뜨리고 주민들을 다 내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닌지 의심하고 경계하였다. 기업의 근로자 및 관계자들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특히 주요 인물들과 마찰하게 되면서 만남을 피

했다.

또한, 토양 복원 사업과 관련한 이주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

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주비용은 600-1200만 원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 

거주민들의 약 90%가 토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도로 하나를 경계로 부지 매입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

재했다. 이웃 주민들의 불만은 오염지역의 주민들을 움츠리게 하였다.

2010년 구성된 피해대책위 내부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로 인한 갈등이 존재

했다. 대책위의 방○○과 유○○는 갈등을 겪었다. 방○○에 따르면, 유○○이 

유○○의 지인에게 주민들의 손해배상을 모두 의뢰하자고 하였고, 그에 대한 이

견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로 인해 두 개의 대책위로 활동하게 되었고 현수

막 등에 사용한 단체의 이름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에 이르렀다.

알고 보니까 ○○드림팀 ○사장이랑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서 돈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다가 ○○드림 갖다 주자고 위임장을. 그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니까. 배척하고.  -피면접자 C

두 개로 쪼개진 대책위에서 방○○은 이름사용권한에 대해 승소했다. 이후 

유○○은 대책위 활동을 그만두었다. 뜻이 맞지 않아 그룹이 와해되었고  다시 

재조직 하는 등 활동이 지체되었다.

한편, 1936년부터 긴 세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지 않은 것

은 국가의 외면이 큰 몫을 했다. 지난 80년대 주민들의 항의와 환경 규제로 인

한 용광로의 폐쇄가 있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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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오염 정화 활동이 소감되는 과정

구분 오염 정화 활동이 소감되는 과정

정부의 압력시

정부의 대응시

정부의 대응시

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인간사회의 피해는 외면되었다. 또한, 집단 이주를 못 하

게 막고 개별 이주를 종용하면서 주민들의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공동체의 

특성 또한 유휴공간으로의 변환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노령계층은 타인

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동이 되기 쉬운데,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들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해주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해당 마을은 노령인구 비율이 

절대적이며 사고의 폐쇄성을 보인다. 암에 걸려 아프다는 사실을 회피하였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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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나의 몸이 약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그렇다

는 식으로 원인을 본인에서 찾았다.

내가 아픈 걸 왜 말을 해.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피면접자 G

또한, 오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농업과 수산업 기반의 지

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을 우려했다. 오히려 오염을 알리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따돌렸다.

오염의 정화과정에서 오염 정화 활동이 갇히는 경우가 나타났다. 먼저 정부

의 압력과 정부의 대응이 있을 때 저항이 중단시키거나 소감 상태로 진입하였

다. 시위에 앞장선 주민을 구인(拘引)하는 공권력을 통한 공포의 정치가 있을 때 

주민의 항의가 중단되었다. 정부 비판적 행동을 하면 곤욕을 치른다는 경험과 

그로 인한 자기검열이 형성됐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발표, 토양오염 개선 발

표와 같이 어떤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을 때, 그것이 사건의 해결 혹은 본질과는 

상관없이, 언론의 관심이 감소하였다. 정부의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

면서 언론의 보도가 줄어들었다. 지역 신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보도하

고 있지만,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TV 방송 및 중앙 언론의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에 의해 법적, 제도적 해결방식이 제시되면서 언론

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줄어든 것이다.

3)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특성

이주 후 남겨진 건물들과 구조물들은 철거되었고, 토양정화작업을 통해 오

염된 토양이 복원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오염으로 인한 물리적인 

토양의 회복은 정화되고 있지만, 체내에 채워진 독성은 축적되며 확인이 어렵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물질은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켰고 농업과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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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생업으로 하던 주민들은 이차적인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납, 아연,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암, 골다

공증 등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 또한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경작의 피해는 가정

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주를 

했고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작업으로 토양의 오염은 회

복되어가는 반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정화작업이 진행된 후에도 지속

하였다.

신체적 피해 양상은 현재 신체 피해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

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토양의 오염 사실이 주목받고 이주가 

시작될 때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이주비용 마련

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리고 중금속 오염의 특성상 언제 나의 몸이 아플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지내왔다. 집을 부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산다는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제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서 한결 평온해졌으며 새로운 이웃도 생겨서 적응되

고 있었다. 주민 중에는 오히려 시내로 나와서 살아서 장 보기 편하고 주민이 

많아서 교류가 더 많아 현 상황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살던 추억이 그립고 옛 

친구들 소식도 궁금하지만 ‘그냥’ 산다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안좋은거 없어. 넓은 데로 나왔고.. 장도 가깝고..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는 좁은 곳에서 좁디좁게 살다가. - 피면접자 J

이웃이랑 헤어진 거는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로 만나니까 좋고 그렇지.. - 

피면점자 G 여(70대)

반면에, 건강이 좋지 못한 주민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주해서 이웃 동

네로 왔지만, A 마을에서 이사 온 것을 이웃들은 잘 알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

이 두려워 아프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의 접촉 수는 줄어들었고 위

축되어만 갔다. 나이가 많아서 경작 활동도 힘들어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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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 내 얘기 하는거 같고.. 무섭기도 하고.. 몸이 안 좋아

서 아무데도 안나가. - 피면점자 K 남(80대)

한편, 암으로 돌아간 가족이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발설하는 것을 꺼렸으며 ‘잘 모른다.’라는 대답들로 회피하였다. 부인하고 회피하

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다. 또한 오염으로 인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힘들고 지쳐했다. 피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지만 막연

한 기대라고 생각하며 얼마 전 나온 선지급금 1만 5천 원을 언급하며 거친 언행

과 함께 강한 어조로 기업과 정부를 비판했다. 분노는 사고로 인한 상실을 경험

한 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인데(Novaco and Chemtob, 1998), 미해결과

제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주 과정부터 지속하였다. 이

주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는 개인이주와 집단이주 두 가지를 방침으로 내세웠었

지만, 집단이주 시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두려워(C 구술증언) 환경관리공단이 

집단이주를 신청한 주민들에 전화를 걸어 토지를 팔고 이주하라고 종용했다(뉴

스서천).

제련소의 중단이 30여 년이 지나간 후에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심리적 부정

적 영향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그 양상은 피해 유무

에 따라 달랐으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서 

정부와 이웃 주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더 보

였다. Foster(2002)에 의하면 1986년 체르노빌 사태로 입은 심리적인 부정적 영

향들이 피해민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오염과 재난

으로 인한 영향이 진행 경과 속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오염이 공론화된 시기부터 경작을 금지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

다. 경작을 금지하면서 일정기간 지원금이 나왔으나 이주 진행 기한이 길어지면

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토지의 소유주는 기업과 외지인의 소유가 많

았다. 실제 피해 거주민들은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없었다. 제련소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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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서천

그림 4-21. 경작금지 기간에 텃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

가까운 마을인 A는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았다. 이주 후에도 경제적인 피해는 지

속하였고 오히려 경작할 토양이 없어 악화하였다. 토양 오염의 피해를 보았음에

도 불구하고 자투리땅에서 경작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주민들이 많았다. 오염으

로 인한 피해보다는 지금의 먹거리가 더 중요했다.

아무래도 뭐를 더 이상이 못 심어 먹잖아.. 그걸 심어서 먹으면 돈이 안 들잖아.. 시

장가면은 천원, 이천 원 사야 해.  그게 어마 어마하더라고, 이제 나이 먹고 수입은 적

고. -피면접자 D

오염된 토양이라고는 하지만 평생을 먹고 살아왔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제련소 연기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만, 굴뚝 바로 아래

가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고 

회피를 주된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제련소 오염 피해자들은 그런 회피 행동을 보

이지 않고 있었다. 경제적 피폐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주 후에는 거동이 힘들어 텃밭 활동을 

하는 주민은 많지 않았으나, 이용 주민은 오히려 예전 토양에서 농작물이 잘 가

꿔진다고 불평을 하였는데, 이러한 오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태도도 그러한 오

염의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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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휴공간의 변환

[N1]

국립

생태원

자료: 문화도시연구소

그림 4-22. 서천군 정부대안사업 연계 사업 계획도

과거 장항은 항만과 제련산업 및 미곡 집산지로 지역경제 번창을 맞았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장항항은 충남 유일의 l 종항이었으며, 무역을 위

해 개방한 ‘개항장’으로 명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굿둑 완공으로 

장항, 군산을 오가던 승객이 하나둘 끊기고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맞으며 

쇠퇴했다. 이에 서천군은 장항을 ‘사람이 있는 도시, 사람이 오는 도시’로 만들

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부와 함께 1989년부터 장항 앞바다 374만 평을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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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생태계 훼손 논란 등으로 사업을 

본격화하지 못하였다. 15년이 넘도록 실행이 지연되자 장항 주민은 거세게 반발

했으며 2007년 당시 서천군수가 열흘 넘게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단식하고 주민

들은 집회를 열어 시위했다. 이에 정부는 갯벌 매립 대신 서천 내륙에 산업단지

(그림4-23, N3)를 만들고, 국립생태원(그림4-23, N1)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그림

4-23, N2)을 세우는 대안 사업을 서천군에 제안하였다. 이 대안 사업은 토지매

입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명명했다.

