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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대선제분 부지 

일대를 범위로 한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이용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수요조
사를 기반으로 대선제분 부지의 공공문화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영등포구의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단계를 파악하고, 계획 내에서 대상지 일대의 입지/연혁 및 
현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관찰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가로 및 공간별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문화유산과 연계성을 찾았다.

그 다음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여 물리
적/인문·사회적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구성원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였고, 공공은 조직에 따라 시, 구, 동으로 나누었다. 민간
은 장소·지리적으로 점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 대상지, 시
장상인, 창작촌 작가 및 소상인, 아파트 거주자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하
였다. 문래동 내 시설 이용 경험, 특성, 부족한 시설 등 물리적 질문과 
향후 개발로 인해 선호하거나 우려되는 점, 현재 창작촌의 기능 이전과 
전통재래시장의 존치 여부 등 공간에 대한 것을 함께 물었다. 더불어 정
비계획을 수립시 필요한 사항과 전달매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추후에 
복합산업문화예술시설로서 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장이전으로 방치된 시설의 개방과 주변낙후시설의 존치 
및 개선을 통해 재생/재활성화되기를 원하였다. 과거 일단의 갈등으로 인
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기도 하였으나, 창발적 예술마을인 문
래창작촌과 온라인 카페의 오프라인활동 확대(모임, 벼룩시장, 사생대회, 
기부 등) 및 시스템 구축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발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러
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소통하길 원했으며 대중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에 대한 갈증을 표출하였다. 이는 곧 프로그램을 도출하
는데 쓰여졌고, 환경적 접근성 개선으로 동선과 공간의 구성으로 연계되
었다. 또한 공존의 장으로서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였으며, 문화예술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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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 상호존중으로 도시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기업의 수익창출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적 운영을 위해 단계별 선택안을 고려하였다. 계획
안의 각 출입구에서의 경관 모델링을 제시하여 현재 도시의 모습에서 어
떻게 작용할지 가늠토록 하였다.

주요어 : 공장이전적지, 지역 커뮤니티, 공공문화거점, 근대산업문화유산, 
도시재생
학번 : 201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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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시작으로 1960년대 인구
집중으로 도시의 확장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1970-80년대 신시가지 
개발과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1990년대 들어서며 수도권으로 인구
가 유출되며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1·2차 산업의 
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3차 산업은 2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로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도심 내 대규모 공장시설이 이전하면
서 이전지의 개발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도시의 조직이 변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에 접어들며 최근 경제·사회·도시 
등 사회 전반적 패러다임이 ‘개발’과 ‘재개발’에서 ‘재생(regeneration)’으
로 전환되고 있다.1)

[그림 1-1]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위상

1)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pp.3, 5, 11-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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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향상,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이를 기
준으로 2014년 서울시내 13개 선도지역이 선정되었다. 국가 도시재생선
도지역, 자치구(주민)공모지역, 서울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등 세 개의 추
진주체로 분류된다.

[그림 1-2] 주공혼재지역, 노후주거지의 종합적 정비·보전·관리

영등포구는 서울의 3도심 중 하나이자 5개 권역 중 서남권(양천, 강
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남권은 시의 대표적 
준공업지역 집적지(전체 면적의 약 82%2))이며 산업단지 면적의 97.6%, 
제조업 일자리의 36%를 차지하는 산업밀집지역으로 기능의 쇠퇴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변화하고, 주공혼재의 양상을 보인다.3) 더불어 원도심임에
2) 서울의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총 19.98km²이며, 이중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16.44km²이다.
3)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pp.64-7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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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쪽방촌과 노숙인 등 외부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
고,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관내 축적된 고질적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림 1-3] 서울 복합 및 법정쇠퇴지수 결과4)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가 속한 문래동은 법정 쇠퇴기준 부합여부에 
있어 물리적 환경이 해당되고, 서울 복합쇠퇴지수에 있어 도시경제기반형 
1등급, 근린재생형 2등급에 판정되는 등 쇠퇴의 정도가 심각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재생 우선추진지역 분류상 D 타입에 속한다. 민간 스
스로 극복이 어려워 행정·재정적 지원이 시급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공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민간주도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5) 추가지정을 위한 후보지 
4)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pp. 155, 224 재구성,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5)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정의) 1항 6호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
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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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하였고, 대외공론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조직·
운영하고 소규모재생사업을 벌이는 등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2017년 
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2단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5년간 
최대 5백억 원의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잠재적 변화를 
감안한 계획과 지속적 관리 및 재생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그림 1-4] 사업 추진주체별 시간차 발생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대상지인 ‘대선제분 부지 일대’는 현존하는 영등포구 내 유일한 대규

모 공장부지 이전지(약 1만 9천㎡)로서 향후 기능 전환이 예상되는 지
역이다. 선유도 공원을 제외하면, 과거 맥주공장들을 비롯해 제직/방적공
장이 각각 공원, 복합용도(주거/업무/상업), 아파트로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근대산업문화유산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소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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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영등포구 공업지대의 변천

앞선 시민과 지역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선제분 부지는 사유지라는 
한계를 이유로 제외되었고, 복합산업·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구
상안만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문래창작촌에 대규모 집적공간이 부족하고, 
예술인의 작업실 확충 및 신산업의 유치와 함께 청년층을 유입하려는 정
책의 일환으로 관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상지는 활용 가능성
이 높다.

한편, 지역 내 실질적 거주자이며 향후 이용 주체가 될 지역주민, 사
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철공제조업소 및 인근 상인 등 업무종사자, 활동 
중인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속해 있음과 동시
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인 대선제분 일대와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사
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아직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지역커뮤니티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대선제
분 부지의 공공문화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대상지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 또는 



- 6 -

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방법과 달리 지역민의 의견이 주가 된 기초조
사로서 객관성을 가지고자 한다.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의제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입장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지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실질적 지역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에 대한 선행 보고서와 문헌연구를 통해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변천과 계획안을 살펴 정리한다. 동시에 면밀한 지역환경 관찰과 
분석으로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대상지 주변 커
뮤니티를 분류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
항을 이끌어내고, 연계할 것을 가늠해본다. 셋째,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
여 공간적·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및 공장이전적지계획안을 제
안하도록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87(문래동3가 9번지 일
대) 대선제분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
구단위계획 특별계획Ⅱ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19,570㎡, 23
개동이다. 더 나아가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영일시장일대 2,542
㎡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문래로 30길, 영신로 25길, 당산로 2길, 당
산로 28길 등 대상지를 둘러싼 경계와 문래창작촌이다.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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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대상지의 연혁

과 특성을 조사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하며 주변지역 관찰과 분석을 통
해 공간별 사용행태를 밝히고 문제가 되는 요인을 파악한다. 그다음 지
역 커뮤니티를 분류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증적 방법을 진
행하고 파악한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대선제분 부지의 공공문
화거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상지 일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기사화한 언론사의 뉴스
를 검색하여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였고, ‘대선제분 50년’과 같은 소유자
에서 발행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대상지의 연혁과 공장이전시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평일과 주말, 오전/오후로 나누어 대상지의 가로 및 
공간을 답사하여 보행 및 통행행태를 파악하였고, 촬영하였다.

둘째, 2016년 '영등포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후보
지 공모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한 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
과 담당자와 인터뷰 하였다. 또한 대상지가 속한 문래동주민센터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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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문가와 시민 거버넌스를 기획·운영한 연구소장, 소유주와 대면, 전
화, 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교류하였다. 앞으로 이들로부터 소개받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사회의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커뮤니티 주
체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쟁점과 공공문화거
점으로서 필요한 요인 즉, 프로그램을 추출할 예정이다. 문래창작촌의 
예술가, 영일시장 상인,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그 대상이다.

셋째, 문헌 및 현장조사와 설문과 인터뷰를 종합하여 지역수요를 파
악하고 이를 공간적·기능적으로 반영한 개괄적 계획안을 제안한다.

[그림 1-7]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크게 대상지 일대의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집단을 분류한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대상지의 수요와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추출한다. 공통적으
로 요구되어지는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을 종합하여 계획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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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검토
◦ 문화공간 조성사례 조사

↓
공공문화프로그램 도출

◦ 대상지 현장조사
◦ 대상지 현황 분석

◦ 지역수요조사 및 결과
↓

실행방안 및 계획
◦ 기본계획

◦ 프로그램, 접근동선 및 공간, 운영주체
◦ 활용방안 제시

↓
결론

◦ 의의 및 종합
◦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1-8]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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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문헌조사
1.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2016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경제기반형) 후보지 선
정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6)는 도시재생의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공론화 과정 추진 중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주체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온라인(페이스북, 서울시 공론화 
페이지)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여 문래동의 의제를 발굴하
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행권’을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성
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공유체계가 미디어에 의존적이라 IT 소외계층을 수용하
지 못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기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치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주부와 주거·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30대 학부모 층 등 
실질적 생산활동의 주체가 제외된 것이다. 문래창작촌 내 작가들 일부와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나,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또 필요한 공간과 젠트리
피케이션, 관의 지원 등 구체적 담론을 담고 있지 않다. 더불어 지역별, 
이슈별 주제에서 대선제분 부지 일대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선행연구
크게 공장이전적지를 보존 및 활용한 주제와 공공이 개입한 도시계

획과정 중에 빚어지는 갈등과 해소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6) (주)미래 E&D, ㅇd은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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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자

연구명
내용

분류 본 연구와의 차이점

공장이전적지

보존 및 활용

제정일

2014 공장 이전적지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국내외 이전적지 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개발유형, 방식, 이전원인, 부지활용변

화, 용도변화 등 상관관계 분석
박사

학위논문

이전적지 유형(소요시기, 대지규모, 입지

적 여건 등)에 따른 활용방안 도출

강동진

2013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시민자발형, 공공선도형, 시민-공공 공

조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국내외 보전

사례 분석

학회지
도시유산과 재생의 관계, 범위, 방법을

설정함

이다운

2011

근대산업유산을 활용

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

자인 방법에 관한 연

구

지역 아이덴티티와 커뮤니티 구축 등

활용계획과 대형 공동/개인 스튜디오,

라운지, 호스텔 등 유형에 따른 평면문

석 후 실내계획

석사학위

논문

문래예술창작공장과 금천, 인천, 요코하

마 Bank art 21, 상해 1933 등 공간 구

성에 초점

신동철

2009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

한 공공영역 구축방식

에 관한 연구

산업유산을 공업, 철도, 항만시설 등으

로 분류하여 다층개방형, 생성형, 유기

체적 건축방법 등으로 도출

석사학위

논문

사례로부터 경계 및 집사회적 공간, 일

상과 건축 요소의 결합 등 공간적 질서

의 확립
Rem

Koolhaas,

Germano

Celant

2008

Unveiling the prada

foundation OMA

프라다 재단의 이탈리아 밀라노 남부

1910년대 건물을 포함한 산업현장을 건

축가 렘 쿨하스가 증·개축한 과정을 예

술가들과의 대화에서 프로젝트로 확장

함. 미술 외 활동 범위를 넓히는 일환

단행본

산업 발전의 진화를 대표하는 역사적

지역의 재건축과 현대건축의 공존에 대

한 접근 방식 참고

유환종

2004

서울시 탈공업화의 공

간적 특성과 공장이적

지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제조업종사자 구성비 변화, 제조업 건물

연면적 증감율 등을 지도화하여 분포패

턴 분석

박사 사례지의 입지여건과 물리적 특성에 따

[표 2-1] 관련 선행연구(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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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
시유산의 정의를 문화재를 비롯하여 비문화재(보호대상), 세간유산, 사
라질 유산으로 총체적 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보전의 주체를 
시민 자발형(자구책 마련차원에서의 시민운동 전개, 도시개발에 대한 반
대운동)과 공공 선도형(특별사업으로 추진, 공공 정책에 의해 추진), 그
리고 시민-공공 공조형(시민 또는 공공이 주체)으로 구분하였다.7)

⌜Unveiling the prada foundation OMA⌟는 프라다 재단의 전시공
간과 문화적 관점의 확장을 위한 15년 이상의 활동이 빚어낸 결과물이
다. 국제 박물관, 현대 미술 연구소, 건축 및 디자인 연구소, 임시 전시
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건물에 전시, 강당 그리고 타워를 추가
하여 영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축제, 연극 공연, 심
포지엄, 문학, 미술, 영화, 디자인, 건축, 철학 및 글로벌 미디어 등 재단
7) 강동진,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6), 

2013.

학위논문

른 토지이용변화 도출(문래1동은 상업기

능으로의 두드러진 전환과 주·상·공 혼

재의 형태를 나타냄)

도시계획과정의

갈등 및 문제해

소방안

한성수

2015
도시재생사업의 갈등

유형분류 및 중요도

산정

공공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

단계벌 갈등을 AHP(다기준분석)기법으

로 설문조사
석사학위

논문

LH, SH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를 대상으

로 인터뷰
유원석

2013
공공참여형 도시정비

사업의 갈등특성 연구

공공이 참여한 성남시를 사례로 도시정

비사업의 사업유형별 갈등 분석
박사

학위논문

주민만족도와의 복합적 영향구조를 도

출함

이흥권

외

2010

공공갈등 조정기제로

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부산 북항 재개발 계획의 제도적 맥락

과 갈등을 태동기-확대기-완화기로 구

분

학술지
후보지 대외공론화 과정과 도시환경정

비계획안 마련 과정 중의 단계
박경원

2001
도시 가버넌스와 협력

적 계획모형

전통적/협력적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시

민참여를 그림과 모형으로 계획
학술지 토지이용, 환경 등 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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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의 일환이다.8)
⌜공공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합의형성을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로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과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계획은 
본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협력적 계획을 
거버넌스 아래 공공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매체로 이용하는 것이
다.9)

3.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대선제분 부지 일대를 보면, 영등포구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문래동, 신길동 등 지역별 핵심사업
의 대안을 작성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지인 대선제분 부지 일대 역시 포
함하여 복합산업문화공간으로 예시안을 선보였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
입하는 것과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공공 디벨로퍼가 함께 사업
을 추진하는 두 가지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다. 그러나 영등포구
의 여러 동에 대한 광역적 범위를 다루고 있고, 추상적 이미지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용도와 접근방식 등 대상지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영등포구의 공공문화시설과의 차별성, 거점 시설로서
의 가능성, 문래동 내 젠트리피케이션, 창작촌 지원사업 등 현실적 행정
보조가 누락되었다는 평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후보지 선정 이후에 서울시에 의해 추진 중인 ‘대선제분 부
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마련 용역’은 상위 법률에 의거하여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과업 종료일 이후 공개될 예정으로 
공론화가 된 2016년 이래로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촉발점이 
되었다.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마련 용역’ 수립 후 
8) Miuccia Prada, Patrizio Bertelli ⌜Unveiling the prada foundation Fondazione Prada OMA⌟, 

oma.eu/projects/unveiling-the-prada-foundation, 2008

9) 이흥권, 서순탁, ⌜공공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45(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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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다시금 영등포구의 세부사업(2017~2022)이 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행정적 시간지체와 이중용역발주 등으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
도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주도한 후보지 선정 보고서만으로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계획과정에 지역수요가 반영되었다고 피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기존과 다른 주체 즉, 지역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비교학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
을 제시하는 것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것으로 참고 및 반영할 수 있다. 
향후 대상지의 사업실무협의체 구성할 때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및 지
역주민의 의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생활성화계획과 
정비계획(안)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는데 활용될 수 있기에 연
구로서 가치가 있다.

제 2 절 공공·민간결합 문화공간 조성
1. 사례 조사

- 폰다지오네 프라다 Fondazione Prada

[그림 2-1] 폰다지오네 전경(온라인 발췌)

밀라노 남부 공업 지대 라르고 이사르코 Largo Isarco에 방치된 철
로 주변 1910년대의 과거 증류주 양조장, 설탕공장, 대형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디자인한 프로젝트이다. 패션 브랜드 프라다 재단10)의 의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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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쿨하스 Rem Koolhaas가 대표로 있는 메트로폴리탄 건축 사무소
(OMA)가 설계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약 19,000㎡(5
천 7백 평)의 대지에 기존의 7개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3개의 포디움 
무대/영화관/전망대 탑 즉 타워(Podium, Cinema and Torre)가 결합된 
새로운 구조물을 건립하였다. 15세기 밀라노의 산업화 초기 모습으로 재
현한 공간에 미술과, 박물관, 영화관, 수장고, 아카이브, 아트숍, 카페 등
이 들어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되, 회반죽, 콘크리
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 중 건물 한 동을 24캐럿 금박으로 도색
해 실험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부티크로서의 
고풍스러움과 미니멀한 단순함, 현대적인 모습이 마치 음악에서의 앙상
블처럼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연중 진행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0) 프라다 재단(The Prada Foundation)은 ‘동시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근원적인 지적 도전(the most 
radical of intellectual challenges in art and contemporary culture)’이라는 슬로건 하에 1993년에 탄
생했다. 재단의 전시공간과 문화적 관점의 확장을 위한 15년 이상의 활동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화행 파리예술경영대 EAC 교수, 2017.09.13,  월간 Di(디아이 매거진) magazine.d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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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폰다지오네 평/입면도, 신축 3개동(Unveiling the prada foundation ‘Fondazione’ 발췌)

프라다재단 총책임감독이자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
터인 예술감독 제르마노 첼란트는 "프라다재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젊은 작가와 시민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 꿈을 꾸게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상상력 공작소가 되어 패션을 넘어선 문화예술의 지평을 
흔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브랜드를 발전시
킬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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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튀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를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업인의 
열린 마인드가 성공적인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
했다. 다양한 축제, 연극 공연, 심포지엄, 문학, 미술, 영화, 디자인, 건
축, 철학 및 글로벌 미디어 등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의 일
환이다.

[그림 2-3] 폰다지오네 조감도(Unveiling the prada foundation ‘Fondazione’ 발췌)

- F1963 복합문화공간(구 고려제강 철강공장)11)

11) f1963.co.kr/upload/survey1/F1963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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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1963 개요 및 추진과정

국내 민관 협력 문화재생사업의 첫 시도이자 도시재생과 문화를 결
합시킨 ‘기업 메세나 Mecenat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1963-2008 부산 
향토기업 “지역 산업 및 경제에 기여를 해왔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시도해보고 싶었다.”는 토지 소유주의 강한 의
지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공간의 구성 및 비율을 살펴보면, 전시공간 5,933㎡, 중정 874㎡, 
상업공간 2,148㎡, 브리지 1,065㎥,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이다.12) 대관
가능한 공간은 전시 2,000㎡(600평), 중정 452.1㎡(137평)으로서 총 
전시 공간의 약 1/3, 중정 중 1/2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서
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동안 공적 성격의 행사가 펼쳐졌다.

12) YES 24 중고 서적, 맥주와 전통주 주조/커피, 키친가든 (권춘희 뜰과숲 대표) 등이 입점해있고, 페수
처리시설, 야외 대나무숲 ‘소리길’등 그린존이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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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1963 연혁 및 개최된 행사

민간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 중앙·지방정부의 지
원, 개방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능케 한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또
한 기업의 모태를 활용한 건축재료와 과정과 재생에 맞춘 초점, 문화예
술 부흥지 겸 직업작가 양성소로서의 기능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손몽주 작가의 와이어 작품과 “이제
는 멈췄지만 한때는 공장의 심장이었을 발전기 등 저마다 이야기를 간직
한 채 남아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조병수 건
축가의 보존과 새로움의 조화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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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1963 공간 구성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1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부산시가 고려제강 철강공장을 F1963으로 탈바꿈 할 때 공모에 지원하
여 지원을 받았다. 기능을 잃은 공간을 문화적 리노베이션 함으로서 사
회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재생, 소통, 관
계, 상생, 창조의 방법을 활용한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
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문화창
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사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주관단체를 대상으로 췌크숍을 개최한 후 컨설팅단(건축학부 교
수, 공간·문화관련 사무소 대표, 국책연구원의 위원, 도시재생센터장 등 
전문가로 구성)의 자문을 통한다.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로 

13) 사업연혁
2013(7개 사업) 청주문화산업단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 등
2014(7개소) 광명 폐 자원회수시설, 부천 폐소각장, 옹진 구 백령병원,  담양 폐 양곡창고 등
2015(3개소) 경기 부천 미래문화콘텐츠플랫폼 조성사업, 제주 본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등

2016(7개소) 경기도 농생대 융복합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산 F1963, 전북 완주 폐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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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시공 및 감리가 이루어져 
물리적/실질적 문화공간의 조성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종적으로 결
과 보고 및 평가의 절차로 마무리되는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2-7] 사업소개 (좌), 사업추진 체계 (우) (2016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총괄기획자, 사업팀, 공간분야 전문가의 세 추진주체가 주요 구성인
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추진/관리, 정책 및 행정, 
재정(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민과 연계한 사업이 기획되
어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로 이어지기까지 제3자로서 컨설팅단의 모니터
링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예산은 국고지원 기준, 동일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조건)은 하드웨어(공간 1,500㎡~2,000㎡ 내외, 비용 1,000~1,300
백만 원 내외 * 공사비 산정기준 ㎡당 약 110만원~140만원), 휴먼웨어, 
운영콘텐츠 등이다. 선정기준은 대상지가 민간 소유공간의 경우 장소사
용 승인이 있는 곳, 수요자·관계자 참여 정도가 높은 곳, 문화 활동이 높
은 곳 등이다.

