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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이동은 도시 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정책의 

추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존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들 간의 지역적 맥락이나 정치구조의 차이가 정책의 적용과 변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이나 

정책 홍보 등의 정책이동 과정이 서울시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또한 서울로 7017 

정책의 홍보와 선전 - 은 서울시가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었다.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을 통해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진행되었던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의 가치와 성공을 국내와 

해외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 대한 성공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다듬어갔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과 정책 홍보는 서울시가 도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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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서울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모방하고자 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과 

내용은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일례로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모방되었지만, 시민참여를 대표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은 

보수적인 서울시의 행정 구조에 맞추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방과 변용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 행정구조, 

공간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동 현상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서울로 7017의 실증사레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다소 개괄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발전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동이 도시의 변화에 갖는 

의미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정책이동, 정책 정당성, 도시정치, 도시정책, 서울로 7017, 
하이라인 
학   번 : 2018-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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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을 살펴본다.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동 현상은 도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의 정책적 의사결정도 더 이상 지역적 범위 내에서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있다(Cochrane,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의사결정 방식이나 정책적 내용을 모두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서 도시 연구 

및 지리학 분야에서는 정책 이동(policy mo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발달되어 온 모빌리티(mobility) 개념을 통해서 

정책 이동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들(Cook, 2008; McCann,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등 참조)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기존의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도시들 

간의 지역적·행정적 차이가 특정 성공적 정책이 적용되고 변용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주로 살펴보았고,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도시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Fricke, 

2019:127).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는 정책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시정치(local politics of policy mobility)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McCann, 2012)에 주목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진행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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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이 추진되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여 

진행된 건축·토목 사업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박원순 시정에서 

강조하였던 정책적 전략과 철학을 담는 보행친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의 주도 아래 진행된 역점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운영방식을 시도하였고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마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을 통해서 지역적 도시 정책이 정당성을 얻는 

과정에 있어 정책 이동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로 7017의 사례에서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이동 –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 

등 - 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 되었는지? 

 

둘째, 정책이 이동하는 –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이식하는 - 

과정에서 실제로 이동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와 같은 연구질문을 통해서 연구는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난 정책 

이동이 서울시의 도시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이동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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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 전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서울로 7017은 노후화 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바꾼 도시재생 

공원화 사업의 명칭이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보행친화도시 

조성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하이라인의 벤치마킹은 

이러한 정책 가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업화 시대의 폐철로를 고가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의 

상징성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 또한 보행재생 

철학에 부합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뉴욕 하이라인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참고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정책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 을 통해서 진행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책 

이동을 통한 도시 정책의 변화와 추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서구의 선진 

정책을 배우고 모방하는 것은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도시들에 있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서울로 7017은 이례적으로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강조되었다. 실제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3기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역 하이라인’ 

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서울특별시, 2017a:21), 이러한 공약의 핵심은 

폐철로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원으로 조성한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재생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뉴욕 하이라인을 시찰하면서 처음 서울로 7017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이전의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정책의 이동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이동이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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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의 추진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둘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건축·토목 사업을 넘어서 더 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박원순 시장 민선 3기 

역점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정책 이동이 더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도시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통해서, 박원순 

시정이 핵심 정책인 보행친화도시와 도시재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a; 207).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가치적인 부분을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있어서 

강조하였으며 하이라인의 벤치마킹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시민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방식 도입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가치적 측면은 서울로 7017이 해외로 알려지고 홍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처럼 서울로 7017에서 정책 이동은 

특정 정책의 성공적인 모방과 도입을 넘어서 서울시 도시정책 변화와 

정당화를 위해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정책 이동이 넓은 범위의 

지역적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로 7017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서울로 

7017이 상위 정책이었던 보행친화도시 조성 또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을 맺으면서 추진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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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 또한 일부분의 

현장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은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이다. 주요한 인터뷰는 크게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참여한 1) 상위 정책결정권자 –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담당자를 포함한 총 5명, 2) 정책 실행자 – 전현직 공무원 및 시민단체 

담당자 총 4명으로 진행되었고, 이들에게는 서울로 7017이 추진되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서울로 

7017의 조성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상인 5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른 영향을 물어보았고, 부가적으로 서울시 및 국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개입한 공무원, UN 전문가, 건축가, 연구원 등 총 

9명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서울시 및 국제 

도시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서울시의 정책 또한 서울시 보행재생 정책이 어떠한 흐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뷰는 서울로 7017 관련 대상자 15명, 기타 6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방식은 심층인터뷰, 반구조화된 인터뷰 

나아가 전화 인터뷰, 카카오톡 인터뷰 등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부 피면담자들과는 친분을 쌓아 단발적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화나 

카카오톡 인터뷰가 활용되었다. 

또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서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심층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서울시장 담화 및 발표문, 해외 건축가의 인터뷰 또한 하이라인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연구에 활용하고 보완하였다. 서울로 7017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전반적인 조성과정이 매우 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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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형식으로 발간되어 있고 또한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발표자료가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와 

관계자들의 발표문이나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탈(www.open.go.kr)을 통해서 서울로 7017 추진과정에서 

기록되었던 서울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기록물(결재문서, 보고서, 

홍보자료 등)를 통하여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에서는 서울로 7017을 직접 방문하고 

주변지역을 관찰하였으며, 서울로 7017 조성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이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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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동을 통한 도시정치: 정책이동과 정책의 

정당화 
 

1. 정책이동 접근: 정책의 이동과 도시공간 
 

정책이동(policy mobility) 접근은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도시연구 분야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으며 

주요한 연구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 도시들에서 

벤치마킹이나 정책수출 등의 도시 정책의 교류와 이동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동 현상은 벤치마킹, 정책수출, 정책경험 

공유(study visit). 정책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진 빌바오(Bilbao)와 

바르셀로나(Barcelona)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는 전세계 많은 도시들로 

확산되었고,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개장 이후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전세계 9개 지역에 복제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교통 정책으로 알려진 

보고타(Bogota)의 간선급행버스체게(Bus Rapid Transit) 정책은 

2000년대 초 보고타에서 처음 실행된 이후,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166개 도시들이 이를 참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EMBARQ, 2016).  