정부대안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천군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보러 온 관광

객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물며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자했다. 대안 사업으로 마련된 동측(국립생태원, 그림4-23, N1), 서측(국립해양

생물자원관, 그림4-23, N2), 북측(산업단지, 그림4-23, N3)과 장항 읍내를 연계

하여 문화 관광코스로서 벨트화하고자 계획했다. 구 장항역을 거점으로 이와 연

계한 도로확장과 자전거도로를 주변 지역에 신설하고 국립생태원부터 트램을 설

치하여 연결하는 계획안을 세웠다. 관광거점 지역을 추가 발굴해 자원 간 연결

고리를 통해 체류 관광객 및 상주인구의 분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러한 목적으로 구 장항철도를 중심으로 벨트화가 되었고 거점 자원으로써 유휴

공간으로 남겨진 미곡창고, 철도 승무원 기숙사, 장항철로, 도선장을 선택하여 

변환시켜나갔다. 

1) 미곡창고의 변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서천발전전략사업단은 거점 자원을 찾기 위해 도시재

생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재생 성공사례 등을 연구하였고 장항의 경쟁력은 장항

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허물어져 가지만 장항의 역사를 잘 보

여줄 수 있는 남아있는 건물들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서

천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창작공간) 은 1936년 건축된 창고로 1980년대 중

반까지 미곡창고로 사용되었고 오래 동안 방치되어왔다. 2010년 6월 서천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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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천군

그림 4-23. 미곡창고 모습

거점 자원의 하나로서 개인 소유였던 창고를 매입하였다. 

매입 후 2012년 7월 서천군은 장항을 알리고 예술인과 교류하기 위한 ‘선셋

장항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매입해 두었던 미곡창고를 공장미술제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활용하였다. 매입 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건물 리노베이션 등을 하지 

않았던 미곡창고는 페스티벌 이후 2013년 건물 원형을 유지한 채 내부 리모델링

을 거쳐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변환하였다. 공연과 작품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전시공간으로 기획하였다. 이후 2014년에 지역 내 예술 단체들

이 결합하여 공간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에 인형극단 또봄, 연

극 단체, 그림 창작 단체, 공예가 등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협

의체로서 시범사업을 하였다. 2015년에 위탁 공모를 하여 인형극단 또봄이 선정

이 되었고 현재 4년째 운영 중이다.

문화창작공간은 지역의 쇠퇴로 인하여 유휴공간이었던 자원을 발굴하여 보

존하고 활용하였지만, 변환 과정에서 주민의 설득 부족과 행정상의 문제들이 나

타났다. 주민들은 쓰러져 가는 건물들을 왜 군비로 매입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

지 못하였다. 또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군 의회를 설득해야 했지만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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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촬영

그림 4-24. 미곡창고 리모델링 후 변환된 모습

않았고 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모두가 왜 저런 건물을 사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중요한 건물이라면 군에서 매

입을 해야 하는데 설득을 하기도 힘들었고. 터를 사는 것부터가 어려움이 있었죠. 미곡창

고 말고는 사지도 못했어요.  -피면접자 A

서천발전전략사업단은 의회의 설득이 어려웠지만 당해 예산을 사용해야 했

고 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건물을 언제 헐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었

기에 의회의 동의 없이 조기 집행하게 되었다. 서천군의회와 협의 없이 매입된 

것을 계기로 누군가가 공시지가 대비 2.7배가 높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것을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함께 리모

델링된 후 주민들과 지역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주민들은 노인들

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문화라는 것은 삶의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서 자신들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부감을 가지고 있

었다. 또한 그들은 문화에 대한 갈망보다는 생계가 더욱 시급하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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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군수님이 돌○○○라고 봐. 솔직히 말해서 장항읍민이 저기 뭐가 있는지도 모

를 거야. 솔직히 저런 거는 서울에 놔둬야지.. 여기는 장항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

라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저기 가서 인형극을 봐.  -피면접자 C

서울사람들은 잘 이용하고 알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거기 밥 생기는 

거 같으면 가겠지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돈을 천 원씩 준다든지. 갈 수 있는 병원

이 없어서 군산으로 가야하는데 그 돈이면 병원을 만드는 게 더 낫지. -피면접자 D

거기 와있는 사람들도.. 시골서 초등학교 다닌 사람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닌 사람이

랑 수준차이가 있으니까. 거부감이 있다고 해야 할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 -피면접자E 

이러한 절차상에 따른 공공의 내부적 갈등과 주민과 공공의 인식 차이는 지

속해서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하기 전,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공간

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셋장항페스티벌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장항주민

들에게는 축제의 이름과 프로그램들이 낯설었으며 참여는 많지 않았다. 주민들

은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속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지역에 잠시 활기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될 수 

없다고 믿었다. 운행이 중단된 서울-장항 구간의 철도를 임시 개통하여 서울의 

젊은이들이 장항을 찾았고 다음 날 모두 돌아갔다.

축제를 해서 젊은이들이 오니까 좋긴 헸지만,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이들은 다

음날 모두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냐.   -피면접자 C

우리는 축제를 하는 줄도 몰랐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북적 거리니까 막상 오라고 해도 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피면접자 E

주민들의 우려대로 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던 선셋장항페스티벌은 2012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 축제는 장항의 활력과 도

시재생을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축제는 미곡창고를 클럽장으로 활용하고 서울에서 활동 중인 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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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서천

그림 4-25. 선셋 페스티벌 당시 모습

이와 참여자들을 서울-장항 철도를 임시 운행하여 유입시키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지역 축제가 되지 못하였다.

주민을 배제한 채 이벤트성 행사를 벌이는 것은 ‘재생’이라기보다는 ‘공간 임대’에 

가깝죠. 단순히 전시할 공간이 없는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그 전시를 소비할 관

광객을 모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피면접자 F

표 4-6. 장항선셋 페스티벌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장소

장항선셋

페스티벌

(2012.7.1

3.~22)

공장미술제
공장미술제,대안공간전시,

15금 퍼포먼스

미곡창고,어망창고,

금강중공업창고

매직믹스쇼
음악, 영상 등 

퍼포먼스(나이트클럽)
미곡창고

트루컬러스 

뮤직페스타
메인무대 물양장부지

힐링캠프

힐링프로그램

요가마사지힐링, 타로카드상담, 

타악공연, 이디고마켓 일몰기도

송림백사장

캠핑
기족캠핑, 스노우피크 캠핑, 

청소년 캠핑
송림백사장

미디어아트스쿨 미디어전시, 체험, 워크숍 장항화물역사

ARS 워크숍 wild card 전시, 워크숍 장항화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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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좌우,중앙(대전일보), 하우(중앙일보)

그림 4-26. 선셋페스티벌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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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천군

그림 4-27. 공공에서의 대상지 인근 계획 

문화창작공간은 실질적인 거리는 읍의 중심부에서 약 500m이며 외곽부에서 

접근하여도 1km 내외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활동 경

로에 위치하지 않으며 항구에 가까운 곳으로 선박 관련한 노동자들이 주로 다니

던 거리로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또한 현대화된 건물의 외

관과 ‘문화예술창작’ 이라는 건물의 이름 또한 대다수가 노년층인 거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공간명에 ‘서천군’이 붙으면서 서천군 전역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공간이 위치한 장항읍 주민들과는 밀착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서천

군문화예술창작공간의 경우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위탁 공모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름이 변경되었다. 서천군에서 장항만

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면서 1년 뒤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처음 장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상층이 서천군으로 변경되면서 장항지역민과 교

류하고 지역민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문화창작공간의 관리는 서천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시작을 했으나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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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 사업소에서 위탁 공모 후 관리하다 2017년에 문화관광과로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다. 공공시설로 인식하다가 문화 사업으로 인식한 것이다. 문화창작공간

의 운영자는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으

면 하지만 공공에서는 방문객 숫자로 공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지원 예산의 근거

를 마련한다. 운영자 A는 공공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지만 장항은 관광지가 아니

며 장항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공간은 처음부터 오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세월의 켜가 쌓여서 문화향

유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관에서는 방문객 숫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주민 숫자가 있는 것인데, 방문객, 관광지처럼 숫

자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피면접자 A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관광객들은 그러한 가치보다는 흥행과 먹거리들

이 결합되지 않으면, 찾지를 않는다. 여기는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라 먹거리 판

매도 없다. 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피면접자 A

운영 및 관리 방식에서도 공공과 운영자 간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공공에서

는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한계와 운영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운영자는 서천읍 출신으로 가정 과목 교사 경력을 지녔으며 유치원

을 운영하였었다. 손재주가 좋아서 문화예술창고에서 하는 인형극 프로그램의 

인형들을 직접 제작한다. 운영자는 운영 총괄과 함께 공연 기획을 담당하고 있

다. 문화창작공간은 행정, 전시, 공연기획에 각각 한 명씩 담당하여 총 3명이 운

영을 하고 있으며 서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과 

홍보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사업 분배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험이 없으세요. 법인재무표도 없고. 의사결

정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열정들만 있는 거죠. 깊이가 부족하고. 컨텐츠가 부족해요. 