2. 법·제도 검토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14)

14) 서울 도시계획 포털 urban.seoul.go.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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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Pre-negotiation)이다. 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한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
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이는 곧 민간이 개발하더라
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서, 2009년 2월부터 도입
하였다. 일전의 공공시설부지로의 기부채납 등 용도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확
대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15)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증진 필요 지역(제51조 제1
항 8의 2호), 유휴토지 및 시설의 이전·재배치 지역(상동 8의 3호), 지
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설치 및 비용 제공(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12-15호) 등을 대상으로 민간이 개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
하는 절차를 따른다.16)

[그림 2-8] 공공기여 설치방법의 대상지 적용 모식도

15) 서울시, 2009 도시계획벽경 협상제도 시행연구 pp.23 재구성

16)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특징과 개선방안, 2017.08, 주명수, 이성창, 이제원, 한국도시설계
학회지 통권 제82호 pp 23-38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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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

확보

기부채납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

대상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된도로,공원등을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기반시설로 결정

용적률
기준 300%
허용 400%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배제)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전층건축물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마권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청과물관

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주유

소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불허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 중공연장, 집

회장(공회당․회의장),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중청과물관

련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아파트형 공장, 산업지원센타(창업보육, 교육훈련지원등)

※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권장용도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

기타

사항

건축한계

선

대상지 동측 영등포고가도로변에 4m,서측 및 북측도로변과

남측도로변에 3m 지정
고층 벽

면한계선

남측도로변에 계획된 건축한계선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m의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적용높이 20m 이상)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주차장 공용주차장 50면 이상 확보

2017년까지 협상을 완료한 4개소로 강동 서울승합(청년창업센터와 
문화체육시설, 장기전세주택 도입), 마포 홍대역사(보육 및 일자리지원
센터 등 마련), 용산 관광버스터미널(공공청사 제공, 사업성 확보와 국
제업무지구 등 주변연계방안 모색), 강남 GBC(광역 기반시설 설치, 
MICE 중심지로서 종합발전계획 즉 가이드라인 수립)가 있다.

[표 2-2] 사전협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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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17)
주택도시기금법이 2015년 시행되며 기존의 주택에 국한되어 있던 

기금의 지원대상이 도시재생 사업에까지 확대되었다. 지원방식 역시 임
대주택 건설, 서민 전세자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대출에 국한되
었던 것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시중자금의 마중
물로서 다변화되었다. 이로써 주택뿐만이 아닌, 쇠퇴한 도심의 재생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며 상업시설의 경관정비 및 자생조직의 활성화 등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이하 HUG) 내 도시
재생금융지원센터가 전담하며, 6천 71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지역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역량 강화 
등에 지원되고,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조건
이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 역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1.5%의 저금
리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에 맞는 상품과 용도에 대한 사전검토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6년 충남 천안 동남구청 신청사 건물 내 공공형 기숙사 건설사
업에 461억, 2017년 충북 청주의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에 254억 
원을 지원하여 지식산업센터 도입으로 경제거점 조성과 문화향유시설 마
련 등의 성과를 보였다.

도시재생기획처 도시금융기획팀장은 “도시재생의 큰 목표가 지역 일
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라고 밝히며 ‘뉴
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였다. 투자형 리
워드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하여 단체 및 개인투자자 등 대중의 
참여를 이끄는 등 사업주체의 변화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18)

17)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발췌

18) 양귀호 팁장,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 2018.07.23., fnnews.com/news/20180723171507384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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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역수요조사를 통한 공공문화프로그
램 도출

제 1 절 대상지 현장조사
1. 대상지 위치 및 개요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 대선제분은 준공업지역에 속하며, 북쪽
의 준주거지역과 남쪽의 일반상업지역과 경계를 나누고 있다. 동쪽으로 
과거 철도인입선이 영등포역사를 가로지르는 차량전용 고가도로로 바뀌
어 문래동과 신길동을 연결하고, 서쪽으로 아파트형공장(에이스 테크노
타워)과 창작촌이 혼재하고 있다.

[그림 3-1] 대상지 주변상황

대선제분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3개의 지하철역(1호선 영
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평지에 있다. 영등포역의 
경우 매일 178회(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운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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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정차하는 등 인적·물적 수송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고가도로 주변으로 위치한 유곽과 쪽방촌 등 기피시설을 피

해 최단거리보다 우회로를 이용하는 등 보행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
다.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경인로 확충과 보행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림 3-2] 대상지 주변 기반시설

문래창작촌의 일부인 문래동3가(2-13블럭)는 2013년 ’서울시 도시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서 임대산업부지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기준, 최고높이 80m 이하로 지정되었고, 두 
개의 소공원이 입지할 계획으로 이주대책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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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특별계획구역Ⅱ

영일시장(북)

특별계획구역 Ⅲ-2

영일시장(남)

특별계획구역 Ⅲ-3

토지

이용

부도심 중심핵 기능 육

성 위해 업무복합용도

청과물 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정비 및 노후주택 밀

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용도

위치 문래동3가 9번지 일대
문래동3가 16-32번지 일

대
문래동3가 10번지 일대

대지

면적
19,570㎡(5,920평) 4,590㎡(1,364평) 4,530㎡(1,370평)

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

률

300% 기준, 400% 이하,

상한(공공시설을 20% 이

상 설치 조성하여 기부

채납 시 추가면적에 대

해 적용)

250% 기준, 400% 이하, 상한(기부채납면적에 따라

적용)

최고

높이
80m 이하(건축법의 사선제한 배제)

불허

용도

전층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 제외), 경마장, 위험처리시설(주유소 제외), 판매시

설(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권장

용도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업무시설, 아

파트형 공장, 산업지원센

터 등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준수시 인센

티브 부여)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물전체 바닥면

적의 20% 이상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

주차 공용 50면 이상 확보 -

구조
조적/목/철근콘크리트/철

골 구조 등 혼합
목/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혼합

[표 3-1]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발췌

2. 대상지 연혁
대선제분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표

로 정리하였다. 우선 대선제분 부지부터 살펴보면, 1919년 황해도 진남
포에 근대식 기계 제분공장으로 출발하여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보존
이 잘 되었고, 1970년대 산업 부흥기에 발맞춰 증축 및 신축을 거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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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공기 질 저하와 소음, 분진 등 건강한 도심
환경에 대한 자각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으로 공장이 이전하게 된다. 
1996년 조순 시장의 ‘푸른서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원화 대상19)
에 포함되었는데, 이를 두고 다소 일방적인 방향에 “서울시, 영등포공장
을 넘보다”고 표현하고 항의하였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추진방법에 문제
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과 함께 행정 충돌이 가시화된 사례로 볼 수 있
다.

   

[그림 3-3] 대상지와 행정적 충돌 (좌)1996.08,12 경향신문, (우)1996.08.30 경향신문

1997년 IMF 금융위기에 유동성 위기에 몰린 회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서울 시내의 공장을 팔고 떠나며 시의 공장 이전 적지 녹지확충
사업은 본격화되었다. 서울시와 토지매매 과정 중 특혜시비가 함께 정치
적 스캔들이 있었던 OB맥주 공장터는 영등포공원으로, 파이로트 공장터
는 천호공원으로 각각 바뀌었다. 한편, 대선부지와 도로를 경계로 동쪽 
맞은편의 경성방직 공장터는 1923년 1월 준공되어 사용되다 2000년 11
월부터 1년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서 2006년 5월 시의 건축허가를 
완료 받은 후 2009년 8월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로 탈바꿈하였다.

19) 서울시는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에 따라 대규모 공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그 터는 쾌적한 도시환경
을 위해 활용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관련 법규의 선매권 규정에 따라 자
치구의 우선 매입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반면, 업체들은 자체 활용계획을 무시한 사유권 침해일뿐더
러 아예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개발하는 등 공원용지보다 이익을 남기려
는 의도도 있었다. 이는 앞서 상당한 공장이적지들이 고밀도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후발업체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계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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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상지 연혁 정리(삼각형 선 안쪽이 대선제분 부지)

대선제분 부지와 경계를 접한 영일시장은 영등포청과시장에 이어 약 
500여 m 중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도소매시장이다. 1996년 서울시의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이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
로) 실시계획에 따라 강서구로 이전하며 남겨진 것으로 야채, 과일이 주
를 이루지만 생선과 절임류 등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다. 새벽시장으
로 오전 7시를 전후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의 통행 및 주·정차
가 많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한산해지며 정오가 지나며 문을 닫는 점
포가 많아지고, 일부 소매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소수 남아있다. 주로 대
량의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게차와 손수레 등이 보행의 장애물로 인
식되고, 부산물에 의한 가로의 오염과 악취에 대해 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는 2007년 무허가점포에 대
한 정비를 진행하였다. 2002년 서울시의 재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선정되며 무단점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억 원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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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지만 상인들은 이를 거부해왔고,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철거에 반발
하는 상인들과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천여 명의 용역업체직원간의 폭력
으로 인해 상인 26명과 철거반원 4명이 다치는 등 부정적 모습이 언론
을 통해 노출되었다.20)

 

[그림 3-5] 대상지 일대와 행정적 충돌 (좌)2007.03.15 SBS, (우)2017.02.16. 필자 촬영

20) 김형주 기자, ‘영등포 시장 폭력 철거 용역업체 수사 착수’, SBS, 2007.03.1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31370&plink=OLDURL

대선제분 부지 영일시장 문래창작촌 문래자이아파트

태
동

1936년 종연방적

부지 일부
매입하여 조선제분

창설

1970년

허가(골목형

전통·재래시장)

1990년대 초반
예술작가

2000년 방림방적

부지 일부에

1,302세대

부
흥

- 1948년 해방
이후 남한 내 3대

제분 공장

- 1960년대
서울에서 제일 큰

정부양곡 공장

- 550여개

- 1999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으로 도시계획시설

이전으로 전환기

100여개의 작업실,
200여명의 예술가

활동

2001년
대형할인매장(홈픞

러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대규모 개발 완료

쇠
퇴

- 1996년

‘푸른서울 5개년

계획’ 중 공원화
대상 포함

- 2011년 아산으로

공장 이전 후 방치

- 350여개 중
90여명의 소유자

확인

- 2007년
무허가점포 정비

- -

시
설 사무동, 정미공장, 주차장, 화장실(d) 개별 단지 초입

[표 3-2] 대선제분 부지 일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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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 활용 계획의 변천
대선제분주식회사는 2002년 6월부터 영등포공장의 이전을 준비하며 

공장터 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회사는 창립 기념서적을 통해 ‘1) 특별
계획구역 2, 3-3 구역의 영일시장, 이화연립, 국유지 등 토지 전부 매입
하여 독자적 사업 추진 2) 다른 사업 주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3) 전문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성 분석 및 실행계
획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2011년에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창고, 야적장,
사일로 등

아케이드 및
배송센터(x)

근린상가 위치,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취
급

자동차 홍보,

패션쇼, 보디빌딩

대회 등 행사 개최

채소(마늘, 양파,
배추 등)

철공, 목공,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 및

카페, 식당 등

공동주택

운
영
형
태

비정기적, 유료

운영

새벽시장(02:00~18:

00)
매주 일요일 휴무

개별 작업실 및

헬로우 문래 등
페스티벌 개최

단지 내 문고 상시
운영 및 업데이트,

연 2회 이상

벼룩시장 개최

공
공
대
응

2012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4년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의

재개발 사업 가결

2010년

서울문화재단의
문래예술공장 개관

2013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등 출근자의
출입제한(점심 및

퇴근시간 적용 x)

개
발
영
향

2002년 1) 독자적
사업추진 2)

공동사업추진 3)

전문용역회사 선정
등 개발계획 착수

예정이었으나

미수행

최소 3.3㎡당

200만 원 이상

상승 호재(2009년
타임스퀘어 준공

당시)

근린생활시설

유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어 대응책

마련 중

85㎡ 6억 1천만

원에서 한달 새
7천만 원 상승

(2009년

타임스퀘어 준공
당시)

기
타

유휴토지

임시사용으로
세금감면 및

임대료 수익 창출

‘영등포 제일시장’

준말, 매년 5월

마늘 집중거래

다목적

창작공간(공동작업
장, 녹음실, 호스텔

등) 주말 운영

(전신)1920년대

종연방적, 1963년

태창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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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 했다. 용역을 통해 영등포공장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3년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영등포 대선제분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도서(안)'을 서울
시에 제출하여 심의를 마쳤다. 허가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업성과 재정적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영등포공
장의 아산으로의 이전으로 가동 중단 및 폐쇄로 정체지로 여겨지게 된다.

당시 결정도서안의 내용을 보면 영일시장 부지가 있던 부분을 A로 판
매 및 업무 시설로, 대선제분 부지를 B로 획지를 구분하고 오피스텔과 공
동주택으로 하였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을 취했다
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북쪽은 문래역과 경방부지를 연결하기 위한 보
행과 소공원으로, 남쪽 모퉁이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안이다. 총 4개동의 
최저 지하5층~최고 지상24층에 이르는 대규모 전면개발방식을 취했다.

[그림 3-6] 영등포 대선제분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도서(안) (좌), 조감도 (우)2017.09.29. 필자 촬영

공원 하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A, B 획지별로 차량 동선을 개
별적으로 마련하였다. B 획지의 공동주택은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조경녹지공간의 기준층으로 한 것이 고가도로변에 면한 것
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영일시장이 
있던 자리를 스트리트형 상업몰로 배치한 점 등이 주목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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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배치계획도 (좌), 측면도 (우) 2017.09.29. 필자 촬영

A 획지 B 획지
도시계획현황 준공업지역

대지

면적

전체 19,570㎡(5,920평)
개부채납 4,083㎡

사업
15,487㎡
4,952㎡ 10,535㎡

용도 판매 및 영업, 업무(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 업무(오피스텔)

규모 지하 4, 지상 13층
공동주택 : 지하 2, 지상 24층
오피스텔 : 지하 2, 지상 16층

높이
법정 법정 80m 이하
계획 50.9m 78.9m

건축면적 2,328㎡ 6,215.30㎡
건폐율 47.01% 58.99%

용적률
법정 381.10% 이하 250% 이하
계획 364.10% 248.96%

연면적
지상 18,030.42㎡ 26,228.57㎡
지하 13,834.57㎡ 16,309.20㎡
계 31,864.99㎡ 42,537.77㎡

주차

대수

공동주택 - 280
오피스텔 176 60
판매·영업 131 -
근린생활 - 82
계 307 422

조경

법정
대지면적의 15% 이상
742.80㎡ 이상 1,580.25㎡ 이상

지상 372.80㎡ -
옥상 1,854.81㎡ 2,100㎡
계 2,227.61㎡(44.98%) 2,100㎡

공개

공지

법정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면적의 5% 이상
495.20㎡ 526.75㎡

계획
1,326.82㎡ 526.75㎡
대지면적의 26.79% 대지면적의 5.96%

[표 3-3] 결정도서(안) 내 개발계획 건축개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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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한 차례 개발계획을 철회한 이후 다시금 대선제분 
부지의 활용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 되어서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2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013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 서울시의 13개 낙후지역이 도시재생
을 통해 변모하는 것을 지켜본 영등포구는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준비하며 대선제분 부지를 ‘복합산업문
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창작지원공간을 비롯
해 기숙사 등 임대주거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을 위한 테마공간 
조성 등 신·구 자원을 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안에 
앞서 사전 조사되어야 할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
하고 활용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작
업행태 및 요구사항, 대선제분 부지 일대에 이르는 영일시장 앞 가로 및 
공간별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더불어 대상지 주변의 
주요 지역민들을 각기 다른 목적(거주 또는 업무 등)에 다른 점유와 필
요시설 추산, 과거 지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복
합산업문화공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유효한가에 대해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대상지 일대의 통행과 접근성 개선, 프
로그램의 호오 및 이를 수용할 공간의 크기 산정 등 계획안 수립시 활용
근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주요쟁점은 ‘공공성 확보와 정책 공감대’
에 있다. 가장 큰 대지면적의 민간 소유주인 대선제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 역시 공공성 확보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2절 3. 지역사회의 혜택 및 환원’에서 자세히 기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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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대상지 활용 계획의 변천 정리

제 2 절 대상지 현황분석
1. 물리적 분석

[그림 3-9] 대상지 일대

대선제분 부지 일대를 시계방향으로 다섯 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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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대상지의 북서쪽으로 A 영일시장이 면해 있고, B 동족으로 영
등포고가도로가 시작되어 그늘이 지는 곳으로 정문이 있다. 대상지의 C 
남쪽으로 철공소와 영일시장 상점이 포진해있고, D 서쪽으로 2017년 말 
준공된 업무시설 영시티가 있다. E 남서쪽으로 저층 밀집지인 문래창작
촌과 구) 아파트형 공장인 에이스 업무시설동이 위치해 있다. 대상지로
부터 10시 방향으로 문래자이아파트와 지하철역이 있다.

[그림 3-10] 대상지 일대 경관

대선제분의 서쪽 부지는 옛 방림방적 부지로서 2000년대 들어 각종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광활한 평지가 7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용도지역
에 맞게 들어섰는데 그중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업무시설을 
표로 정리하였다. 2002년에 에이스테크노타워가 문래역 7번 출구 가까
이에 입주를 시작하며 지식산업센터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에서 
전환을 이끌었고, 이어 4개 동의 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2007년에 들어
서며 근린생활시설이 다양해졌다. 또한 2009년 대상지의 동쪽으로 옛 
경성방직터에 (주)경방의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며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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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쇼핑몰, 레스토랑, 호텔, 업무동 등 대규모 변화가 일어난다.
한편 방림방적터 중 5구역 한 곳만이 약 10여 년 동안 공터로 비어

있다 2017년 11월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7년 당시 토지 소유주인 메
트로시티 D&C가 30층 2개동으로 업무시설을 계획하였다 2008년 글로
벌 경제위기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인 부산상호저축은행
과 자회사들의 파산으로 무산된다. 2012년 부실채권으로 Non 
Performing Loan 공매시장에서 (주)영씨티 PFV(국내외 3개 회사로 구
성)에 640억에 매각되어 ‘콜센터’에 최적화된 건물로 설계한다. 콜센터
의 특성상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동선·기둥
간격을 조절하고 각층마다 공조실을 설치하였고 창고 등 입주자 편의시
설에 신경을 썼다는 평이다. 대출원금 1천억 원의 토지를 비교적 저렴하
게 취득해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향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겠
다는 목표이다.