이와 같은 정책의 이동현상은 도시정책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랜드마크(Brill and Conte, 2019; Ponzini et al., 

2020), 도시 브랜드나 슬로건 (Moore et al., 2000)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의 이동은 수와 정도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01). 이처럼 정책적 

아이디어나 지식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확산과 이동의 속도와 

정도가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Peck and Theodore, 2012; Mc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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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나의 도시적 현상으로서의 정책이동은 갈수록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현대 도시정책의 추진과정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적 차원과 정책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세계적(global)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 연구들이 빠르게 발달해오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01; Ward, 2006; Cook, 2008; McCann and Ward, 

2011). 한편 정책이동 연구 이전에도 정책의 이동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는 초기에는 정치학과 행정학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책이전(policy transfer)'라는 개념을 통해 발전해왔다(Dolowitz and 

Marsh, 1996, 2000; Stone, 1999, 2000; Gilbert, 2002 등). 

정책이전에 관하여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Sayer, 

1992), 정책이전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책이 이전하는 원인과 주체를 

밝히고, 이를 유형화 혹은 이론화하여 정책이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조건과 양태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다(Bennett, 1991; 

Dolowitz and Marsh, 1996 등). 다시 말해 이들은 정책 그 자체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동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단일한 것으로 보고 정책의 ‘완벽한’ 이전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한편 지리학이나 도시연구 분야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모빌리티(mobility) 연구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이동(policy mo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정책의 이동을 설명하여 

왔다(Peck, 2003; Ward, 2006; Cook, 2008; McCann, 2008). 이들은 

정책의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도시 및 

지리 연구 분야에서 현대 도시현상의 복잡성(complexit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역적(territorial) 및 내부적(internal) 특징과 함께, 

하나의 도시가 다른 도시, 지역, 스케일 등에 걸쳐 서로 연결되어 잇는 

관계성(relationality)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논의들은 오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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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진행되어 왔다(Havery, 1989; Massey, 1991; Urry, 2003; Cox, 

2011; Bunnell, 2015 등). 이는 정책의 이동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정책적 아이디어 혹은 내러티브는 도시들 간의 

관계성(relationality) 속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시 

정책은 도시라는 지역적(territorial) 범위 안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정책 아이디어의 완전한 모방(imitation)이나 

반복(repetition)은 불가능하며, 정책은 변용과 재구성을 통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Peck and Theodore, 2010). 더 나악가서 이러한 정책의 

이동의 전세계적 흐름은 도시정책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지역적(domestic) 또한 독립적(independent)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Cochrane,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도시적 정책이동 과정 또한 정책이동 과정에 

관여되는 관력의 개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동 현상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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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이동과 도시정치: 이동을 통한 도시 정책의 정당화  
 

이와 같이 도시정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잡은 정책의 이동은 

특정 정책이나 정책적 아젠다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Gonzalez, 2014). 정책적 성공사례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별다른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요한 

부분은 정책 이동에 개입하는 행위자는 주로 시장이나 개발자와 같은 

소수 권력자 층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의 이동은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이동을 통해 

과거보다 쉬운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책 이동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who mobilizes policy) 또한 이동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새롭게 생산되는지(McCann, 2011)에 있다. 

우선 정책이동을 주로 특정한 소수 엘리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Barenholdt, 

2013)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것과 같이, 국가나 사회는 이동을 통해서 

다수 개인을 통치하는 경우가 많다(Barehholdt, 2013). 이동통치 

논의는 주로 이주정책과 관련 해서 설명되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새로운 통치전략으로서 이주 정책의 방향성이나 속도 등을 조절하면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도시 간 이루어지는 

정책의 이동은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정책 의 이동은 소수 엘리트들의 

정당화 도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Ponzini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정책 이동의 목적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동을 추진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동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생산되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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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모빌리티 연구들이 ‘고정된 공간이 아닌 

이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정치적 관계가 배치되고 재배치되는지’

를 주로 살펴본 것(Cresswell, 2006, Sheller and Urry, 2006 등)’과도 

연결된다. 정책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의 개입, 지역적· 정치

적 구조의 차이 등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변용된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은 특정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행정구

조나 도시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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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의 유입과 환산에 개입된 도시정치  
 

1. 정책 유입을 통한 도시정치: 도시재생 정책의 유행 
 

 

도시들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정책을 모방하거나 벤치마킹 함을 통

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많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도시재생 정책을 들 수 있

다. 도시재생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주요한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

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Roberts and Skyes, 

2000; Smith, 2002). 이처럼 도시재생이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도시재생이 거버넌스 논의와 함께 발달하는 과

정에서(Davies, 2002; Blanco et al., 2011), 근대적 국가 중심의 개발방

식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wngeouw et al., 2002; Jones and Evans, 2006). 이러한 점에서 개

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도시들은, 도시재생 정책의 모방과 

유입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방향을 바꾸고 이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새로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도시정부가 정책을 유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도시재생이 초기 

유행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나 제도적 정립이 되어있지 않

았기 때문에 각 지역들에서 도시재생이 다소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활용

되었다(Bottero et al., 2017), 특히 도시재생의 추진 방식에 있어서 중

요시 고려되었던 거버넌스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Foley and Martin, 

2000; Lau, 2014), 이는 공공이 공식적인 정치적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

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하기도 해왔다

(Atkinson, 1999; Cooke and Kothari, 2001; Matthews, 2012). 

이러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발

생되었다(김혜천,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이나 제도가 분명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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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지 못한 채로, 서구적 개념인 도시재생을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으로 

도시재생이 유행하게 되었다(조명래, 2011; 김혜천. 2013). 이러한 과정

에서 수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추진 방식은 기존의 국가 주

도의 도시정비 방식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거나(김혜천, 2013; 조명래, 

2011; 전상인, 2017),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관료적 구조 안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김지은, 2018; 

조은영 외, 2018; 조현민,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들의 경우, 도시재생과 파트너십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당화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진

행하기도 하였다(조현민, 2020). 

또한 도시재생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건축물들은, 더욱 빠

르게 전세계에 소개되고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확산되었다. 랜드마크는 

오래 전부터 특정 도시가 추구하는 담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으로 기능하여 왔으며(Sklair, 2017),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 건물이나 

랜드마크적 프로젝트들의 모방은 개발자나 정치인과 같은 소수 엘리트들

의 특정 도시 아젠다를 감추거나 혹은 특정 정책적 아젠다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Offe, 1993; Ponzini et al., 2020).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재생 랭드마크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

술관은, 다른 지역으로 모방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거나(Gonazlez, 2011),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

책의 이미지를 감추는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Plaza, 1999).  



 

 14 

2. 정책 확산을 통한 도시정치: 뉴욕 하이라인의 이동과 확산 

 
도시가 특정한 정책을 확산되고 홍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내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서울

로 7017의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뉴욕의 하이라인(The High 

Line)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확산되었던 과정은, 정책의 이동과정 자

체가 소수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정책을 새롭게 조합(assemblage)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하이라인은 완공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행로 또한 도시재생의 사례 알려지면서 수

많은 도시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되고 모방되었다(Trivers, 

2017).   