계속 반복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피면접자 A(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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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서천 자료: 연구자

그림 4-28. 미곡창고 변환 전·후 내부 모습

(좌: 변환 전, 우: 변환 후)

표 4-7. 갈등의 대상과 원인

갈등대상 원인

공공 내부 예산 집행 과정

공공-운영자
운영 인식 차이 (관광지 <-> 공동체 의식 강화)

운영 관리 문제 (운영능력한계 <-> 인력부족)

공공-주민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배제, 설득부족

주민-공간 지리적 접근성, 심리적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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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외부 전경

카페 체험 공간 실내 공연 및 전시 공간

공연무대 내부 주민들 작품 전시 모습

자료: 연구자

그림 4-29.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외부 및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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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승무원 기숙사의 변환

승무원

기숙사

중앙

극장

미디어센터

기벌포

영화관

주차장

자료: 국토지리원 자료: 다음지도

그림 4-30. 철도 승무원 기숙사 변환 전·후 위성사진

(좌: 1985년 위성사진, 우: 2017년 위성사진)

서천군은 장항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장항 미디어문화센터(이하, 미디어센터)

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 장항역 철도 승무원 기숙사 터에 건립되었다. 장항의 

전원적 풍경에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영상 예술과 나이트클럽 문화

를 결합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앞선 장항 선셋페스티벌

은 한 장의 티켓으로 여러 클럽들을 출입하는 홍대 앞의 클럽데이 프로그램에 착안

하여 이런 요소가 장항에 펼쳐졌을 때 장항의 거점 지역들을 오가며 어떤 반응이 나

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펼쳐진 일종의 시범 사업이었다. 구 장항역 승무원 기숙사 

부지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거주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외부 

인력을 유입하고자 하였다. 철도공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철도 공사 측

을 설득하였고 철도공사에서 군에 기부하여 미디어센터를 2012년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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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도시연구소

그림 4-31. 초기 계획 개념도 

2014년 미디어센터가 완공된 후 사단법인 관악 공동체 라디오(이하 관악

FM)가 운영을 맡게 되었다. 서울에 기반을 둔 관악FM은 서울시 관악구를 방송

권역으로 지역 공동체 라디오를 방송 중인 방송국이다. 그러한 경험으로 미디어

센터에 공동체 라디오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 동아리와 미디어 공방 등을 계획

하였다.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운영을 하다 운영 악화로 인하여 센터장이 변경

되었다. 운영 악화에는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공공기관과의 소통 부족 및 갈등 

등이 있었다. 센터장이었던 안○○ 대표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해왔던 공동체 라

디오 방송과 영상 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에

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동아리 모임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장항에서는 서울에서와 같은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대표는 일주일에 2-3일 정도씩 장항에 머물렀지만 내

부 운영에 집중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

역 연고가 없었던 그는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지면서 미디어센터 존립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 내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의 권력자들이 미디어센터 운영

에 관여하거나 반목과 대립 등이 생기면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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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음 로드뷰

그림 4-32. 철도 승무원 기숙사 전경

자료: 뉴스서천

그림 4-33. 주변 거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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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서천

그림 4-34. 구 철도 승무원 기숙사 터에 건립된 미디어문화센터(우)와 기벌포영화관(좌)

지역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지역민과 만나

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역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님과 소통하고 지

역 정치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하향식의 한계 같지만, 주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적인 것도 부족했어요.  -피면접자 A

반면 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은 공채로 모집을 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약 70% 

정도 있었지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지닌 지역 출신의 인력은 부족하였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상주가 어려웠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졌다. 사업 초기에 계획되었던 외부인을 위한 예술인 주거지

는 운영비의 문제로 무산되었고 외부의 전문 인력이 정착하는 것이 더 힘들었

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낮았으며 지역의 지지를 받지 못

하였고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운영비 마련을 위한 각종 과제 공모 등에 일이 

치중되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교육받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지 못하였다.



- 123 -

자료: 뉴스서천

그림 4-35. 미디어센터 영상 동아리 출품작 수상식

저희가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정주하고 그러면 달랐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적어도 4-5년 동안은 필요한 것 같아

요. 새로운 정치권력이 탄생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피면접자 A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지만, 지역 주민과 융화되지 못하였다. 지

역 주민들의 미디어센터 존립에 대한 무용론이 빗발쳤다. 지역 여론의 악화 속

에서 미디어센터의 센터장이 바뀌었다. 2016년 장항 출신의 센터장으로 바뀌고 

2년여가 지난 뒤 미디어센터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이 차츰 바뀌었으며 지역 언

론 또한 기존과 다르게 미디어센터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었

다. 지난 2017년 ‘제2회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서천군이 미디어센터로 최우수

상을 받았고 영상 제작 동아리 ‘어제오지 그랬슈’팀은 ‘2017 한국영상문화제전’

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막상 서울처럼 동호회 같은 걸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영상도 제작해서 수상도 하고 하니까 뿌듯하죠. 

경쟁이 치열한데 500편정도 접수 되는데 3 작품 출품해서 다 본편은 갔고 작년엔 관객상

도 받았어요.  -피면접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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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은 주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

면서 변화하였다. 기존의 미디어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동의 허브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2016년 이후의 미디어센터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소외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소통하였다. 노

년층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장항읍 시내로 나오기가 힘들었고, 5~10가구

씩 존재하는 많은 소규모 마을들은 공동체에 소외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철저히 소외 되어 있고. 부부만 있거나, 혼자 계시거나. 아무리 장항읍에서 

축제를 해도 철저히 소외되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세요.  -

피면접자 B

그동안은 그 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어떤 것을 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저희는 사진

과 영화라는 무기를 통해서 찾아가서 영상 제작해드리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따뜻한 

정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피면접자 D

미디어센터는 찾아가는 영화관, 찾아가는 장수 사진, 어르신 영상 유언 제

작, 마을 추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을 찾아감으로써 소외된 지

역 주민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기존의 미디어센터는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답습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에 따

라 수강생들이 모이고 동아리가 활동하지만 장항과 같은 노년층이 많은 중소도

시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문화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

디어센터가 공공 혹은 주민들에게 집중을 비교적 덜 받고 비판도 피해갈 수 있

지만 적은 예산을 가진 중소도시에서의 미디어센터는 더 많은 관심과 평가를 받

을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센터의 운영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은 공모사업 신청을 제한

적으로 한 것이었다. 미디어센터 직원들은 실적과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

로그램 공모에 지속해서 참여하였으나 공모사업은 일회성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아니었다. 공모 지원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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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디어센터

그림 4-36. 찾아가는 장수사진 촬영 모습

1차 운영 시기의 주민 참여 방식 모식도

주민이 찾아오는 방식

2차 운영 시기의 주민 참여 방식 모식도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

그림 4-37. 운영 프로그램의 변화

대신 미디어센터는 지역민들의 동아리 모임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처음

에는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없었지만, 라디오, 방송, 영상, 영화, 사진 동아리

로 15개의 동아리에서 약 1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를 처음 모집하기 

위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 개인별로 찾아가서 참여를 설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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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디어센터 변환 과정

기획 단계

(2011년)

1차 운영

(2014년~2016년)

2차 운영

(2016년~현재)

운영 주체 예술인(제안) 사단법인 관악 FM 비영리법인

운영자 특성 입주자 예술인 외부 전문 인력 지역 출신 전문 인력

주요 

프로그램

미디어 예술

나이트클럽 문화

예술인 숙박시설

미디어 공방

공동체 라디오

영상 동아리

미디어 공방

공동체 라디오

영상 동아리

찾아가는 영화관

찾아가는 장수사진(영정사진)

어르신 추억 만들기

마을 추억 만들기

마을극장

프로그램

목적

문화 생산·소비

외부 인구 유입

문화 향유

공동체 의식 향상

문화 향유 권한 제공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자산발굴·축적

프로그램

특성

주민,관광객이 찾아오는 

방식

주민에게 

전파하는 방식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

프로그램

이미지

10여 명이 모집되면 반년이 지나면 5명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또 

숫자를 채우기 위해 모집하였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탈 인원이 발생하고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견고한 하나의 그룹을 결성하는데 일 년 반의 시간이 걸렸

다. 동아리 활동은 주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미디어센터는 장비, 교육, 공간 지

원 등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영화 동아리의 경우 시나리오 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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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디어센터

그림 4-38. 영상 동아리 활동 모습

어려워하여 서울에서 극작가를 연결해 교육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한다. 주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민들을 찾아가서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결과물

을 만드는 것 모두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며 미디어센터는 지원자로서 프로

그램 기획과 촬영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동아리 모임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은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영상, 사진 기술 등 개인의 소질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을 만나지 못한 주민들이 같이 활동하고, 뭉쳐서 교류하고, 

서로 교육하면서 더 큰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각자의 소질을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 실현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미디어센터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며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면 반감을 품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

로서 그 역할을 한정하였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몰랐던 분

들도 만났어요. 같이 활동하고. 뭉쳐서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피면접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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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에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통해 옛 사진들을 수집하고, 전시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며,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지역의 자원으로 보관하고 있다. 75

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거

주지 주변을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 등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

는다. 찾아가는 장수 사진을 통해서는 한복 등을 빌려드리고 머리 손질을 해드

리면서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린다.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

이 소장하고 있는 묻혀 있는 사진들을 꺼낼 수 있도록 하여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을 디지털 자료화하고 각 마을의 마을회관 등에 상시 전시한다. 사진들로 구성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10분 내외의 마을 추억 영상을 제작하여 마을 회관, 읍·

면 사무소 등에서 상영하여 추억을 공유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자료를 보관한다.