[그림 3-11] 대상지 일대 업무시설 계획안 변경 (좌) 2007년 (우) 2012년 인터넷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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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선제분 부지 일대 업무시설 개요(대상지 기준 서→동쪽순)

문래에이스
테크노타워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영시티 타임스퀘어

위치 문래동3가 55-7
(당산로2길 12)

문래동 3가 55-20
(경인로 775)

문래동3가 55-18
(문래로28길 25)

영등포동4가 442
(영중로 15)

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 특별계
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대지
면적

5,355.37㎡
(1,620평)

30,073.4㎡
(9,097.20평)

14,439.30㎡
(4,367.89평)

44,291.1㎡
(13.398.06평)

용도
지식산업센터(아
파트형 공장), 근
린생활

지식산업센터(아
파트형 공장), 근
린생활

업무, 근린생활 근린생활, 업무

규모
지하 2층,
지상 11층 1개동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
지상 17층 1개동,
지상 7층 1개동,
지상 5층 1개동

지하 5층,
지상 13층 2개동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지상 16층 1개동,
지상 5층 1개동,

높이 44m 78.1m 74m
건축
면적

2,136.46㎡
(646.28평)

11,983.01㎡
(3,624.86평)

5,153.70㎡
(1,558.99평)

426,625㎡
(129,054.06평)

건 폐

율
39.89% 39.58% 35.69% 59.45%

용 적
률

377.89% 399.39%
399.98%
(법정 400%)

376.07%

연 면
적

27,547.11㎡
(8,333평)

196,644.23㎡
(59,484.88평)

99,159.71㎡
(29,995.81평)

340,913.78㎡
(103,126.42평)

주차 195
1,020(법정 562대)
29,211.77㎡
(8,836.56평)

739
약 2,500여대 동시
주차 가능

입주 2002.06 2007.04.13 2017.11 2009.09.16

비고

- 영국 스탠다드차
티드 프라이빗에쿼
터 SC PE + 홍콩
투자회사 피닉스
프로퍼티 인베스터
스 PPI + SK D&D
- 서부금융센터, 이
레빌딩, 핀포인트타
워 등 주요 임차인
들이 콜센터로서
수요 파악

- 37만m²(약 11만
평, 쇼핑공간 30만
2천m²)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 오픈 이후 6개월
간 방문객 3천 5백
만 명, 매출 4천 8
백억 원 기록
- 서울시 서남부권
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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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래동 조사를 살펴보면 
점심시간대에 문래근린공원→문래창작촌→영일시장 순으로 인구가 집중
되고, 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일 평균 남녀 성비는 10% 가
량 남성이 많았으며 특히 30-50대의 남성이 1만 3천명 이상으로 가장 
우세하였고, 여성은 30-50대가 모두 1만 명이 넘는 가운데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2017-2018년도에 실제 관찰결과, 역시나 평일 정오를 안팎으로 점
심시간에 문래동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였고, 타임스퀘어와 영
등포역에서 외지인과의 식사약속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그림 3-12] 대상지 일대 1일 평균 유동인구 남녀 (좌), 연령별 (우)21)

점심시간 3시간동안의 움직임이 오전과 저녁이후 활동보다 더 활발
함을 알 수 있다. 퇴근시간대에 문래역과 영일시장을 지나 타임스퀘어와 
부천 등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다니는 도로가 붐비는 것을 볼 수 
있다.

21) SK텔레콤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지오비전’자료 geo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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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대상지 일대 시간대별 유동인구 (하) 2015.12.14. 한경 비즈니스 재구성22)

영일시장이 직면한 문래로30길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에
이스테크노타워와 2016년 신축된 업무시설 영시티를 동서로 가르는 너
비 20m의 중로로서, 향후 문화특화가로로 문래창작촌과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중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14] ( 주거·상/공업 혼재형태 (좌) 2017.02.16., 폐공장, 영일시장과 신축 업무시설

(우) 2017.08.21. 필자촬영

22) SK텔레콤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지오비전’자료 geovi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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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시장은 ‘영신로25길’에 의해 나뉘어 특별계획구역 Ⅲ-2인 북쪽
은 200여 m로 과소필지의 주택과 혼재가 심한 반면, 특별계획구역 Ⅲ
-3인 남쪽은 300여 m 대선제분 부지와 담장을 두고 경계하고 있다.

2. 인문·사회적 분석

[그림 3-15] 문래동에 대한 의견 취합23)

2016년 제작된 거버넌스 보고서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문래동에 대
한 키워드를 찾은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래창작촌 내 인접한 산
업주체인 작가들과 소공인들은 연령과 경향의 차이로 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있었다.

한편 2016년 10월 24일 문래동 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대
선제분 부지 일대를 답사한 결과를 들어보니, 건축물의 보존상태가 양호
하여 근대문화유산과 문화공간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창고 중 목조가 쓰인 부분과 지붕 골조, 낙하가 우려되는 점 등 
23) 2016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결과 보고서 p.3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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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점 역시 지적되었다. 향후 대규모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이용될 경우를 대비해 안전진단과 소방시설 확보 및 정기적 점검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림 3-16]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변화 (좌) 1961.09.16, (우) 2017년

대선제분 부지의 공간 구성 및 통행에 대한 변화를 '대선제분 50년' 
서적과 위성사진을 통해 비교·대조할 수 있었다. 그림의 위쪽이 정북방
향으로, 좌측 배치도24)를 보면 영등포역 기찻길로 영입되는 청원선이 
제분공장 뒤쪽을 지나 당산동과 양평동의 조선피혁, 고려피혁 등 공장 
방향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사일로 바로 앞까지 철도 10m를 증
설하기 위해 서울철도국의 허가를 얻어 감독 아래 선로 레일과 침목 등 
자재비와 인건비를 들였고, 원맥을 내릴 때 흩어지는 산곡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은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등 공사가 이어졌다. 따라서 당시 
정문은 남쪽으로 있었고, 삼각형 부지의 각 모퉁이에는 망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소멸되었다. 
24) 서기 4294년으로 표시된 1?500 배치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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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으로 철도가 나뉘는 분기선이 있던 자리는 야적장과 제분공장
이 인접해 있다. 1956년과 69년 제분공장은 2개 층을 증축하였고, 1972
년 화재 이후 정미공장은 창고로 변모하였으며, 87년 원료 소맥을 보관
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최초 밀가루를 일시 저장하는 분사일로를 설치
하고 수포장에서 지대포장을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 설비를 마
련하였다. 1994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 기초공사가 크지 않
은 철제 시스템을 수입해 조립 설치되는 등 ‘8기의 사일로는 그 설치 시
대상을 응변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유물들’이다. 현재 분기선은 ‘영신
로25길’이 되어 영일시장을 분리하여 타임스퀘어와 연결하며 이에 면한 
2층 건물들에 소규모 공장, 창고, 사무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표 3-5] 원맥 사일로 현황

북동쪽의 영입선은 현재 7차선의 ‘영신로’로 영등포청과시장을 관통
한다. 남쪽의 과거 30m의 ‘경인가도’는 35m로 확장되어 ‘경인로’로 명명
되었으며, (구)정문은 오일 급유기와 노조 사무실이 자리한다. 현재의 
정문은 동쪽의 영등포고가도로25) 아래에 있어 2011년에 아산으로 공장
이 이전하기 전까지 밀가루 수송 벌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는 평이 있다. “영등포역고가와 영등포 로터리 공중의 여의도를 잇는 영
등포고가도로는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지하화 할 것”이라는 조길형 영등
포구청장의 신년 인터뷰26)와 ‘2017년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5년 동안 최대 500억의 지
25) 1996년 9월 15일 준공되어 영등포본동, 신길4동과 문래동(영등포동 628번지~문래동3가 14번지)을 잇

는 폭 15m, 교량 677m와 옹벽 153m를 합해 790m에 이르는 차도전용 고가도로이다. 경인로를 횡단하
고 영등포역 철도선로를 공중으로 넘어 횡단신호대기를 불필요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6) 박지환 기자, '도시재생·스마트메디컬특구 성과... 영등포 미래 100년 열 것', 서울신문, 2018.03.15. 
11면,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05011002&wlog_tag3=naver

연도 저장능력(톤) 탱크 수(기) 비고

1963 5,100 3
자체 설계 및 시공

1980 동아진흥공업사 보수공사
1988 2,600 2 세기건축 설계, 우신기계 시공
1994 4,050 3 미국 메탈 빌딩 전문회사 Butler 버틀러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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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으로 추진하려는 총 16개 재생사업 중 하나로서 제한적 예산과 교
통심의 등 집행의 부담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쪽의 천변은 ‘경인로89길’과 ‘문래로30길’가 되고 영일시장이 생겨
나 현재까지 도매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17] 대선제분 부지 공간 구성

대선제분 부지 자체만으로 보면 1958년 조선제분의 영등포공장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1990년대 경공업이 쇠퇴하기 전까지 
여타 공장들과 같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였다. 2000년도에 영등포구 경
제인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어 상공계를 이끌며 수상27)받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0년 ‘제44회 납세자의 날’에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장은 아산으로, 서울사무소는 남대문에 위
치하여 사실상 문래공장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한다.

27) 1998년 ‘제32회 조세의 날’에 국세청장상, 2001년 ‘제28회 상공의 날’에 모범상공인으로 철탑산
업훈장, 2002년 ‘제3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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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넓혀 살피면 대선제분 부지의 서쪽으로 옛 방림방적 부지는 
7개로 분할되어 용도별 개발이 추진28)되어 도보권 내에 주거와 상권이 
공존하고, 문래역 한편에 근린공원이 있어 교통과 자연이 인접한 편리한 
지역으로 삶의 질이 높게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역사로 가
기위해서는 대선제분 부지 일대를 지나 동쪽의 타임스퀘어를 거쳐야 하
는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되고 영일새벽시장은 정오를 지
나며 폐점하는 분위기이며 청과 부산물과 적치로 큰길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접근을 꺼리고 유동인구가 적다.

그나마 대선제분 부지, 영일시장과 문래로30길을 두고 마주한 서쪽 
대형부지(방림방적터 5구역)에 2017년 11월 문래동 최초의 프라임급 
오피스타워인 ‘영시티’가 준공되어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섰다. 2018년 5
월 현재 북쪽 N동 4-6층에 삼성화재의 지점들만 입주한 상태지만, 여
름부터 게임업체를 비롯해 건물 내 어린이집, 지하에 F&B, 리테일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뒤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문래동 주민
들의 인터뷰 결과 ‘드디어 시끄럽던 공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한 반면, 한적하고 조용했던 전과 달리 복잡해지고 단지 내로 통행하
는 것이 싫지만 어떻게 모두 막겠냐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들
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문래자이아파트 내 부족한 보육시설29)을 대체
할 조기 입소진행을 바라고, 새로운 건물에 의한 분위기 쇄신과 활력을 
기대하는 평이 다수였다. 학생과 구직 중인 청년들은 주거지와 가깝게 
직장을 구할 곳이 많아져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28) 1구역 : 1-A 홈플러스(대형할인점 2001년 개장)와 1-B 벽산메가트리움(5개동 31층 총 422세대의 주
거형 오피스텔로 2004년 입주), 3구역 : SK리더스뷰(2개동 39층 총 261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
생활시설로 2007년 입주), 4구역 : 문래자이아파트(18개동 25층 총 1.302세대로 2001년 입주), 6·7구
역 : 에이스하이테크시티(4개동 최고 20층 총 700여개의 기업과 1만여명이 근무하는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로 2007년 사용승인)

29) 1천 3백 세대가 넘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불허한 단지 내규에 의해 2016년 9월 국공립으로 새
로 개원하여 3개 반 총27명 수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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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대선제분 부지 일대 주변 현황

- 과거 갈등
2007년 철거 과정 중 일어난 유혈사태로 인한 부정적 경험과 피해

의식으로 인하여 영일시장상인들과 영등포구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정보의 수용력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 역
시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인식시키고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려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경로
를 다양화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매년 5~6월 마늘출하시기에 맞춰 도로의 무단점유와 심야 
시간대 상하차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빗물받이 기능의 상실로 
수해시 피해가 예상되기에 안내문 배부,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30) 특별단속기간을 외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반
30)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2013년 영일(마늘)시장 특별정비계획’
도로법 제 38조 도로의 점용 및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영일시장 총 점포수 약 233개소
(등록 120개소, 무등록 113개소)중 25개소의 1일 약 25톤을 예상하고 있다. 2012년 실적을 보면 24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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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경제
과, 청소과, 주차문화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대상지 일대에 공영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더욱이 도매
시장, 대규모 복합쇼핑몰, 업무시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
와 불법 노상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은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더불어 
저층밀집지가 가지는 절대적 주차가능대수가 적고, 이용자들의 비용지불
의사가 낮은 점 역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옛 방림방적 공장터 일부에 세워진 업무복합시설 ‘영시티’의 등장 역
시 번복과 변경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문래창작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철강산업의 이전으로 공실이 늘어
남과 동시에 저렴한 임대료와 작업의 연관성, 편리성을 찾아 모여든 예
술가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었다. 용접, 주조 등 철제와 관련된 분야만이 
아닌 목공, 사진, 미디어, 조향 등 다양한 작업의 공방들이 들어섰다. 이
를 전시할 갤러리, 클럽, 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 예술적 감각을 
표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시설이 늘어나며 서울의 문화예술집적지
로 알려지며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문래창작촌에 면한 문래자이아파트의 남쪽 일부(102-107동) 주민
들은 철공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환경 공해에 대한 거부감을 
구청 민원을 통해 드러낸바 있고, 정비계획이 논의될 때 전면철거를 주
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공방과 요식업 등 외식과 가벼운 산
책을 겸해 골목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 등 구경
거리가 생겨나자 주민들 역시 반감보다는 재미있는 지역요소로 인정하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지역 내 역량 및 신뢰
[공공] 문래동 주민센터 마을계획단
주로 구청 주관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인력이 동원되었고, 1,880건의 행정지도와 15건(9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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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입장이다. 2016년 마을계획사업을 위
해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였다. 18개월간(2016.07-2017.12) 마을의 문제
점과 개선점을 찾아 의논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하는 자발적 주민모임으
로서 주민(개인)과 협력(지역 단체 및 기관)참여단으로 나누어 모집하였
다. 건강/돌봄, 안전, 복지, 환경, 여가/문화, 육아/교육으로 일상과 관련
된 분야들 중 지역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주민자치경험을 축적하고자 하
였다.

가장 첫 마을계획단은 평일 중 시간확보가 용이한 지역주민들로 구
성되는 한계가 있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약 30
여명으로 구성되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관심도에 따라 분과를 나누어 
착석하여 월례회의를 하고, 의사소통법 등 강의와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단계를 거쳤다. 이어 2017년 상반기에 문래지구대, 문래예
술위원회와 협약식을 가져 기존 9개 협력참여단에서 규모의 증가가 이
루어졌다.

1318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마을계획단을 조직하여 마을의 불/안전
한 곳을 이야기하고 조사하기, 문래동4가(영일시장 뒤) 독거노인에게 반
찬만들기 교육과 도시락 전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직장인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자 에이스테크노타워 광장에서 모집 홍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직·운영되지는 못 하였다.

  
[그림 3-19] (좌) 주민센터 행사안내 2014.09.18. (중) 목화행사 2015.10.05. 필자 촬영 (우)

직장인 모집 2016.09.21. 동주민센터 발췌

[민간] 문래자이아파트 부녀회
문래자이아파트는 창작촌에서 대선제분을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곳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공동주택단지(2000년 입주)이다. 문래역과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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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이 많아 출근시간대에 한정하여 경비원을 
통해 단지 외곽보도를 이용할 것을 계속 단속해왔다.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가정어린이집의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생활소음 발생, 
잦은 진출입에 대한 거부감과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입주민이 
반대하여 지금까지 불허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봄/가을 벼룩시장 개최, 문고 및 요가교실의 지속적 운영 등 
자체 커뮤니티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동별 출입구의 게시판을 활용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식을 알린다. 아파트 관리 홈페이지가 있지만 입
주민대표회의 사전안내와 결과에 대한 공문 업로드를 주로 하여 활발하
지 않은 편이다. 1층 엘리베이터 계단실 앞에 구청 소식지가 배부되고, 
주민들이 출입구를 오가며 우편함과 맞은편의 게시판의 공문을 직접적으
로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헬로우 문래, 문래아트페스티벌, 문래공원 마을축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참여여부, 예술인의 활동 및 지원, 대선제분 부지 일대로의 연결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
는 곳이다.

[그림 3-20] (좌), (중) 문래자이문고 2014.09.18. (우) 도서구입현황 2015.09.18. 필자 촬영

[민간] 온라인 미드타운카페(문래·양평·영등포·당산)31)
카페 매니저를 포함해 총 7명의 운영진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

31) 네이버 MYYD TOWN 카페 cafe.naver.com/dasmora 지역카페로서 2006년 개설되어 2009년부터 본격
적으로 마켓에 대한 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라 벼룩시장, 무료나눔 등이 활성화되었다. 2013년 상업성
을 배제하며 품앗이, 재능기부 등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어 2017년 대표인기카페로 선정될만큼 2만 2천
명이 넘는 회원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 50 -

고 있다. 연 4-5회의 ‘미드네 나눔길(이하 미나길’)을 각 동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보도를 따라 좌판이 줄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 도로 
이용시 사전에 구청의 허락을 받는다. 또는 아파트 부녀회(예: 2013년 
6월 두산위브아파트 목화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하고, 미나길 운영
팀과 협력하여 행사를 치르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현장모집을 받아 미
혼모센터, 동네 공부방 등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규모가 확대되어 판매자를 중고물품과 핸드메이드로 나누어 사전 참
가자 모집 및 확정인원 온라인 발표 → 행사 당일 이름표 배부와 바우처 
지급 등에 이르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어린이사생대회개최와 기업의 
기부물품 접수와 홍보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미나길은 2018년 5월 12일 61명의 판매자가 우
천으로 롯데마트 주차장 7층에서 펼쳐졌으며 4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분배하여 기부하였다.

미드마켓, 문래예술공방, 영등포 도시농업 네트워크, 물레 부모협동 
어린이집, 마을공동체 미담32) 등의 지역커뮤니티와 친구카페를 맺어 링
크로 연결되고 상호 소식을 교환한다. 자율적이고 개방적 성격의 영등포
구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오프라인 행사로까지 이어진 사례이다.

[그림 3-21] (좌) 헬로우 문래 행사 2015.09.19. 필자 촬영, (우) 미드 온라인 카페 발췌

32) 네이버 미담 카페 cafe.naver.com/doosanmidam 두산위브아파트주민을 주로 공동육아, 바느질/제과제
빵/요가 수업 등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공공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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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문래예술공방33)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운영한다.’를 표방하며 

2013년부터 ‘마을예술창작소’로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으며 문화예술교육
이 이루어진 오프라인 주축의 모임이다. 기존의 공공기관 주도의 행사가 
아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활동을 발굴하고 경험을 나누어 공
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마을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고 또 생면부지의 
각 개인이 이웃이 되기에는 공통관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대중적이고도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이다. 장르별 소모임, 공
방/사랑방, 악기 및 공유물품창고, 소규모 공연장, 길거리 아트 등 다양
한 활동을 한다. 2016, 2017년에 ‘동네예술강사’ 수업으로 캘리그라피, 
도자기, 가죽공예, 우쿨렐레연주, 리버티 한복 만들기 등 창작촌에서 활
동 중인 작가들을 비롯해 재능기부자 등 다양한 선생님들이 정기교육을 
하였다. 더불어 ‘원데이 만들기 워크숍’으로 부담을 덜은 수업을 마련하
고 ‘문래공방 반상회’를 매달 열어 운영회의소식을 나눈다. 2018년부터 
공공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문화강좌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2017년에 제작한 공방소개영상 말미
에 문래역에서부터 공방에 찾아가는 길을 넣었으나 이후에 인접지로 위
치를 이동하였다.

[그림 3-22] (좌) 우쿨렐레 공연 2014.02.03. (중) 한복 만들기 2014.04.14. (우) 도자기 만들
기 2017.06.25. 문래예술공방 온라인 카페 발췌

33) 네이버 문래예술공방 카페 cafe.naver.com/artcommune 소비용 예술작업을 주로 하며 문래창작촌에 
위치한 공방의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신청 및 참여하기 쉽게 반별로 분류되어 있다. 문래예술유람단, 
헬로우 문래, 파티 및 모임, 공공기관의 행사소식 등 공지 및 홍보하며 6분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공
방 수업과 신청법 등에 대해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문래동과 창작촌을 처음 방문하거나 외지인들
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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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선제분 행사 개최 관련자34)
201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는 

대표로서 서울 및 수도권의 공장, 창고를 중심으로 매매 및 임대업무의 
중개를 하고 있다. 2016년 말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소규모재생사업’ 중 ‘ㅇㅇ은대학연구소’와의 조사에서 대선제분의 문화적 
가치를 위해 먼저 회사에 연락 접촉하여 부지 내 행사의 주요 창구역할
을 하고 있다 전했다. 2016년 10월에 대선제분 측에서 1천 3백억 원의 
지가를 불렀으나 사실상 영일시장과 붙어있어 전면개발은 어려운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35) 2017년 하반기 영등포구 도시재생 홍보관에서 근무
하는 주무관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선제분 부지의 호가가 더욱 올라 2천억이 넘으
며, 국내 경제상황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을 주도할 사업체가 부재함을 알
렸다.