뉴욕 하이라인은 뉴욕 맨하탄에 조성된 선형공원으로, 폐철로를 도심

공원으로 재생한 프로젝트이다. 하이라인의 조성은 공공이 아닌 시민들

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이라인의 전신인 

뉴욕 맨하탄에 버려진 고가 선로는 1980년 마지막 운행을 철거가 예정

되어 있었지만, 1999년 철거에 대해 의문을 가진 두 명의 뉴욕 시민이

자 게이였던 로버트 하몬드(Rober Hammond)와 조슈아 데이비드

(Joshua David)의 노력과 참여에 의해 재생 사업으로 방향이 선회되게 

되었다(대이비드·해먼드, 2011). 이들은 철거될 고가선로를 지키는 단

체인‘Friends of the High Line(하이라인 친구들)'을 창립하고,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고가를 재생하고자 하는 계획수립, 홍보활동, 재원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David and Hammond, 2011).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초기 뉴욕시의 철로 철거계획은 철회되었고, 하이라인 

보전 및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2009년 폐철로를 재생한 하이라인 고

가공원이 탄생하였다. 한편 하이라인은 완공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엄청

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인기를 끈 것은 하이라인이 실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은 성공 사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이라인

은 조성된 조건과 시기, 이미지 등의 다양한 조건은 하이라인이 인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Triv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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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이라인의 조성은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Millington, 2015; Trivers, 2017). 우선 하이라인은 산업

화 시대를 상징하던 도심 속의 철로를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공원으로, 근대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철도회사 주도로 만들어졌던 철로

를 부수지 않고 형태를 바꾼 보행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하이

라인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이라인은 근대 도

시의 시장 중심으로 진행된 하향식(top-down)방식이 아니라, 뉴욕 시

민 두 명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또한 운영까지 시민단체가 관여하여 상

향식(bottom-up) 방식이 주가 되어 진행된 시민 주도형 사업이었다. 

또한 조성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의 운영도 하이라인의 설립하

였던 시민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이 맡아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라인의 조성은 탈근대적 계획방식에서 벗어나는 상징

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Trivers, 2017) 

이와 더물어져 하이라인은 가장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를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에 조성된 랜드마크였다. 특히 설계공모 단계에 있

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가로 대표되던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같은 유명한 건축가가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첨된 설계

안도 가장 유행을 끌던 건축적 담론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pae Urbanism)을 주도하는 미국 뉴욕의 유명 건축조경 회사 

제임스 코너 필즈 오퍼레이션스(James Corner Field Operations가 당

선 되었다(데이비드·해먼드, 2011).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조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세계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뉴욕 하이라인은 신화적인 성공 사례로 전세계에 알려

지게 되었다(Trivers, 2017). 하이라인은 그 자체로 ‘혁명적인 랜드스

케이프, 로맨틱한 반-산업성, 또한 떠오르는 생태계를 포용한다는 진보

성(LaFarge, 2014:21)’으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본질적인

(original) 공원’을 대표하며 전세계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보행재생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자리잡았다. 사실 보행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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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하이라인 이전에 또한 하이라인이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던

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ée) 등의 이전의 사업이 

있었지만, 하이라인은 철길을 보행로로 재생하는 보행재생의 가장 대표 

상징물로서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엄청난 

관광객들을 불러일으켰으며 개장 이후 매년 8만명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Karen, 2018), 또한 하이라인은 전세계적인 고

가도로와 철로의 재생 또한 보행재생 붐을 일으키면서, 하이라인의 모방

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확산되었다. 하이라인이 2009년 6월 1

차 개장한 이후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다양한 도시들에서 총 

183여개의 하이라인 모방 혹은 벤치마킹 프로젝트들이 발견되으며

(Trivers, 2017), 우리나라에서도 폐철로를 공원으로 재생하는 광주 푸

른숲길, 서울 경의선숲길 등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

다. 또한 결정적으로 2017년 5월 하이라인의 벤치마킹을 통해 진행된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다. 

한편 이처럼 하이라인이 성공적인 신화로서 알려짐에 따라, 하이라인

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하이라인의 조성과정에 담긴 정치적 목적 등은 

감추어지게 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은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모방되었던 

만큼, 하이라인의 모방 사례에서 많은 사례들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

나게 되었다(Linder and Rosa, 2017), 한편 이러한 실패 사례들이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은 꾸준히 복제되고 모방되었다. 또한 하이

라인의 성공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서, 하이라인의 부정적 영향과 결과

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가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에 있어서는 시장과 개발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Linder and Rosa, 

2017). 다시 말해 하이라인의 성공사례에는 큰 부분 당시 뉴욕 시장이

던 블룸버그 시장이 정치적 목석과 또한 주변의 개발자들이 개발이익을 

이 작용하였고(Linder and Rosa, 2017), 하이라인 성공은 이러한 부분

을 포장하고 다른 부분을 은폐하는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 

특히 초기 하몬드와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하이라인의 의도

와 방향성은 많은 부분 가려지게 되었다.  하이라인의 출벌점은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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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이성)’이 었다. 하이라인을 출발시킨 로버드 하몬드와 조슈아 데

비이드는 게이 활동가였으며, 이들은 하이라인의 철거를 반대함으로써 

뉴욕에 남아있는 게이성(gayness)을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

다(David and Hammond, 2011). 특히 하이라인의 전신이었던 고가철로 

주변은 저렴한 임대료 등을 이유로 집장촌과 게이바가 많이 위치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철로 주변은 뉴욕의 퀴어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이었다. 

한편 이전부터 ‘깨친 유리창 이론’의 적용으로 큰 정치적 지지를 얻고 

인기를 끌었던 당시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는, 

지역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 하이라인을 철거하고 지역을 재개발할 계

획을 수립하였었다(Patrick, 2014). 이러한 점에서 도시나 건축을 전공

하지도 않았던 두 게이 활동가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지키고자 줄리아

니 시장의 개발계획에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하이

라인은 철거되지 않고 보행로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하이라인은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알려졌지만, 

완공된 하이라인은‘시민들의 공간’이 전혀 아닌 관광 수입을 위한 목적

지인 ‘디즈니 월드(Disney World on Hudson)'에 가까운 공간으로 조

성되었다(Sherman, 2018). 하이라인은 시민들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

으면서 개장됨에 따라, 완공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입 되었고 지역

의 부동산 가치는 급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철로 주변에 있었던 

집장촌과 게이바를 차치하고서도 기존의 상업시설들의 대부분이 밀려나

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Duany and Talen, 2013; Littke et al., 

