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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경제와 도시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지역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서,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도시에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라는 문구가 자주 회자되며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역 내 버려지거나 방

치된 산업시설을 예술과 문화를 통해 재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재생

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와 정부 주도의 유휴산업시설 재생 사업은 지역성과 운

영관리체계의 유동성이 배제된 천편일률적인 문화공간을 양산하고 있어 공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연구의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는 인천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될 예정이며, 최근 이곳에 대한 운

영사업의 주체로 민간기업인 CGV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CGV에서 제안한 공간의 

구성을 보면 50% 상업시설, 30% 공용면적, 20% 공공기능 시설로, 2017년 9월 국

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 당시 인천시가 계획서에 적시한 수익

기능 비율 28.5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만큼의 공공기능의 비율이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지역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인천항 곡물

창고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여에 따른 공간의 공공적 성격 악화와 

지역 상권 쇠퇴 우려로 상상플랫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인천

항 곡물창고부지의 문화적 공간 재생과 활용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항 곡물창고부지를 대상으로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재

생의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재생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하며 지역 주

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을 통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재생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이해를 구

축한 뒤, 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에 

대한 이슈와 잠재력, 니즈 분석, 그리고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계획 방향

을 설정하였다. 

이는 첫 번째, 대상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예술 참여 및 교류의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디자인, 두 번째, 지역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 프로그

램 구상, 세 번째, 민・관의 상생적 파트너쉽을 통한 효율적 공간 운영관리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공간은 산업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지역성을 

유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하는 목적에 따른 기능적 적합성, 지역적 특

성과 지역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공간 프로그램, 지역민과, 예술가, 그리고 관광객

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전개될 수 있는 운영관리 프로그램이 부합되는 공간

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유휴산업시설, 문화공간, 문화적 도시재생, 인천항 곡물

창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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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기대효과와 우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경제와 도시 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라이프스

타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지역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

두되면서,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아트

팩토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서울로 7017, 마포 문화비축기지, 그리고 세운상

가 등 한국 근대 산업화의 역사를 대변하는 산업시설들을 활용하여 공간을 재

생하였으며, 기존의 ‘없애고 새롭게 짓는’ 개발방식에서 ‘고치고 재활용하

는’ 재생방식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세운상가1) 문화비축기지2)

[그림 1-1] 서울시의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공간재생 사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도시에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

대’라는 문구가 자주 회자되며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역 내 버려지

거나 방치된 산업시설을 예술과 문화를 통해 재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

고 지역재생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1) 사진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 사진 : 서울시청 서울사랑 홈페이지 http://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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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와 정부 주도의 유휴산업시설 재생 사업은 지역성과 

운영관리체계의 유동성이 배제된 천편일률적인 문화공간을 양산하고 있어 공

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문화공간화된 유휴산업시설이 문화적 재생 관점에

서 과연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과 우려

지금까지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공간 재생사례는 주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왔다. 이

에 민간기업의 자본 유입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관리의 관여는 공공의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

도를 통해 공간재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공공이 진행하였던 천편

일률적인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유휴산업시설을 좀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

을 입힌 다채로운 공간으로 재생 및 운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나 

재생된 공간의 성격이 자칫 상업적으로 강조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기존 유휴산업시설의 문화공간

화에서 노출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는 인천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

인 상상플랫폼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될 예정이며, 최근 이곳에 

대한 운영사업의 주체로 민간기업인 CGV가 선정되었다.4) 하지만 CGV에서 제

안한 공간의 구성을 보면 50% 상업시설, 30% 공용면적, 20% 공공기능 시설로, 

2017년 9월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 당시 인천시가 계획

서에 적시한 수익기능 비율 28.5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만큼의 공

공기능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 이에 현재 지역시민단체 및 

3) 이순자, 장은교(2010), “근대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국토연구』5권

4) 곽안나 “원도심 살릴 상상플랫폼, CJ CGV에 맡겨”, 『인천뉴스』 (2018-07-23)

5) 양순열 “CJ CGV에 특혜 주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해야”, 『인천뉴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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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인천항 곡물창고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여에 따

른 공간의 공공적 성격 악화와 지역 상권 쇠퇴 우려로 상상플랫폼 사업의 전

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의 문화적 공간 재생과 활

용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문화공간화된 산업시설이 과거 쇠퇴하고 버려진 산업시설에 비해 경관적, 

이용적 측면에서 개선된 형태임은 틀림없으나,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과연 이

러한 공간들이 실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인천항 곡물창고부지를 대상으로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재생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하며 

지역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을 통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재생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유휴산업시설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시 내 

문화공간화된 산업시설들을 탐구하고 고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며, 민

과 관, 그리고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주도하는 진정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무엇

인지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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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유휴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재생사업을 이해하고 쟁점을 파

악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문화공간화된 

유휴산업시설을 다룬다. 그리고 연구내용의 계획을 위한 대상지로 과거 인천

내항으로 들어오는 곡물을 저장했던 창고였으며, 현재 인천신항으로 기능이전 

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산업시설인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 및 주변 부지를 

설정하였다.

문화공간화된 유휴산업시설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분석

▼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

·현장 조사 및 분석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 제시

[표 1-1] 연구의 범위

인천 내항 1,8부두 전경6)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 부지7)

[그림 1-2] 인천항 전경

6) 사진 :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2018-02-28)

7) 사진 : 조기정, 중앙일보,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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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지 및 인천항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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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 뒤, 

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의 사례를 조사

하고 현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에 대한 이슈

와 잠재력, 그리고 니즈 분석을 종합하여 대상지 계획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

고, 이를 토대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단계 1

서론

연구의 배경/목적/의의

연구의 범위/방법

문헌/ 

현장조사 / 

인터뷰 / 

심층 인터뷰



연구단계 II

이론적 

고찰

유휴산업시설 재활용에 대한 고찰

·유휴공간 재생 계획의 전개

·유휴산업시설 재생의 배경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효과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실태

소결



연구단계 III

대상지 

니즈 및 

공간 분석

대상지 현황

대상지 니즈 분석

사례분석

소결


연구단계 IV

대상지 

기본구상 

및 계획

인천항 곡물창고부지 문화공간화 계획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운영 관리방안


결론

[표 1-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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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1절 유휴산업시설 재활용에 대한 고찰

1. 유휴공간 재생 계획의 전개

‘유휴공간’은 쓰지 아니하고 놀린다는 뜻의 ‘유휴’와 ‘공간’이 합쳐

진 합성어로, 사람의 이용이 부재하여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뜻한다. 곽수정 

(2007)은 유휴공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상징적 의

미를 지닌 시대적 산물로서 용도변경 및 변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은 

공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 버려진 공간, 쓸모없는 공간, 노

는 공간, 죽은 공간, 그리고 폐공간을 언급하였다. 이덕진 (2014)은 유휴공간을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의 특별한 사용 없이 방치

된 공간 혹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간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최진욱 (2016)은 유휴공간을 변화하는 도

시환경과 부재한 도시계획에 의해 방치되거나 저이용, 미활용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정의 내려진 유휴공간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외면으로 버려지거나 방치

되어 낡고 노후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휴공간은 도시 계획 및 

도시 산업 구조, 탈산업화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환경 변화로 도시 내 유

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유휴공간이 가지는 역사적, 상

징적, 공간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새롭게 재생하고자 하는 요구가 확산되었

다. 유휴공간 재생에 대한 대상, 활용용도, 그리고 방법은 시간에 따른 사회적 

가치 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다양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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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1990년대 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지역 학교

의 통폐합과 도시의 취학 아동 감소,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 폐교가 발생

하기 시작했고, 공공 시설의 경우 지방인구의 감소 및 민원 서비스의 혁신, 그

리고 행정구역의 개편 및 체계 변화로 유휴화된 공공시설이 곳곳에서 발생하

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재생 계획이 일찍이 전개되어왔다. 근대건축물의 경

우 2001년 등록 문화재가 도입된 이후 건축물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생계획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 

도시팽창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본 기능을 상실한 산업시설의 재생 가치

가 ‘산업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재인식되며 재생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유휴공간에 대한 재생 용도는 주로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여가생

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예술창작공간 등

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및 시설로써 계획되고 있다. 재생 방법의 경우, 초기에

는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새롭게 변경하여 재활용하는 용도변경과, 

공간을 구성하기위한 시설 및 건축물의 외 ․ 내부 변경, 그리고 공간 내 새로

운 동선 구성 등의 건축기법이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용도변경과 건축기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리노베이션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새롭게 재생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를 가진 운영 프

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면서 문화 ․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8)

본 연구는 유휴공간 재생계획 전개과정을 통해 드러난 유휴산업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문화적 재생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상지

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에 대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김현주(2013), 도시재생 맥락에서의 유휴 산업시설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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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휴공간 재생 계획의 전개 (김현주(2013),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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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산업시설 재생의 배경

산업화 시기 산업시설은 생산과 수출, 그리고 인력 고용 등 사회의 전반적

인 경제 활동에 깊게 관여한 핵심 요소로서,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9) 그러나 20세기 이후 기존 생산 중심

의 사회에서 정보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팽창되는 등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때 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