식사 하시는 것, 경로당에서 노시는 것, 텃밭 가꾸는 것, 자녀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있으세요? 드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가시고 싶은 곳 없으세요? 가장 보고 싶은 곳

은 어디세요? 노래 한 곡 하시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해요. 10분 내 분량으로 

편집해서, 음악도 넣고 시도 넣고 하면서 이벤트를 해드려요.  -피면접자 B

구한말 사진까지 귀중한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걸 디지털 저장을 해요. 그게 엄청

난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거죠. 그걸 디지털 인화하고 액자에 담아서 면, 읍사무소에서 전

체 사진 수 백장 7-800장 전시를 해요. 주민들이 자신들 이야기니까 사진 보면서 굉장히 

이야기 하시고 활기차지더라고요. 전시를 한 후에, 마을별로 내려 보내서, 경로당 같은 

곳에 상시 전시를 하는 거 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보면서도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피면접자 B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과 주민들의 참여가 미디어센터

와 함께 거버넌스로서 구축되면서 가능했다. 장수 사진 및 추억 만들기 영상을 

위한 주민의 선정은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들과 문예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미디어센터에 

추천하고 있다. 영상제작 및 사진 동아리는 선정된 주민들 가정에 방문하여 영

정사진 촬영, 일상 촬영, 마을 주변 촬영 등을 진행하여 제작한다.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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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지역자산 발굴과 축적과정

회, 새마을 협의회, 이장단 협의회 등에서는 마을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 영상 등의 자료 수집을 맡아주고 있으며 읍·면 사

무소와 주민 조직들은 수집된 자료들을 전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원을 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자료화 하여 지역의 자산

으로서 보관한다. 

이와 같은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제작된 영상과 사진들은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에

게 보내드리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

웃들에게도 미디어센터 운영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

들의 활동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한노인회 서천지회, 한국전

력공사 서천지사 등 지역 내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그림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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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지역 거버넌스 형성 모식도

제작이 끝나면, 자제분들에게 다 보내드려요.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이나 가족 분들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떡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찾아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하세요.   -피면접자 B

나는 전에는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시골에 이런 거 만들어서 뭐하나 누

가 라디오를 듣고 뭘 한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여기 사람들 고생 많다고 많은 분

들이 예산 더 주라고.. 고생 많다고 월급 올려주라고 그러고 다녀.  -피면접자 F

한편, 서천군기벌포영화관(이하 기벌포영화관)의 건립은 미디어센터의 이용

을 더 활발하게 하였다. 기벌포영화관은 미디어센터와 마주하여 철도 기숙사 부

지에 위치하였고 바로 옆 과거 중앙극장자리에 영화관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기

벌포영화관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7억원, 군비 9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작은 영화관 사업이란 수익성 문제로 상업극장이 진출

하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에게 영상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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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문화관광부 사업이다. 기벌포 영화관은 서천군에는 유

일한 영화관으로 25년 전 문을 닫았던 중앙극장 터 주변에 조성되었다. 작은 영

화관에서는 상업 영화관 관람료의 약 50%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기벌포영화관

은 미디어센터와 같은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천군 유일의 

영화관이 마을에 다시 생기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자료: 문화관광부

그림 4-41. 작은 영화관 운영 모식도

과거 중앙극장 (자료:문화도시연구소) 기벌포 영화관 내부 (자료: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내부 영상제작실 (자료: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내부 (자료:미디어센터)

그림 4-42. 미디어센터 및 기벌포 영화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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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영화관

장수사진

어르신추억만들기 영상제작

마을추억만들기

자료: 미디어센터

그림 4-43. 미디어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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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그림 4-44. 공공의 구 장항역 주변 공원화 및 연계 계획

3) 구 장항역 철도 주변 공간의 변환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로서 구 장항역 

철도 변을 따라 주변을 공원화하였다. 철도 변 공원화, 구 장항역사 광장 조성, 

미디어센터와 연계된 야외 미디어 예술 공간,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등을 계획하였다(구 장항역 문화관광공원 기본계획, 

2011). 철도 변을 따라 공원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

체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였다. 이후에 자전거 길을 부둣가와 연결하기 위하여 

철도길과 도선장을 잇는 교량이 계획되었고 도선장 앞 빈터가 광장과 체육공원

으로 변환되었다. 계획된 구 장항역사 광장은 장항역사 활용 계획이 표류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조성된 구 장항역 철도 변 커뮤니티 가든은 2016년부터 경작

을 금지하였고 도선장을 연결하는 교량은 이용자가 적고 예산 낭비라는 지역 여

론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철도 변 커뮤니티 가든은 2012 조성 당시 분양자를 

모집하여 주변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경작 활동을 하였었다. 하지만, 지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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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윤주 (2013.5) 자료: 연구자 촬영 (2018.2)

그림 4-45. 구 장항역 철도 공원 내부 커뮤니티 가든의 변화 모습

년 10월 장항역 문화관광 부지로써 개인 경작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함께 경작

을 금지시켰다. 해당 부지는 철도청 소유의 부지로써 서천군에서 2012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였지만 철도청 소유 부

지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초기 계획에서는 

커뮤니티 가든으로써 주민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머물 수 있

는 원두막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철도청에서는 공원에

서 개인들이 무단으로 경작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향후 계획을 위해서 주

민들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경작활동을 금지하고 작물들이 철거

된 후 방치되었다. 이후 평상을 갖다 놓았지만 청소년들이 밤늦게 이용을 하면  

그림 4-46. 대상지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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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47. 교량의 모습

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점유하여 경작을 이루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 개입은 공간 이용의 지속성을 쉽게 단절시켰다. 공공이 개입했을 경우가 

소유주가 개입하여 이용을 막았을　때 보다 주민들의 행위가 쉽게 차단되었다.

취미삼아 했어. 한 5-6년 전쯤인가.. 텃밭 분양한다고 쓰고 싶은 주민들 쓰라고 하

길래 그냥 심심하니까 해봤지.. 근데 사람들도 계속 지나다니고 하는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하니까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뭐 불이익 받는다

고 써 붙여놔서 그냥 안하고 있어.  -피면접자 B 

철도 공원길과 도선장을 잇는 교량과 도선장 공원은 대안 사업 연계 사업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립생태원에서 연결되는 관광열차 사업을 포기하면

서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역 언론은 인적이 드

문 곳에 설치된 예산을 낭비한 시설이며 도선장 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와 인라

인스케이트장에 대하여 중복된 공연장과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을 거의 본적이 없는데 육교를 설치했다는 것

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차도 안다니는데 누가 육교로 번거롭게 올라가. 그런

데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소외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나아.   -피면접자 C



- 136 -

한편, 전문가와 문화시설 운영 주체는 이러한 유휴공간의 활용이 향후 지역

계획에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이 어려

운 현실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절차상에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렇게 

몇 곳 유휴공간을 활용해 놓음으로써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어요.   -피면접자 A(미디어센터)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48. 교량에서 바라본 구 장항역 철로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49. 교량과 연계된 도선장 광장 및 체육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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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커뮤니티 가든이 조성이 포함된 장항역 문화관광공원 기본계획

사업명 (구)장항역 문화관광공원 기본계획

위치도

배치도

조성시기 2010.9~2011.2 면적
총면적 : 38,630㎡

대상지 총길이 882m

조성배경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역사성 보존과 활용, 미디어 예술 공간 조성

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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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관 개입으로 조성된 구 장항도선장 계획

사업명 장항 선셋 수변 명소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위치도

배치도

완공시기 2015.1 면적 6,298㎡

조성배경
가. 장항도선장의 명소화 전략 및 방안 연구

나. 장항도선장 조성에 관한 기본설계(랜드마크, 이야기 등)

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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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한 유휴공간의 변환

자료: 서천군

그림 4-50. 장항 소도읍 육성사업 장기종합발전 구상도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가로

환경 정비, 먹을거리 타운, 지구단위계획, 테마 거리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추

진하였다. 먹거리 타운을 만들기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노상 주차면을 

폐지함에 따라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공·폐가를 매입하여, 철거 

후 9개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공·폐가로 인한 환경 악화를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정비를 한 것이 아닌 장

항읍 중심지를 특화 단지로 만들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

여 공·폐가를 정비하였다. 여러 채의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

으로써 개인 주택이 철거되어 주차가 되고 있는 공간 보다 규모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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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52. 공공주도하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용 주차장

그림 4-51. 주차장 분포도

으로 크며 중심지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 여러 대

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찾으면서 공·폐가의 상태와 유

해성의 정도 보다는 매입이 가능한 공간이 선택되었다.

한편, 노후 주거지는 건물들의 밀도가 높아 인근의 공간이 유휴 상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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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변환되면 공간이 서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관찰조사를 통해 어떠한 

성격의 유휴공간과 배치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대상지 f(그림4-53)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를 공용 주차장으

로 조성한 뒤, 블록 안쪽의 건물과 반대쪽 도로변 건물이 철거되어 유휴공간으

로 변모한 사례이다. 그 중, 안쪽 유휴공간은 주차장을 지나쳐야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쪽 도로변 유휴공간은 주차장과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큰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상지에서의 이용자의 행태관찰 시 주차장에 주차한 

뒤, 통화하며 텃밭 앞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작하는 주민이 

주차장을 지나치면서 주차를 한 뒤 밖으로 나오는 주민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

다. 주차장 건너편의 음식점 주인은 텃밭을 경작하지는 않지만, 음식점에서 텃밭

이 잘 보여 자주 본다.