2015; Milington, 2015; Rothenber and Lang 2015). 이러한 점에서 하

이라인은 지역주민들의 집(the neighborhood home)'으로 널리 알려지

고 불러졌지만, 하이라인은 개장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장소였던 

적이 없었다(Moss, 2012).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은 설계 이전단계에서부터 고려도이ㅓㅆ던 문제이

다. 하이라인을 설계하였던 제임스 코너(James Corner)는 이러한 문제

를 설계안을 만들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는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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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디자인에 어떠한 스토리를 담거거나 혹은 사인 혹은 심볼 - 내

러티브(signs of symbols of narrative intent)를 담지 않고자 노력하였

다. 그는 다른 이들이 아닌 관람객들이 행위를 하는 관람자(performer 

as a viewer)가 되며(Corner, 2017: 26) 하이라인을 만들어가는 목적

으로 디자인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이라인 디자인의 

복제 또한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하이라인을 설계하면서 뉴욕의 오래된 

역사와 지역적 맥락(urban context)에 맞추어서 지역에 맞는(site-

specific)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하이라인이 재생산되거나 복제될 

경우 가장 중요한 본질성(origin)과 지역성(locality)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Corner, 2017: 26). 

 한편 이러한 설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행태적

인 부분의 모방에 있어서, 전세계로 복제되고 확산 및 재생산되었다. 또

한 설계자가 관람객들의 ‘열린 해석을 의도한’ 디자인(Corner, 2017), 

관람객과 시민들뿐 아니라 시장과 개발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도 활용되었다. 하이라인을 개장할 당시 시장이었던 블룸버그 시장과  

행정부(Bloomberg administration)는 하이라인의 조성과 홍보에 큰 노

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연방정부의 재원지원(federal funding)이 줄

어드는 상황 또한 조세수입(tax revenue)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를 글로벌 영역에서 경쟁시키고 관광수익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이라인에 집중했다(Donald et al, 2014). 

이에 하이라인은 엄청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만들어졌고, 실제 하이

라인은 행정부의 의도대로 많은 관광수익을 올려 뉴욕시를 세계적인 도

시로 부상시키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정적 지원

은 오래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블룸버그 행정부 이후 집권한 빌 더블 라

지오(Bill de Blasio) 시장은, 블룸버그 행정부의 성공을 대표하는 하이

라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근느 2차까지 진행되었던 하이라인의 3

차 개장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정말로(literally) 하이라인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Linder and Losa, 2017).  

이처럼 하이라인이 조성되고 홍보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뉴욕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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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과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하

이라인의 추진과정 나아가 현대 정책추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맥락 – 기업가주의, 신주유주

의, 문화 주도의 도시재구조화 등의 트렌드 등 - 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Barsh, 2011; Brenner and Theodore, 2002; Hackworth 2007; 

Kaminer et al., 2011; Peck and Tickell, 2002). 서울로 7017의 조

성과정은 이처럼 복잡한 관계의 개입을 통해서 형성된 하이라인이, 전

혀 다른 지역적 ·정치적 맥락 속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

울로 7017의 조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의 지역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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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소개: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정책이

동 

 

제 1 절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 

 

서울로 7017은 안전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공간으로 재생한 사업의 명칭으로,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2017년 17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탄생시킨다(서울특별시, 

2015)’ 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로 사업은 단순하게 낡은 

고가도로를 재생한 건축·토목 사업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로 7017은 큰 맥락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고, 

특히 보행친화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다(서울특별시, 2017a). 이렇게 추진된 서울로 사업은 실제로 

정책적으로 매우 큰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추진되었으며, 실제로도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노력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서울특별시, 

2017a:212)’이자 ‘박원순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랜드마크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큰 

관심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에는 서울역 고가의 역사·지리적 

조건, 추진시기에서의 서울시 도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7017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사업이 추진시점에서의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더 나아가 벤치마킹 모델인 뉴욕 하이라인이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추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복잡적인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또한 

서울역이라는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징물 바로 옆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조성에서 철거가 될 때까지 언제나 큰 관심을 받아온 

구조물이다. 특히 서울역 고가도로는 여러 서울 시장들이 자신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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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보여주고 주입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서울역 고가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 자동차 중심의 도시성장을 강조하였던 김현옥 

시장에 의해, 서울역 주변 지역을 ‘현대화’ 내지 ‘근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울특별시, 2017a:123-127), 1970년 3월 

1일 개통되어 오랜 기간 서울 중심부의 차량통행을 담당하는 

고가도로로서 기능해왔다. 한편 90년대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철거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여러 시장들에 의해 서울역 고가의 철거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명박 시장에서부터이다. 2002년 이명박 시장은 당선초기 간부회의를 

통해 처음 서울역 고가의 철거를 논의하였다(서울특별시 2017a). 이는 

고가의 안전성에 대한 순수한 우려였다기 보다는, 당시 이명박 시정의 

대표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되어 ‘근대화 시설물인 

고가도로의 위험과 문제점(서울특별시 2017a)’와 관련된 담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7a). 이는 청계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또한 

고가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시정의 

정책적 담론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역 고가의 철거는 

당시 도심 미관을 강조하는 오세훈 시정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계획이 발표되었고(서울특별시 2017a), 이에 

위험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고가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 또한 당시 다른 정책이 우선됨에 따라 

실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박원순 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를 할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미흡수준인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서울역 고가도로는 본격적으로 

철거에 대한 계획의 논의되었고, 박원순 시장은 2013년 6월 28일 

서울시 의회(제 247회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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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서울역 고가의 

철거계획을 말하였다(김민재, 2015). 한편 이러한 철거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된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재선 공약이자 새로운 서울시정의 비전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 서울’로 삼고, 이에 대한 키워드를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도시재생 키워드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서울역 하이라인 사업 - 서울역 고가도로 시민 

문화공원’으로 제시되어 있었고(서울특별시, 2017a:204), 당신 이후 

2014년 9월 박원순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에 가서 최초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발표 이후 2015년 1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라는 

공식적인 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5월 설계 디자인 공모안 

선정과 함께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후 약 2년간의 공사를 걸쳐 2017년 5월 20일에 개장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이 급속도로 선회되고 또한 사업이 추진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박원순 시장의 재선과 서울시정의 도시재생 정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민선 5기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는 정책적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민선 6기 공약 중에서는 이전의 

공약에 비해 서울로 사업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재선이 된 이후 대표적인 중점사업이었던 

‘서울역 하이라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별 다른 협의나 검토과정 

없이 하이라인에 가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로 7017은 공약에 계획되어 있던 바와 같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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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로 7017의 운영과 벤치마킹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한 부분은 크게 보행로로서 