김 대표는 대선제분 부지의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나 지식산업센터로 
일컬어지는 구 아파트형 공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문래동 창업자
들 대부분이 천장, 내부 등 임차하며 수리를 한 후에 입주하는데 불경기
로 인해 추천하지 않는다 하였고, 특성 없는 개발은 지양해야 함을 피력
하였다. 김 대표는 임장 활동을 하며 영등포구의 공장, 창고의 개축/대수
선/리모델링 등 사업을 위해 이 대표와 또 다른 형태의 주식회사를 동업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2년 전 서울시에 대선제분 부지 개발에 대해 
주변을 연계하는 주요 무대 main stage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제안하였
다 말하였다. 마켓 플레이스가 있어 먹고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아침에는 면 중심의 푸드 트럭, 저녁에는 산업유산건축물에서 쇼를 하는 
곳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더불어 영일시장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소매시
장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시하였다.

34) 2016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경제기반형) 후보지,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결과보고서, 
p. 154-156 발췌 및 재인용

35) 그동안 영일시장 재개발사업은 여러 번 제기되었으나, 2010년경 평당 5천만 원을 요구할 만큼 상승
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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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대선제분 부지에서 개최된 행사 2016 온라인 발췌

2017년 상반기에 김 대표를 인터뷰하고자 하였으나, 대선제분 측으
로부터 행사 주관 등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입장이고 사측에서 공개하
기 민감한 성격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보고서에 실린 것 이
상의 발언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표 3-6] 대선제분 부지 내 행사 정리

일시 주관 행사명 비고

2016

03.22
-26 서울디자인재단

F/W 헤라서울패션위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와 분리 개최)
09.24 잭 다니엘스 150주년 생일 ‘잭탬버 Jacktember’ 파티

10.01 XTM
국내 최초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맥시마이트’

11.05 앱솔루트

글로벌 프로젝트 파티플랫폼

'앱솔루트나이츠 ABSOLUTNIGHTS' 국내

런칭 기념

100명

선착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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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종합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부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용도시설이 정해

져 개발된 결과, 문래동은 밀집한 철공소와 대단지 공동주택이 마주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적 위해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가 
나타났다. 또한 과거 하천을 도로로 개복하고 도매시장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구역을 확정짓지 않고 상점의 허가여부를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번
영기에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과 정식영일시장상인들의 갈등 역시 당연하
다. 2000년대에 이르러 영일시장에 대한 정비로 철거를 강행하며 폭력
적 행위가 오간 것 역시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가 되었다. 여전히 문래동 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정차로 인해 교
통의 불편을 겪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단속 및 정비와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여기에는 노후화한 건물의 외형적 이미지, 급경사 계단, 급·배수시
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소방방재시설 부족 등 화재에 대한 위험 등 물
리적 요소도 포함한다. 그리고 저층밀집지인 창작촌을 중심으로 젠트리
피케이션이 발생·진행되고 있는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래창작촌의 특성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창발성과 자생이다. 비영리를 우선시하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공
동체를 형성하고 사람간의 관계맺기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오프라인이 
주축인 아파트 부녀회의 바자회와 문고운영 등의 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을 통해 영등포구 내 각 동을 순회하며 마을장터와 사생대회 등을 개최
하고 수익금을 지역단체에 기부하는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

11.19
ORM ENT

오름 이엔티

써리얼 모먼츠 Surreal Moments 아티스트

7팀 공연

2017

01.17 한국 GM
쉐보레 ‘올 뉴 크루즈 All New Cruze’ 신차

발표회
03.03 버드와이저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비 Project B’ 파티
09.09 몬스터짐 ‘올스타 클래식’ 피트니스 보디빌딩 대회

09.23

마운틴듀 X

휠라(FILA)

콜라보레이션

A.K.A 보통래퍼 시즌3. 네온듀데이 NEON

DEW DAY 힙합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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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반경과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민간의 활동이 구청이나 동주
민센터에 비해 더 오래되었고 이러한 노력 역시 자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공공행정기관이 주관한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협력적 태도를 취하여 주
민의식과 참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행사(헬로우 문래, 목화마을축제 등)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
탕으로 차별성을 갖는 프로그램이 발굴되고, 공공의 지원 역시 계속되기
를 바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진행과
정과 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공유함으로써 네
트워크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 3 절 지역수요조사 및 결과

1. 인터뷰
인터뷰는 2017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사업주체별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로 나누어 담당자에게 물었고, 민간은 
대상지 일대의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대표, 창작촌 내 작가 등이다.

공공 민간

시
시
재단

구
주민
센터

대선
제분

영일
시장

창
작촌

철공
소

아파
트

성
명 이ㅇㅇ 배ㅇㅇ

36)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배ㅇㅇ,
이ㅇㅇ,
원ㅇㅇ

박ㅇㅇ 김ㅇㅇ

소
속
도시활성
화과

문래예
술공장

도시재
생과

마을사
업 본사

영일시
장
관리사
무소

보노보C,
스컹크 등 사장

자이아
파트
입주자
대표회

역
임
도시활성
화정책팀

음악감
독,
공연장
시설물
관리

재생기
획

마을계
획

공장이
전 대표

목공작가(
문화투어
진행),
음악가
(바 운영)
예술가

운영 회장

갈
등
요
인

소통채널
부재

운영주
체,
공공의
지원

체계
및
절차
준수

참여의
배제

내부적
이견

정보의
비대칭
및
전달

포괄성 상이한
가치관

형식적
참여

[표3-7] 지역 커뮤니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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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인터뷰 구성

-  대선제분 부지 일대 계획의 과거 : 영일시장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본래 69명의 소유였는데 점포를 반씩 나눠(실면적 12평을 6평씩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복잡하다. 또한 소매시장으로 정식으로 허가 받은 지역은 

36) 서울문화재단을 대표해 공식적 입장이라기보다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정규직 제의
에 그쪽 소속이 될지 문래예술공장의 일을 계속할지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홍대에서 임시로 하
던 음향 관련 일을 주로 맡을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갈
등
원
인

소유주,
SH공사
등과의
협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기대

공공기
관
계층과
운영주
체의
다원화
조율,
지원의
형평성

정비계
획
수립
중
행정적
답보상
태,
예술인
지원과
점유

마을환
경정비
(도로점
유 및
쓰레기
처리
등)

이전
방향
및
추진자
금에
대한
이사진
의
미결정

다수의
임차상
인
운영으
로
존치
희망

성향에
따라
그룹화되
어 통일적
의견 제시
어려움

인식
차이와
공감대
부족

외부인
의
출입
통제,
환경미
화 등

공공 민간

시
시

재단
구

주민

센터

대선

제분

영일

시장

창작

촌

철공

소

아파

트

계획
과거 ● ● ● ● ● ● ●
현재 ● ● ●

제안

주체 ● ● ● ● ●
방향 ● ●
공간
구성 ● ● ● ● ●

유지
관리 ● ● ● ● ●

필요
시설

주차 ● ● ● ●
문화 ● ● ● ● ● ●
시장
존치 ● ● ●

기타

우려
사항

젠트
리피
케이
션

● ● ● ● ●

차별
성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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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로30길 중에서 영신로25길까지로 콘크리트조이다. 경인로89길과 문래
로, 영신로로 둘러싸인(영일실업 위치한 건물 등)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
은 곳으로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2016년 등기부등본 대조 결과, 허가받은 영일시장 구역의 80여 명 중 
자기 소유로 점포를 소유한 5명 내외이고 나머지는 임대이다. 보통 1세대 
지주는 사망하여 2세들이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양도가 이루어졌다.

2007년 현재 SK 리더스뷰의 120여개 점포들이 철거되었는데 1천380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다. 이후에 방림방적에서 약 1억여 원을 이주비로 
책정했던 계획이 밝혀져 대처를 잘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 영일시장은 하천을 복개해 시의 도로가 된 것으로, 허가 구역 외에 
넓은 도로의 일부를 무허가로 점유한 것에 대해 양택식 시장(제 15대 
1966. 3.31 ~ 1970. 4.15 재임)이 자립할 때까지 허용하였다. ‘아파트 1
채와 자가용 1대’를 자립의 정의로 하였다.

가락동에 버금가도록 부흥했지만, 전화기만 들고서 점포 없이 차상만으
로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금의 3배 규모였으나 강서로 대거 이전하며 축
소되었다.

농산물시장은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처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공영시장에서 금지한 품목에 한해 영일시장에서 취급하고 활성화되고 있
다. 5-6월의 마늘시장과 김장철의 배추 등이 그 예이다. 유사도매시장으로 
취급되어 물동량이 많았고, 수용 가능한 공간의 부족으로 750여 명 중 절
반만 강서로 갈 수 있었다.

-  대선제분 부지 일대 계획의 과거 : 문래창작촌
[민간] 이ㅇㅇ (예비적사회기업 대표, 문래창작촌 내 목공방 운영)

2005년부터 문래동에서 활동했었고, 당시 3명의 예술가에서 현재 150여
명으로 늘어났으니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50배가 되었다. 1990년대 
공기오염과 소음 등의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철공소를 이전시켜 달
라고 서명을 받고 청원운동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헬로우 문래 및 문래 캠
퍼스 등 지역민도 참여하는 곳이 되어 철공소와 예술창작촌의 존재를 인정
받고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2011년 이후로 문래창작촌 인포메이션부터 문래지구대에 이르는 문래동
3가 일대에 공공미술 작업과 옥상 문래텃밭이 이루어졌다. ‘못 뽑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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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나’, 솟대 등 창작촌 내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마다 의미가 있다. 
공정 중 찌꺼기를 일컫는 일본말 기리빠시로 만든 용접면은 10여 년 전까
지 있었던 문래동사거리의 고가를 향해 있다. 거대하게 하늘을 드리웠던 
위용과 달리, 현재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있었던가?” 
반문하게 되는 것이 기억의 상실이다. 18년 전 전화번호 개편에 따라 세자
리에서 앞에 숫자를 덧붙인 철공소의 간판, 굉장히 드문 볼록줄눈의 벽돌
건물과 아르데코 양식의 수작업으로 만든 방범틀, 불탄집의 흔적이 남겨진 
바, 영등포공원의 기네스북에 기록된 OB맥주의 담금솥 조형물 등 지역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버스 정류장이 19-292 ‘문래우체국, 문래예술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
었을 때에는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2009년 3년간 진행된 소수 예술인들의 
반상회 이름에 불과했던 문래예술공단이 1960년대부터 50년 넘게 철재단
지를 이루고 작업하고 계신 철공장 기술자분들의 세월을 대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문래동의 70여개의 간
판정비사업을 해 공장과 공방의 작업내용에 걸맞게 바뀌었는데 이것 역시 
창작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대선제분 부지 일대 중 대상지와 담으로 경계되어 있는 영일시장과  
저층 철공소 밀집지에서 시작된 문래창작촌의 형성 및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영일시장은 번성-확장-타 지역(강서구)으로의 이전을 거쳐 
점차 쇠퇴 및 침체기를 겪고 있다. 반면, 창작촌은 이보다 시기상 늦은 
창발적 형성-번화-현재 확장의 단계에 들어섰다.

-  대선제분 부지 일대 계획의 현재
[공공] 이ㅇㅇ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무관)

구에서 제출한 후보지안은 영일시장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 도시재생 방향과 다르다.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 정
취가 많이 사라진 이미지로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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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김ㅇㅇ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주무관)
2016년 토지대장을 조사해보니 영일시장은 90여명의 토지소유주들이 복

잡하게 얽혀있어 경계한 대선제분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 또
한 소수지만 시장상인회장과 소유주로 구성된 분들과 대담했을 때, 대선제
분부지 일대 계획이 나와야 그에 대해 좋다/싫다 등 논할 수 있는데 당시
로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없으니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웠었다.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영등포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회자되

기에 들어본 적이 있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과거와 정책적 방향이 바
뀌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정도는 아니다.

문래창작촌은 홍대처럼 클럽의 수가 많고 다양해서 매일 낮에 카페테리
아였다가 자연스럽게 공연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나 운영 방식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러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전문적 
공연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러 평일에도 공연을 넣어보려
고 하고 있고, 문래동의 다른 클럽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관
객이 0, 1-2명일 때에는 공연이 아예 무산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
다. 클럽을 비롯해 갤러리 역시 운영의 다양성이 시도되고 있으나 주말로 
한정지을 수 있다. 찾아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평일은 좀처럼 작동되지 
않는다. 또한 갤러리 역시 수는 많지만, 다양한 미술을 선보인다고 하기에
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나 형태로 공감을 갖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다.

문래동에 먼저 오신 작가분과 친한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작업과 성향이 
절로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 지금은 거의 헤비한 스
타일로 굳어져 다른 장르는 있는지조차 가늠이 잘 안 된다. 설치미술도 마
찬가지이다. 협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장소의 색깔이 굳어
지는 단점도 있다.

위치적으로 문래예술공장이 ‘경인로’라는 대로로 창작촌에서 멀리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들이 주로 포진한 문
래동 2, 3, 4가에 비해 1가는 철공소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올 수 있고 개방된 곳이다. 편향적이지 않고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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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문래동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문래예술공장부터 찾아와 지역의 그림지도를 보고 분포와 지리를 파
악한 후 선택하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지 않게 된다.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성과는 다를 수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2016년에는 도시계획과 역시 방향을 잡지 못 했다. ‘시장을 어떻게 포함

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존치시킨다면 개발시 건물이 죽을 것이고, 
시장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토지 안에 시장을 넣고 
별도의 이주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시장 
쪽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개방하면 접근성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부지 내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가치에 대해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간] 이ㅇㅇ (예비적사회기업 대표, 문래창작촌 내 목공방 운영)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개발은 창작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자체

로 호재가 되어 주변의 부동산 가격만 올릴 뿐이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재생이 아니라서 도시재생활동가포럼에 참가했으나 

회의적으로 느꼈다. 도시재생사업 → 공동체사업 → 골목사업 → 마을계획
단 → 합동사업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있는데 거꾸로 동아리 조직 → 연대 
→ 확대 → 외부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민 중심이라고 하지만 보완하기 위해 동원되는 형태로써, 비용은 주
지 않으며 실제로 이미 형성된 주체보다는, 공모사업을 위해 조직이 생기
고 이들 사이에 위계와 파벌이 생겨 사람이 살면 어떠한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가장 처음으로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구청의 후보지안은 전반
적 계획을 다루었고, 그 중 부분·지역적으로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포
인트별로 이미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소 이상적 모습만을 다룬 것은 
사실이다. 시와 소유자(대선제분)측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실질



- 61 -

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행정기관이 구청이고 각 동의 사회·지리적 장/단점
을 이해하는 곳 역시 현재 창작촌의 리더(초기 정착 구성원으로 주로 문
래예술공방에서 활동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진다.

다만, 초기 구성원들에 의한 문화적 성격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고, 
신진작가들이 진입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할 점이 과제이다. 현재 문
래예술공장이 창작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펼쳐질 
문화예술행사의 성격과 장소성을 고려해 추진하여 다양성과 화합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선제분 부지 일대 계획과 도시재생의 미래
[공공] 이ㅇㅇ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무관)

건축물의 일부보존을 지향하고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화공간으
로 합의하였으나 사유지라 임대수익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1년에 10억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건축구
역으로 영일시장과 묶여 있어 대선제분측이 매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존치
가 계속되며 개발을 실행하지 못 한 부분이 크다.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은 
백지상태로 놓고 협의하고 있다. 한국의 테이트모던을 꿈꾸며 성수동의 대
림창고와 부산의 F1963 등을 참고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활용되어질 수 없다. 대
형철거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1천5백억이 넘는 부지를 
공공이 매입해서 기부채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공공] 김ㅇㅇ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주무관)
2017년 하반기부터는 삼각지 일대(영등포동 3-6가)와 대선제분 부지를 

제외하고, 문래머시닝밸리(문래동 1-4가 일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영세 
철강가공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버넌
스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였고 계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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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타임스퀘어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하를 연결해서라도 그 고객들

을 활용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영등포고
가를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영등포역사 자체를 지하화하면 철도부지와 그 
주변까지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다만 이는 국가적 사업으로 큰돈이 들
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일대 모두가 매머드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제분측과 서울시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의 실행을 위해서 과거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고 진행중인 사업이라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아 구청에서도 대상
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주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성은 낮지만 
구청의 제안 중 하나인 영등포고가를 지하화하는 것보다 영등포역사와 
철도부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드는 식의 국가적 차원의 초
대형개발을 하는 것이 개방성을 확보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  문래동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 주체
[공공] 이ㅇㅇ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주무관)

거버넌스는 후에 필요할 때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정의와 의미를 다르
게 보고 있다. 경제기반형에서는 일자리가 우선이고 탄생목적이기 때문이
다. 보통의 마을, 축제, 지역주민을 논하는 거버넌스와 달리 기업이 거버넌
스가 되는 주축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
를 받는 것은 전체 공사금액 중 극히 일부분으로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 디벨로퍼의 존재 역시 의문이다. 부지 내부 건축물의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논할 수 없고, 공공 디벨로퍼는 대규모 개발, 철거를 전
제로 할 때 필요한 것이다.

[공공] 김ㅇㅇ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주무관)
2016년 구에서 후보지안을 준비하며 재생사업을 알리고 지역민들을 참

여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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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도 가지만, 실상 대선제분 지역 일대와 같이 큰 범위와 상위계획은 시
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의 방향에 따라 세부적 계획을 진행
하거나 재정비 하면 되는 것이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경제기반형에 시민 거버넌스가 필요 없다’는 시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구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거버넌
스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 거버넌스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기반형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역할에 임한 사람들이 ‘기획’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963을 비롯해 기존의 
것들을 따라하고 흉내 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
발해야 할 것이다. 시와 구에서 소위 ‘밀어주는 창작예술마을’이라고 했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재 활동하고 작
업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문래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당
일 접수된 서류임에도 바로 알 정도로 열의가 있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담당자로 임명되고 작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진행된 과거 사례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
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대선제분 부지에 예술을 위한 공공의 지원과 운영이 생긴다면 서울문화
재단37)과 영등포구청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래예술공장과는 이원화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곳에서 각 장
소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한 곳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좋을 것
이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갖는 장점은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나아가 화합에 이르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사유재산이라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하거나, 조금의 이익이라도 남기겠

다는 건설회사가 있어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대선제분과 매입, 공동개발 

37)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공간은 시청 안에 위치한 시민청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 각 지역에 무용, 
연희, 교육, 연극, 전통, 설치미술, 창작 등 장르와 치유, 거리 등 장소성 그리고 어린이와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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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 2001년경 상인들은 평당 3천만을 요구하였고, 
그 가격으로는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취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가도로 때문에 영일시장이 있는 문래로30길이나 철공소가 늘어선 영신
로23길로 진출입을 내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매입이 어려워 대선제분 측에
서는 일종의 알박이로 여겨질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와 중국자본을 들여 대선제분 부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사업승
인을 받았으나, 결국 반환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고, 대규모 철거가 진행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할 뉘앙스를 비추었다. 영등포구 역
시 시민 거버넌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봄과 동시에 시의 
상위계획에 다라 대기하는 등 다소 의지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전문
적 지식이 필요하며 독창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창작촌 작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토지주들의 조
합을 설립해 환지38) 방식을 택하거나 적은 수익이라도 추진해내겠다는 
(공익성을 내재한) 민간기업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38)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새 대지에 이전시
킨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소필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부동산용어사전, 2011.05.24, 방경식, 부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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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동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 방향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대선제분 부지 쪽으로 공방과 점포가 더 늘어나며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
의 개념이 적합할 것 같다. 이전 혹은 신新 창작촌 등 행정적으로 기존의 
창작촌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쉬운 방법일 수 있으나, 시
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쪽이 먼저 도태될지 알 수 없
으며 옳지 않다고 본다.