대상지 j(그림4-54)는 주차장과 인근의 텃밭이 시간 간격을 두고 형성되었고 

현재는 블록의 약 1/2이 유휴공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텃밭은 토지 소유주가 

경작하고 있으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

유휴공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나더라도 점유자의 역량에 따라 공간

의 활용이 달라졌다. 대상지 f의 경우는 오히려 많은 주민이 유휴공간을 점유하

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행태가 파생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빈터(주

차장)-텃밭이라는 우연한 배치의 이점으로 인하여 텃밭이 보이는 시각의 확보가 

되었고 동선의 맞물림을 통해 의도치 못한 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의도치 

못한 이점이라 하더라도 대상지 j의 북쪽 유휴공간은 유휴공간이 붙어 있어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유휴공간의 결합으로 인한 가치의 확장을 갖지 못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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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985년 2004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 국토지리원

그림 4-53. 텃밭-주차장 연계공간에서 역량 발휘가 안 된 사례(대상지f)

1947년 1985년 2004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 국토지리원

그림 4-54. 사적영역으로 인하여 연계되지 못한 사례(대상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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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

하여 추진하고 있다(서천군청 도시건축과). 주택개량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 신축 시 건물을 담보로 하여 저금리(2%)의 20년 상환으로 융자금

을 지원해준다. 건물의 개량과 신축이 해당하지만, 신축건물의 융자 책정이 높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신축을 유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슬레이

트 노후화에 따른 비산에 의한 ‘건강 피해’의 예방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

하여 실시하고 있다(서천군청 도시건축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의 환

경적 이슈로 인해 환경관리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다 2017년부터 군에서 진행

하고 있으며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후 남은 빈집 철거를 지원해준다.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빈터로 변환된 곳 중 일부는 산업 유산적 가치를 지

닌 곳도 포함되어 있다. 동원여관(구 장충관)과 대동정미소가 그것이다. 동원여관

은 지난 2015년에 군에서 철거를 하였고, 현재 주변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

고 있다. 충남정미소는 철거 후 토지 소유주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의 신청 절차는 주민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철거 신청을 

한 뒤 읍/면사무소 담당 행정관이 자체 기준을 통하여 정비의 우선 순번을 정하

고 서천군 도시건축과에서 취합하여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자체의 기준은 붕괴 위험, 미관 훼손의 정도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그 때문에 오래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이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4-57의 

동원여인숙(구 장충관)과 대동정미소는 여러 연구(박재민, 2007, 박재민·성종상, 

2012; 장항읍, 2016)에서 유산적 가치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건물의 물리적 제거와 함께 도시의 자산을 함께 없앨 수 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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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천군

그림 4-55. 빈집정비사업 안내서

동원여인숙 (자료:박재민, 2007년) 동원여인숙 터 (자료:연구자, 2016.10)

충남정미소 (자료:박재민, 2007년) 충남정미소 터 (자료:연구자, 2016.10)

그림 4-56. 빈집정비사업으로 사라진 근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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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는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 공간의 수

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토지이용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쳐 유휴공간 

발생을 가속하고 있으며 방치된 유휴공간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에 유휴공간의 관리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휴공간을 지역 개

발 및 도시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휴공간이 활용되는 과정에 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주체 또한 공공으로 

제한되어 연구되었다. 축소도시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개발의 지연과 토지 

소유주의 부재로 인하여 일시적·임시적인 형태로 많은 변환을 겪으며, 더욱 복잡

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도시에서의 유휴공간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

는 장시간의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장항읍을 사례로 하여, 유휴공

간이 어떠한 변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주체별로 탐구하여 축소도시의 유

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변환을 주도하는 주체별로 변환 동기와 목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환 특성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유휴공

간의 변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해관계자 85명의 인터뷰와 현장 조사, 위성 영

상 및 문헌이 자료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유휴공간을 변환시킨 동기와 목적은 유휴공간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

하여, 먹거리를 수확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취미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휴공간을 점유, 변환시켰다. 특

히, 유휴공간이 방치되면서 근린 환경의 위생을 악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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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점유·관

리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유휴공간들은 소유주와 점유자가 달랐으며 일시적·임시

적 특성이 있었다. 변환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작, 주차, 적치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 유휴공간을 변환시키면서 생성된 이해관계는 무단 점유

자-소유주-공공, 임차인-소유주-이웃 주민, 소유주-무단 점유자-이웃 주민이 관

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휴공간의 무단 점유는 소유자 및 공공 기관의 

묵인과 암묵적 동의하에 지속하며 공간이 변환되었다. 소유주와 점유자는 각자

의 이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간을 변환시키고 서로에게 행동하였다. 점유자는 

유휴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로 공간을 점유하였고 동시에 생계의 일환으로 

텃밭을 일구고 있었으며, 소유주는 유휴공간이 점유되어 농지로 이용됨에 따라 

보유세 부과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아 점유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

공에서도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악영향과 갈등을 알지만 관리의 용이성으로 인해 

점유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소유주는 부가세 혜택으로 점유를 묵

인하면서도 점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점유자들

과의 분쟁을 간헐적으로 발생시켰다. 다음 사례로써 토지 임차인이 공간을 이웃

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변환시킴으로써 유휴공간의 악영향을 줄인 사례를 살

펴보았다. 계약을 통해 유휴공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전에 인근 주민

들이 함께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할 때보다 근린 환경이 더 악화하자, 임차인이 

공간의 외곽 부분을 이웃과 공유하고 함께 돌보자 유휴공간의 악영향이 완화되

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협상과 공유 의식을 통해 유휴공간이 변환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휴공간은 인근 주민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휴공

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화시켰다. 이후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 발생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점유하게 되었다. 대상지와 마주한 빈집이 공

공의 정비 정책에 따라 주차장으로 변환되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졌으나 유휴

공간에서 생산한 작물들을 화분에 담아 전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환경을 

개선했다. 이상 유휴공간의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법·제도·정책, 개인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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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와 동의, 입지 조건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구 장항제련소 인근의 공동체가 

큰 변화를 겪었고, 이에 공동의 대응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오염된 

공간의 변환을 이끌었다. 특히, 리더십을 갖춘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과 협력자원

으로써 인근 마을 주민, 지역 언론, 지역 단체 조직, 주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오

염을 정화할 수 있었다. 그중, 외부 조직과 마을 이장은 리더로서 1983년 장항 

제련소 오염의 표면화, 2007년 오염 사실에 대한 공론화 등을 이끌었다. 이해관

계에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 외부 조직체와 주민과 공공의 가교 구실을 하는 마

을 이장은 리더로서 저항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 자원

으로써 언론은 외부로 오염의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오염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연합된 거버넌스는 초기에는 외부의 

도움이 주축이 되어 외부조직과 인근 마을 조직 등이 협력이 된 거버넌스가 형

성되었다. 이후, 외부조직의 리더가 아닌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마을

조직과 지역 단체조직 등이 연합하여 오염으로부터 삶의 터를 스스로 지키기 위

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이주로 인한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하면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언론과 주

민들이 연합된 조직 형태를 보였다. 이후에는 마을의 이장 중심이 아닌 일반 주

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하는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주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재정을 마련하는 등의 성취감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면서 민간 

참여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존

재했다. 첫째,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둘째, 공동체의 리더들과 오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셋째, 복구를 위하여 모인 그룹 내에서 사적 이

익을 추구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다. 한편,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 특성 상 유휴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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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는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휴공간

을 변환시켰다. 갯벌을 매립하여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에 대

한 대안 사업으로써 장항읍 동,서,북쪽에 국립시설들이 조성되었다. 이를 서천군

에서 장항 중심 시내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하여 유휴공간들을 활용

하였다. 그로 인해 장항읍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부둣가를 중심으로 남겨진 미곡

창고, 철도 승무원 기숙사, 장항철로, 도선장이 변환되었다. 또한,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심 시가지를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로환경 정비를 하면

서 공·폐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공·폐가를 철거하였다. 공공의 주도하에 이

루어진 변환과정에서의 갈등은 공공과 주민, 공공과 시설 운영자, 공공 운영자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당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 내부

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고 소통하지 못하여 공

공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인구의 유입을 목적으로 관람객 숫자로 공

간 운영을 평가하는 공공의 인식으로 공공과 운영자 간 갈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갈등 요인 외에 변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속적이지 못

한 운영·관리 정책, 관리 주체의 변화, 계획안의 변경, 정비 대상 선정 방식, 운

영자의 전문성 및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견되었으며, 공간 시설과 관련하

여 시설의 입지, 명칭과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역의 축제가 단발에 그쳤으며, 유휴공간의 토지 소유 기관과 활용 계획

을 담당했던 부처가 달라 계획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빈집 정비 과정에서 유

휴공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있어, 건물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고려

되지 못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운영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주민과 공공 기관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한편, 변환된 시설

의 위치가 주민들의 활동 경로에 위치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

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이용이 자제되었으며, 영어를 사용한 시설 명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공간의 이용과 평판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가 변하면서 변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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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발견되었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소통하였으며,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운영되는 프로그램 

활동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었고 미디어센터는 장소 및 장비 대여 등의 지원 역

할을 하였다.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보람을 느끼고 동아리 활동이 영상공모에 

지원하여 당선되는 등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미디어센터와 활동에 더 애착을 갖

게 되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증가하고 미디어 센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긍

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미디어센터-동아리-지역 내 봉사 단체 및 주민위원회-공공기관이 거버넌스

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옛 사진, 물품들을 전시하고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면서 지역 자산을 축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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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체별 유휴공간 변환 과정에 나타난 특성

주체 동기·목적
과  정

변환모습·특성
이해관계·갈등의 대상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

⦁유해성 저감

⦁먹거리

⦁건강

⦁취미

⦁공간이용극대화

⦁점유자-소유주-공공

⦁임차인-소유주-이웃

⦁점유자-소유주-주민

⦁개인적 관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입지

⦁법,제도,정책

⦁텃밭,주차장,적치,방치  ⦁관리 효과 

⦁소규모 점적, 분산

⦁일시적·임시적 변환

⦁주거지역에서 발생  ⦁실생활과 밀접

⦁소유주와 점유자 상이  ⦁무단점유

⦁개인적 가치 중요

지역 

공동체

⦁토양의 유해성 저감

⦁신체 오염 회복

⦁정부-지역공동체

⦁기업-지역공동체

⦁주민-리더

⦁리더십

⦁동원가능한 인적자원

⦁언론(네트워크)