를 하였던 산업시설은 기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유휴

화되었다. 이러한 유휴산업시설은 시간이 지나 점점 낙후되어 도심쇠퇴를 일

으켰으며 도시 미관 저해와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지역의 발전에 부정적 영

향을 끼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휴산업시설은 도시환

경 및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로 주목되었으

며, 이를 대상으로 문화공간화하여 지역의 경제,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를 회

복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산업유산’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며 유휴산업시설은 그저 

기능을 다해 버려지거나 방치된 시설 및 건축물이 아닌 산업화의 역사성과 장

소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써 재인식되며 이를 재생 및 활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휴 산업시설의 재생과 활용의 배경에는 크게 

도시팽창과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문화적 재생의 요

구, 그리고 유휴산업시설의 가치의 인식을 들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도시 팽창과 산업구조의 변화

초기 유휴산업시설의 재생은 개별 창고 및 공장에 대한 물리적 개조와 용도 

변경으로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 재생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및 시설이 조성되었으

9) 김정후(2014), “문화를 활용한 산업단지의 진화”, 『산업입지』 52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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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산업시설들은 공간, 구조, 재료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을 통해 기능에 맞게 재생되었고 산업시설에 경제적 요소에 의

한 산업시설의 재생이 19세기에도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다.10)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설은 본 기능

이 상실되었으며 팽창된 도시에 방치되어 버려진다. 초기에 도시 외곽을 중심

으로 형성되었던 산업시설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시 내부로 편입되었으며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산업시설들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외부 요소들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 방치된 산업시설은 환경오염 및 주변 노동자 주거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여, 

경제ㆍ문화ㆍ산업ㆍ환경 등의 복합적 도시 침체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11)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각 도시 내 산재되어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 및 개선하고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 도시 팽창에 따른 산업시설의 이전과 유휴화

(문경진, 2010, 재구성)

▮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요구

산업, 농업 등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사회는 20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며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방치되어 버려진 유휴산업시설은 도시의 경제 

10) 김정후(2013),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건축과 도시공간』 12권, p.88

11) 문경진(2010), 유휴 산업시설 컨버전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
문, 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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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쇠퇴를 야기하였지만, 현재 이들을 재생하여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유휴산업시설은 21세기 창의 산업의 구축으로 지역 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도시를 성장시키는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일 중심의 삶보다 문화와 여가 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며 12) 감성적 공간에 대

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버려지고 퇴화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흔적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안에

서 공간의 역사성과 시간성을 느끼며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남들보다 안목

이 높음을 드러내는 행위로 반영된다.13) 이러한 가치는 유휴산업시설을 문화

와 예술을 체험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재생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유휴산업시설에 대한 문화적 재생 요구는 도시 

재생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형성되었으며, 시민들의 가치관, 소비 성향 등

의 트랜드 변화로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 2-3]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곽수정, 2007, 재구성)

12) 곽수정(2007),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

13) 송혜진 “폐허의 재발견”, 『조선일보』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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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산업시설의 가치 인식

그동안 유휴산업시설은 도시 구조의 변화와 지역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철거되어 왔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휴산업시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요소로 인식

되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로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생산・제조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산업시설물은 20세

기에 들어서며 과거의 시대상과 기술력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 있는 유산으로 

여겨졌으며, 재생을 통해 공간 안에 내재된 역사성과 지역성을 드러내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14) 다른 장소들과 구분되는 

지역의 독특한 특성은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산업건축물과 현대적 요소들

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시설은 과거 본 기능에 의해 형성되었던 구조, 공간, 재료 등의 건축적 

요소를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경제 절감 효과는 물

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매개공간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설명된다.15) 또한, 오랫동안 국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였던 거점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만큼 철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있고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재생하였을 시, 해당 지역의 활

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재평가되고 있다.16)

유휴산업시설의 가치 인식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재생 가능성 뿐 아니라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시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

로 각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여

겨지고 있다.

14) 김정후(2013),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건축과 도시공간』 12권, p.88-89

15) 이다운(2011),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16) 성종상(2005),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 그린과 문화를 통한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7권,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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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효과

▮ 지역의 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

유휴 산업시설은 물리적 형태의 건축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과거 산업화시

대의 기억과 도시, 그리고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문화・상

징적 의미를 내포하는 시대의 산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할

을 한다.17) 또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함께 장소적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재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의 정

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이다.

장소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유휴산업시설 대부분은 기존의 기능을 상실 

한 채 방치되어 범죄 및 슬럼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에 문화라는 기

능요소를 더하고 이를 통해 범죄 및 슬럼화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주체의 사업들은 도시 및 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필수

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국가와 도시는 무한 경쟁 속에서 지역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유휴산업시설은 지역 사회에서 문화 공간으로 재생되어 장소성과 문화 예술

적 기능요소가 더해졌을 때 역사적 상징성과 보편성을 얻게 된다. 이는 지역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며, 확립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

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8)

 

▮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17) 조연주(2011),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 문화공간으로 컨버전한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18) 조덕진(2008),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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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와 예술의 관광효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

광 사업은 대규모 자본의 유입 없이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어 타 사업과 비

교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및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직

결된다.

또한 지역 내 문화 공간의 조성은 고용 창출 및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도 경

제 활성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특히 경제와 문화 간의 밀접한 관계는 특정 

공간 및 장소와 결합했을 때 더해지며, 공간 및 장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19)

관광산업은 특정 도시 및 지역의 경제를 위해 특유의 문화와 역사를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경제와 문화가 특정 공간 및 장소에서 결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관광 수입을 위해 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여 상품화한 

문화 공간인 박물관이 그 예이다. 오늘날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노동형태

의 변화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며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문화 관광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

다.

 문화는 단순히 넓은 의미로의 삶의 방식이나 좁은 의미로의 예술적인 활동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의 핵심 기반으로서 기

능한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을 특정 공간 및 장소로 끌어당겨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제공한다.

▮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현재 시민들의 여가취미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

황에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지역 유휴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고, 이것

19) 최현숙(2009), 문화시설에서 나타나는 도시재생 사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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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정체성 확보와 도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

회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문화공간인 지역 박물관과 전시관 등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

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간 내 전시 및 교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문화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이처럼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은 지역의 문화 환경을 발전시키는 

거점 역할로써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 도시 전체를 업그레이

드 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 공간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문화공간의 운

영 책임 관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성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욕구와 소비성향에 중

점을 두어 문화공간의 문화적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확대하여 새로운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다.20) 

2절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문제점

2018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업을 통해 조

성된 문화공간 12곳을 답사하였고, 각 사업주체 기관 및 운영·관리자에 요청

하여 각 문화공간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2018년 8월 기준) 답사와 

자료을 수집한 문화공간은 다음 [표 3]과  같다. 정보 노출 및 법적인 문제 등

으로 도면 열람이 불가능한 문화 공간의 경우 답사, 인터넷 및 신문 기사, 기

20) 상동,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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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문헌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부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슈를 드러내고자 했다.

문화공간화 

사업명
문화공간 주소 답사일

인천광역시

미술문화

공간사업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해안동 1가)
2018.06.18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

금천예술공장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2018.08.05

신당 창작아케이드
서울시 중구 마장로 87 

신당지하쇼핑센터
2018.06.16

성북 예술창작센터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 3길 17 2018.06.05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10길 3 2018.07.18

문래예술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0번지
2018.08.16

홍은 예술창작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 2길 14 2018.07.20

서교 예술실험센터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2018.08.05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대구예술발전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2018.08.26

대구 수창2017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길 32 2018.08.26

나주 나빌레라 나비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 1길 93 2018.08.29

부천 아트벙커 B39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63-4 2018.08.30

[표 2-1]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공간 답사 및 자료 수집

오늘날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은 생산, 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다목적 성격으로서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예술가의 창작활

동, 시민의 일상적 여가취미 활동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창조 공간이

며,21) 예술가의 창작 공간, 주민의 여가 및 취미 공간, 지역커뮤니티 공간, 문

화예술교육 공간, 그리고 주민 휴게 및 편의 공간 등 예술가와 지역주민을 위

한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21) 이다운(2011),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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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공간 구성
기능별 공간 구성 내용

예술가의 창작공간

예술가 작업실, 전

시 및 공연장, 세미

나실, 휴게 공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 및 작품 발표를 

위한 공간, 예술가들의 휴식 및 교류 공간

주민 여가 및 취미 

공간

주민 공동 작업실, 

다목적 홀, 전시 및 

공연장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적극적인 참

여 활동을 위한 공간

지역 커뮤니티공간
레스토랑, 카페, 세

미나실, 휴게 공간

지역 주민의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유도하는 공간

문화예술 교육공간
교육실, 다목적 홀, 

주민 공동 작업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

로그램 운영 공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

인, 주부 대상)

주민 휴게 및 편의 

공간

민원서비스 공간, 

무인 자전거 대여

소, 카페, 레스토랑, 

아트샵

주민들에게 문화적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

공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공간

기타 공간
공용 공간, 

운영 및 관리 공간

로비, 홀, 복도 등 공용 공간의 활용을 통한 

방문자의 관심 및 흥미 유도와 지역 문화공

간의 특성에 맞는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간

[표 2-2]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공간 구성

예술가의 창작 공간 주민의 여가 및 취미공간 지역 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 교육 공간 주민 휴게 및 편의 공간 기타 공간

[그림 2-4]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공간 구성 

(대구예술발전소, 나주 나빌레라 나비센터, 문래예술공장) 