대선제분 부지의 문화적 확장은 마치 문래창작촌의 구역 area가 넓혀지
거나 그로 인해 ‘신/구’로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촌 동으로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이나 구획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운영)
대선제분 측에서 문화 컨텐츠를 수용할만한 방법을 찾아 포맷을 만든다

면 우리와 같이 연관이 있는 업체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강남에 있는 
행사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대신 수행을 할 뿐이라 새로운 것을 발굴해 발
전시키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부터 초기 성수동 대림창고의 
모습을 알고 경험한데 비추어 6-7년 사이에 빠른 변화가 있고 지역 자체
가 변해 놀라곤 한다. 대선제분 측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문래
동 역시 변화할 것이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도시재생사업이 강제수용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기 때

문에 영일시장은 오래 갈 것 같다.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아이디어가 나와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선제분에서 영일시장을 존치시킨 채 토지 내부 
일정공간에 상점을 마련해주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한다면, 개발기
간동안 이주에 대한 손실이 없어 상인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토지주들의 의사와 적정한 토지가격 책정이 관건이 될 것이다.

가장 문제는 지주들인데 이들은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건설업
체들은 이익이 남아야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까지 자주 불러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상인들도 장사를 계속



- 66 -

할 수 있느냐는 생사가 달린 것이라 개발관련 모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는 주거지 옆에 낙후된 시장이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참여할 
것이다. 결국 큰 자본을 지닌 추진력 있는 곳이 이끌게 되지 않을까 예상
한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다.

행정적으로 쉬운 신/구로 분류하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대선제분부지
로 공방과 점포가 늘어나는 물리적 방법이나 대상지에서 문화예술을 경
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확장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행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진부하고 
새로움을 발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창작촌의 
관련자를 포함시켜 맥락을 같이 하는 것도 요구되어진다.

시장은 존치시키되 개발기간동안 대선제분 부지 내 일정공간에 상점
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지상권39) 설정이나 환매40) 등 법률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
이다.

-  문래동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제안 : 공간구성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연극, 무대 등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는 

39)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보다 강하므로 지주는 다소 계약을 꺼릴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 소유주 
및 임차상인들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하는 것으로는 더 설득력을 가진다. 지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등
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적 보장이 가능하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설정자는 언제든
지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민법 제283조 2항, 285조 2항) 소유주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right of land use, lease hold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도적인 묵시적 
갱신의 방해, 일방적 권리금 상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건축용어사전, 2011.01. 5,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법률용어사전, 2016.01.20 이병태, 법문북스 일부 발췌)
40) 매도인이 우선 매각한 목적물에 대해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으로

서 민법 중 채권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의 해제권으로 간주되고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는다. 일정
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법 제594조 1항). 부동산은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고, 일단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repurchase, redemption

(법률용어사전, 2016.01.20 이병태, 법문북스 일부 발췌)



- 67 -

대학로가 워낙 막강하기는 하지만, 한번 문래동이 미친 척 하고 ‘문화로 가
보자!’며 모든 문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극인들이 우리는 기본적으
로 50-80명의 관객은 모집되어야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더 적은 수일지라도 진행한다. 물리적인 무대의 크기를 요구하기보다 이 
좁은 데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한계를 뛰어넘어보려 하고 다양성을 
펼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래동에 먼저 오신 작가분과 친한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작업과 성향이 
절로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 지금은 거의 헤비한 스
타일로 굳어져 다른 장르는 있는지조차 가늠이 잘 안 된다. 설치미술도 마
찬가지이다. 협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장소의 색깔이 굳어
지는 단점도 있다.

[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운영)
현재 중개사를 통해 암암리에 대관되는 대선제분 측에서 합당한 가격을 

공개해 진행한다면(예를 들면 하루 대관료 1천만 원), 순식간에 예약이 다 
찰 것이고, 지역이 달라질 것이다. 출입구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 변화가 생
길 것이다. 영등포고가를 기점으로 경인로 맞은편은 노숙자들의 쉼터와 쪽
방촌이, 대로 양쪽으로 철공소가, 후면에 유곽(사창가)이, 백화점들과 호텔 
등 다양한 성격의 공간이 한데 있는 것에 외국인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어간다.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
이다. 마주한 대선제분 공장에서 잭 다니엘, 버드와이저, 할리 데이비슨 등 
행사가 펼쳐지는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타임스퀘어 상권이 강력해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이다. SK에 8개로 구성된 CGV 영화관이 있었지만 안 되었다. 특히 이마트
는 시장의 물품을 판매할 것을 부장들과 논의하였으나,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아 윗선에서 거절되었다. 실질적으로 영일시장을 거쳐 유통과정이 늘
어나는 것보다는 산지 직거래 납품방식을 취해야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
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이스 지하도 점심식사 시간대 외에는 상권이 죽은 상태이다. 신축된 
영시티는 주로 사무실이고 지하에만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입점 후 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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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창작촌이 주로 ‘미술 관련 분야’, 즉 
설치/미디어 아트/사진 갤러리 등에 국한되어 있어 연극과 무대공연 등 
장르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대선제분 
부지 일대로 범위를 넓혀 고가도로, 대형 쇼핑몰과 후면의 유곽, 기차길 
옆 쪽방촌, 철공소 등 복합적 공간과 시대성을 달리하는 건축물 등이 뒤
엉켜있어 그 자체로 역동적 역사의 한 장이므로 이를 보존하는 것도 정
취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다만, 타임스퀘어의 상권이 워낙 강력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차별성과 독창성을 중요하게 선별
하여 특징적으로 다뤄야 한다.

-  문래동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제안 : 유지·관리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개인적으로 공공에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작년에 대선제분 부지에서 버드와이저와 잭다니엘의 술을 주제로 한 두 번
의 행사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뮤지션으로 모두 참석할 수 있었다. 당시 회
사에서도 머니 카운팅 Money Counting 수익창출을 위한 고민이 클 것이
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래예술공장
에서도 지원을 위해 공공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쥐어짜다시피 하며 힘든 것
인데, 만약 대선제분 부지를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면 많은 반발이 있고 형
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선제분 부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라도 ‘유
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공공이 운영을 한다면 우선적
으로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미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소위 ‘핫하
다’는 것이 대선제분 부지까지 오도록 하는 주요 요인인데 그것이 사라진
다면 과연 이 장소까지 찾아오겠느냐는 것이다.

문래예술공장과 창작촌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평일에도 자유대관을 하고 
상설전시가 펼쳐지는 곳이 더러 있는데 주말임에도 관람객 수가 적어 준비
하며 들인 공이 상실되어 침체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제법 있다. 하물
며 대선제분부지는 더 넓고 큰 곳이기 때문에 다루기 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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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에서 관리는 하되 공익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버리고) 프
라이빗 파티부터 사익창출에도 관대하고 자유로운 주제를 선보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임차운영)
나이가 들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구조의 사업(타투샵)을 겸하게 되었

다. 연주, 공연, 전시 등 자신의 작품을 하며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경력을 
계속 쌓기 위한 수단이자 본인에 대한 투자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
춰줘 돈을 받는 서비스와 달리,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매체로 구현
되던, 보러 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래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3평짜리 전시장, 
아기자기하게 예쁜 공간, 비/상업미술 등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다. 예술가
들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 분들이 작업장을 비롯
해 카페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를 운영한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반경 500m 내 국내 1, 2위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으나 시장과는 시간

대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은 거의 없다. 어려운 농산물 장사로 버틴 사람
들이고 대부분 고령으로 자식들을 출가시킨 경우라 큰 수입을 바라기보다 
본인의 인건비만 벌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장사를 유지할 것이다. 기복이 있
지만, 잠 안 자고 덥고 추운 환경에서 1인당 약 15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은 
나온다고 본다. 상인들끼리는 장사로 바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송년회를 
하는 정도이다. 자비로 점포의 차양과 에어컨, 방한 비닐막 등을 설치하여 
경관의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유지/보수 관리를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면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운영이 될 수 있다. 반면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면 공익성에 
의한 재미의 하락과 세금 투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 프로
그램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융합시킬 
방법을 찾고, 사익에 관대하게 대하며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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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문래동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작가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시장의 경우,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주된 거래시간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대에도 전대
차41)로 시범적 적응기간이 필요한 신생/청년점포나 플리마켓과 같이 매
주말에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등 보조적 수단을 두
어 상시운영을 유도하여 집객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해 활성화를 꾀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래동 내 필요시설 : 주차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물론 주차장이 더 확보되면 좋겠지만, 현재 영일시장과 면한 도로(문래
로30길)는 오직 물건 떼러 오는 사람만 온다. 거래를 목적으로 잠시 주정
차하고 곧 빠지기 때문에 괜찮다. 일부 상인들이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 등 
불편을 더 가중시키기도 한다. 시장은 어느 정도 북적북적 해야 좋지 썰렁
하면 그것대로 한산해 좋지 않다.

차가 거의 못 지나갈 정도로 정체가 심한 경우는 드물고 시간대가 짧다. 
새벽 2시부터 진열을 시작해 7-10시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주통행료는 
시장이 아닌 아파트쪽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입구가 반대편인데 
구태여 돌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조금 붐빈다면 에이스 주변일 것이고 문
래역 방향으로 통행량이 많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신축된 사무동에 입주
가 완료되면 출근시간대에 더 복잡하게 될 것은 우려된다.

시장이 활발한 오전시간을 제외하면 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혼잡이 

41)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대차관계가 발생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민법 629조 1항),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
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
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초인 임대차계약이 해지(解止) 통고로 종료되었음을 전
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직접 임대
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untermiete, sublease

(법률용어사전, 2016.01.20, 이병태, 법문북스
부동산용어사전, 2011.05.24, 방경식, 부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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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말에 타임스퀘어의 지하주차장은 대게 만차되
고 진입하려는 차들로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 있으므로 이와는 별개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대상지의 지하 터파기 방식으로 물리적 
공사를 하기에 비용적 부담이 크므로, 대상지 내 행사 참여 및 유료시설 
이용시 주변 주차장(영시티, 에이스 등) 사용에 대한 요금할인계약을 맺
어 보조하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일정기간 운영해본 후 실제 
입고량과 수요를 파악해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문래동 내 필요시설 : 문화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문래예술공장에서는 창작촌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60%, 외
부인 40% 정도의 비율이다. 공장에 찾아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다원예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예술가들이 자신의 강한 생각과 
세계 즉, 에고이즘 egoism 을 주장하며 대중성이 결여된 것을 볼 수 있었
다. 일반 대중적인 것보다 자기들의 것을 우선시하며 당위성을 내린다던지, 
선점을 이유로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꺼리는 태도도 있었
다.

멘토 mento-멘티 mentee로 정착과 창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구 
작가들이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협업을 
유도하고 연합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대
끼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문래예술공
장이 창작촌과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예술 특히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작업의 특성상 개인 공간과 시간을 필요
로 하므로 쉽지 않다. 아무리 협업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방해로 
여기기도 한다.

다시금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역으로 상업적이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게 된다. 청년/
중장년층의 세대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재미가 없으면 오지 않는다. 한시적
이라도 대규모 인원이 기꺼이 방문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소위 예술의 전당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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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임차운영)
우리 밴드와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끌어들

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문신, 바
이크, 락/힙합/EDM/글로벌 게더링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GGK 등 음악, 패
션 등이다. 버드와이저 행사 때 패션을 맡았던 친구는 레이디 가가, 패럴 
등 세계적 가수에게 코디네이션을 해줬었다. ‘핫하다’는 얘기가 나올만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대선제분에서의 
행사를 인파로 꽉 채울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창작촌의 소규모 작업을 하
시는 분들과도 함께 가려고 간다. 여기에는 투자적 관점으로 문래동 내 4
개의 장소(살롱, 인형 뽑기방 등)를 임대해 운영하는 분도 포함된다. 이들
이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용적 입장을 취하되, 대규모 외
부 유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복잡개론 그 자체를 받아들이
고 있다.

악기 연습을 해야 하고 소리가 큰 음악 밴드를 하다 보니 2000년대 초
반부터 홍대, 신촌 등 여러 곳을 전전했다. 친분이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
(국내 Top 3에 드는 만큼 지역과 장소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
춤)와 함께 전국 방방곳곳의 개인 공장을 찾아다녔다. 2013년 성수동의 대
림창고에서, 2014년 가양동의 한일물류창고에서 ‘하우스 오브 반스 House 
of Vans’42)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성수동의 레이어 57과 커먼 그
라운드 두 곳에서 나눠서 진행하였다. 큰 공간에서 하고 싶지만 이러한 장
소를 가진 측에서는 높은 금액을 불러 추진하기 어렵다. 올해 대선제분에 
먼저 임대를 의뢰하였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큰 대관료를 요구해서 결
렬되었다.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나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한편, 대선제분은 주차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유곽을 거치는 미관상의 
이유, 바로 뒤 큰 백화점에 의한 진입의 어려움 등이 있어 이러한 모든 것
을 감수할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분기별로 정기공연을 하기 때문에 ‘초창
기에 대선제분 측과 적당한 금액으로 협상이 되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

42) 1966년 미국에서 론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2013년 국내 진출하였다. 액션 스포츠, 음악, 아
트, 스트리트 컬쳐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문화 이벤트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했다. 이후 글
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베를린, 홍콩, 상하이, 서울 등에서 진행하며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실
내 스케이트 파크, 상시 콘서트, 미술 전시회 등 집약적 공간 활용을 하며, 익스트림 스포츠 X-game
과 언더독 underdog를 대표하는 반항적 이미지와 강렬한 개성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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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이 든다.

대중성을 내포하고 상업성을 띄더라도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신/구, 창작촌/외부작가의 협력과 교류
를 도모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전시 등 기존형태를 파괴하거나 파격적
인 방법으로 모객할 수 있다. 뮤지션은 수시로 공연하고 밴드연습을 위
해 상시적 이용이 가능한 연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중 일부 공
간에 방음이 되고 무대장치 및 시설이 설치된 중대형 공간이 필요하다.

-  문래동 내 필요시설 : 시장 및 창작촌 등 낙후건물 존치 여부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서울에 저층 밀집지가 희소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기 때문에 건물
의 노후화와는 별개로 장점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관람/관객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경성방직 사무동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이 없다. 건축
물, 문화재 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전을 하더라도 외형을 유지하고 복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영일시장은 가볍게 둘러보는 재미로 가본 것이 전부이고, 직접 물건을 
구매할 목적으로 찾거나 거래를 한 적은 없다.

[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임차운영)
서울문화재단에서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미트 MEET(Mullae 

Emerging&EnergeTic)를 하는데 건축물 조사 프로젝트로 지원받은 분도 
계셨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 문래동에만 있는 일본식 500채 마
을을 비롯해 일본인들이 받아들인 독일식까지 특이한 양식의 건물들과 
6-70년 된 건축물 등이 많다. 아픈 역사의 단편일지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시장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구에서 도로 단속을 하면 된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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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러온 상인들에게 주차 위반을 하면 시장은 죽어버릴 것이다. 걸어서 오
는 사람 없이 거의 도매 거래라 용달차로 오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앞에 
두 시간 무료 주차이지만 이는 본인 가게 앞일 경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사가 안 되어 한 두 집이 떠나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순식간에 시
장은 없어질 수 있다. 자기 마당(야드)가 없는 좁은 길을 따라 늘어선 형
태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상인들과의 충돌 및 출혈을 각오하고서라도 공권
력을 투입해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식의 악랄한 작전을 쓰면 시장을 없
앨 수 있다. 과거 감시 카메라(CCTV)로 1년 정도 주정차 단속을 한 적이 
있었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없어졌다.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변칙이 있어 
현장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연로하고 가
난한 노인들을 단속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이는 도시재생의 
지향점과는 다른 것이다.

대부분 서울시내에 저층 밀집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건물의 노후화와 별개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 리모델
링, 해체 후 복원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거의 외형 유지하고 복
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주택 등 아픈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일어
난 화재43)들로 소방·방재 등 시설에 대한 안전과 점검이 필요하다.

43) 2018.01.27. 11시경 영일시장 최북쪽의 7개 이상의 점포가 소실되었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되었
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난방을 위한 전열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6.01.26. 토요일 16시경 5일간의 행사기간 중 마지막 날이자 제너레이션 넥스트가 열리던 중 창고 옆 
쓰레기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담뱃불 추정)해 약 20여분 만에 진화되었고, 2명이 호흡기 치료를 받
았다. 4,500천원(부동산 1,500천원, 동산 3,000천원)의 재산상 손실과 한식 목조 슬레이트가 1층 1동 1
호 1,359㎡중 40㎡(연소 점포 10㎡) 소실되었다. 건물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건물 정보를 얻기 어려워 
화재진압 작전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또한 행사장 내 6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역대 패션위크 행사 중 유일한 화재사고를 기록하는 오명을 
남겼다. 동대문 본 행사장을 오가는 셔털버스에 대한 주차 거부와 불법주차 단속으로 행사 참관을 위
한 바이어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다른 국가와 지역의 컬렉션이 민간 주도로 바뀐 반면, 서울패션위크
는 국가 주도로서 비중 있고 여론의 이목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운영과 제반 상황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선제분 쓰레기장 화재 현장전술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 2016.03.30., 영등포
구긴급구조통제단장 

한숙인 기자, 2016.03.28., 시크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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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동 내 필요시설 : 기타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문래동 작가들과 통성명을 하며 특이했던 점은 서로 인사를 하며 어떤 
일/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보다 “문래동에 터를 잡은지 몇 년 차인누구
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작가들이 지역에 우
선적으로 정착하고 선점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앞세워 누르는 듯한 뉘앙
스와 제스처에 신규 입점자들이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협업을 통한 친분형성이 아니면서, 또 비즈니스적 관계도 아닌 이상한 행
동을 보인 시기가 있었다. 문래동에 오래 생활한 사람들과 호의적 관계를 
쌓은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경향도 있었다. 이를 조정 및 보완할 
소프트웨어적 방식 즉,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물리적 시설과 별개로 지금의 창작촌을 만들고 유지시킨 초기 입주
자들과 그들의 지인으로 무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일종의 ‘선점에 의한 
과시’하는 태도를 보여 신진 입점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교류에 일부 
방해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보조 역시 친분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리더들 위주로 배분되는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신/구의 정착
을 원활히 하고 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진 작가 영입 비율 게시 등 지원
사업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  우려사항 : 문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공공] 김ㅇㅇ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주무관)

문래창작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주목하고 있다. 순수한 목적대로 예
술가들의 작업실, 공방, 갤러리 등만 있다면 임대료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맛
집 등으로 알려질수록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실제로 오래된 토박이집은 몇 없고 외지인들은 잘 모를 것이다.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이기도 한 것인데, 홍대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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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만들어진 공간을 프랜차이즈의 유입으로 자본에 의해 잠식된다는 일
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대는 끝을 달려 어렵다고는 하지
만 살아남은 곳은 그것대로, 또 다른 곳으로 간 곳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 임차/임대인들과 이후 자본의 힘을 빌린 새로
운 세입자들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래동에서는 일부 철공 기술자분들이 ‘우리를 내쫓고 있는 것은 예술가
들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역시 작은 부분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적 흐름이기 때문에 손 놓고 
도와달라기 보다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현재 
소속으로 인한 대변이 아닌 개인적 성격과 성향이 반영된 발언이다.

요즘 성수동 대림창고는 평일 3천 5백만 원, 주말 6-7천만 원의 대관료
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행사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는다. 대선
제분 역시 이러한 시세를 알고 움직일 것이다. 작년 행사의 주최 측에 따
르면 “다음에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답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간] 원ㅇㅇ (음악가, 문래창작촌 내 클럽과 타투샵 등 임차운영)
창작촌 내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하는 부동산은 두 곳이고,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한 곳은 갤러리 등 예술공간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대신 
권리금을 많이 높이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곳은 오래되어 건물주들을 많
이 알고 있어 미로 같이 재밌는 공간을 잘 연결해준다. 2층에 방 5개를 갖
추고서 보증금 400만원에 월 40만원인 곳도 소개받아 창고로 쓰고 있다. 
홍대의 중심가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겠지만, 보증금 2억에 월세 1천 5백
만 원인 것에 견주면 저렴하다. 지금 점포가 있는 건물의 지하와 2층 등 
총 3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성수동의 대림창고 역시 젊은 컨텐츠를 가진 우리들이 발굴해 공연을 하
며 알려졌는데 이제는 방송 촬영과 아우디 등 대기업의 행사장만 가능한 
곳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힘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는 현상
이기에 인정하고 감안하면서도, 다시금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로 할 수 없다는 점이 씁쓸하다. 비싸지만 하루 대관료로 
300만원 지불하는 것이 이제는 1천 5백만 원이 되었다. 유목민들처럼 움



- 77 -

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문래동에 이르게 되었다. 2003년부터 임대료의 
상승이 있다 꺾이는 일이 세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빠른 젠트리피케이션
을 겪는 곳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운영했던 홍대 극동방송국 옆의 공연장은 2003년 월세 120만원
이었던 것이 2009년 250만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뛰었다. 인디펜던
트 밴드를 하거나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성향도 일반인에 비해 낮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며 벌려고 하지 않는
다. 공연장 입장료 3-5천원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그 와중에 문을 닫을 
때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일종의 화를 표출하고자 무료로 하였다.