⦁주민간의 관계,의사소통

⦁연합활동

⦁공동체 의식

⦁성취감, 보람

⦁산업시설 주변지역

⦁큰 면적, 도심 외곽

⦁식물정화(phytoremediation) ⦁토양 굴착 작업

⦁2차피해(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발생

⦁지역 공동의 대응 ⦁집단 이주

⦁장시간 정화로 인하여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 존재

공공

⦁지역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기집행 예산 처리

⦁기반시설확충

⦁지역자산보존

⦁공공-주민

⦁공공-운영자

⦁주민-운영자

⦁공공내부 조직간

⦁지역 거버넌스

⦁공공-주민의 소통

⦁운영자-공공의 소통

⦁정책 및 계획의 지속성

⦁정책실행자의 인식

⦁인적자원 ⦁지역출신전문가

⦁입지⦁시설명칭과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성취감, 보람

⦁공공소유 기반시설

⦁선형, 대규모(국유지)

⦁점적, 소규모(공유지)

⦁문화예술공간

⦁빈집정비⦁주차장

⦁연구소 ⦁이벤트 ⦁공원(텃밭,체육시설)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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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제시

되지 못했던 유휴공간의 변환을 주제로 하여 유휴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활

용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동안은 유휴공간의 유해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휴공

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용도와 기법에 집중하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둘째, 이 연구는 행위자들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 등 

사회·정책적 논쟁을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유

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유휴공간 활용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휴공간의 활용이 사회, 심리, 환경 등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물리적 공간의 효과를 입증하였지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자세히 연구되지 못했다. 

셋째, 이 연구는 유휴공간을 변환하는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갈등의 종류, 변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변

환된 특성을 비교하였다. 변환을 주도한 주체에 따라 유휴공간의 변환이 어떠한 

형태와 분포 특성을 보이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에 

세분화된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또한 중요하며 이를 고려해

야 유휴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

구에서는 유휴공간의 변환 주체에 따라 동기, 목적, 변환 특성 등이 달라, 변환 

주체별로 유휴공간의 발생과 활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근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인 소유의 유휴공간은 대다수가 텃밭으로 

이용되면서 유휴공간이 방치되어 나타나는 해로움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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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서는 유휴공간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없애거나 개발을 하는 등의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나타

난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면 토지의 

안정화와 유휴공간의 유해성을 저감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인 이

익을 줄 수 있어 공공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명기된 소유권 취득기간에 대한 내용의 수정

이 불가피하다.

둘째, 지역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휴공간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동체 의식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 공동의 대응을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유

휴공간을 변환하는 데 있어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지역 내·외부의 연합된 행동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했다. 도시의 재생에 있어 주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

스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공공의 주도하에 변환된 유휴공간을 운영 할 때는 지역에 적합한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증진시켜야 

한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며 그들의 실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의 참여가 높

을 때 주민 주도적인 운영, 나아가 지역 거버넌스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

하며, 지역을 잘 이해하는 지역 출신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편, 축소도시의 소유주-점유자 간의 상이한 점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어서 

유휴공간을 관리할 때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행위자 주체들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사회적 분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결국 공간 상태, 나아가 근린 주거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

계자들의 합의와 조정은 축소 도시의 유휴공간과 경관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된다. 이를 위해, 축소도시 유휴공간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학 관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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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지식이 조경, 도시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며 능력을 갖

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항을 사례로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석된 

내용을 축소도시의 보편적 논의로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축소 원인을 갖춘 중소도시들을 대상

으로 유휴공간의 변환 과정을 살피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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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녹취록 양식

Case ID(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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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 ID

피면접자
내용

개인

점유

_

대상지

a

소유주

I

사건은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주변에서 점유하셔서 그냥 두면 안될 

거 같아서 법적으로 점유권 행사하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붙였고…. 저도 여러 번 가서 다 철거를 해달라 요청

을 했고 그런 상태예요. 철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대상자가 

불분명해요. 그건 제가 갔을 때 누가 갔을 때 경작을 하는지도 불분명

하고…. 모든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가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철거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니까. 계속 경작을 하

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점유권 소유나 점유권 주장에 대한 것

을 막아야 하므로 그러한 행위나 액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기들이 경작을 못 하게 할 때는 뭐라 그러

고…. 하하하 그렇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공짜로 빌려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하려면 제초제를 뿌리면 되겠죠? 제가 언제 부

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초제를 뿌리면 되죠. [...] 그분들 말고 거기 

사용할 사람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 돈 내

실 분들. 돈 안 내실 분들은 제외하고

이용자

A

여기 땅을 안 해 먹으면 전에는 안 해 먹었었어요 안 했는데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여기 버리고…. 삶들이 다 버려 여기 사람들이. 다 썩은 

내 나서 냄새가 풀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모기가 풀이 자라니까 얼마

나 많은지. 여름 되면 못 살아요. 쥐도 많지, 저기서는 저 집은 뱀도 나

왔데, 풀 자라서 못 살아야 그냥 놔두면. [...] 여기 뭐라도 안 갈아먹으

면 못 살아요. 쓰레기가…. 일 년을 안 갈아먹었더니 풀이 여기서 저기 

보이지도 않아요. 거름 져서 해 먹던 땅이라 풀이 자라서…. 그리고 퇴

비를 엄청나게 버려서 음식 찌꺼기니 뭐니 다 갖다 버려서 냄새 나서요 

고개를 못 들어 여기 지나가려면…. 모기도 많고 쥐도 많고….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파라도 심고 이런 거 몇 포기 심어서 먹는 거

지 겸사겸사…. [...] 

그 사람이 이제…. 그런데 저번에는 두 번이나 와서 못 해 먹게 하더라

고…. 근데 없는 사람들 영세민들…. 먹고사는 게 이렇게 생겨서 사람

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심어 먹는데…. 먼저 와서 고추랑 심은 거 다 

뽑고 난리 났었어. 한 번이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고…. 다 뜯고 그랬

었어….

부록 4. 녹취록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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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

주민들 텃밭이라도 해 먹으라고 놔두려고 하는데 자기들 다칠 것도 없

어요. 거기 주인행세를 하겠어요. 뭐하겠어요. 유난을 떨더라고요. 세상

에 그런 사람들은 첨 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세를 누가 내겠어요. 조금씩만 하는데. 

7개월 뒤에 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 풀 안 나게 해달라. 밭도 못 하

게 하면서 풀이랑 모기 때문에 못 산다.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어도 좀 

그렇지 않냐. 그때 가서 7월 넘어서 작물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거둘 

것 거두어라. 그 뒤에 다 뽑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 

아들하고 엄마하고 와서…. 외제 차 아우디 타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땅을 팔던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법조계 사람이었데. 

군에서 조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주차장을 거기다가 

내려다가 그 옆(극장 옆)으로 갔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든 매입해서 신

경을 써줘야 하는데…. 안 파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니까. 

군에서도 수용을 못 하는 거지요.

이용자

C

주민들은 아무 말 못 하였죠. 왜 내 땅에서 이러고 있냐. 난 하지 말라

고 경고판도 붙였다. 그래서 풀 때문에 못 산다…. 했더니 그런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고. 내 땅이니까…. 주인 허락 

없이 표지판 붙였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말 없데…. 방법이 없더라고. 군에서 랑 알아도 관리 안 해요 돈 조금

씩 내서 할 사람 있는지 알아보고…. 뭐 그래야지. 지독하데…. 돈 때문

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법률 위반을 할 때 터치를 안 받으려고 하

는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니까.

관리자

J

법률적으로 뭔가 할 때 터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같아. 20년 되면 

소유를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고 해야

지….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알아봤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행 폐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짚도 치워준

다고 해도 놔두라고 하고.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

요. 법률로…. 예를 들어 벌금을 왕창 매긴다던가 얼마 2년이면 얼마 

하면서 무슨 약간의 법에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창선 2리도 빈 땅뿐

만 아니라 집들도 다 썩어 들어가고 제재를 안 해요 나라에서…. 갑갑

하면 치우라는 거예요. 이장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같지 않는구나.. 답

답하데…. 뱀이 나와요. 우리가 협조해서 자원봉사해서 협조를 해줄 테

니까 사람 몇 명사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

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내 땅이어도 벌금도 물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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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다만 이장인데…. 뭔 일을 하라는 거야. 

할 게 없더라고. 딱 정해져서 제재가 있어야 나도 뭔가 나서서 하는

데…. 할 게 없어요.

개인

점유

_

대상지

b

이용자 B

예, 10년 넘었을 거예요.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죠. 지금 현재는 신청

동 어디 사는 분이 땅을 사서 밭을 세를 준거예요. 세를 줘서 다른 사

람이 얻어서 지금 해요. 

두 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저 집에서만 하고 앞에 조금만 앞

에 사람들 파라도 심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한 줄만 돈 안 내고 양반이 얻어서 우리한테 파라도 해 먹으라고 우리

한테 준거야.

이용자 C

정미소 안 한 지는 오래되었지. 팔았는데 그 산 사람들이 여기다가 건

물 짓는다고 하다가 여기 쇳덩어리도 안 뺐잖아. 그 사람들이 부도내고 

가버렸어. 짓는다고 하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넘어가

고…. 그래서 지금 산 사람은 몇 년 될 거예요. 이거 주인은. 그 사람은 

전기 공사한다나 봐. 땅 사서 세 준거지 뭐 지어먹으라고. 