하이라인의 디자인과 하이라인의 시민참여형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 하이라인의 민관협력에 의한 운영방식, 다시 말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를 맡는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만큼 서울로 7017 역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였다. 우선 하이라인이 시민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구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서울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과 시장에 의해서 

기획되었던 만큼 서울로의 민관협력 방식 또한 하이라인과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의 민관 협력 운영방식이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염두 되었던 만큼,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을 책임 

하였던 공무원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담당자들에게 서울역 

고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답사모임을 갖게 

되었다(피면담자 3). 이러한 담당자들 중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단체 ’공공 네트워크‘ 대표를 중심으로 청년, 주민, 기획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고가산책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발족하게 된다. 이러한 고가 산책단은 발족한 이후 서울역 프로젝트가 

기존의 공공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안, 시민공모전, 

시민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실행하게 된다(서울특별시, 

2017a;2017b). 또한 고가산책단은 서울로 사업을 위한 기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가 하이라인의 사례와 같이 

민간 주도의 운영을 서울로 프로젝트에 주입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 

또한 시민단체를 구성한 대표가 이미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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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서울로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가산책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서울시는 초기 구상하였던 민관협력을 본격화하고자 민간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의 선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로 7017의 민간 주도 운영이 타당하다는 보고서(‘서울역 

고가 운영전략 기본구상(서울연구원,2016)를 발간하게 된다.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려고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 

민간위탁이 박원순 시장 측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들이 

일부 시의원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자(뉴스1, 2016; 월간조선, 2016).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고가의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2017년 5월 개장 이후 ‘서울로 운영단’이 사업의 

운영관리를 맡게 되었다. 한편 이후 사업의 운영이 안정되자 다시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년 10월 ‘서울로 

걷다’라는 컨소시엄 단체가 서울로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서울로의 운영은 시장 및 공공의 주도와 시민참여 및 

민간 운영의 방식이 뒤섞이면서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게 된다. 

특히 하이라인과 같은 시민과 민간 주도의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모방하고자 하였지만, 민간의 주도로 시작된 하이라인과 박원순 시정을 

중심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시작된 서울로 7017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참여 프로그램도 서울시가 대부분의 

역할을 차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이민영·이용숙, 2017),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이후로도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서울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피면담자 6)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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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제 1 절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추진의 정당화 

 

1.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정책의 정당화  

 

하이라인의 성공사례는 서울로 7017이 쉽게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형태를 띠는 서울시의 

행정구조(김준우, 안영진, 2010: 김현우 2010)에서 참조할 서구의 

성공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정책이 아닌 

건축물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선진사례가 이미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재생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한 건축가는 “서울시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처음 있는 유형의 사업일지라도, 첫 발표 피피티에 

해외사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의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피면담자 20)” 고 밝히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공사례들은 보수적인 행정구조 속에서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성공사례는 주로 정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활용되지만, 이러한 참조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로 7017의 경우에 

있어서도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뉴욕 하이라인은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배워지고 참조되었다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된 성격이 강하다. 

실제 서울로 7017은 상당부문 정당화 작업이 필요로 되는 사업이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주변 상인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추진력 아래 진행된 사업이었다. 특히 벤치마킹 대상인 

하이라인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장 중심 탑다운(top-down) 형태의 개발방식은 

더욱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개발 방식은 기존 박원순 

시장의 정책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였다. 기존 박원순 시정의 

정책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오던 부분은 시민 참여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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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출마 

이전부터 시민을 도시 정치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며 “시민특별시” 혹은 

“시민이 시장이다” 등을 정책적 모토로 삼으며(조민서, 2017) 시민 

참여와 절차를 강조해왔었다. 이후 시장으로 집권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은 이전 시장들의 토건 및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을 지적하였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모토를 설정하며(서울특별시, 2018) 토건이나 개발사업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시적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토목과 개발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프로젝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1천만 시민의 삶에 조용하게 스미는 변화,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중요하다 (...) 21세기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자꾸 ‘큰 거 한방’을 얘기했다. 서울시는 작은 

변화이지만 엄청난 도시 문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대규모로 

진행중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3기 시정 인터뷰(18.6.20.)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로 7017를 다소 독단적으

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하이라인의 성공사례와 하이라인으로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행 재생의 흐

름은 서울로 7017을 추진하는 근거로서 활용되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

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로 7017의 개장 이후 진행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에서 서울로 7017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행 재생이 세계적인 흐

름이고 (…) 거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요새 전세계가 하나의 트렌드이다

(박원순 시장 TBS 인터뷰, 17.5.19)” 와 같이 말하며 서울로 7017의 

추진이 세계적 또한 시대적 흐름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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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했다기 보다도요, 이미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를 한다는 것은 공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토회의를 이미 했죠. 8월달에. 시장님이 9월달에 

가셨으니까. 그 때는 이미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거고. 뉴욕에 다른 일정도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하이라인이 워낙 뭐 지금까지도 트렌디한 SOC 

사업 중에 하나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한다기 보다도 서울역 고가를 한다는 것을 거기가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 서울로 7017 책임당당 공무원 인터뷰 (20.4.16) 

 

또한 하이라인은 서울로 7017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홍보되었지만, 이러한 벤치마킹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정책 내용적 이식이라기 보다는, 하이라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실제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은 서울로 7017 이전에도 90년대부터 

서울시 내부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던 것이었다(피면담자 1). 이와 더불어 

서울역 고가와는 다른 하이라인의 구조와 지역적 맥락은 서울역 고가를 

재생함에 있어 참조하기 좋은 사레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 영역에서는 특별히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을 배우거나 해당 관계자와 교류하는 등의 정책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피면담자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7017이 

초기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 공약에 포함된 최초의 사업명이 ‘서울역 하이라인’으로 

발표되었었고, 또한 박원순 시장은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아닌 뉴욕 하이라인 위에서 발표하였다. 이처럼 하이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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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로 7017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임펙트를 줄 수” 있고 또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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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을 통한 정책의 빠른 추진과 집행 

 

빠른정책(fast policy)(Peck, 2011; 2015)으로 설명되는 정책의 빠른 

확산과 순환은 정책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이

다. 실제 많은 정책 사례들에서 확산과 이동의 속도는 갈수록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15). 이동의 대상이 되는 성공적 

정책들은 이미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지역

들로부터 빠르게 모방되고 벤치마킹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정책적 담론과 관련된 사례들 - 지속가능한 정책, 스마트시티, 환

경정책 등(Carr, 2014; McLean and Boren., 2015), 유행하고 있는 건

축물이나 프로젝트(Sklair, 2017; Brill and Conte, 2019; Ponzini et al., 

2020) 등 – 은 이전과는 비교해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이 진행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로 7017이 추진된 배경을 고려했을 때, 사업발표부터 완공까지 3년 밖

에 걸리지 않은 사업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었다. 이는 서울로 7017이 

약 6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는 점, 박원순 시정의 주요 철

학이 시민들의 참여와 절차적 고려에 있었다는 점, 또한 벤치마킹 대상

인 하이라인의 경우 1999년 시작되어 1단계 완공까지 총 10여년 이상

이 걸렸다는 점과 매우 대비적인 것이었다. 결국 이처럼 서울로 7017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하이라인의 성공신화가 실제 큰 역할을 하였다. 