- 19 -

위와 같이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된 문화공간은 기능 및 프로그램에 의

해 다양한 공간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문화공간 중 하나인 박물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된 공간 속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관광객

들 간의 자연스러운 문화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인 소통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저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맥락에서 공

간으로 들어와 생산자 (예술가) 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간의 체험을 접하

며 생산자 (예술가)들만이 아닌 관람자 (지역주민, 외부관광객)와의 소통까지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답사를 통해 방문한 문화공간 대부분의 경우, 

고정화된 박물관과 성격을 가지고 예술가들의 예술창작품을 그저 관람하는데 

그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 등의 관람자와 예술가간의 소통과 

의사전달이 일방향적이고 간접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 취미 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지속적으

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연계 프로그램 운용 시에만 잠시 사용되는 임시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예술가의 개인 창작 공간이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재생된 문화공간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관람객과 예술가들의 밀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자연스

러운 문화적 향유와 체험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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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많은 산업 시설은 

도시의 팽창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기능이 상

실되었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도시 내 유휴공간으로 존재해왔으며, 그동안 도

시 미관의 저해, 환경 오염 문제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야기해왔다. 그러나 유

휴산업시설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재하고 독특한 건축물

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으며, 이러한 유휴산업시설의 가치

를 재인식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지

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은 각 지자체 간 ‘문화공간 만들

기’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고유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공간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산업시설이 가지고 있

는 역사적 상징성과, 건축적 가치를 배제한 특색 없고 일반적인 공간 및 프로

그램들로 채워지고 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계적으로 양산된 천편일률

적인 유휴산업시설은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없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공간화된 유휴산업시설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품화하여 외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공간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문화공간은 박물관과 미술

관 등의 고정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 관람객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이용이 저조하고 문화 수요층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러한 

특정 문화 수요층 중심의 구조는 결국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측면에 있어, 문화공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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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산업시설은 공간 내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 간의 교감과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한계를 가지는 ‘분리되고 폐쇄된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며, 사람들에게 적절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의 기대효과인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의 역할

을 충족시키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인청항 곡

물창고 부지에 대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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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상지 공간 분석 및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1절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개요

[그림 3-1] 대상지 개요

1914년 행정구역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 현재 인천광역시는 총 면적 

994.12km2,  8개 구와 2개 군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상 김포, 

경기도 광명과 부천, 시흥, 그리고 서울 남서부지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

과의 경제적 영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사회·문화·역사적으

로 서해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문화·경제 중심지인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어 과거 한국 근대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

며, 현재 지역 문화·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총 면적 471.476m2로 2018년 8월 기준 총 56,208세대, 총

인구 119,902명으로 인천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

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1883년 개항된 이래 인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인

천 최초의 계획적 도시로서, 인천내항지역은 개항 이후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항으로 성장하였고, 해방 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수입항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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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하여 과거 인천의 도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

로 인천 중구는 역사 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에 대한 문화적 재생이 활발히 논의 및 계획되고 있으며, 도시 

내 산재되어있는 산업시설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로운 관광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대상지인 곡물창고부지가 위치해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항은 중구와 동구

를 포함한 구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인천 내항 1·8부두는 약 

299,744km2 규모로, 1부두는 주로 잡화, 철재, 사료 등의 물류를 취급하는 일

반부두이며 대상지가 위치한 8부두는 소금, 원당 등의 산물을 취급하는 부두

이다.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구로, 개항한 이래 꾸준히 산업항구로써 이

용되고 있는 대표 항만이지만 오랫동안 물류기능의 역할을 하면서 인접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뮬류와 선박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항

구 시설로 인해 항만의 성장에 제한이 있다. 이에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신

항을 개발하여 내항의 물류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한국의 근대산업화를 대변하는 인천 내항의 항만

과 주변 지역이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지역 슬럼화 현상 극복과 

더불어 항만 지역의 공간 재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인천 내항 주변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장소들이 존재하며, 

인천의 발원지인 인천 구도심에는 한중 문화관, 차이나타운, 인천 아트플랫폼, 

역사문화거리, 예촌거리, 인천개항 박물관, 그리고 그 외 근대 건축물 등 다양

한 역사·문화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인천 내항 부두 서쪽에 위치한 

월미공원과 월미도유원지는 인천의 활성화된 수변공간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내항에 위치한 대상지는 다양한 

역사·문화 시설 및 콘텐츠를 포함한 지역들과 인접해 있고, 이들을 문화·경

제·사회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개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 24 -

진다.

현재 이 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

을 시작으로 2016년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그리고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주도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기본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앞으로 유휴부지가 되는 인천내항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인천 내항과 구도심을 잇고, 구도심 지역의 쇠퇴현상과 인접 

지역의 슬럼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 인천항과 곡물창고 타임라인

[그림 3-2] 인천항 및 곡물창고 타임라인

인천 내항은 서해안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 파도가 적고 수심이 깊을 뿐 아

니라 조수간만의 차도 적어 대형 항구로서 잠재력이 큰 공간이었으며, 과거부

터 지속적인 개항 요구를 받아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897년 강화도 조약

에 의해 부산, 원산과 함께 국제 무역을 위한 개항장22)으로 1883년 1월 제물

포항으로 개항하고 일본, 영국, 청국, 미국, 러시아 등의 나라와 수호통상조약

을 맺었으며, 개항장 주위로 외국의 조계가 형성되고 관련 산업 시설이 조성

되고 지금까지 보전되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23) 그러나 인천 내항

22) 개항장은 연한항구 중에 조약에 따라 외국 상선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고 
감리서가 설치되며 외교관이 주해하여 수출입 상품의 관세처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

23) ‘개항장은 연한항구 중에 조약에 따라 외국 상선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
고 감리서가 설치되며 외교관이 주해하여 수출입 상품의 관세처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 이현종
(1975), 『한국개항장연구』,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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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시설과 그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일반인들

의 접근이 통제되었으며, 철책으로 가로막혀있어 도시와 바다 간 단절이 발생

되었다. 이처럼 인천 내항은 시민들에게 가깝지만 어둡고 닫힌 공간으로 인식

되어 왔으며, 해양 산업 도시로써 깊은 역사를 지닌 중요한 지역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2. 대상지 주변 현황

▮ 토지이용계획

[그림 3-3] 토지이용계획

대상지가 위치한 내항 일대의 동쪽 도심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을 중심으로 일반 공업지역과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

한 주거단지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들이 위치해 있다. 이는 그동안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어왔던 대상지가 향후에 개

방되었을 시 지역 주민의 일상적 여가 및 취미 활동 공간과 휴게 공간, 그리

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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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대상지 주변 역사·문화 자원 현황

[그림 3-4] 역사·문화 자원 현황

대상지 일대에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

들을 활용하여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 용역’, 

‘차이나타운 조성사업’,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신포 문화의 거리 조

성 사업’,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구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목표 아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곡물창고 부지의 경우, 서

쪽에는 월미관광특구가 위치하여 있으며 동쪽 도심지에는 개항장의 역사·문

화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도심에는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

의 공공 여가 공간과 홍예문, 조계지 등의 유적지 그리고 제물포구락부, 인천

우체국, 인천 제 1은행과 같은 근대 역사문화자원들이 밀집해 있으며, 아트플

랫폼과 같이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 공간과 박물관 그리고 전시관들이 곳

곳에 위치해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해양 친수공간과 근대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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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계된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재생할 경우 대상지의 잠재력과 지역적 파

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

[그림 3-5] 자연녹지 및 녹지공간 현황

대상지는 인천 내항의 경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동쪽 원도심지구의 자유공원, 문화시설, 주거단지 등의 일상적인 환경과 서쪽 

월미관광지구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바다가 가시권안 (0.3~1km)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는 서쪽과 동쪽의 상반된 경관을 시각적 물리적으

로 연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3. 대상지 공간 현황

곡물창고는 인천항의 2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1983년 인천 내항에 건

립되었으며, 2015년 6월까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곡 화물을 저장·보관하

는 역할을 해오다 항구의 기능이 신항으로 점차 이전되며 시설폐지 및 공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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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후 공실화된 곡물창고 부지는 인천 내항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될 예정이며, 최근 이곳에 대

한 운영사업의 주체로 민간기업인 CGV가 선정되었으나, 이 곳의 활용에 관한 

해양사산부와 지자체, CGV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시민 단체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 곡물창고 부지 현황

[그림 3-6] 인천 내항 8부두 곡물창고 공간적 현황

대상지 내 곡물창고의 시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넓이 47m, 길이 270m 총 

12,690m2의 규모로 현대 도시에서 보기 힘든 규모 및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15년 6월까지 곡물창고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곡 화물을 저장·보관하는 

역할을 해오다 항구의 기능이 신항으로 점차 이전되며 시설폐지 되었다. 