개인적으로 월세가 안 오르기 바라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들도 같
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막역하게 지내며 건물주가 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모두 함께 나가겠다고 대응한 적도 있다.

[민간] 이ㅇㅇ (영일시장 관리사무소 대표)
시장은 허름한 12평 상점에서 월 300만원 가까운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쏠쏠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토지주들은 팔지 않을 것이다. 매출 하락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낮은 월세이고, 임대료가 부담될 정
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3-24] 임대차 유형 모식도

근래 들어 수년간 가장 자주 회자되는 요소로서 속도와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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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문래동 역시 임대료 상승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중이
다. 특히 창작촌은 공장과 창고의 소유주와 일면식이 있는 대표적 부동
산들이 있고, 대부분 이들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보증금과 권리금을 높여 
재계약시 이전보다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는 중개사의 부추김44)에 
영향 받아 소유주 역시 보증금과 월세를 높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태
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현재 임차인과 미래의 임차인들이고 
간접적으로는 철공소 기술자들이다. 실제로 모퉁이 도로에 면할 뿐더러 
공영주차장이 지척에 있는 입지 좋은 철공소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
고, 이전을 앞둔 대표이자 기술자는 소유주와 수십 년간 좋은 임대차 관
계를 유지하며 운영하다 결국 업종을 바꾸기로 통보받았다며 심정을 토
로하였다. 이러한 퇴거가 많아질수록 철공소 기술자들과 창작촌 내 근린
생활시설 점주와 예술가들의 갈등은 커질뿐더러 고유한 정취로 여겨진 
‘공장 밀집지 속 예술마을’의 대표적 특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창작촌 활동가, 작가, 예술가들 역시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낙후돼 저렴한 지역을 찾아 정착하고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음에
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쫓는 소유주와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들에 의해 자
신들의 노력이 본인을 향한 칼이 되어 결국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떠나야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 역시 이
를 사실을 인지하고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의 방법을 강구했지
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그 한계성을 인정했다. 

이와는 달리 영일시장은 소유주와의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 30년 이
상 동일하거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 등 평이한 조건으로 임대료
를 유지하고 있었고, 도소매업의 특성상 노동력을 요하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특징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 미미하였다.

44) 임대인과 비밀리에 수수료의 비중을 임차인에게 더 많이 할당하거나 전액 부담시키기도 하고, 이면
계약을 맺는 등의 부정하고 불법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함



- 79 -

-  기타
[공공] 배ㅇㅇ (문래예술공장 직원, 창작촌 내 밴드 음악감독 겸임)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창작촌에서 활동하는 분은 3년 동안 한분 뵈었다. 
메탈 등 음악적 취향이 차이로 문래동 내 공연장을 찾아 진입하기에는 장
벽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문신과 피어싱을 한 외양적 모습 때문에 일반인
들은 무서워하기도 한다. 홍대 등에서 활동 했을 때부터의 기존 매니아 층
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문래예술공장에서는 연간, 분기별, 월간 행사가 빼곡히 진행되고 있다. 
비단 이 곳 강당과 갤러리에서만의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관계기관에
서 협조요청을 받아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준비를 한 곳도 바로 여기이
다. 성황리에 마쳤다 하니 뿌듯하고 보람 있다. 현재 1층은 본래 설치미술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서 공구와 연장을 비롯한 장비가 놓여 있는데, 이를 
문래동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industrial design을 모티브로 해 일부로 노
출시키며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전통, 다문화, 사운드 아트, 외국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이 있을 것이다.

문래예술공장에서의 전시는 문래창작촌 기반의 작가들의 전시가 외부인
사의 일반대관보다 많다. 2011년부터 '미트 MEET(Mullae 
Emerging&EnergeTic)'로 인근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맵 MAP(Mullae Arts Plus)’은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당창작아
케이드의 작업실과 남산예술/창작센터의 성격을 겸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카페 겸 홀, 녹음실, 영상편집실, 최대 한 
달간 묵을 수 있는 예술가 호스텔 등이 있어 외국 작가들의 방문도 잦아 
가장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이ㅇㅇ (예비적사회기업 대표, 문래창작촌 내 목공방 운영)
철공소와 협업이 잘 이루어지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감히 협업이라고 

칭할 수 없다. 수십 년 독보적인 기술을 연마한 장인과 아이소핑크-목형-
주물-모래집-쇳물로 이어지는 작가의 작업은 단가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
이다. 철공소, 사장님보다 존중의 의미가 담긴 ‘머시닝밸리’, ‘엔지니어’로 
불리기 바라신다. 샤링(대형 철 절단), V컷팅(절곡/홈파기), 레이저(전기/
물) 등 흔히 간판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사전으로 정리하였다.



- 80 -

[민간] 박ㅇㅇ (문래동 내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공장/창고 중개)
한마디로 후진 동네라 개발이 잘 안 된다. 영등포구 지도를 보면 한마디

로 걸레다. 직설적이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한다.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하
나의 좋은 그림이 안 나왔다. 강남과 같이 반듯하고 멋있게 해야 한다. 강
남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 목동 1-14단지는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다. 
쾌적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 싱가포르
처럼 공장이라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
무원들이 할 일이다.

기타 의견을 통해 문래예술공장의 위치, 역할, 한계 등 속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창작촌 작가들의 철공소 기술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
과는 별개로 방문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되는 듯한 시선, 출사지로 인기
를 끌며 기계 작업 중 주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진 촬영 등 
오버투어리즘45)에 의한 피해 역시 해결되어야할 부분이다. 비단 창작촌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옷차림과 꾸밈 등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길거리 흡
연과 담배꽁초 투기 등 사소한 행동들로부터 계층간 이질감에서 나아가 
불편함을 드러내는 철공소 종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커뮤니티 상
호에 대한 이해와 이를 조정·완화하는 기능으로서의 공공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의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선형의 관람형태(헬로우 문래, 미나길 
등)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규모 길거리 연주/공연은 그 나름대로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 여전히 주민들은 다양한 장르를 향유하기 
원했다. 문래동 내 대형 이벤트 공간의 부재와 이를 전제로 한 집객력이 
큰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 평이한 외관디자인의 공공 
문화원에 대한 흥미 저하, 소유주인 대선제분측의 폐쇄성 등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원하는 것은 영등포구에 현존하는 지역
산업문화유산으로서 대선제분 부지의 개방과 사익이 존중된 공공문화예
45)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환경 생태계 파고, 교통 혼잡, 주거난, 소음 공해, 쓰레기 증가, 지가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지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현상 overtourism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02.27.,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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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문래동 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포함하여 시장 상인, 창작촌 내 점포운영자, 아파트 주
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총 35명의 유효한 답을 얻었다. 아래는 성별, 연
령, 거주지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표 3-9] 모집군

그룹 수
행사 방문객 14

시장 상인 7

창작촌 관계자 6

아파트 주민 8

계 35
  

[표 3-10] 성비

성별 수
남성 15

여성 19

계 35  

[표 3-11] 연령

연령 남 여 계
20대 1 5 6

30대 4 6 10
40대 2 2 4

50대 5 3 8
60대 0 3 3

70대 3 1 4
계 15 2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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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봄,가을) 있는 행사장 방문객이 가장 많았고, 여성이 의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연 이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통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대의 응답이 전체의 30%를 넘었고, 50대, 20대순이었
다.

이어서 전체 모집군을 대상으로 한 공통질문이다.

1. 문래예술창작촌만의 독창적인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3-12] 문래동 특성(복수응답 허용)

특성 수
작은 골목길 12

벽화 3
소규모 작업장 11

철공소와의 혼합용도 21
기타 1

 

[표 3-13] 문래동 특성의 세분(복수응답 허용)

특성
수

행사 방문객 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작은 골목길 6 2 4 0

벽화 1 1 0 1
소규모 작업장 5 2 2 2

철공소와의 혼합용도 8 6 2 5
기타 0 0 1 0

 

철공소와 카페, 음식점 등 이질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 한데 있다는 
것을 가장 독창적인 특성으로 꼽았다. 작은 골목길에 밀집한 소작업장이 
뒤를 이었고, 문래창작촌을 소개하는 홍보글에 실리는 벽화를 선택한 사
람은 가장 적었다. 창작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근방에서 통근하는 
20대 청년의 경우 큰 특징이 없다는 대답을 기타 의견으로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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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래동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표 3-14] 문래동의 불편사항(복수응답 허용)

불편사항 수
대중교통 5

주차 15
단차/차량겸용 보행 4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8
앉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부족 5

무대 등 대형공간의 부재 2
계단/출입부 등 주변건물의 노후화 12

기타 3

[표 3-15] 문래동의 불편사항 세분(복수응답 허용)

불편사항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대중교통 4 1 0 0

주차 4 5 5 1

단차/차량겸용 보행 1 0 1 2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2 1 3 2

앉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부족 3 1 1 0
무대 등 대형공간의 부재 0 0 1 1

계단/출입부 등 주변건물의 노후화 5 2 2 3
기타 1 0 1 1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계단 및 출입구의 미관
이 보기 좋지 않아 선뜻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다. 더불어 화장
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역시 불편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장 
상인들과 창작촌 관계자들은 절대적 주차 공간의 부족과 도로를 점유한 
불법 주정차와 단속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한 주변의 민원과 이
웃가게들과의 갈등 또한 있다며 토로하였다. 창작촌은 구청에 건의하여 
문래근린공원에 공용주차장이 구축되었지만, 6차선의 도로를 건너야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하였다. 기타 오래된 하수구와 
특히 창작촌 내 재래식 (또는 수리되었더라도) 화장실을 여러 가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정화조 청소시의 악취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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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이 타그룹에서 복수로 제시되었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3. 문래동 내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표 3-16] 문래동 내 부족시설(복수응답 허용)

부족시설 수
업무 1

교육 15
문화 11

체육 5
학교 2

공원 3
상업 3

주거 2
기타 8

 

[표 3-17] 문래동 내 부족시설 세분(복수응답 허용)

부족시설
수

행사 방문객 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업무 1 0 0 0

교육 4 0 1 5
문화 7 0 3 1

체육 3 0 0 2
학교 0 0 0 2

공원 1 1 1 0
상업 2 0 0 1

주거 1 0 1 0
기타 0 7 0 1

시장 상인들을 제외한 조사 참여자들은 교육과 문화시설을 1, 2순위
로 택하였다. 문화시설의 경우 영등포 문화원 장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장 상인들의 경우 생업을 위한 주정차 장소 마련
이 가장 시급하다며 압도적으로 기타 의견으로 내었다. 이는 인접한 국
공립 문화예술회관으로는 문래예술공장이 직선거리 1km 내에 있으나, 
창작촌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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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또한 영등포아트홀의 경우 문래역에서 반경 1.5km 내에 있으나 
대규모 공연과 유료 행사로 대중성이 부족해 방문 의사나 경험이 적다고 
답하였다.

4. 향후 문래동은 정비계획(부분적 보존을 지향하는 수복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우려됩니까?
[표 3-18] 문래동 개발 시 우려사항(복수응답 허용)

우려사항 수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이전 13

현재 정취의 상실 11

지역 고유의 특성 상실 14
기타 5

[표 3-18] 문래동 개발 시 우려사항 세분(복수응답 허용)

우려사항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이전 6 2 2 3

현재 정취의 상실 4 4 2 1
지역 고유의 특성 상실 4 2 5 3

기타 1 1 0 3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점포를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점, 그로 인한 현재 정취가 사라질 것
이라는 응답이 고루 나왔다. 인근 주민들은 철공소와 창작촌이 낙후되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개발
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찬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할 것이 없다는 기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곧 영업장과 거
주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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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대선제분 부지는 복합산업문화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
역 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표 3-19] 대선제분 부지의 기호시설(복수응답 허용)

기호시설 수

창업지원공간 5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11

준공공임대주택 5

문화예술창작공간 18

카페, 음식점 등 4

기타 2
 

[표 3-20] 대선제분 부지의 기호시설 세분(복수응답 허용)

기호시설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창업지원공간 1 0 3 1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5 3 3 0

준공공임대주택 3 0 1 1

문화예술창작공간 9 2 3 4

카페, 음식점 등 1 2 0 1

기타 0 0 0 2

기호시설은 2017년 영등포구의 사전조사 당시 용역회사의 예시안에 
속했던 것들로서, 대선제분부지에 인접하고 실질적 이용객이 될 여지가 
높은 모집군의 응답이 기대되었던 항목이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이 가장 
많고,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이 뒤를 이었다. 현재 문래창작
촌의 영향이 더욱 확장되고 대형전시 및 축제가 펼쳐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거리 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적고 가족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확보되었으면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영일시장이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
리되지 않아 철거되었으면 한다는 재생과는 상반되는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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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개발로 선호되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
습니까?

[표 3-21] 대선제분 부지 개발시 선호 또는 우려점(복수응답 허용)

선호 또는 우려점 수
통행량 증가 23

다양한 시설 입점 15
부동산 가치 상승 9

용도의 중복으로 경쟁력 약화 7
기타 6

 

[표 3-22] 대선제분 부지 개발시 선호 또는 우려점 세분(복수응답 허용)

선호 또는 우려점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통행량 증가 5 6 5 7

다양한 시설 입점 7 1 3 4

부동산 가치 상승 5 1 0 3
용도의 중복으로 경쟁력 약화 2 1 2 2

기타 0 4 1 1

응답자 대부분이 대선제분 부지 일대가 개발된다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에 대해 공통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주말에 타임스퀘어로 진
입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도보권 내 근린상업
시설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 볼거리와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색
하면서도 특히, 시장 상인들은 주차난이 가중되어 식자재를 옮기고 나르
는 공간을 뺏기며 단골손님들을 잃을 수 있다는데 부정적 의견이 많았
다. 창작촌과 경계를 둔 아파트 주민보다도 행사차 문래동을 방문한 인
근 지역민들이 개발로 인한 부동산가치 상승에 호의적인 감정을 비췄다.

다음은 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문
이다. 행사 참여자의 경우 대다수 영등포구 주민이지만 문래동의 범위를 
벗어나 직접적 관련도와 이용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먼 지역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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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도 있어 제외하였다.

7. 문래동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및 개선과 이전 및 철거 중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표 3-23] 정비계획 수립시 선호 방향(양자 택일)

선호 방향 수

존치 및 개선 16

이전 및 철거 5

계 21  

[표 3-24] 정비계획 수립시 선호 방향 세분(양자 택일)

선호 방향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존치 및 개선 - 6 6 4

이전 및 철거 - 1 0 4

시장상인과 창작촌 작가의 경우 문래동에 생업의 기반을 두었기 때
문에 존치 및 개선이 당연시되었고, 결과 또한 그러함을 보여준다. 다만 
아파트 주민 역시 이전 및 철거와 대등한 답변을 한 점이 특징이다. 더
불어 현재 장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일시장이 얼마나 더 오
래 갈 수 있겠느냐 반문하며 내 세대까지 가능할 것이고, 시장을 비롯한 
쪽방촌, 철공소 등 낙후된 곳들은 이전부터 그랬듯이 타지역으로 이전·
철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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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에 대한 고려로서 시 또는 구의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차이를 느끼시는지 여부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3-25]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 고려 여부(양자 택일)

차이점 수
유 9

무 12
계 21

기타 의견 제시 9
 

[표 3-26]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 고려 여부 세분(양자 택일)

차이점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유 - 3 3 3

무 - 4 3 5
기타 의견 제시 - 4 1 2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재생, 수복형 개발 등 
기존의 시설 중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국공 기관의 
방식과 접근 태도에 대한 차이점을 물었다. 모집군 내 직업, 연령에 상
관없이 다른 점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영리 활동을 등한시하는 
(예술)작가에 대해서도, 또 정보 습득이 빠른 청년들의 조합 설립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은 있는 반면, 창작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
한 불만을 토로하는 중장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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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 3-27]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사항(복수응답 허용)

필요사항 수
현장조사 11

회의, 공청회 10

정보전달 6
기타 4

 

[표 3-28]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사항 세분(복수응답 허용)

필요사항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현장조사 - 5 3 3

회의, 공청회 - 3 4 3
정보전달 - 4 1 1

기타 - 1 1 2

정비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조사와 회의 
및 공청회가 우위를 다퉜다. 시장 상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시장이 활
발히 운영되는 시간대와 혹서기/혹한기에 실태조사를 나와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 하는 장
사의 특성과 새벽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이른 출퇴근과 영업시간을 
고려해 정보전달도 일대일로 대면하고 쉽게 풀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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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비계획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 
얻습니까?

[표 3-29] 계획 및 사업의 정보전달 매체(복수응답 허용)

정보전달 매체 수
소식지 4

현수막 7

온라인 6
지인 4

기타 8
 

[표 3-30] 계획 및 사업의 정보전달 매체 세분(양자 택일)

정보전달 매체

수
행사 

방문객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아파트 

주민

소식지 - 0 2 2

현수막 - 0 3 4
온라인 - 0 3 3

지인 - 1 1 3
기타 - 6 1 1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
리의 현수막과 포털 뉴스와 기사 등 온라인, 구청의 신문과 지인과의 대
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은 시장 주변 식당이나 번영회 및 관리
사무실 임직원 등을 통해 전해 듣는 편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구체적 내
용보다는 부정확하고,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정보도 많아 신뢰하기 어렵
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서 모집군별 개별 질문으로서 행사 방문객(A)과 아파트 주민
(D)에게 물었다.



- 92 -

11. 문래역과 영등포역 주변(타임스퀘어 등)을 얼마나 자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표 3-31] 문래동 일대 이용 횟수

월
수

행사 

방문객

아파트 

주민

1회 미만 1 0

1~4회 8 3

5~8회 4 2
9회 이상 1 3

소계 14 8
합계 22

[표 3-32] 문래동 일대 목적(복수응답 허용)

목적

수
행사 

방문객

아파트 

주민

대형마트 9 6

쇼핑 9 5

외식 4 3
영화, 문화생활 3 2

기타 2 2

[표 3-33] 문래동 일대 교통편(복수응답 허용)

교통편

수
행사 

방문객

아파트 

주민

도보 6 4
대중교통 7 5

차량 운전 2 1
 

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행사 방문객들은 문래역을 비롯한 타임스
퀘어 일대를 월 1-4회, 장보기와 쇼핑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로 
다녔다. 문래역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은 월 9회 이상의 매우 잦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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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월 1-4회가 동일하게 개표되었고, 역시 장보기와 쇼핑을 위해 마을
버스와 도보로 다녔다.

다음은 시장상인(B)과 창작촌 내 종사자(C)에게 물은 몇 가지 질문
들이다.

12. 당 점포를 몇 년째, 몇 시간씩 운영 중입니까?

[표 3-34] 점포 운영 기간

년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년 미만 1 1

1-10년 2 5

10-20년 2 0
20년 이상 2 0

소계 7 6
합계 13

응답한 시장 상인들 중 한 가게만 4개월 전 양천구 신월동에서 옮겨
왔을 뿐 대동소이하게 이어졌다.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기간을 제하고 스
스로만 22년을 영업한 가게, 50대 중반임에도 35년을 한 자리에서 운영
한 곳 등 평균 16년 6개월을 유지하였다. 반면 창작촌은 7개월 전 개업
한 곳을 제외하고는 문래예술촌의 형성 역사에 부합하는 1-10년이 가
장 많았고, 산술적으로 3년 6개월의 기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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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점포의 임차인이시라면 얼마에 임대하고 있습니까?
[표 3-35] 점포 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천만 원 미만 3 0

1-2천만 원 1 4

2천만 원 이상 1 2
자가 소유 1 0

[표 3-36] 점포 임대료 월 금액

월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백만 원 미만 1 1

1-2백만 원 5 4
2백만 원 이상 1 1

보통 영일시장은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에 월 1백만 원의 내외의 저
렴한 임대료를 유지하였다. 약 20㎡(6평)의 가게를 기준으로 이 공간의 
절반을 사용하는지 또는 배에 달하는 큰 점포인지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졌다. 응답자 중 한 점포는 자가로 소유한 경우로서 (상가 
번영회 및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10% 내외라 하였고, 이
들 중 대부분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었다. 임차인들은 대게 10
년 이상의 장기적 운영을 해왔기에 처음 임대인과 계약했을 당시의 조건
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인들은 시장 자체가 
부흥하는 곳이 아니고 미래에 철거를 염두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
들을 제외하고서 새로 유입되거나 운영이 바뀔 점포는 없을 것이라 말하
였다.