서울로 7017이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사업의 발표, 설계 공모, 사업의 

완공 및 개장 모두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지적을 받아 온 부분은, 사업이 처음 추진되고 급작스럽게 

발표되었던 과정이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공약집에 

‘서울역 하이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선거 전후로 

별다르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철거를 기본 방침으로 추진 중이었고, 사업 발표 1년 전인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응답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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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김민재, 2015),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뉴욕 출장을 

전후로 ‘서울역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고(한국경제, 2014), 2014년 9월 23일 뉴욕 하이라인에 가서 

“서울역 고가를 하이라인을 능가하는 시민 보행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처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별다른 정책적 합의과정이 없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지역 봉제 소공인들은 매우 크게 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김민재, 2015; 배정한, 

2015; 강지선 외, 2018). 또한 기존의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을 

비판하며 절차적 과정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박 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변했다"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시사인, 2015). 이러한 반대와 지적들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인 하이라인은 보행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의 발표자료나, 공청회, 사업 홍보자료 등에서 

언급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활용되었다.  

 

“(해외라면) 1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걸리면 

건축가는 정말 죽을 맛이다(웃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디테일을 해결해나갔다. 

그런 스피드가 경이롭다.” 

 

- MVRDV 대표 비니마스 기사 인터뷰 (17.5.27) 

 

또한 현상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완료하는 과정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

었다. 특히 이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였던 서울시의 정책적 지

원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현상설계 공모부터 

열려있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빠른 추진이 가능한 폐쇄적 방식으로 지적

되었고(배정한, 2015;환경과조경, 2015), 이러한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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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설계공모 이후 사업이 완공되기 까

지도 사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서 최종설계를 담당한 MVRDV의 대표 비니마스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많고 사업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유럽과는 다르게, 서울

로 7017의 조성의 경우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프로젝트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사업이 빠

르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로 7017

가 추진됨에 있어서 유럽 도시들과 다르게 서울시의 별다른 검토나 요구

사항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서울로 7017은 

사업의 추진부터 진행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한 정책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에 일부 생략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의 성공사례는 직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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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통한 정책 정당화 

 

1. 정책홍보를 통한 정책의 포장 

 

도시 정책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은 갈수록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구조가 유사해짐에 따라서 도시 

정책도 갈수록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도시들은 

그들의 정책을 차별화하고 이를 선전할 필요에 놓이게 되고 

있다(Eshuis et al., 2014). 또한 미디어나 SNS 등의 발달로 정책의 

홍보가 더욱 용이해졌고,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장소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마케팅이나 브랜딩 전략들을 공공 정책과 결합시키는 

전략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Grodach, 2010; Zenker and 

Braun, 2017). 이러한 홍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은 

정책의 필요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정책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Temenos and McCann, 2012; McCann, 

2013). 특히 홍보의 주체가 되는 공공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정제하고(curate) 

포장하며(Nkula-Wenz, 2018),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해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정당화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로 7017의 홍보과정도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크게 강조되었다. 서울로 

7017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이라인의 시민참여 주요하게 참고하였다는 

점 또한 넓은 범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지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서울로 7017은 시장을 중심으로 탑다운(top-down)형태로 

추진되었지만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실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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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가치, 일정 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c:712). 

 둘째, 서울로 7017의 홍보는 장소와 공간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는 정책적 가치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서울특별시, 2017c:713-4).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이 추진되었던 배경과 가치적 측면인 ‘보행친화’, 

‘낙후지역 도시재생’, ‘시민참여’ 등의 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되었으며, 서울로 7017의 홍보는 이러한 가치와 연결되는 다양한 

유사 정책 혹은 상위 정책들과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큰 관심과 함께 우려와 반대도 많은 

사업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 높이고 

또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홍보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로 7017은 개장을 앞두고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략 - 서울시 지하철 내부를 서울로 풍경 이미지로 

래핑하여 운영하는 것(아시아투데이, 2017), 광화문 광장에 서울로 

7017의 대형 꽃탑을 설치하는 것(머니투데이, 2017) 등 – 들을 

활용하였고, 개장을 앞두고 공공 사업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파 방송에 개장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도(피면담자 9) 

하였다. 실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동영상, 전단지, 팸플릿, 포스터, 

SNS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정은혜, 2018), 

이러한 홍보와 마케팅의 공로를 인정 받아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홍보, 비즈니스 관련 분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국제적 권위를 

지닌 ‘2017 국제 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에서 마케팅 캠페인 부문 금상, 올해의 홍보 캠페인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단순하게 서울로 7017의 개장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정책적 가치나 목표를 

알리기 위한 전략들이 상당 부문 포함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홍보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정책적 목표인 ‘보행친화, 연결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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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설정하고 이를 

홍보하였다(서울특별시, 2017b: 728). 또한 정책의 홍보과정에서 

서울로 7017은 보행친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포장되면서, 이와 유사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연결되어 홍보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활용되었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새롭게 개장하고 재탄생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묶어서‘잘생겼다! 서울20’라는 이름으로 재생사업들을 

홍보하였는데, 서울로 7017은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전면의 

이미지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홍보 

대상으로서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가치적 부분과 도 

관렫되는, 서울로 7017의 시민참여와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홍보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서울로 7017은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지적을 받아 왔던 부분이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과정에 

있었음(조경민, 2015; 이민영·이용숙, 2017)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대표하는 서울의 정책적 사례로서 홍보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이 2017년 싱가폴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후에, 서울시 매체와 많은 언론들은 서울시 

수상의 배경을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혁신성’에 있다고 

발표하였고(연합뉴스, 2017), 박원순 시장은 2019년 멕시코 순방에서 

서울로 7017을 소개하면서 ‘600회가 넘는 만남과 대화로 지역주민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하고, 지금은 개장 2년 만에 방문객 1,700만명이 