대상지는 곡물창고의 바닥과 구조, 그리고 벽으로만 구성되어진 폭 45m, 높

이 25~2m의 빈 대공간 뿐 아니라 바다와 인접해있는 약 47,110M2의 외부공간

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 재생 시 곡물창고와 외부공간의 개별적 접근이 아

닌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곡물창고와 야외공간을 물리적, 프로그램적으로 연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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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인천 내항 8부두 곡물창고 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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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계획 검토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및 정비 사업은 ‘인천 개항창조 

문화도시(2016)’,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월미

도 관광특구 진흥계획(2009)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등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인천 개항창조 문화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며 주요 내용으로 창조 인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해양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 

등이 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6부두 서측의 월미도 지역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월미관광특구 주변 진흥

사업’은 개항장과 월미도, 연안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친수자원을 

연계하여 도심관광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며, 월미관광특구 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요소로 엮어

내어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공간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유공원 역사공원화사

업, 페스티발마켓 사업(터진개 축제시장), 차이나타운 정비사업 및 아트플랫폼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인천내항 주변의 자연자원,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가치

를 높이고 기존의 항만도시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기능을 창출하여 도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내항 배후지역인 인천 중구 일대는 항만기능의 쇠퇴를 겪으며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는 상황 속에서  최근 인천내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친수공간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

역시는 내항 1·8부두의 유지부 25만 6905m2와 공유 수면 3만 4826m2을 대상

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인

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안에 따

르면, 첫 번째 마중물 사업으로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를 포함한 8부

두 육지부 (12만 5062m2)에 공원·녹지·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및 공간과 시



- 31 -

민창작센터·영화관·전시장·아쿠아리움 등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그 후 2

단계에서는 1부두 육지부 (13만 1843m2)에 키즈랜드·소호갤러리 등의 문화공

간과 녹지·공원 등의 공공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때 공원은 1·8부두 중

앙에 배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면공간에는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

상박물관과 선상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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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2015, 해양수산부

[그림 3-8]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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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1. 대상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해 분석

인천항 8부두 곡물창고 부지에 대한 활용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10월 12일, 10월 23일, 10월 25일 3일간 인

천 개항장 일대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천시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운

영사업자로 선정된 CGV의 의견청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다. 최근 

곡물창고 부지에 대한 운영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여러 견해를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

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논하긴 어려웠으나, 공간의 활용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오픈스페이스에 대해 논할 수 있었다.

대상지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정부조직 (해양수산부,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

부)과 지역관계자 (문화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들은 

곡물창고 부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곡물창고 부지의 활용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의 진행

을 위한 행정적 업무에 집중할 뿐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부는 현재의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곡물창고를 창작공방, 청년작가스튜디오, 박물관 등의 교육․실험공간과, AI, VR

과 같은 3D 랩실과 같은 연구개발 공간, 그리고 청년창업 오피스공간과 지원

센터 등의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바다와 인

접해 있는 곡물창고 외부공간은 공원화 외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선 공원화 외 

구체적인 활용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근 인천시로부터 곡물창고에 대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민간기업 ㈜CGV

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거점 공간으로서 곡물창고를 영화관, e스포츠, 

4D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과 VR, 호텔 등의 관광시설, 카페, 리테일, 식음공간

과 같은 부대 편익 시러, 그리고 스튜디오 공예작업실, VR랩 등의 공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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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계획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는 민간기업 ㈜CGV의 곡물창고 창고 활용 계획에 대

해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원도심을 오히려 죽이는 대기업 

특혜성 관광개발사업”, “원도심 파괴의 블랙홀”, “내항재개발의 공공성 파

괴” 등의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애초 인천시에서 계획한 수

익기능시설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대신 그만큼의 공공기능 비율이 줄었

으며, 공공기능시설마저도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형 수익시설로 

이와같은 ㈜CGV의 공간운영 계획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연결시켜 원

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이 아닌 월미도, 차이나타운, 신포동과 중

앙동 일대의 주변 상권을 빨아들여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

며, 상상플랫폼을 포함한 인천내항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24)25) 그들은 곡물창고의 활용에 관해 수익과 관광중심의 공간

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적 여가 및 휴게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곡물창고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

다.

인천시로부터 곡물창고의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CGV의 이러한 입장은 수

익시설이 공공기능시설보다 과도하게 도입된다는 접에서 인천시의 입장과 정

면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인천시는 애초에 곡물창고의 문화적 재생을 

국비 지원을 통해 달성하려 하였으나, 창고의 재생에 대한 모든 결정이 예산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수행할 

예산이 부족하여 곡물창고재생에 대한 민자유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4) 양순열 “CJ CGV에 특혜 주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해야”, 『인천뉴스』(2018-08-13)

25) 한갑수 “인천 상상플랫폼 대기업 쇼핑몰 변질 논란”, 『파이낸셜뉴스』(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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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천시와 ㈜CGV의 인천항 곡물창고 활용 계획

2. 인천 개항장 지역의 필요 분석

▮ 거점 문화공간의 필요

현재 인천광역시는 내항거점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개항장 창조도시(MWM 

City, Marine·Walking·Museum) 개발사업, 월미 은하레일 사업, 동인천역 주

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대상지 동쪽에 위치한 개

항장역사문화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항장 창조도시 사업은 역사문화지구의 

활성화를 통한 창조문화도시 구현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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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6) 인천 내항과 개항장 문화지구, 인근의 동인천 역세권과 신포동 일대까지

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에 문화관계자는 

기존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 근대 건축물을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점적인 

요소들을 프로그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 및 공연

이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문화공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지역을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

인천시의 예술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예술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외부인들

과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집단성을 띄지 않으며, 주로 개별 공방 및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문화공간화된 유휴산업시설에 입주하여 개인 작업 활

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 중구 개항장일대에 위치한 인천 아트플랫폼

은 인천시 주도로 유휴산업물류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곳으로, 이곳에 

개개인의 예술가를 모집하여 장소를 제공해주어 개별 작업활동과 함께 지역주

민을 위한 문화나눔터로 활용되고자 하였지만 아직 집단적인 연대의식을 가지

고 활동하는 작가가 없고 지극히 개인 작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동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문화공간에서 개인이 아닌 다 같이 보고 배우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의 집과 같은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같이 모여서 활동하며 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6)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17,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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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인천 개항장 지역의 필요 분석



▮ 여가 체육공간 및 수변 친수 공간 필요

인천 개항장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해에 접해 있어 토지 서쪽 대부분이 바다

와 맞닿아 있지만 내항과 함께 산업시설이 조성되고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

정되어 일반인들이 바닷물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곳이 부재하였다. 바다

와 육지가 단절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바다 경관을 온전히 감상하고 경험

할 수 있는 수변 친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공간의 

일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가 체육공간에 대

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문화콘텐츠 필요

현재 인천시 내에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공간 운영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부재하다.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과 상

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 시민 단체 관광을 위한 수익

창출 중심의 공간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똑같은 공간을 늘리는 것 보단 

지역의 자연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녹지길 조성 필요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녹지가 월미산, 자유공원 등 주로 산지에 분포하여 

지역 내에 쾌적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인천 개항

장 문화지구에서 내항으로의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쾌적하게 주변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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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곡물창고부지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인천 개항장 지역의 필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1] 곡물창고 및 개항장 지역 필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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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례분석

앞 장에서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휴

산업시설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 재생의 기대효과에 부흥하는 성공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들을 검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휴산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여러 사례를 검토한 후 대상지

가 위치한 기존 장소와 지역성을 결합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과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 적용하고자 한다. 

1. 영국 테이트모던 (Tate Modern)27)

▮ 배경 및 개요

1990년도에 접어들며 영국 사우스 뱅크 지구의 템즈강 유역은 범죄자와 노

숙자들이 몰려들어 사람들이 회피하는 범죄다발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 지

역에 대한 시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런

던의 시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템즈강 부둣가 내 산업시설들이 겪고 있는 쇠

퇴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 중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과거 버려진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테이트모던 

사업은 오늘날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공간 디자인을 통한 문화예술 참여 및 교류의 기회 확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테이트 모던 재생 사업은 리모델

27)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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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당시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교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계획 시, 북쪽에 위치한 템즈강과 시설 내부의 터빈 홀 

축을 따르는 방향 등 공간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장

애물 없이 편하게 통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밀레니엄 

브리지를 지나 바로 미술관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템즈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큰 하나의 관광・문화단지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으며, 미술관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켰다. 오늘날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밀레니

엄 브릿지, 세인트 폴 성당 등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물리적 연결과 역

사문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효과를 통해 매년 꾸준히 400만 명 이상의 사람

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역사문화도시로서 런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테이트 모던 터빈 홀 (리모델링 전) 테이트 모던 터빈 홀 (리모델링 후)

사진 :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

[그림 3-12] 테이트 모던 내부 전경 (리모델링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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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교류의 기회 확대라는 기

능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템즈강에 면한 미술관 북측 외부공

간을 잔디 공원과 잔디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외부 쉼터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기존 화력발전소의 터빈 홀은 미술관 1층의 넓은 로비 공간으로 조

성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1층 로비 공간은 북쪽방향에 위치한 잔디 공원 

및 광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의 연장이며, 미술관 외부에서 내부

공간에 이르기까지 고정된 프로그램과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활동들이 자

연스럽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테이트 모던 미술간은 외부와 

내부 공간 간의 뚜렷한 경계가 없는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내부

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 주

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문화체험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 커뮤니티, 문화활동 등 다방면에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 외부 공원

사진 :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http://www.tate.org.uk

[그림 3-13] 테이트 모던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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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우파 파브릭 (Ufafabrik)28)