창작촌의 경우 영일시장보다 근래에 형성되었고, 역세권에 근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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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1-2천만 원에 월 1-2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응답이 
많았다.

14.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월 임대료가 변동했습니까?
[표 3-37] 월 임대료 변동 금액

월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십만 원 미만 5 4

1십-5십만 원 2 2

5십만 원 이상 0 0

시장과 창작촌 모두 2년 전에 비해 임대료의 변동이 미미하여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할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15. 지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표 3-38] 지출 대비 임대료 비중

월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0% 미만 4 3

10-20% 3 3
20% 이상 0 0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0% 내외였고, 운영자 입장
에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장사의 특성상 인건
비의 비중을 줄어야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12시간 내외의 고강도 노
동과 점포를 잠시도 비울 수 없어 행동의 제약이 많은 점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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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매출이 변동했습니까?
[표 3-39] 매출 변동 사항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상승 + 0 6

동일 = 2 0

하락 - 5 0

시장은 매출이 하락하였고, 30-50% 줄었다 답하였다. 이전에 월 1
천 5백만 원의 매출이었지만 현재 5백만 원 가량 줄었다는 구체적인 응
답도 제시되었다. 한편, 창작촌의 경우 모두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대조
적인 모습을 보였다.

17. 매출 변동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40] 매출 변동 요인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지역민 2 3

외지인 5 4

영일시장은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 외부인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했
지만, 창작촌은 지역민과 외지인의 소비가 엇비슷하게 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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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향후 얼마나 오래 현 점포를 유지할 예정입니까?
[표 3-41] 점포 희망 유지기간

수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종사자

1년 미만 0 1

1-5년 1 2
5-10년 3 2

10년 이상 4 2

시장상인들은 10년 이상 스스로의 신체가 온전할 때까지 운영하고 
싶다고 하였고, 창작촌 내 종사자들은 문래동의 미래를 점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10년 내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아래는 시장상인(B)에게만 물은 몇 가지 질문들이다.

19. 점포 내에서 취급하는 종류와 품목(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표 3-42] 점포 내 취급 품목(복수응답 허용)

영일시장 상인

야채 3

과일 1

수산 2
기타 5

 

간판명으로 추산했을 때에는 청과의 비중이 높지만 응답자들은 고춧
가루, 젓갈, 건어물, 소금, 기름, 공산품 등 기타에 많이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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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점포 매출 중 도매와 소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표 3-43] 점포 내 도/소매 비중

영일시장

상인

수

도매 소매

25% 미만 0 6

25-50% 0 0
50-75% 1 1

75-100% 6 0

도매와 소매의 비율이 80:20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취급품목에 따
라 50:50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확실한 점은 도매의 비중이 높은 시장으
로서 지역주민의 이용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21. 다른 시장에 비해 부족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표 3-44] 시장 내 부족 시설(복수응답 허용)

영일시장 상인

주차 7

창고 0
화장실 등 공동편의시설 2

냉난방시설 2
차양 등 외부시설 3

단연 주차공간의 부족이 압도적이었지만, 화장실이 시장 중앙에 있
으나 협소하고 낙후돼 맞은편 대형건물의 것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 차양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장자리에 비닐을 덧대어 실내창고의 연장
선, 즉 적재·적치공간이자 상품을 진열하는 곳으로 쓰이고 거래가 이루
어지는 장소라 보도로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논하였다. 또한 냉난방시
설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각 점포에 따라 만족한다는 응답과 혹서/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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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힘들다는 의견 등 개인의 차이가 컸다.

22. 향후 대선제분 일대 개발 시 입점할 카페, 음식점 등에 식자재 
납품 협약을 맺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3-45] 지역 내 납품 방식 선호 여부

영일시장 상인

선호 3

비선호 4

예상 매출

상승 1

변동 없음 4
하락 2

    

시장 상인들은 이미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마
주한 대선제분에 요식업이 입점한다고 해도 소량을 취급하는 것이 더 신
경쓰이고 노동의 연장이 될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매출은 변동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다음은 창작촌 내 종사자(C)에게만 물은 몇 가지 질문들이다.

23. 당 점포를 문래창작촌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3-46] 문럐창작촌 선택 이유(복수응답 허용)

창작촌 종사자

예술밀집지 2

저개발지 3
저렴한 임대료 2

지인 등 연고지 1
직장/주거 근접 1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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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응답자들은 문래동이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예술촌으로서의 고객 흡인력을 매력적 요인으
로 꼽았다.

24. 문래동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바랍니까?
[표 3-47] 희망 공공지원 사항(복수응답 허용)

창작촌 종사자

주차 4

화장실 등 공동편의시설 2
조경 등 외부시설 1

테마/행사 개최 1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 1

기타 0

창작촌 역시 주차 공간의 부족을 우선시 하였고, 이어 공동편의시설
의 확충과 조경공간 조성 등 인프라의 정비, 지역프로그램 활성화를 통
한 집객력 향상 등 운영과 관련된 것을 모두를 택하였다.

25. 타임스퀘어 내 근대건축물이자 등록문화재인 경성방직 사무동 
카페 이용여부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3-48] 지역 내 근대건축문화재 이용 여부와 선호도

창작촌 종사자

유 4

무 2

긍정 4

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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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부지를 두고 마주한 근대건축문화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
고, 단편적일지라도 이러한 보존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답하였다. 
다만 건물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운치 있고 좋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
들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전주 한옥마을처럼 옛것과 거리의 정비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26. 영일시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40년 전통재래시장
으로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 3-49] 영일시장 이용 여부 및 선호

창작촌 종사자

유 4

무 2

존치 및 개선 4

이전 및 철거 2
    

더불어 소매의 형태로서 영일시장도 이용해 보았고, 존치하고 개선
했으면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창작촌 내에서 운영되는 한 부부의 
식당은 시골의 가족이 농사짓는 배추, 무, 파를 제외하고서 고추, 콩, 감
자, 고구마, 대추 등 많은 야채를 영일시장의 여러 업소와 거래해 폐점 
전에 사서 재료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표 3-50] 설문조사 항목 정리

민간
행사

방문객

아파트

주민

영일시장

상인

창작촌

관계자

물리정보

정보 습득 경로 ● ●
과거 이용 경향, 빈도 ● ●

특성, 선호, 불편사항,
부족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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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인터뷰를 통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대선제분 

부지 일대는 그 규모와 지리적 특성, 개발 가능성, 그리고 토지소유주와
의 협의 등으로 복작하게 관계들이 얽혀있다. 사업을 확정지어 대중에게 
발표되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정과 대략적 내
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 사업의 성격상 경제
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별개로, 일반인이 아
닌 해당 구청의 도시과에도 계획을 언제, 누구와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모 사업을 위해 ‘제안을 위한 또 다
른 제안’으로 이중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참고 또는 반영여부는 드물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경우 정부의 체계에 따른 업무 범위와 영역으로 

점포 유지기간, 운영시간 ● ●
취급품목 ● ●
임차 여부, 비용 ● ●
임대료 변동 ● ●
지출 대비 임대료 비중 ● ●
매출 변동 여부, 요인 ● ●
희망 유지 기간 ● ●
도/소매 비율 ●
타시장 대비 부족 시설 ●
납품 협약 희망 여부 ● ●

개발계획

개발시 우려사항 ● ● ● ●
지역특성 반영 희망 시설 ● ● ● ●
개발 후 장/단점 ● ● ● ●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 ●

창작촌 기능 이전 선호 ● ● ●

근대건축물 이용 여부 ● ● ●

재래시장 이용 및
존치/이전 택일 ● ● ●

공간이해

문래동 존치/이전 ● ● ● ●
도시재생 방향 전환 이해 ● ● ● ●

계획 수립시 필요사항 ● ● ● ●

계획 정보 입수 경로 ● ● ● ●
주변지역 이용 빈도,
목적, 수단, 경로 ● ● ● ●

일반 성별, 연령, 주소,
거주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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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소통창구가 미비하고 참여가 제한되는 점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선제분을 경계로 한 구역의 각 집단의 리더들은 과거에 그
랬듯이 ‘조사한다고 다녀간 후 감감무소식’일 것이고 진행이 어려워 결
국 무산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특히 영일시장의 경우 하나의 필지지만 
점포 쪼개기를 통해 두 개의 상점이 운영되는 양상이 있었으며, 10여 세
대가 안 되지만 점유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판잣집)들이 대선제분 부지
와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장의 토지 소유주들은 노령
이거나 상속받은 가족들이 많아 임차인에게 동일하거나 부담이 가지 않
는 계약으로 장기간 운영되는 형태였고, 중장년층의 상인들 역시 허락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설문조사로 비추어 봐 실
제 지역민들의 이용은 떨어지지만 존치시키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 주를 이뤘다.

문래창작촌은 시장에 비해 늦은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해 10여년을 
거치며 작업공간과 상권이 형성되어 임대료의 수준은 시장에 비해 높으
나 아직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년
부터 중장년층에 이르는 소상인들은 10년 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고, SNS 등 매체를 통한 문래동의 집객으로 인해 매출상승이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지역 내 정착 기간
에 따른 기존과 신규 입점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소상인에 대한 보호보다 앞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만, 세대별 정보의 습득에 대한 불평등과 변화하는 매체 기술과 활용
의 어려움 등 여러 사항들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을 구성
해 받는 지원에 대해서도 중장년층은 조직원이 되기 어렵고, ‘공유’에 대
한 개념의 이해와 실질적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인적 
대상에 대한 지원 즉,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보다 주차장 부지마련, 재
래식 하수체계와 공용시설확충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원하기도 
하였다.

문래창작촌이 예술 전반을 다룬다고 하지만 장르에 있어서는 미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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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 국한되어 있어 미디어 및 사운드 아트, 연극, 공연 등 더 다양화
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대학로 연극, 홍대 클럽, 성수동 
수제화거리 등 대표하고 명명할만한 특징이 부족한 점을 한계로 들었다.

공통적으로 과거의 정비계획에 비해 도시재생으로서 달라진 방향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인접한 곳에서의 회의와 공청회로 투명한 과
정과 결과를 전달받기를 원했다. 길거리 요지의 현수막, 포털 기사와 홈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소식지, 게시판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였다.

[표 3-51] 지역수요조사의 종합

분류 내용

계획

과거
영일시장 : 과거 정비사업시행 중 철거와 보상에 있어 행정기
관과 충돌하고 피해를 입어 불신
문래창작촌 :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거 이전

현재

영일시장 : 쇠퇴 및 침체기, 적치물에 의한 불편한 보행 및 가
로환경미화, 오전 출근시간대 주정차로 인한 혼잡 등 필요
문래창작촌 : 중장비 기계가 많은 철공소 특성상 계획 추진 어
려움, 근린생활시설의 번영 및 확장기

계획 방식 존치 및 개선

변화 인식 도시재생에 대한 차이 인지 못 함

필요사항 현장조사 및 회의, 공청회

정보 매체 현수막, 온라인, 종이 소식지 등

물리

특징 철공소와 공방, 소상점 등 혼합 용도와 작은 골목길 조직
불편사항 주차장 부족, 계단/출입부 등 건물의 노후화

부족시설 교육, 문화시설

우려사항

지역성 상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이전
영일시장 : 관행에 의존한 동결 또는 약소한 상승
문래창작촌 : 느리지만 진행 중. 중개사의 부정 지도·단속, 
용도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생 협약

선호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선호/기피 통행량 증가로 인한 혼합, 다양한 시설 입점으로 발전의 순기
능

외지인
유입

에이스테크노타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영시티 등 업무시설
유동인구 : 1일 10만명 이상, 30-50대 남녀 다수 6만명 초과
9시부터 20시까지, 특히 14시와 19시에 집중

인문사회

주식회사
대선제분

40여년 가까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외부자봊을 투입해 전면철거방식으로 대규모개발계획 무산, 
지역민의 신뢰도 하락

커뮤니티 
역량

창발적 예술마을 문래창작촌과 체험형 강좌의 문래예술공방
자발적, 봉사의 자이아파트 부녀회, 동연합 미드타운 온라인 
카페, 마을계획단

대상지 내 선착순 한정 조건의 무료 초대/유료로 입장제한을 둔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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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유치

층을 타깃
20-40대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홍보 주
트랜드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미숙한 운영, 부족한 위생시설과 대기실, 화재 및 낙하 등 안
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요구됨

행동양식

방문 빈도 월 1-4회 이용

목적 대형마트, 쇼핑

이동방식 도보, 대중교통

점유

기간 1-10년 다수
영일시장 : 10, 20년 이상 고른 분포

비용
영일시장 : 보증금 1천만 원 내, 월세 2백만 원 이하
문래창작촌 : 1-2천만 원, 월세 2백만 원 이하
2년 전에 비해 임대료 소폭 상승 또는 동결

임대료 
비중 지출 대비 10% 내 > 10-20% 순

매출 변화 영일시장 : 하락
문래창작촌 : 상승

변동 요인 영일시장 : 외지인 감소
문래창작촌 : 외지인 증가, 지역민 일부 증가

희망 
유지기간 10년 이상, 5-10년 순

영일시장

야채(청과), 곡류, 건어물, 수산 등 다양
도매 비율 80% 이상
상인들 응답 : 주차장, 차양 등 건물 내/외부 시설 부족
대상지 일대 납품 협약 의사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함

창작촌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예술촌이 창업지로 
적합
주차장 확보, 화장실 등 공동편의시설 구축
산업문화유산 이용경험 있고, 긍정적
영일시장에서 매매했었고, 존치 및 개선에 찬성

제안

주체 지역에서 활도 중인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시민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 우선

방향
획일적 행정구분 지양,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 개발 경험자 구
성, 시장 존치·개선에 대한 논의 및 방법 강구(법·제도 활
용)

공간구성 다양한 장르 수용, 중/대형 공연장 및 공간 구현, 독창적인 근
린생활시설

유지관리 수익창출 우위, 창작촌의 자립성 도모, 폐점 시간대의 시장의 
운영계약

필요시설

주차 공용 주차장의 물리적 증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
업 홍보 및 확대

문화
예술성/대중성/상업성의 균형 맞추기, 협력·교류 프로그램 유
치, 연합 전시장 및 상설 음악연습스튜디오 마련, 개방적 대형 
공간 구축

시장존치 희소성, 역사적 가치 보유한 저층밀집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타 창작촌 지원사업 선발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요구

기타

차별성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흥미 유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문래예술
공장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기능 및 역할 부여
행사 성격에 기반한 관람 형식의 선택적 적용(선형, 군집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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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행방안 및 계획

제 1 절 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그림 4-1] 수요조사 결과와 계획의 목표

대상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수요조사의 결과를 반
영하여 대선제분 부지의 공공문화거점으로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세부적으로 첫째, 공장이전으로 방치된 시설의 개방으로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하며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킨다(Revitalizing). 둘째, 
다양한 연령, 세대, 이웃이 공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든다
(Communication). 셋째, 기업의 수익창출과 공공성의 균형을 통해 지속
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유지한다(Sustainability).



- 107 -

2. 기본방향

[그림 4-2] 기본 방향과 전략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해 확보한다. 
첫째, 물리·환경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문래동과 영등포동을 통과·연

결하고 대상지 내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한다(Link). 기
존에 주거, 상업, 업무, 유통 및 근린생활에 위치해있지만 대상지의 폐쇄
로 단절되고 낙후되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둘째, 사회적 혼합을 통해 평등함을 지향한다(Social Mix, Equity). 
지역 특성상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위치해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
민들의 입장과 수요 역시 복합적이다. 특정 매체, 연령, 직업에 따라 지
역사회 현안을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도 정보의 습득이 차이를 빚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공공의 계층 차등적 지원으로 이어져 공정성에 의문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회복·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문화·예술적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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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조직·도모하여 지역의 일환으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도시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Abundance of a 
city).

[그림 4-3] 프로그램 도출

제 2 절 프로그램 및 운영주체
1. 프로그램

지역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비중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
적, 인문·사회적 이해와 대상지에 대한 관찰과 문헌 등을 참고하여 현황
을 조사하였다. 대상지 일대의 지역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그룹을 대
표하는 인물들과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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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프로그램 체계와 규모

2. 접근동선 및 공간
- 접근동선
삼각형의 부지의 서쪽 영일시장과의 담장을 철거하고 대상지 내부로 

남북축의 보행로를 개설하여 시장 전용으로 쓰이는 도로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시장건물의 옥상으
로 연결된 계단실을 개방하여 앞에 설명한 남북 보행로와 접할 뿐만 아
니라 문래역 방향으로의 통행을 확보하여 현재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도록 
하였다. 동쪽의 주출입구는 후퇴시켜(set back) 작은 삼각섬을 만들어 
보행을 용이하게 하고, 후에 영등포고가도로가 지하화 되었을 때 지상의 
도로를 건너기 위한 대기공간으로의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 문래역으로 
향하는 자이아파트 경계보도는 미나길 벼룩시장과 5일장이 열리는 곳
(현재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선형 공간)과 이어져 집객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의 부출입구 역시 창작촌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1만여 명
이 근무하는 업무시설과 마주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주차는 북쪽 현재 임시 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의 진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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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한다. 추후 예산 확보시 대지 안 부지에 램프를 통해 지하 터파
기로 구축하고, 중앙 광장을 선큰 가든으로 변환 가능하여 선택할 수 있
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그림 4-5] 예상 접근동선

- 공간 구상
대상지는 크게 중앙의 공공 공간, 동쪽의 전시 및 교육, 서쪽과 남쪽

의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된다. 삼각형 부지가 기존의 창고 등 건축물로 
둘러싸인 형태라 자연스럽게 중정이라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형성
된다. 하여 중앙광장을 겸한 야외무대로서 중대형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동쪽 주출입구의 경비실을 방문자 센터로 하여 사무실 및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쪽 영일시장의 
계단실을 터서 마련된 접점은 부출입구로 보행 통로로서 접근의 용이성
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서쪽의 경인로 이면도로
와 접하는 꼭지점은 보행 통로의 남쪽 끝이다. 대지 내 대형창고의 한쪽 
끝을 박공지붕형태를 살린 필로티로 개조해 쌈지소공원으로 조성·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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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46)하여 추후 증축 또는 리모델링시 혜택을 확보하고, 공공의 집결지
로 사용되도록 한다. 향후에 지하를 공사하게 되면 북쪽 차량 진출입에
서부터 중앙 광장에까지 이르면 사무동 건물의 지하 공간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6] 공간구상과 구성

3. 운영주체
대상지 인근의 타임스퀘어 쇼핑몰과 영시티는 대지조성 후 신축이 

이루어진데 비해 대선제분부지는 토지매입의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민
간 소유의 대지에 보존을 주요 골자로 하여 추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
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또한 영등포구에서 확보한 공공
재원 중 일부만을 투자할 수 있고, 주요 수익원의 창출과 환수 역시 민
간사업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합동형 프로젝트 

46) 사유재산을 기부서를 받고 국가에 무상양도하여 운영권, 수익원 제공, 용적률/건폐율 완화, 높이 인
센티브 등 조례에 의거한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다. Land 
Donation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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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싱(이하 Project Financing Vehicle)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제2장 제2절의 공공·민간결합 문화공간 조성 사례와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약제도 등 공공기여 및 
기부를 최대한 이끌어내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증가에 따른 증축 
등)를 지급한다. PFV의 단점인 초기 출자금의 부족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 및 장기 상환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폐산
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워크숍, 컨설팅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정에서의 역할
을 이행한다.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을 일부 유치하여 지역연계사업
을 지원하며, 민간의 사업자가 PF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허가에 있어 지체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공
공문화시설의 성격은 문래동의 지역적 특성과 창작촌의 예술가 및 활동
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주민과 시민 거버넌스의 참여를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며 피드백을 통해 보완·개선하도록 한
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 장
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활성화의 주축을 이룰 수 있으므로 중
요하다.