정미소는 오래전에 허물었겠네요? 

오래되었지 주인 바뀌고 허물고 새로 지으려다 부도나고 주인 바뀌고, 

세 받기 전에는 어떻게 쓰였나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럿이서 밭 해 먹었지. 땅이 넘어가고 가면

서 한 사람이 그냥 다 세내고 하는 거지. 

흙 갖다 부수니까 도 갱이 가져다가 일궈서 해 먹었지 앞에는 작게 하

시는 거예요? 

집마다 파라도 심어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근처 사세요? 

이 옆에 살아요.

이용자 D

밭 안 하면 관리가 안 됐겠어요. 

밭 안 하면 풀로 이렇게 쌓였었지…. 처음에 집 짓고 헐었을 때는 그때

는 풀이 많았었지. 다 사람들이 다 매고 돌 줍고 흙 붓고 해서 완전히 

밭이 되었지 지금은. 

그때는 한 분만하지 않았겠네요? 

그때는 여러 사람이 했지. 여러 사람이 쪼개서 했지. 땅임자가 객지 사

람인가 그랬을 거야.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했

는데…. 또 집 짓는 다고 해서 다 떠벌리고 지랄하더니 하다 말고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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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 다 도망가버렸지. 

철근 같은 거 쌓이고 했는데…. 그거는 돈 받을 사람들이 실어가고 했

지.

이용자 A

일 년에 110만 원이요. 

앞줄은 앞집들 주셨다고요? 

쓰레기 같은 것들 놓길래 쓰레기들 버리지 말라고 주민분들한테 준거예

요. 

땅 주인은 경매로 샀는데…. 하도 건물 짓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었어요 7층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중단되었어요. 

그 후에는 농사도 안 짓지…. 갈대 같은 거 우거지고…. 제가 지금 3년

째 하거든요? 다 치우고…. 지금 하고 있어요. 

3년 전에는 작물로 조금씩 고추나 뭐 그런 거 주고…. 

주인이 밭이라도 하라고 흙으로 메워줘서 하는 거예요.

지역공

동체
주민 C

오염되었어도 사람이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 적응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돌아서면 살아온 관습 때문에 다른 소리 

하신다. 예를 들어, 소각장이 들어와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먹으면 건

강에도 안 좋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끄덕여요, 그리고 돌아

서서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먹어봐야 알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전 제시를 하면…. 그리고 이

렇게 좋아집니다. 이러면…. 어느 세월에? 나 죽으면? 이런 생각을 하

세요…. [...] 저하고 가까우면 회사들이 그냥 두지를 않죠. 매수하든 어

떻게든 저랑 같이 못 하게 했죠. 다만, 모르는 환경단체들이 모르게 와

서 조금씩 지원한 경우는 있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포착되면 자기들

이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물품 지원 같은 거.. 플랭카드 라든지, 집

회하는데 쓰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 지원받고 몰래…. [...]

환경단체들이 먼저 나서지는 않는다. 주민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겠다. 반대하고 나서야 그들이 지원하고 같이 합세해서 알려

주고 하는데…. 그런데, 공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

실…. 모여서 요청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정말 어려웠

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려고 해서…. 그거 

아닌 쪽으로 막 하느라고…. 좀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다만 제가 좀 

도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정균 기자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죠. 언론에 알려주고…. 보도를 해주고 그런 도움을 받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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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폐차 소각장을 막다가…. 나중에는 토양오염 농작물 중금속 검출. 

주민들 암 걸린 것. 특히 암 걸린 사람이 중요했죠…. 너무 많아서 이

거 토양도 검사를 해보자…. 안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평택 소각장

도 그랬다는데. 검사해보니까 중금속들이 검출되고….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죠. [...] 

그렇죠. 개별적으로 흩어졌죠. 행정처에서도 안 좋아하고. 회사에서도 

주민들 뭉쳐져 있는 거를 안 좋아해요. 모여있으면 자기들하고 앙금이 

남고 하니까. 행정청에서도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하는데도…. 교묘하

게 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을 커뮤니티의 약화를 우려하

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두려워함. [...] 

이장이 22명인데…. 기업에서 21명을 포섭해서 탄원서 받아주고…. 유

치해야 한다고 해주고. 읍장님도 마찬가지고. 회의 가면 반대하는 사람 

저 혼자인데…. 사실 따돌림받으면서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것뿐

만 아니라, 제가 도와주면 마을 일을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단체

하고 연대를 하려고 ‘장항 산단 착공 반대’하는 운동 대표도 하고, 한미 

FTA 제주도 가서 반대하는 것도 가고…. 가서 우리 마을일 관심 좀 가

져달라고…. 군산 핵폐기장 때도 반대하는 범 서천연대 부 대의원장으

로도 가서 참여하고…. 해저터널 뚫는 거 반대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

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해주지 않을까 해서 

했죠. 그런데 제가 기대한 만큼 관심은 안 갖더라고요. [...] 

암 걸리고 그러면 밖으로 잘 말 안 해요. 딸이 암 걸려서 죽어왔어

도…. 얘기 안 해요. 그런 일 없다고. 병 걸려서 죽었다는 걸…. 싫어해

요. 아니라고. 노영자인가 이 사람은 시집가서 암 걸려서 그렇게 고생

을 했다고…. 그래도 말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픈 

것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죠. [...]

현수막을 달아 놓으면…. 그것이 반대 든 찬성이든…. 그 실체가 무엇

이든 먼저 플랭카드를 달아 놓으면 그 효과가 무지 커요. 60%는 나타

나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주민들에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

이 작용하더라고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알려지면 그 인식을 전환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

고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

토양 자체가 기능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먹고 몸이 안 좋은 사

람들…. 그것을 안 먹고 사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살더라. 먹어

도…. 이런 식으로 말 자체를 기만한다고 해야 하나? 호도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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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당숙 어른은 사실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나았나 싶기도 하고.

주민 A

이주한 사람들은 멀리 가고 근처에 가 있기도 하고…. 원래는 토양정화

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정화부터 해야 하는데 못된 거야. 정부에 환

경소송할 건데 처음 하는 거야. 109명. 중금속에 오염된 사람들. 카드

뮴. 장항읍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었으면 인체도 오염되었을 거라는 것을 다른 지역과 장항

읍 지역을 비교했는데 장항읍 거주자가 오염이 심했다. 수치 2~5 주민

들.

2012년까지 334명이었는데, 약 350명 중금속 오염자. 소송은 109명이 

참여. 이번에 소송이 승소하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서 할 거 같아. 

[...]

주민들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암도 걸리고 

다른 병도 걸리고. 철, 니켈로 못 살겠다고 티비에 나오더라고. 우리는 

pb, as, cd, 아연, 철, 엄청 많아. 중금속이란 중금속은 다 있다고. 거

기서 살았으니 어떻겠냐고. 그 근방에서 농사지은 사람들은 채소, 쌀도 

먹고.. 환경구제법을 우리가 만들다시피 했어. 없었어 그전에는 이제는 

환경구제법에 적용해서 보험을 들어야 해요. 어떤 기업들이던지. 만약

에 무슨 환경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그 보험금으로 치료나 위자료를 주

는 방식으로 되었어요. 그전에는 쌀 농사지어 먹고, 제련소에서 우리는 

분진, 아황산가스도 있고…. 농작물이 다 죽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

치는 챘지만…. 솔직히 다 무식하니까 무관심하게 살았지. 밝혀주는 사

람도 없고. 방○○이라는 사람이 밝혀달라고 해서 토양검사도 하고 하

면서 밝혀진 거지. 쉬쉬했어. 그래서 추진이 늦어졌어.

사람을 먼저 정화를 해야 했는데. 땅 매입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잖아. 

주민 B

땅이 있으니까.. 중금속에 대한 인식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먹는 거

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잖아. 눈에 안보이니까. 그거 먹고 금방 배탈 

나면 안 먹지.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걸 모르니까. 

인체 해서도 최고 무감각한 게 간이라잖아. 간은 끝날 때 약이 들잖아. 

우리가 그런 식이야. [...] 

주민 참여가 미비하죠. 관심이 없어요. 설마 이렇게 배상을 해주겠냐 

하는 식으로 낙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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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치료도 해주고 요양도 

해주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진정서도 쓰고, 청와대에도 내고 다 했는

데. 보건부에는 의료카드를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 다니려고. 그쪽에서

는 환경부에서 한 거를 왜 자기들한테 해달라고 하냐고. 환경부에서도 

통산산업자원부에다가 넘기려고 했는데 예전에 거기서 산공부가 공장들

을 관리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나 안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결국엔 환경부에서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명분이 있으니까 싸운 거지. 이렇게 망가트려놓았으니까. 

1.2 환경 구제법. 2016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있으면 정부

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장항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적용이 

안된다.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는 거다. 근거가 없으니까.

언론인 D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분명히 제련소 때문인데.. 병원 가면 아니라 

하고. 2007년에 취재를 갔는데 5월에 감나무가 새잎이 나오는데 다 타

들어 가는 거야. 이장한테 갔는데 암투병 명단을 작성하고 있더라고 85

명이더라고. 그때 중앙으로 가고.. 주민 역학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1

급 비소. 1200배 중금속 구덩이에서 산거예요. 그게 알려지면서 환경스

페셜 KBS에서 보도했어요. 망둥어-왜가리가 먹고. 그 사건이 2007년도

에 터지고 건강영향조사 실시하고. 그런데 답변은 똑같아.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없다. 암으로 죽는데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 조사가 

국립암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 동네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인정

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일산까지 어떻게 다녀. 가난한데. 다 죽어가는 

거야. 충북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신체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큰 직접

적인 영향은 아니다. 하면서 주민한테 한 푼 보상을 안 해줬어. 정화 

공장을 지어서 복토 작업하고 있어요. [...] 