▮ 배경 및 개요

독일 베를린 남쪽의 포츠담 뎀펠호프에 위치한 우파 파브릭 (Upa Fabrik)은 

과거 1918년에 설립된 독일 영화사인 유니베르줌 영화사 (Universum Film)의 

필름 현상소였던 곳이며, 필름을 현상하거나 배우들의 대본을 확인 할 수 있

는 음향수리시설과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파 파브릭의 운영 초반에만 

하더라도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고 있었으며, 유니베르줌 영

화사 촬영소는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약 30년간 운영이 중지되어 방치되어 있

었다. 이 버려진 공간을 현재의 문화공간인 우파파브릭으로 재생시킨 것은 서

베를린 출신으로 독일군의 징집을 피해 온 예술가들이었다. 노동과 삶이 분리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바랬던 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길 원했으며, 반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과거의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 했으며 우파 파브릭 

지역에 대한 문단점거 이후 베를린 시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사용허가를 받았으

며 오늘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예술,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요소가 잘 융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우파 파브릭으로 재탄생하

게 되었다. 이 곳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있는 방문형 문화공간이 아니라 주민

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서 학교, 지역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니즈에 

철저히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지역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일상적 문화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구상  

베를린은 우파 파브릭에 대한 공간의 활용 및 리모델링 권한을 지역주민들

과 민간에 위임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약 60%의 재정지원금과 40%의 자체수익금으로 우파 파브릭의 운영관리비를 

28) 우파 파브릭 홈페이지 http://www.ufafabrik.d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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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우파 파브릭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연구 등의 생태기

술 분야가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생태마을로 세계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문화

를 향유하는 곳이 아닌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독특한 마을로서 자리 

잡았다.

예술가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우파 파브릭은 예술교육프로그램

의 운영에 있어 일반적인 순수 예술교육을 지양하고 생태적 교육프로그램과 

예술을 결합한 보다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감

상하며 소비하는 예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 속 유용한 예술을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파 파브릭은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타깃으로 

성악, 미술, 요리, 스포츠, 명상 등 일상적인 문화생활 활동 중심의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문화센터에서 문화에 대한 국제 및 지역 교류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광광・축제 이벤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파 파브릭의 자유학교 (dieFreie Schule)에서 운영 중

인 어린이 농장에서는 돼지, 토기, 말, 오리 등 다양한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

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가축을 직접 키우고 접하며 공동체의 삶을 배우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마다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이 참가

하는 가족 페스티벌과 독일 명절에 행하는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우파 파브릭

은 도시 및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이 지역만

의 독특한 문화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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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우파 파브릭 홈페이지 http://www.ufafabrik.de

[그림 3-14] 우파 파브릭 전경 및 프로그램

3. 네덜란드 베스터가스파브릭 (Westergasfabriek)29)

▮ 배경 및 개요

베스터가스파브릭은 폐업으로 방치되어 있던 가스공장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이며, 1992년 지역의회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부지를 약 10년

에 걸쳐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베스터가스파브릭은 가스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함과 동시에 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위환경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꾀하였다.

1992년 주민투표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가스창고부지를 문화공간으

로 재생하기로 결정되었고, 약 10년의 계획 및 조성 기간동안 베스터가스파브

릭은 지역 주민의 니즈에 맞춰 특정기능의 시설 및 공간들을 조성하였다, 이 

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극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자본 투입의 균형을 맞춰 사업이 진

행되었다.

베스터가스파브릭은 문화공간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비어있

는 공간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이 지역 문화공간

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주민들에게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

었다. 또한, 베스터가스파브릭 조성에 앞서 세계의 도시이론가 및 활동가들을 

초청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예술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

29) http://www.westergasfabriek.n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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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역주민

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사

람들에게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관의 상생적 파트너쉽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

베스터가스파브릭은 문화공간으로의 재생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가스공

장 건물들을 민간유치 하였다. 민간유치를 통해 유입된 자본은 정부 및 지자

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베

스터가스파브릭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책정 등은 암스테르담 시가 감독권을 행

사하고 있으며, 공간 운영프로그램 결정 및 입주업체 선정 등의 사업콘텐츠 

구상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베스터가스파브릭 프로

젝트팀이 담당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베스터가스파브릭 내부에는 공연장, 예술교육센터, 갤러리 등의 문화시설을 

비롯해 레스토랑, 바, 영화관, 카페 등의 상업시설, 그리고 게임회사, 스튜디오, 

그래픽업체, IT회사, 유치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민간업체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 및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자유

롭게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스터가스파브릭의 입주업체는 도

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검토하여 

선정된다. 

현재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았을 때, 전시 축제, 공

연, 콘서트, 교육, 민간행사, 사업행사 등 예술 프로그램과 상업 프로그램을 적

절히 배분하여 운영되고 있어 공간이 너무 상업적, 예술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베스터가스파브릭은 약 10여년의 계획 및 조성 기간 동안 주민의 니즈에 맞

춰 특정 기능의 시설들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조성되었던 만큼 시설에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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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트렌

드를 수시로 반영하여 공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베스터가스파

브릭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공간으로 볼 수 

있다.

사진 : 베스터가스파브릭 홈페이지 (http://www.westergasfabriek.nl)

[그림 3-15] 베스터가스파브릭 외부 및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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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종합분석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 문화공간화 계획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서술

한 대상지의 현황과 대상지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그리고 사례연구를 종합하

여 도출한 시사점은 첫째,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예술 참여 및 교류의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디자인 적용, 둘째, 지역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구상, 셋째, 민・관 간의 상생적 파트너쉽 구충을 통한 효율적 공간 

운영 방안 도출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예술 참여 및 교류의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디자인 적용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해 인천항 지역 내 문화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시설이 있고, 둘째는 문화

공간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대상지이다. 첫째, 인천 개항장 지역의 경우, 

2002년 문화지구로 선정되면서 인천아트플랫폼, 개항장 박물관, 역사 전시관 

등 도시 내 산재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져 있

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공간 상당수는 예술창작공간 및 레지던스공간을 개개

인의 예술가들에게 제공하여 개별 작업활동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나눔

터로 활용되고자 하지만, 아직 집단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가 

없고 지극히 개인 작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는 예술가와 주민 간의 공동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예술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개인 작업물들은 주로 전시 형태로 

되어있어 문화 공간 내에서 사람들은 예술문화의 참여 방식이 단순히 감상 위

주의 일방향적인 문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시 등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공간 재생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

이 부재하여 지역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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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문제점

둘째, 대상지의 경우, 이곳에 위치한 곡물창고는 넓이 47m, 길이 270m 총 

12,690m2의 규모로 현대 도시에서 보기 힘든 규모 및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활

용가치가 높으나 역사문화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도심과 바다 간의 물리적, 시

각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대상지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공간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현재 지역 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

술가들의 활동을 결합하여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폭넓은 계층의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주변의 역사문

화공간을 하나로 엮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 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가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 주변 역사문화공간을 하나로 엮고 시

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로의 접근

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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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간 갈등

▮ 지역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

현재 인천 개항장 지역에는 인천아트플랫폼, 개항장 박물관, 역사 전시관 등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문화공간 상당수가 박물관, 전시관, 휴게실 등 일반적인 공간들로 구성

되어 있어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대상지의 문화공간화 계획 시, 지역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지역 주

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공간 프로그램 구성과 프로그램을 통한 주변 역사

문화시설들과의 다양한 연계 계획이 요구된다.

▮ 민・관의 상생적 파트너쉽을 통한 효율적 공간 운영관리 방안 모색

현재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의 활용에 있어 여러 이해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 단체는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해 마중

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공공성을 입각하여 추진돼 빠른 

시일 내에 인천 시민에게 바다를 되돌려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CGV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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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자로 선정된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사업에 대해 공공성 악화, 상업과 관

광객 위주의 재생에 따른 주변 상권 파괴 등의 여러 문제점들 제시하며 실망

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천시와 ㈜CGV 그리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점점 고

조되고 있다. 이는 상상플랫폼 사업이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이

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이며, 도시재생, 유휴산업시설

부지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지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계획되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곡물창고 부지의 활용에 

대한 질문에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대규모 이벤트 및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문화 거점공간,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공간의 확대, 일시

적 사용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여가 체육공간 및 수변 

친수공간 등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이해관계

자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이를 설계적, 프로그램, 운영관리 측면에 반영하여 고

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민・관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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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

1절 기본방향 

1. 계획의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파악한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효과, 대

상지에 대한 공간 및 니즈 분석을 토대로 축제 및 이벤트가 펼쳐지는 복합공

공문화공간,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주민밀접형 공간, 그리고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대상지에 대한 공

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분류 내용

계획 곡물창고 부지에 대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

목적

- 축제 및 이벤트가 펼쳐지는 복합공공문화공간

-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주민밀접형 공간

-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

공간 특성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있는 공간

[표 4-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방향

▮ 바다-도심을 연결하는 공간 계획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내항이 산업 기능 이전 후 시민

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전환되는 것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왔다. 대상지

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써 ‘문화’를 도입한 예술·여가·취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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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문화시설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밀착형 문화프로그램 구상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내항이 산업 기능 이전 후 시민

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전환되는 것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왔다. 대상지

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써 ‘문화’를 도입한 예술·여가·취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 공간의 성격 설정 및 민관 그리고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 도출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천내항이 산업 기능 이전 후 시민

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전환되는 것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왔다. 대상지

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써 ‘문화’를 도입한 예술·여가·취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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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상지 계획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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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입기능 구상

1. 도입기능 구상

대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는 주변과 분리 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자유

로운 여가 및 문화 활동이 포함하는 다변적 공간으로, 외부의 다양한 기능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지향한다.