다녀가며 주변상권을 살리고 있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아시아경제, 

2019)로서 서울로 7017의 성공을 홍보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의 

홍보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은 실제보다 더욱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정책으로서 만들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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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로의 정책홍보와 정책의 정당화 

 

해외로의 홍보와 선전은 서울로 7017의 홍보에 있어서 특별하게 

강조되었던 또 다른 부분이다. 특히 이는 이전의 다른 서울시 사업이나 

정책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 최근 많은 도시들에서 정책을 

해외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McCann(2013)은 정책이 국경을 넘어서 홍보되고 선전되는 현상을 

‘정책 선전(policy boosterism)’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처럼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의 목적을 크게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에 정책 자체의 평판을 높이는 것, 정책 결정에 참여한 행위자 혹은 

전문가의 명성을 높이는 것, 정책의 목표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McCann, 2013:6). 이처럼 

정책의 홍보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Rizzi and Dioli, 2010) 진행되었던 기존의 장소나 도시 

마케팅과는 조금 다르게, 지역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도 이와 같은 정책 정당화의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실제로도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는 서울로 

7017 또한 서울시 보행재생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의 평판을 높이는 것,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가치를 추구해온 박원순 시정에 대한 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와 지시가 크게 작용하였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정의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장급 회의에서 여러 차례 서울로 7017을 해외로 홍보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고(피면담자 1), 해외로의 홍보는 서울시의 큰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으로 개장 

1주년 만에 해외 20여개 주요 도시 순방단과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서울로 7017을 방문하였고,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CNN 등을 비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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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체들에서 서울로 7017의 성공스토리를 보도하였으며, 이외에도 

해외 홍보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K-pop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활용하여 서울로 7017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장 1주년 이후 진행된 서울로 7017의 5가지 중점 검토 

방안(지역상권, 자연생태, 축제 및 이벤트, 해외의 주목, 시민참여) 중 

하나의 항목으로 ‘해외의 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울연구원, 2017), 

해외의 주목은 개장 이후에도 매우 큰 정책적 관심을 받는 부분이었다. 

 

 “시장님의 의지가 되게 강하고. (…) 우리는 보통 뭐 우리가 뭐 

얼마만큼 뛰어나겠어. 뛰어난 나라도 많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굉장히 글로벌한 마인드도 있으시고, 외국분들과 교류도 

오랫동안 하셨고.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세일즈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은 뭐 굳이 그런 

걸 안해도 뭐 다 먹고도 살고 지내고 월급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안되는 외국까지 가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거가 좀 버겁긴 하죠. 

시장님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하니까” 

 

 - 서울로 7017 책임당당 공무원 인터뷰 (20.4.16) 

 

특히 이러한 서울로 7017의 가치와 성공을 해외로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많았다. 박원순 시장은 

실제 여러 차례의 해외 순방 및 교류, 국제기구 발표 등을 통해 서울로 

7017의 성공과 가치를 홍보하고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홍보는 주로 서울로 7017 자체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였던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박원순 시장은 주로 

서울로 7017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고 또한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은 개장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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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보행길 해외홍보 프로모션’이라는 사업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 6개국(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12개 

매체의 언론사를 초청하여, 서울로 7017의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팸투어를 실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7c:725). 이와 같은 홍보의 

주요목적은 서울로 7017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 

확대하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 2017c), 이러한 점에서 실제 6개국의 

초청대상은 서울시 입국 상위 6개국으로 진행 되었고, 홍보의 전략도 

주로 서울로 7017이 조성되면서 생긴 신규 도보관광 코스를 탐방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c). 이와 비교해서 박원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 홍보는 주로 

서울로 7017의 가치적 부분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시장의 발표와 

홍보에서는 공통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서울로 7017 또한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있었던 시민참여와 소통, 

보행재생의 가치적인 측면 등이 강조되었다(표1). 나아가 이러한 시장의 

해외 발표나 해외 기자단의 방문 등은 서울시 매체들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로 7017이 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과정은 단순하게 사업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가 스스로 서울로 7017 사업 나아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성공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정책 정당화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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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박원순 시장의 서울로 7017 관련 헤외 발표 및 홍보   

 

번호 발표 주제 장소 일시 주요 내용 

1 
2016 다보스 포럼 

세션 발표 

스위스, 모로사니 

슈바이처호프 호텔, 
2016.1.21 

서울로 7017과 

보행친화도시의 

조성 

2 
베이징 대학교 특

별 강연 

베이징 대학교 엔징 

학당 
2018.11.26 

서울로 7017과 

보행친화 도시의 

조성 

3 

2018 서울 전환도

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8.10.11 

도시재생 성공사

례로서의 서울로 

7017 

4 

2018 세계도시정

상회의(WCS) 미디

어 컨퍼런스 발표 

싱가포르 마리나베

이 샌즈 컨벤션 센

터 

2018.3.16 

도시재생 성공사

례로서의 서울로 

7017 

5 
GEEF 2019 개회

식 기조연설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2019.2.14 

서울로 7017의  

관광적 성공과 

가치 

6 

서울-멕시코 지속

가능한 도시포럼 

강연 

멕시코시티 건축가

협회 강당 
2018.7.8 

서울로 7017의 

성공적인 시민참

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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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정책 정당화 과정에서의 모방과 변용 

 

제 1 절 정책 목표에 맞춘 정책적 모방 

 

1. 하이라인의 상정성과 디자인의 모방 

 

성공적인 정책이나 랜드마크가 다른 지역에서 모방되고 이식되는 

과정에 있어서, 형태적인 부분은 대다수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제대로 전달되고 이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책이나 랜드마크가 성공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그 성공의 배경이 

되었던 상위 정책이나 지역적 맥락과는 관게 없이, 많은 도시들에 

그대로 복제되거나 모방되는 경우가 많다(Ponzini and Nastasi, 2016; 

Trilupaityte, 2009), 특히 상징적 건물(Iconic builidng)과 랜드마크 

프로젝트(landmark project)들의 경우 자체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땨문에(Sklair, 2017), 제대로 실행되고 이식되지 못하더라도 널리 

확산되고(Lieto, 2015) 또한 개발자나 시장과 같은 소수 엘리트들의 

지역적 또한 국제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Ponzini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라인의 유행 이후 전세계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채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Linder and Rosa, 

2017).  