[그림 4-7] 사업체계



- 113 -

제 3 절 종합
1. 활용방안 제시

그동안 개발사업이 재정적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되
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물리적 공사가 필요한 지하 터파기로 주차장 건설과 중
앙 광장의 선큰 가든으로의 변용 등은 운영을 하며 다시 활용도 및 수요
조사를 하고, 그동안 발생한 수익을 축적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림 4-8] 수직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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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안

[그림 4-9] 공간의 활용

새로 개설되는 서/남쪽 출입구의 담장과 공장 건축물 일부의 철거를 
제외하고, 가급적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한다.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
로 설명하면, 싸일로는 밴드/클럽 공연장, 부피가 큰 설치미술 등의 전시
장과 전망대로, 그 아래 제분공장은 창작공간과 단기거주가 가능한 스튜
디오로 사용한다. 동쪽의 1, 2호 창고는 현재와 같이 1층에 경비실과 미
화를 위한 곳으로 두고, 잠시나마 도시재생홍보관이 있었던 2층에는 방
문객 센터로 대상지를 소개 및 안내함과 동시에 대선제분의 역사 기념관
적 성격을 겸하도록 한다. 남쪽 8, 9호 창고의 서쪽 끝은 부분철거 또는 
필로티로 테라스를 조성하여 부출입구로 및 소공원과 연계되어 시각적 
개방감과 쾌적함을 제공하도록 한다. 노조 사무실과 더불어 주 용도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내부 중정을 향해 창을 내어 관망할 수 있도록 한
다. 서쪽의 정미공장은 보행로를 두고 영일시장과 마주하기 때문에 청년
점포, 플리마켓 등 길거리 상점 street market들로 상업의 기능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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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7호 창고, 식당/취사장과의 사이에 문래창작촌을 향한 서쪽 부출
입구가 생기는데 이벤트 홀을 겸한 아트리움으로 활용할 수 있다. 3-6
호 창고는 동주민센터와 가깝고 또 다른 부출입구를 낼 수 있어 커뮤니
티 시설을 삽입하여 각종 모임과 교류 및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다. 대상지의 가운데에 사각형의 저수조(분수)가 있는데 이는 중앙 광장
을 위해 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하여 대형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10] 평면도

3. 경관
다양한 시설과 다른 층고의 건물들이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

에 주변건물에서 주/부출입구를 방면으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사일로와 박공지붕, 소/중/대형 공간이 서로 다른 계층을 이
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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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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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의의 및 종합
사업의 주체 변경(단독에서 민관 협력으로), 오래된 건축물 및 공장

시설을 포함한 대상지의 특성, 과거에 추진하려던 (대규모 전면철거 후 
신축)개발방식의 철회로 인한 방치와 최근의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하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도 다수이기에 여
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는 문래동 나아가 영등포구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대형공장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근현대 지역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뤄야 
하는 의무감과 중대함을 가진다.

더욱이 행정기관과 계약을 통한 용역조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주변지
역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래동의 지역성(부족하고 
또 필요한 시설 등)을 이해하고 수요를 파악한 것은 실증적 사료로서 활
용할 수 있다.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공공문화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
늠한 계획안을 제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낡고 오래된 것은 흉물로 여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주요공장지대로 발전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
고 당시의 산업현장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근래 유
행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Industrial design의 원형으로 보존과 개조
의 방법으로 신/구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 문화재생사업
으로서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리며 과거의 공간을 재해석함
과 동시에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재현하는 것은, 나아가 산업유산의 장
소성과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 인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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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 및 향후 과제
대선제분 부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15년 가까이 폐쇄되어 지역 내

에서 고립된 일종의 섬처럼 존재하였다. 2017년 6월부터 서울시의 ‘영등
포 도심권(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서 대상지의 산업유산으
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영등포 공장의 민관협력형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2022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의 기간
이 책정되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에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스케일이지만 
대상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부의 조사와 이해로부터 시작하
였다.

본 연구의 절대적 표본수가 적고, 점유하고 있는 지역공간에 따라 
분류한 응답자들이 그 지역과 그룹의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여기기에 부
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에 의한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진행
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대선제분 부지 영등
포 공장의 민관협력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주변부 이해관
계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용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앞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관련 법·제도의 활용(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 지상권, 환매, 환지, 전대차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 이 
논문이 발판이 되어 구체적 제도 및 지침 등 실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
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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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as a public cultural hub

based on local demand surveys
 

This study covers the whole area of theDaesun Flour Mill site among 
the revitalization projects of urban revitalization in Yeongdeungpo Based 
on the demand survey of the local community that is used adjacent to 
the site, I will explore the possibilities as a public cultural base of the 
propose a utilization plan.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we could 
understand the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activation stage of 
Yeongdeungpo-gu and understand the location /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site in the plan. I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nd space through observations and field surveys, and found 
connections with industrial heritage sites.

Then, I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communities to extract physical, human, and social factors. First,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members, and 
public sector is divided into city, province, and province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The private sector is divided into the people living in 
the space occupied by the place and the geographical area, and divided 
into the target area, the market merchant, the creative village artist and 
the small business owner, and the apartment dweller. I asked about the 
space, such as the preference or concern due to the physical ques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faciliti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acking 
facilities, the transfer of the function of the creative village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market. In addition, it includes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maintenance plan and the transmission media, so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the pla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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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industrial arts and culture facility.

As a result, they wanted to be revitalized / revitalized through the 
opening of the facilities that had been relocated to the factory and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surrounding facilities. By the past 
conflict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reduced.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expansion of off-line activities (meetings, flea 
markets, sociological conferences, donations, etc.) and system 
construction of Mullae Art Creation Village It is voluntary and 
progressive. However, we wanted to communicate as many 
stake-holders as possible, and expressed a thirst for popular and 
diverse cultural genres. It was used to derive the program and was 
linked to the composition of the circulation and the space by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accessibility. In addition, I sought 
social blending as a place of coexistence and aimed to provide the 
richness of cities with cultural and artistic diversity and mutual respect. 
In addition, I will continue to make use of the balance between 
corporate profitability and publicity, and consider step-by-step options 
for long-term self-management. I proposed landscape modeling at each 
entrance of the proposal, and I were able to see how it would work in 
the present city.

Key words : Factory relocation site, local community, public cultural 
base, modern industrial cultural heritage, urban regeneration
Student Number : 201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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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지역주민용)
본 설문은 대선제분 부지 일대 계획과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양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 중입니다. 설문은 귀하의 동의하에 실시되며,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연구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분석 후 자동파기 됩니다. 감사

합니다.

서울대학교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석사과정 문제희 올림

질문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일

반

성별

연령

현 거주지에서의 체류기간

남자( ) 여자( )

만 세

시 구 동, 년 월

물

리

1. ‘헬로우 문래’ 행사를 어떻게 알게 되

셨습니까?

2. 과거 문래동의 행사, 공방, 카페, 음식

점 등을 참석하신 경험이 있다면 몇 번

이나 이용하셨습니까?

3. 과거 문래동의 행사, 공방, 카페, 음식

점 등을 참석하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4. 문래예술창작촌만의 독창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5. 문래동에서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6. 문래동에 부족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7. 향후 문래동은 정비계획으로(부분적

보존을 지향하는 수복형) 개발될 예정으

로 무엇이 우려됩니까?

8. 향후 대선제분은 복합산업문화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

9. 향후 대선제분 일대가 개발될 때 무

엇이 선호+ 또는 우려- 되십니까?

1. 구청 소식지( ) 현수막( ) 포스터( )

온라인/ SNS( ) 지인 소개( ) 기타( )

2. 행사( ) 공방/갤러리( ) 카페( ) 음식

점( ) 호스텔( ) 기타( )

3. 먼 거리( ) 방문 및 이용의사의 부재

( ) 시간적 여유의 부재( )

4. 작은 골목길( ) 벽화( ) 소규모 작업

장( ) 철제상가, 카페 등의 혼합용도( )

기타( )

5. 대중교통( ) 주차( ) 단차/차량겸용

보행( )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

앉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부재( ) 무대

등 대형공간의 부재( ) 계단/출입부 등

주변건물의 노후화( ) 기타( )

6. 업무( ) 교육( ) 문화( ) 체육( ) 학

교( ) 공원( ) 상업( ) 주거( ) 기타( )

7.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타지역 이전( )

현재 정취의 상실( ) 지역의 고유한 특

성 상실( ) 기타( )

8. 창업지원공간( )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 준공공임대주택( )

문화예술창작공간( ) 카페, 음식점 등(

) 기타( )

9. 통행량 증가( ) 다양한 시설 입점( )

부동산 가치 상승( ) 용도의 중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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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대선제분 일대 개발이 거주지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

니까?

11. 향후 대선제분은 한국의 테이트모던

을 목표로 성수동 대림창고, 부산 F1963

등과 같이 리모델링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창작촌의 기능이 이전하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타임스퀘어 내 근대건축물이자 등록

문화재인 경성방직 사무동 카페 이용여

부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영일시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40년 전통재래시장으로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14. 문래동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및 개

선과 이전 및 철거 중 어떤 것을 선호하

십니까?

15.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에 대한

고려로 시/구의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17. 정비계획/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18. 문래역과 영등포역 주변(타임스퀘어

등)을 얼마나 자주, 어떤 목적으로 이용

하시고, 어떻게 가시는지 우측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답변 주십시오.

월 ( )회 마트/장보기( ) 쇼핑( ) 영화(

) 서점( ) 기타( ), 도보( ) 차량( ) 대

중교통( )

경쟁력 약화( ) 기타( )

10. 긍정( ) 부정( ) 의견( )

11. 긍정( ) 부정( ) 의견( )

12. 유( )회 무( ) 긍정( ) 부정( ) 의

견( )

13. 유( )회 무( ) 존치 및 개선( ) 이

전 및 철거( )

14. 존치 및 개선( ) 이전 및 철거( )

15. 차이(있다 +, - /없다) 의견( )

16. 현장조사( ) 회의/공청회( ) 정보전

달( ) 기타

17. 소식지( ) 현수막( ) 온라인( ) 지

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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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시장상인용)
질문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일

반

성별

연령

현 거주지에서의 체류기간

남자( ) 여자( )

만 세

시 구 동, 년 월

물

리

/

공

간

1. 당 점포를 몇 년째, 몇 시간 운영 중

이신가요?

2. 취급하는 종류와 품목(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3. 도/소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4. 점포의 임차인이시라면 얼마에 임대

하고 계신가요?

5.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임대료가 변동

했습니까?

6. 지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7.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매출이 변동했

습니까?

8. 매출 변동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9. 향후 얼마나 오래 현 점포를 유지할

예정이십니까?

10. 타시장에 비해 부족한 시설은 무엇

입니까?

11. 과거 문래동의 행사, 공방, 카페, 음

식점 등을 참석하신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12. 과거 문래동의 행사, 공방, 카페, 음

식점 등을 참석하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문래예술창작촌만의 독창적인 특성

은 무엇입니까?

14. 문래동에서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1. ( )년 ( )개월, ( )시부터 ( )시까지,

휴무( )

2. 야채( ) 과일( ) 수산( ) 기타( )

3. 도매( )% + 소매( )% = 100%

4. 보증금( )천 만원 월( )만원

5. 보증금( )천 만원 월( )만원 상승(

) 하락( )

6. 임대료( )% + 인건비( )% + 공과

금( )% = 100

7. 월 ( )만원 상승( ) 하락( )

8. 도매( ) 소매( ) 상승( ) 하락( )

9. ( )년 ( )개월 희망

10. 주차( ) 창고( ) 화장실 등 공동

편의시설( ) 냉·난방시설( ) 차양 등

외부시설( )

11. 행사( ) 공방/갤러리( ) 카페( )

음식점( ) 호스텔( ) 기타

(__________)

12. 먼 거리( ) 방문 및 이용의사의 부

재( ) 관심은 있으나 시간적 여유의 부

재( )

13. 작은 골목길( ) 벽화( ) 소규모 작

업장( ) 철제상가, 카페 등의 혼합용도(

) 기타( )

14. 대중교통( ) 주차( ) 단차/차량겸용

보행( )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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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래동에 부족한 시설은 무엇입니

까?

16. 향후 문래동은 정비계획으로(부분적

보존을 지향하는 수복형) 개발될 예정으

로 무엇이 우려됩니까?

17. 향후 대선제분은 복합산업문화시설

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

18. 향후 대선제분 일대가 개발될 때 무

엇이 선호+ 또는 우려- 되십니까?

19. 향후 대선제분 일대 개발시 입점할

카페, 음식점 등에 식자재 납품 협약을

맺어 공급하는 방식에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20.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및 개선과 이

전 및 철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21.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에 대한

고려로 시/구의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23. 정비계획/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정

보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부재( ) 무대 등

대형공간의 부재( )계단/출입부 등 주변

건물의 노후화( ) 기타( )

15. 업무( ) 교육( ) 문화( ) 체육( )

학교( ) 공원( ) 상업( ) 주거( ) 기타)

16.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타지역 이전 (

) 현재 정취의 상실( ) 지역의 고유한

특성 상실( ) 기타( )

17. 창업지원공간( )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 준공공임대주택( ) 문

화예술창작공간( ) 카페, 음식점 등( )

기타( )

18. 통행량 증가( ) 다양한 시설 입점(

) 부동산 가치 상승( ) 용도의 중복으로

경쟁력 약화( ) 기타( )

19. 긍정( ) 부정( ) 의견( )

20. 존치 및 개선( ) 이전 및 철거( )

21. 차이가 (있다 +, - /없다) 의견( )

22. 현장조사( ) 회의/공청회( ) 정보전

달( ) 기타( )

23. 소식지( ) 현수막( ) 온라인( ) 지

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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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창작촌 종사자용)
질문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일

반

성별

연령

현 거주지에서의 체류기간

남자( ) 여자( )

만 세

시 구 동, 년 월

물

리

/

공

간

1. 당 점포를 몇 년째, 몇 시간 운영 중

이신가요?

2. 점포의 임차인이시라면 얼마에 임대

하고 계신가요?

3.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임대료가 변동

했습니까?

4. 지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5. 2년 전에 비해 얼마나 매출이 변동했

습니까?

6. 주이용객은 어떻게 됩니까?

7. 매출 변동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8. 창작촌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

까?

9. 향후 얼마나 오래 점포를 유지하길

희망하십니까?

10. 문래예술창작촌만의 독창적인 특성

은 무엇입니까?

11. 문래동에서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12. 문래동에 부족한 시설은 무엇입니

까?

13. 문래동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바

라십니까?

1. ( )년 ( )개월, ( )시부터 ( )시까지,

휴무( )

2. 보증금( )천 만원 월( )만원

3. 보증금( )천 만원 월( )만원 상승(

하락( )

4. 임대료( )% + 인건비( )% + 공과금(

)% =100

5. 월 ( )만원 상승( ) 하락( )

6. 지역민( )% + 외지인( )% = 100%

7. 지역민( ) 외지인( ) 증가( ) 감소(

의견( )

8. 예술밀집지( ) 저개발지( ) 저렴한

임대료( ) 지인 등 연고지( ) 직장/주거

근접( ) 기타( )

9. ( )년 ( )개월

10. 작은 골목길( ) 벽화( ) 소규모 작

업장( ) 철제상가, 카페 등의 혼합용도(

) 기타( )

11. 대중교통( ) 주차( ) 단차/차량겸용

보행( )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 앉

고 쉴 수 있는 벤치 등 부재( ) 무대 등

대형공간의 부재( ) 계단/출입부 등 주

변건물의 노후화( ) 기타( )

12. 업무( ) 교육( ) 문화( ) 체육( )

학교( ) 공원( ) 상업( ) 주거( ) 기타(

)

13. 주차( ) 화장실 등 공동편의시설( )

조경 등 외부시설( ) 테마/행사 개최( )

지역연계교육(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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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향후 문래동은 정비계획으로(부분적

보존을 지향하는 수복형) 개발될 예정으

로 무엇이 우려됩니까?

15. 향후 대선제분은 복합산업문화시설

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

해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

16. 향후 대선제분 일대가 개발될 때 무

엇이 선호+ 또는 우려- 되십니까?

17. 향후 대선제분 일대 개발이 문래창

작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18. 향후 대선제분은 한국의 테이트모던

을 목표로 성수동 대림창고, 부산 F1963

등과 같이 리모델링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창작촌의 기능이 이전하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타임스퀘어 내 근대건축물이자 등록

문화재인 경성방직 사무동 카페 이용여

부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영일시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40년 전통재래시장으로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21.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및 개선과 이

전 및 철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22.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에 대한

고려로 시/구의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정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24. 정비계획/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정

보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14.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타지역 이전 (

) 현재 정취의 상실( ) 지역의 고유한

특성 상실( ) 기타( )

15. 창업지원공간( ) 청년점포를 포함한

영일시장 재생( ) 준공공임대주택( ) 문

화예술창작공간( ) 카페, 음식점 등( )

기타( )

16. 통행량 증가( ) 다양한 시설 입점(

) 부동산 가치 상승( ) 용도의 중복으로

경쟁력 약화( ) 기타( )

17. 매출에 영향 (있다 +, - /없다) 의견

18. 긍정( ) 부정( ) 의견( )

19. 유( )회 무( ) 긍정( ) 부정( ) 의

견( )

20. 유( )회 무( ) 존치 및 개선( ) 이

전 및 철거( )

21. 존치 및 개선( ) 이전 및 철거( )

22. 차이가 (있다 +, - /없다) 의견( )

23. 현장조사( ) 회의/공청회( ) 정보전

달( ) 기타( )

24. 소식지( ) 현수막( ) 온라인( ) 지

인( ) 기타( )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문헌조사 
	1.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2. 선행연구 
	3. 연구의 필요성 

	2절. 공공민간결합 문화공간 조성 
	1. 사례 조사 
	2. 법제도 검토 


	제3장 지역수요조사를 통한 공공문화프로그램 도출
	1절. 대상지 현장 조사 
	1. 대상지 위치 및 개요 
	2. 대상지 연혁 
	3. 대상지 일대 활용 계획의 변천 

	2절. 대상지 현황 분석 
	1. 물리적 분석 
	2. 인문사회적 분석 
	3. 분석의 종합 

	3절. 지역수요조사 및 결과 
	1. 인터뷰 
	2. 설문조사 
	3. 종합 


	제4장 실행방안 및 계획
	1절. 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2. 기본방향 

	2절. 프로그램 및 운영주체 
	1. 프로그램 
	2. 접근동선 및 공간 
	3. 운영주체 

	3절. 종합 
	1. 활용방안 제시 
	2. 계획안 
	3. 경관 


	제5장 결론
	1절. 의의 및 종합 
	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startpage>13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04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6
  1. 연구의 범위  06
  2. 연구의 방법  07
  3. 연구의 흐름  08
제2장 이론적 고찰 10
 1절. 문헌조사  10
  1.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10
  2. 선행연구  10
  3. 연구의 필요성  13
 2절. 공공민간결합 문화공간 조성  14
  1. 사례 조사  14
  2. 법제도 검토  21
제3장 지역수요조사를 통한 공공문화프로그램 도출 25
 1절. 대상지 현장 조사  25
  1. 대상지 위치 및 개요  25
  2. 대상지 연혁  27
  3. 대상지 일대 활용 계획의 변천  31
 2절. 대상지 현황 분석  35
  1. 물리적 분석  35
  2. 인문사회적 분석  41
  3. 분석의 종합  54
 3절. 지역수요조사 및 결과  55
  1. 인터뷰  55
  2. 설문조사  81
  3. 종합  102
제4장 실행방안 및 계획 106
 1절. 기본계획  106
  1. 계획의 목표  106
  2. 기본방향  107
 2절. 프로그램 및 운영주체  108
  1. 프로그램  108
  2. 접근동선 및 공간  109
  3. 운영주체  111
 3절. 종합  113
  1. 활용방안 제시  113
  2. 계획안  114
  3. 경관  115
제5장 결론 117
 1절. 의의 및 종합  117
 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0
부록  12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