부지 내 산업시설인 곡물창고는 시설 고유의 이미지를 보존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내부와 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간 내 시민주도의 다양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과 대상지가 공간적으로 조화되

는 범위 내에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 광역적 공간 연계 구상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지

역문화거점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고, 인천역,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인

천역사거리, 인천아트플랫폼, 인천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곡물창고를 활용

하여 각 공간 간의 물리적 연결성을 높이려 한다.

인천역의 경우, 대상지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위치해 있으나 폭이 넓은 도

로가 가로지르고 있고 조성되어 있는 보행로가 좁아 보행환경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인천역에서 곡물창고를 지나 대상지 내부로까지 연결되는 넓은 광장, 

그리고 주변 역사문화시설들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쾌적한 보행길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간의 내부와 외부 간의 경계가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

운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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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내부 기능 구상

· 공연, 전시

대상지는 인천시의 계획과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거리예

술, 영상물 상영, 기획 공연 등 지역을 홍보할 수 있으며 대상지의 공간 이용

률을 높일 수 있는 대, 중, 소규모의 공연 및 전시 시설과 시민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광장, 도서관 등을 계획한다. 외부공간의 경우, 단

순히 일방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가 문화활동, 공연, 전시 등의 다

양한 체험이 서로 중첩하여 아우를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 교류, 교육

대상지는 시민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적 정보 교류를 위해 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통한 문화적 정보 교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호 문화적 소통을 장려하는 기능이다. 대상

지 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안하여 기존 특정 지역 및 

공공공간에 국한되었던 다양한 교육・문화적 활동과 시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 편의, 지원

대상지는 카페, 펍, 팝업스토어, 휴게공간 등 방문객을 위한 휴식 및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주도의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의 개

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대상지 내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산업

을 홍보하고 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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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기능 타당성 및 규모 검토

▮ 문화시설 입지타당성 검토

현재 법령상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범위의 기준

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며,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각 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

라 상이하다. 그러나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건립 타당성, 두 번째는 관리운영 타당성이

다.30)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의 건립타당성은 주로 입지・규모의 적절성, 기술

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상위계획・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타

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31) 본 연구는 문화시설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 

입지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 입지적 타당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시설의 입지조건과 접근

성,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연계시설 배치계획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32) 대

상지인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는 현재 폭넓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과 

보행 쾌적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주변 자연자원 및 문화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 연계 가능성이 높다.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의 중심에 위치한 대상지는 보행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개선한다면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입지 타당성이 충분하다.

· 정책적 타당성

공공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크게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적인 필요, 또는 

시민들의 문화 활동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인천항 곡물창고부지의 문화공간

30) 이상복(2004),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5권, 
pp.491-516

31) 오동훈 외 2명 (2006),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
보』19권, p.82-83

3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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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계획은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필요에 의해 구상되었다. 그동안 문

화공간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며, 문화공간 조성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제외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문화

공간이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가정하였을 때 조성 전 

잠재적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33) 대상지와 관련한 정부 및 인천시의 계획은 도시에 대한 문화공간 공급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의 실질적 이용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

견수렴과정은 제외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

해 지역에 대한 문화공간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

램 및 시설 배치와 규모 계획이 요구된다.

▮ 공연, 강연, 전시 공간 규모 검토

공연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공연 및 강연 공간에 대한 규모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300석 미만은 소규모, 3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일반, 1000석 이상을 

대규모 및 종합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많은 객석 수가 요구되는 콘서트홀은 보통 약 1000~1500석이며, 유명 뮤지

컬 및 오페라와 같은 수요 높은 공연이 주를 이루는 공간의 경우 공연 기간 

동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 약 800~1000석 규모로 구성된다. 또한 소

극장, 회사 그룹 세미나와 같이 중・소규모의 공연 및 강연 공간의 경우, 300

석 내외의 규모가 적합하다.34) 지역 내 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및 소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대상지의 경우, 다양한 규모

의 공연 및 강연,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

용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대형공연장 (약 800-1000석), 중소형극장 (약 300

석), 그리고 전시 공간으로 분류하여 공간의 규모를 검토한다.

33) 오동훈 외 2명 (2006),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
보』19권, p.82-83

34) 한국개발연구원(2014).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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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연장 규모 검토

공연장의 개략적인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공연장 

형태 관련 연구와 보고서를 참고하고 관련 사례들을 비교하였다.

객석 면적 (m2) 객석 수 1인당 면적 (m2)

성남 아트센터 1,757 1,854 0.948

고양 아람누리 2,375 1,887 1.259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1,503 1,546 0.972

평균 1,878 1,762 1.078

[표 4-2] 대형 공연장의 객석 면적과 객석 수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14).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객석 무대
무대 

밖
로비

리허설

공간

공연자

공간

제작

공간

기술

지원
합계

성남 

아트

센터

면적

(m2)
1,757 1,503 504 4,880 1,645 1,058 538 1,036 14,386

비율

(%)
16 14 5 44 7 6 4 4 100

고양 

아람

누리

면적

(m2)
2,375 1,608 718 4,020 619 615 619 508 11,558

비율

(%)
21 14 6 35 9 5 5 4 100

대전 

문화

예술의 

전당

면적

(m2)
1,503 1,788 2,649 4,169 1,645 1,058 538 1,036 14,386

비율

(%)
10 12 18 29 11 7 4 7 100

[표 4-3] 대형 공연장의 용도별 면적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14).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관련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1인당 객석의 면적이 평균 약 1.078m2이었으며, 

객선 면적은 공연장 총 면적의 약 15.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율적

인 운영이 가능한 대형 공연장의 객석 수가 최소 800석에서 최대 1000석임을 

가정하였을 때, 대상지 내 대형 공연장이 조성 될 경우 최소 약 5,493m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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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866m2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규모 공연장 규모 검토

서울시 내 중・소규모 공연장의 규모를 검토하였을 때, 공간은 크게 공연장

과 무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객석 당 공연장 및 무대의 면적은 평균 약 

3.991m2이다.35) 대상지 내 300석 규모의 중・소규모 공연장을 조성시 약 

1,200m2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장 및 무대 

면적 (m2)
객석 수 객석 당 면적 (m2)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1,730 323 5.356

하남문화예술회관 1,637 374 4.377

아트선재센터 497 275 1.807

꿈의 숲 퍼포먼스 홀 1,444 283 5.102

노원문화예술회관 562 292 1.925

KT&G 상상아트홀 2,237 416 5.377

평균 3.991

[표 4-4] 서울시 중・소규모 공연장의 공연장 및 무대 면적과 객석 수

출처 : 마포문화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2014, 서울특별시, p.82

· 전시 공간 규모 검토

공원 및 문화시설 내 전시 공간을 조사한 결과, 전시 공간은 지역 및 시설

의 성격에 따라 가나아트센터의 소규모 전시실부터 백남준 아트센터의 대규모 

전시실까지 다양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 공간 계획 

시, 관련 부대 시설, 대상지 및 공간의 성격, 그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하며, 대상지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공간으로서 주민과 지

35) 마포문화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2014, 서울특별시,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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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예술가들의 전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기획 전시 등

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전시 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는 전시공간을 전시 주체의 요구에 따라 형태 및 규모 적으로 변화를 주어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 (m2) B (m2) C (m2) D (m2)
한가람미술관 695 448 440 600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232 - - -

아트선재센터 742 742 - -

디자인미술관 117 552 686 -

가나아트센터 198 198 330 -

선유도 한강이야기관 202 435 513 -

백남준 아트센터 826 1,290 - -

[표 4-5] 공원 및 문화시설 내 전시공간 규모

출처 : 마포문화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 2014, 서울특별시,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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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별 컨텐츠 및 프로그램 구상

▮ 프로그램 설정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상은 대상지가 가지

고 있는 여건과 계획 내용을 토대로, 지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정하였고, 인천 내항 문화공간으로의 성격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

획하였다.

문화공간으로는 곡물창고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는 대형 공연장과 중・
소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등을 도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외 공간 또한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광장을 도입하였다. 복지의 기능으로는 지역 예

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및 공유

공간, 그리고 지원센터의 도입으로 방문객들의 원할한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

록 계획하였으며, 휴게 및 편의 시설로는 카페, 펍 등의 상업시설과 야외 휴게 

공간 등을 계획 하여 지역 문화와 대중적인 문화 기능이 서로 융화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 외 친수 공간, 전망대, 야외 공연, 야외 갤러리 등으로 곡물창고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벌어 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분 내용

문화 대규모 공연장, 중・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가변적 공간 구성) 조성

복지
예술가 및 시민단체의 공간 임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공유 공간, 지원센터 조성

휴게 및 편의 상업시설 (카페, 펍 등), 휴게 및 편의 공간 조성 

커뮤니티 방문객들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를 위한 광장 조성

교육 야외 갤러리 전시 및 인천 개항장 역사문화 투어 계획

조망 인천항 전망대 조성

친수 인천 내항 워터프론트 조성

[표 4-6] 프로그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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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본계획 

1. 공간 구상

▮ 디자인 컨샙

대상지에 대한 접근 접근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대상지가 면하고 있는 바다와 월미산이 가지고 있는 기존 

가치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다는 

공간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드러내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준다. 이는 지역 및 장소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

는 동시에 대상지와 바다간의 관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밀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로, 대상지는 바다와 도심을 잇는 매개 공간으로써 물리적, 시각적 

연계를 통해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곡물창고 부지는 보안구역으로 그동안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미지

의 공간이었으며, 곡물창고는 바다와 도심 간의 시각적, 물리적 단절을 야기해

왔다. 곡물창고부지는 서쪽의 바다와 동쪽의 도심을 연계하는 매개공간으로서

의 전환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사람들의 공간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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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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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상

[그림 4-3] 대상지 공간 구상도

바다에 면하고 있는 곡물창고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크게 조망과 체

험 이라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있는 바다와 월미산 등

의 경관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며, 인천

항,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의 대상지 주변 중요 요소와의 물리적 연계를 위

한 동선 설정을 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구성을 

한다.