우리 신문이 보도하면서 멈추게 되니까. 이게 세게 2위의 동제련소인데 

거기 망하죠. 그 기업이 버티겠어요? 정부가 현장을 보존하고 시설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냥 봉하고 장항공장 폐쇄. 온산으로 합친 거예요. 

2007년. 원래는 그곳에 폐차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태워서 없애

는데. 폐차 소각장을 반대하고 소송까지 했는데.. 기각되고.. 소각장을 

세우려는 찰나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되었지. 그

리고 원래 여기가 최대 독극물 다이옥신이 나와요. 몇 그람으로 몇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전국의 탄피, 전산 줄, 고철 물들이 장항에 와서 구

리로 뽑아내고.. 그때도 아무 정화 없이 다 배출하고 오염시키고 한 거

예요. 아주 희한한 암이 발생하는 거지 생식기. 입술 이런데 생기고.. 

월남전 때 탄피 같은 거 가져와서 장항에서 제련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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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값 떨어지니까 티비에 암 걸린 사람들 나오면.. 암 걸린 게 자랑이

냐고 왕따를 시키고 구박하고.. 그런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공공

주도

미디어센터

운영자 B

미디어센터가 전국에 40여 곳이 되는데,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많

은데, 대도시에 위치한 미디어센터 답습이 된 거죠. 서울의 미디어센터

면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기다리면 돼요. 수강생들이 모이고 동아리 

활동이 되고 그러는데. 문화시설이 많다 보니 미디어센터가 집중을 받

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비판도 적고, 젊은 층도 많아서 활성화가 되고 

그래요. 기획만 잘하고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곳도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거죠. [...]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 찾아가서 만난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 공모사업 같은 걸 많

이 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못 벗어 나있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많고 지속성이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찾아가는 사

업들을 기획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모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것에서 해방되고. [...] 

마을 추억 만들기.. 이건 뭐냐면, 예전께 보존이 잘 안되어 있는 거예

요. 그래서 착안한 것은 장롱 속에 사진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사진들

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읍, 면 13개 읍면별로 읍사무소 혹은 

주민조직들과 협조를 한 면의 모든 조직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이장단 협의회. [...] 

처음엔 엄청 힘들어요.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해야 해요. 10명 있으면 

반년 지나면 3명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다시 모이고.. 6개월 

지나면, 5명 정도 돼있어요. 1.5년 걸려요. 10분 모으려면. 굉장한 인내

심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연령대 다양해요.

창작공간

운영자 A

접근성이 좋지 않다. 노인분들이 거리로는 별거 아닌데, 공간 자체가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 시내 지나다니는 동선상에 있는 곳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곳을 잘 안 왔다. 예전에는 선박 관련한 노동자들

이 주로 다니던 길이라, 발걸음을 안 하시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가 노인 분들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젊은 층

이 오시는 편이다. 고령화를 생각하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야 하는데 그분들이 오기에 근처에 있는 노인분들 외에는 차량을 타고 

오고 하지는 않으셔서 이 공간에 잘 못 오시고 그리고 겉의 이미지가 

주민들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미지 자체가 그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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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는 문화예술창작이라는 컨텐츠가 노인분들이 오시기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름이 어렵고. 장항 거주민, 서천 관내에서 오신다. 

처음 위탁은 장항문화예술 창작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위탁 공모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름을 서천군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변경되었다. 

장항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미지를 갖고 싶어 했다. 처음에 위탁 협

약서에는 장학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협약했다. 1년 뒤 변경. 처음엔 장

항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서천군으로 변경돼서 장항 지역민과 교류하고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미디어센터

운영자 A

미디어 월에 10억 원. 그런 모델들.. 극장에 왔다가 전시 등을 보러 오

게 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등. 공익적 

측면.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역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했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했

죠.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야 연속성을 갖겠다. 두 번째는, 지

역민과 만나지 못했다. 하향식의 한계 같아요. 그렇더라도 주민과의 유

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적인 것과 사업비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하는

데..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저희는. 지역적 공감대가 확실치 않았어요. 

지역사회가 이상하다고 볼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정주하고 그러면 달랐겠죠. 일주에 2-3일 

정도씩 왔다 갔다 했죠.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은 초창기, 적어도 4-5년 동안은. 왜 그 기간이냐면은 새로운 지

도부가 탄생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필

요한 거 같아요.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 

스토리텔링을 하고 운영을 오랜 시간 해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전문성

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운영을 시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떨어지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인원

이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키우려

면 지지와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서로 질투하고 평가하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힘들

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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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re cities experience population decrease and economic 

recession, the demand for urban space is changing. This 

phenomenon accelerates the occurrence of vacant land by greatly 

affecting the landuse demand. The abandoned vacant land is 

causing a complex problem. Therefore, the management of the 

vacant land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Especially,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utilize the vacant land as the 

vacant land is perceived as an element contributing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evaluating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vacan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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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evious studies only evaluated the public sector as the 

subject utilizing the vacant land. The vacant land that occurs in 

the shrinking city experiences diverse temporary conversions due 

to the delay in development and the absence of landowners. 

Moreover, it takes place in more complex intere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vacant 

land to understand the vacant land in the shrinking cit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dynamics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managing and utilizing the vacant land of the shrinking 

city by evaluating how the vacant land was generated by subject 

based on the Janghang-eup case, which had experienced population 

reduction and economic recession for a long time.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the motivation and objective of the 

conversion, the dynamics of stakeholders, factors affecting the 

conver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sion were set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each subject leading the conversion 

and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vacant land was analyzed. This 

study collected the interviews of the 85 stakeholders, field survey, 

satellite images, and literature. 

The vacant land transformed through the occupation of an 

individual showed that the owner of it and the occupant of it were 

different. Moreover, it had temporary characteristics. The vacant 

land was transform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purposes such as 

the harm reduction, food harvesting, and hobby. Owner, occupant, 

public, and neighborhood were found as stakeholders.  The 

conversion phenomenon of the space through the occupation of an 

individual has emerged through ‘the tacit agreement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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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uthorized occupants and the stakeholders’, ‘sharing and caring 

for space together’, and ‘negotiation and sharing consciousness’. 

Factors affecting the conversion of the vacant land were legislation, 

institution, policy, personal needs, th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and geographical conditions. 

The vacant land converted by the local community was a 

large-scale contaminated land created in the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it caused a complex damage to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e local community purified the 

contaminated land through a joint response. The head of the 

village, who played a bridging role between the external 

organizations, free from the interests, and the residents, could act 

as a leader and was able to resistive and initiative activities. 

Moreover, as a collaborative resource, the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forming the contaminated land to the outside 

and publicizing the problem. The activities for eliminating the 

contaminants initially began with the help of the outside, but it 

gradually turned in to associated governance activities led by the 

resident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The first conflict was between the leader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company or government, which caused the 

pollution. The second conflict was between the leaders of the 

community and the local residents, who did not want to publicize 

the pollution to the outside. The third conflict was due to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ithin the governance. 

The public sector converted the vacant land to revitalize the 

community and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ilitary 

intended to revitalize the area by linking the n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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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the outskirts of Janghang-eup with the vacant land in 

the eup. As a result, the vacant land around the railway, cutting 

through the Janghang-eup, was converted. In this conversion 

process, led by the public sector, conflicts could be found between 

the public and the residents, the public and the facility operators, 

and the inside of the public institutions. Other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 conversion, in addition to these conflicts, were the 

inconsistent operational and management policies, the changes in 

management authorities, the changes in plans, the method of 

selecting maintenance targets, and the expertise and lack of 

understanding for the area of an operator. Related to the space 

facility, the location, name, and program of the facility negatively 

affected the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some facilities utilizing 

the vacant land utilized the vacant land positively by executing 

programs meeting the needs of the community. By introducing a 

program approaching residents, they increased the amount of time 

contacting the residents and communicated with them. Moreover, 

they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by activating club 

activities. Moreover, the media center collected and exhibited the 

old photos and goods of the residents and digitized them later to 

accumulate local assets through a memory making program. As the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s increased, the converted vacant 

land was supported by the residents and sponsored by the public 

institutions in the area. As a result, the vacant land (Media Center), 

clubs, service groups in the area, resident committee, and public 

institutions formed gover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valuated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vacant land, which was not examined enough in the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concrete social and policy debates through 



- 187 -

an empirical example. Moreover, this study explored methods for 

efficiently managing and utilizing the vacant land by identifying the 

inherent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dditionally, this study 

evaluated if the shape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vacant 

land varied by the subject who led the conversion of the vacant 

land, and collected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a countermeasure strategy according to 

the subject for effectively managing and utilizing the vacant land of 

a shrinking ci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mak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legalize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to occupy the vacant land without 

permission. Second, community consciousness is important in 

transforming the spaces that are harmful to local communities,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for the 

vacant land conver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ublic sector, it 

is required to implement a program suitable for the area and have 

experts who understand the area to communicate with the 

residents. 

Keywords: urban decline, urban regeneration, cooperative 

governance, community activity,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and 

purification of s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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