대상지의 동쪽에 위치한 인천 역사의 경우,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인천 역사에서 곡물창고를 거쳐 대상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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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문화 이벤트와 공연 공간은 곡물창고

의 전면부에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곡물창고의 내부와 외부공간

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쪽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와 인접

하여 있는 공간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일상적 여가 체육 

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공간을 계획하며, 외부관람객들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과 인접하여 있는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람객 간 자연스러운 소통 및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공간은 바다를 직접적으로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친

수공간으로 설정하였다.



- 67 -

2. 곡물창고 부지 공간 계획

▮ 공간구상

[그림 4-4] 대상지 공간구상

그동안 곡물창고부지는 도시와 분절된 문제, 준 공업지역으로써 보안구역이

었던 인천항 부두의 특성상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도시 외각에 

위치하여 도시와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단절되어 소외되어있는 곡물창고부지

를 창고의 리모델링과 위부 공간 재구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 곡물창고와 외부공간의 연계 계획 

[그림 4-5] 곡물창고 및 외부공간 연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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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동쪽에 위치한 인천역에서 곡물창고를 관통하여 대상지 내부까지 연

결되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여 대상지로의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한다.

▮ 문화광장 계획

[그림 4-6] 문화광장 계획

곡물창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곡물창고 내부프

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 공간으로 활용한다. 곡물창고의 외벽

과 수목을 통해 이벤트 및 공연 시 소음을 차단하여 주변 지역 거주민들의 프

라이버시를 보장한다.



- 69 -

▮ 여가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 계획 

[그림 4-7] 여가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 계획

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이 머물고 있는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그리고 호텔에 

인접하여 있는 공간은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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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공간 계획 

[그림 4-8] 수변공간 계획

대상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수변을 즐길 수 있는 물빛광

장을 조성하며, 인천항에 남아있는 선착장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걸

으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플로팅 산책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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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물창고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 기본계획

현재 대상지에 위치한 곡물창고는 기존 공업 시설로써의 용도로 인한 도시

와의 단절과 시설의 획일적인 내·외부, 그리고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곡물창고를 계획 시 주민들의 의견 및 관광객들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관광객들의 체류성을 확보해주

는 공간, 주변문화관광지구와의 연계성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

하게 하는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인천항 곡물창고를 재생함으로써 주변과의 관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

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켜 그동안 혐오시설, 

퇴락된 시설이라고 인식 되어진 곡물창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지역 관광지의 정보제공과 편의시설을 통해 곡물창고를 포함

한 대상지에서의 체류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 방향

곡물창고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켜주기 위해 곡물창고의 매스 형태에 

변화를 주었으며, 기존 획일화된 공간구성을 다층적 레이어를 삽입하여 공간

을 변화시키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삽입하였다.  

▮ 프로그램 방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써 공공성

이 강하며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예술가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가능

한 공연 및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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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창고 공간 구성

 곡물창고는 총 3개 층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1층은 지역 주민과 관광

객이 곡물창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공간으로, 기존 공간의 물리적 단

절을 야기한 창고의 외벽을 필로티의 구조로 대체하여 부분적으로 열어주었으

며, 대상지 동쪽에 위치한 인천역에서 곡물창고 1층까지 이어지는 열린광장과 

공물창고 1층에서 대상지 외부공간으로 이어지는 문화 광장을 각각 배치하여 

도심과 대상지를 잇는 매개공간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인천 개

항장 축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창고 1층에 위치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쉽게 접근가능한 2층은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센터, 게스트 강의 및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강당 등의 대규모 공간과 학생과 회사원, 그리고 동

호회 사람들 간의 미팅이나 관광객들의 지역 탐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세미

나실, 지역민의 일상적 여가활동 및 문화취미활동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쉐어룸, 그리고 예술가들의 개인창작활동 및 전시, 그리고 교육 등을 할 수 있

는 스튜디오 등의 소규모 공간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 활동

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이 지정

되어 운영되는 공간 외의 나머지 공간에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곡물창고 서쪽 

외벽을 통유리로 대체하여 사람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며 고물창고 바깥으로 

보이는 바다와 월미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고 1층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3층은 곡물창고의 지붕부분으

로 지붕의 일부를 걷어내고 야외테라스를 조성하여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곡물창고부지와 면한 바다와 월미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테라스 옆에는 F&B 스토어 공간을 배치하여 휴식을 취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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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곡물창고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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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내용

열린광장
- 곡물창고와 대상지 내부로 접근할 수 있는 메인 광장

- 지역민과 관광객이 잠시 쉴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 제공

문화광장

- 곡물창고 내부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 지역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팝업마켓 수시로 진행

예술가 스튜디오 

및 레지던스

- 입주 예술가들의 개인예술창작 활동

- 예술작품에 대한 발표와 전시, 그리고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센터 - 주민밀접형 문화프로그램 상시 운영 

세미나실

- 그룹 미팅과 동아리 활동

- 관광객들의 지역 탐방 교육 진행

- 문화센터 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

쉐어룸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독서 및 스터디 활동

- 개인의 여가취미활동과 예술문화 창작활동 가능

강당 게스트 강의 및 영화 관람

F&B 카페, 펍 등의 상업시설과 휴게 공간 제공

[표 4-7] 곡물창고 공간 프로그램



[그림 4-10] 곡물창고 부지 마스터플랜

4절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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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세부계획

1. 열린광장 (대상지 진입부)

곡물창고가 위치한 대상지의 경계부이며, 기존 창고에 의해 시각적, 물리적

으로 단절되어 있던 대상지에 개방감과 정면성을 부여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다. 열린광장은 곡물창고의 외벽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인천역에

서 곡물창고를 거쳐 대상지 내부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바다와 도심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된다. 

[그림 4-11] 열린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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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광장

곡물창고 1층에서 외부공간까지 이어지는 오픈스페이스인 문화광장은 문화

의 기능과 시민들 교류 및 소통 활동 기능을 결합하는 공간으로 주요 야외공

연, 거리예술, 플리마켓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평소에는 대상지 내 바

다쪽 시선의 개방감을 부여하고, 공연 및 축제가 있을 시 주변 벤치를 객석으

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그림 4-12] 문화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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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빛광장

대상지 내 바다와 인접하여 있는 물빛광장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유

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식장소 및 여유

공간을 제공하며, 물 분수 등 물과 관련된 기능의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채워진 상태로, 물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광장 경계부 계

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 및 공연이 있을 시, 물을 빼

내고 주변 계단을 객석으로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가변적 친수 공간이다.

[그림 4-13] 물빛광장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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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변 브릿지

수변 브릿지는 곡물창고부지와 인천항에 남아있는 선착장 사이를 연결하며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는 수변 보행로로, 시민들이 걸으며 바다경관을 색다르

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대상지 내 보행로와 연결되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산책 루트를 제공한다

[그림 4-14] 수변 브릿지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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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숲속 마당

대상지의 남쪽에 위치한 숲속 마당은 수목을 밀식하여 조성한 숲 내부의 오

픈스페이스로, 바다와 숲 경관의 대비를 느끼며 숲을 거니는 산책로가 조성되

며, 지역주민들의 각종 친목 활동 및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4-15] 숲속 마당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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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물창고 2층

곡물창고 1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접근가능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센터, 강당, 세미나실, 쉐어룸, 그리고 스튜디오 등

의 문화공간이 배치되며, 이외 나머지 공간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곡물창고 서

쪽 외벽을 통유리로 대체하여 사람들이 앉아 휴식을 취하며 고물창고 바깥으

로 보이는 바다와 월미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4-16] 곡물창고 2층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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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곡물창고 3층

곡물창고 3층은 곡물창고의 지붕 부분으로, 지붕의 일부를 걷어내고 야외테

라스를 조성하고 벤치를 배치하여,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곡

물창고 부지와 면한 바다와 월미산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그림 4-17] 곡물창고 3층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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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운영관리 방안

인천항 곡물창고 부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재생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이 전제되어야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재

생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하며 지역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외부인

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소통을 통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운영관리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곡물창고의 문화적 재생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을 진행한 인천시 도시

재생 사업부는 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수행할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며,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곡물창고재생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

정을 통한 민자유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지는 기존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CGV의 곡물창고 전반

적인 운영관리권을 유지하되, 현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

는 공공성 악화와 공성 악화와 상업과 관광객 위주의 재생에 따른 주변 상권 

파괴 등의 문제점을 잠재울 수 있는 민·관·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운

영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 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 그리고 관광객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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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곡물창고부지 운영관리도

곡물창고에 대한 운영주체로 크게 민간기업 CGV와 주민운영협의체로 구성

된다. 민간기업 CGV는 곡물창고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책임지며, 유료 문화

시설인 문화센터와 상점 및 F&B 등의 수익사업에 관여하고 대규모 기획전시 

및 공연을 기획하는 역할은 한다. 주민운영협의체는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인

천시 도시재생전문가, 지역 활동 코디네이터, 그리고 도시지역사회전문가로 이

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매 월 1회 운영사업자 CGV와의 정기 간

담회와 분기별 운영포럼 개최를 통해 운영 방식을 정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

록 하여, 공공성 악화와 주변 상권 피해 등의 잠재적 문제점들을 조기에 방지

하고자 한다.

곡물창고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민간기업 CGV는 문화센터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문화센터 내 다양한 컨텐츠의 문화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지역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주중에는 주민대상의 

여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관광객의 방문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주민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병행하여 주민 

참여와 관광객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때 문화센터 내 문화 프로그램

은 주민운영협의체 소속의 지역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강사진으로서 지역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은 책임을 갖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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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매주 곡물창고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여, 프

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주민운영협의체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주민 100명, 예술가 20명 정

도를 운영 서포터즈로 선정하여 구성하며, 이들은 매년 CGV의 사회공원부서

로부터 지원 및 대외협력을 받으며 곡물창고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곡물창고의 운영 서포터즈로써 2년이상 활동 후 수료시, 주민들은 

지역 및 공간의 해설사 자격을 수여받을 수 있으며, 예술가는 곡물창고 내 스

튜디오 및 레지던스 입주 자격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운영서포터즈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동기부여를 제

공하게 되고, 수료 후 후배 운영서포터즈의 멘토 역할과 지역 및 공간 해설사, 

그리고 입주예술가로써 좀 더 지역과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받

을 수 있도록 한다.

곡물창고 1층은 곡물창고 내부와 외부공간이 이어지는 문화광장 및 열린 광

장이 조성되어 특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 요구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진행시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인천 개항장거리 축제와, 차이나타운 축제가 열릴 시 공간을 

지원하여 곡물창고 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의 

니즈를 반영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민을 대상으

로 문화광장과 열린광장에서 임시로 음식을 팔 수 있는 팝업마켓을 설치 가능

하도록 하며, 이때 지역성을 띄는 식료품을 판매하려는 곳에 팝업스토어의 기

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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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 증대, 그리고 산업시설

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휴산업시설의 문

화적 재생 사업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유휴산업시설

에 대한 문화적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 사업은 각 지

자체 간의 ‘문화공간 만들기’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고유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공간으로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항 곡물창고의 문화적 재

생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은 최근 운영사업의 주체로 민간기업인 CGV가 선정

되었으며,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민자유치에 의한 문화공간 조성 및 운

영관리의 관여는 자칫 공간을 상업적으로 강조되어 사람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측면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상상플랫폼 사

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발생의 원인과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 효과

들을 살펴보고, 대상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필요 분석을 종합한 결과를 곡물창고 부지에 대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대상지 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필요 분석을 종합한 

결과, 곡물창고부지를 문화공간으로 계획하는데 있어 중점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이용이 가능한 열린 공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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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문화로 한정 짓는 문화 시설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창

작·문화·여가취미 공간 계획

3. 민·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주민밀접형 공간으로써 지역민들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술가와 관광객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소통이 가능

한 공간 계획

4.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 집회, 그리고 문화시설로서의 새로운 기능에 충

실하면서도 기존 산업시설과 지역의 장소성을 기억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계획

유휴산업시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재생에 있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과 지역성을 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기능적 

적합성,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들의 필요가 반영된 공간 프로그램, 지역민과 예

술가, 그리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전개될 수 있는 운영관리 프

로그램이 부합되는 공간이 계속해서 계획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진정한 문화

적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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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with the rapidly changing economy, urban space and the need for 

new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changing lifestyles of citizens, urban regeneration is emerging as a hot 

topic.

Amid this trend, the phrase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culture" is 

frequently used in cities,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movement to solve urban problems and link industrial facilities that 

have been abandoned or left out in the region with art and culture is 

actively underway.

However,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led idle industrial facilities are 

now creating an monotonous cultural space that excludes regional and 

operational management systems, revealing various problems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spac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meets the expectation effectiveness from a cultural regeneration 

perspective.

The site of the grain warehouse in Incheon Harbor will be revived as a 

cultural complex through the Sangsang Platform Project, a redevelopment 

project in Incheon Inner Port, and CGV, a private company, was selected 

as the principal of the operation project. However, if you look at the 

composition of space proposed by CGV, it is more commercial-oriented 

than public, with 50% commercial facilities, 30% public area, and 20% 

public function facilities. As a result, local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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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w calling for a full reassessment of Sangsang Platform project due 

to concerns about worsening publicity and the decline of local commercial 

area from the private involvement in cultural regeneration of grain 

warehouse in Incheon Port. The conflict between local residents and 

private enterprise over cultural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grain 

warehouse site in Incheon Port are escalating.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propose space and program plan and 

operation management for sustainable cultural regeneration us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in Incheon port, and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a 

renewable model that enables the private and public to coexis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rather than the existing uniform reproduction, 

and to embrace each other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by local residents, artists and outsiders.

To this end, the research team first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regeneration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n examined the cases of 

representative industrial facilities cultural spatialization project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d the current 

situation. And a rational plan direction was established by combining issues 

and potential, needs analysis, and case study on the grain storage site in 

Incheon Harbor.

The direction of the plan derived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s.

1. Space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by Citizens on the 

Site,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Art,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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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Space Program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 Placeness 

3.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pace through 

win - win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The cultural space proposed in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maintain the 

placeness and regionality of industrial facilities, but also a space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the smooth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locals, artists, and tourist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ontinue to think about what tru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is.

Keywords: Industrial Facility, Cultural Space, Cultural Urban 

Regeneration, Grain Warehouse Site, Incheon Port

Student number: 2017-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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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연구의 범위 
	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유휴산업시설 재활용에 대한 고찰 
	1. 유휴공간의 재생 계획의 전개 
	2. 유휴산업시설 재생의 배경 
	3.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효과 

	2절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문제점 
	3절 소결 

	제3장 대상지 공간 분석 및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1절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개요 
	2. 대상지 주변현황 
	3. 대상지 공간현황 
	4. 관련 계획 검토 

	2절 대상지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1. 대상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해 분석 
	2. 인천 개항장 지역의 필요 분석

	3절 사례분석 
	1. 영국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2. 독일 우파 파브릭 (Ufafabrik) 
	3. 네덜란드 베스터가스파브릭 (Westergasfabriek) 

	4절 종합분석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
	1절 기본 방향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방향

	2절 도입기능 구상 
	1. 도입기능 구상 
	2. 도입기능 타당성 및 규모 검토 
	2. 공간별 컨텐츠 및 프로그램 구상 

	3절 기본계획 
	1. 공간 구상 
	2. 곡물창고 부지 공간 계획 
	3. 곡물창고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4절 마스터플랜 
	5절 세부계획 
	1. 열린광장 (대상지 진입부) 
	2. 문화광장 
	3. 물빛광장 
	4. 수변 브릿지 
	5. 숲속 마당 
	6. 곡물창고 2층 
	7. 곡물창고 3층 

	6절 운영관리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2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2절 연구의 범위  4
 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 7
 1절 유휴산업시설 재활용에 대한 고찰  7
  1. 유휴공간의 재생 계획의 전개  7
  2. 유휴산업시설 재생의 배경  10
  3.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기대효과  14
 2절 국내 유휴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문제점  16
 3절 소결  20
제3장 대상지 공간 분석 및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22
 1절 대상지 현황  22
  1. 대상지 개요  22
  2. 대상지 주변현황  25
  3. 대상지 공간현황  27
  4. 관련 계획 검토  30
 2절 대상지 이해관계자 필요 분석  33
  1. 대상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해 분석  33
  2. 인천 개항장 지역의 필요 분석 35
 3절 사례분석  40
  1. 영국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40
  2. 독일 우파 파브릭 (Ufafabrik)  43
  3. 네덜란드 베스터가스파브릭 (Westergasfabriek)  45
 4절 종합분석  48
제4장 기본구상 및 계획 52
 1절 기본 방향  52
  1. 계획의 개요  52
  2. 계획의 방향 52
 2절 도입기능 구상  55
  1. 도입기능 구상  55
  2. 도입기능 타당성 및 규모 검토  57
  2. 공간별 컨텐츠 및 프로그램 구상  62
 3절 기본계획  63
  1. 공간 구상  63
  2. 곡물창고 부지 공간 계획  67
  3. 곡물창고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71
 4절 마스터플랜  75
 5절 세부계획  76
  1. 열린광장 (대상지 진입부)  76
  2. 문화광장  77
  3. 물빛광장  78
  4. 수변 브릿지  79
  5. 숲속 마당  80
  6. 곡물창고 2층  81
  7. 곡물창고 3층  82
 6절 운영관리 방안  83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