이와 같이 성공한 건축물이나 랜드마크의 디자인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건축 및 조경 전문가들은 

하이라인의 디자인의 이식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피면담자 7) . 이들의 여러 차례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실제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의 구조와 주변의 지역적 맥락은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하이라인은 본래 물자를 수송하는 기능을 하는 

철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에서 주변의 주거지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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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하이라인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이거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Millingotn, 2015). 반면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1024m 길이의 커다란 육교로서의 성격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의 공원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부터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은 많은 서울시 회의나 발표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서울로 프로젝트가 하이라인과 같은 

커뮤니티 공원이 아닌,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잇는 보행길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피면담자 7),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상당부문 고려되어 서울로 7017의 명칭 또한 보행로로서의 

성격을 띠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 그 당시 뉴욕의 하이라인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뉴욕의 

하이라인이랑 도시의 서울이 만나면 전혀 다를 텐데. 그대로 베끼기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올라갔다가 

실제로 그렇게 우려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은 거에요. 그런 일은 좀 

막아야겠다 하는 것이 시작점이었을 거에요“ 

 

 - 서울로 시민단체 대표 담당자 인터뷰 2.24 

 

하지만 실제 이러한 우려와 지적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자인의 설계에 있어서는 보행길로서의 성격이나 주변의 지역적 맥락이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실제 서울로 7017의 최종 당선작인 

MVRDV의 디자인은, 서울역 일대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건축가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었다(배정한, 2015; 

월간디자인, 2017). 특히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설계안을 구상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도 하이라인의 디자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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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하이라인과 같이 서울역 고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강한’ 심사 조건으로서 나와있었고(배정한, 

2015), MVRDV가 제출안 설계안 또한 ‘서울시가 생각하는 하이라인 

파크를 전제로 해’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월간디자인, 2017) 이었다. 또한 고가산책단으로부터 공원이 아닌 

보행로로서 서울로를 만들어야 함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실제 

현상설계 공모를 함에 있어서 설계안이 보행로인지 아니면 공원인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피면담자 9).   

 오히려 실제 현상설계 공모에 있어서 중요시 되었던 부분은 빠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심사와 또한 형식적인 정당성 측면이었다. 우선 

사업의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만큼, 서울로 7017의 현상 

설계공모는 매우 빠르고 폐쇠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랜드마크적 

사업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의 공모와 최종 설계안의 심사까지 

4개월의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설계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열린 디자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한다’고 

나와있었지만, 실제 설계는 이와 다르게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배정한, 2015). 대표적으로 일부 건축가들이 지적하였던 것 

처럼(배정한, 2015; 환경과조경, 2015 등) 서울로 7017의 설계공모 

방식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현상공모’ 방식이 아닌 

‘지명 현상설계공모’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상설계 공모는 

지명현상설계와 공개현상설계로 나누어진다. 지명현상설계 방식은 몇 

명의 건축가에 공모를 의뢰하여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안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지명의 객관성과 

다양성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개현상설계 방식은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응모를 받는 것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응모가 

많을 수 있지만 더욱 열려있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강조하는 많은 건축프로젝트들은 공개현상설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서울로 7017은 국내 및 국제에 널리 

알려진 7명의 초청작가를 선정하는 국제 지명초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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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울로 심사 과정에서는 지명초청 방식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자격심사 및 제안서 심사인 RFQ(Request for Qualification)와 

RFP(Request for Proposal)도 생략한 채 기형적으로 진행되어(배정한, 

2015)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초청 건축가나 심사위원의 구성도 다소 형식적인 부분만을 크게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서울로 7017의 현상설계 공모는 총 7명의 국제적 

건축, 도시, 조경 전문가들을 - 창융허(Chang Yung Ho, 중국), 

후안헤레로스(Juan Herreros, 스페인), 마틴레인-카노(Martin Rein-

Cano, 독일), 비니마스(Winy Maas, 네덜란드), 조성룡 (대한민국), 

조민석 (대한민국), 진양교 (대한민국) - 를 초청하고, 이를 5명의 

심사위원 - 승효상(대한민국), 조경진(대한민국), 비센테 

괴야르(Vicente Guallart),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온영태 

- 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초청에 있어서 

건축가와 조경가의 안배에 신경을 썼냐는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는데(환경과 조경, 2015), 이러한 초청 전문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건축, 도시, 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초청하는 것 또한 

지역과 국가의 배분을 신경 쓰는 것(피면담자 9) 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한편 이처럼 형식적인 부분을 고려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방식이었다. 우선 초청된 건축가 

중에서 MVRDV의 대표인 비니마스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중 두 명은 서울역 일대 주변의 지역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을 알지 못하는 해외 전문가들이었고, 실제 이들이 심사를 

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에 심사는 구조적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보행길로서의 성격이나 지역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크게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실제로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MVRDV의 당선에 있어서도, 두 해외 심사위원인 도미니크 

페로와 비센테 괴야르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작용(피면담자 9)” 

하였다. 물론 이는 설계안의 전문성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심사 

구성과 구조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설계안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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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였다.  

실제 최종 당선된 MVRDV의 설계안은 다른 공모안들, 다른 

설계안들과 비교하여 하이라인과 유사한 형태의 공원으로서 구상되어 

있었다. 오히려 지명공모에서 각각 2등과 3등을 수상한 국내 

건축가들의 설계안은 고가도로서의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잘 

고려하였지만, MVRDV의 당선작은 이러한 맥락은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다(월간디자인, 2017). 실제로 MVRDV의 당선작은 다른 

설계안들에 비해 식물이 크게 강조되어 있었고, 최종 명칭 또한 

공원으로서의 성격에 가까운 ‘The Seoul Arboretum, 

서울수목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처럼 식물이 강조된 

설계안의 핵심컨셉은 고가 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배치하는 점이 

이었는데, 이러한 배치는 좁은 화분 안에 식물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서울의 사계절이라는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목을 식재하고 배치한 것으로(월간디자인, 2017), 

이러한 식재로 실제 서울로 7017의 개장 이후 식물의 유지 관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피면담자 3). 이처럼 서울로 7017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참고대상의 존재는, 

주변 장소가 지닌 맥락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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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우수 당선작: Winy Maas, 서울수목원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그림 2] 2등 당선작: 조성룡, 서울역고가: 모두를 위한 길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그림 3] 3등 당선작: 조민석, 흐르는 랜드마크: 통합된 하이퍼콜라주 시티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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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라인 운영방식의 모방과 변용 

 

정책의 이동과정에 있어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는지(Peck, 

2011; McCann and Ward, 2012; Gotham, 2014), 또한 이동에 있어서 

설정되었던 정책적 목표와 실제 결과물의 차이(Implementation 

gaps)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중 하나다(McLean and 

Boren., 2015; Zapata and Campos, 2015). 특히 많은 경우 정책적 

담론(discourse)이 이동하더라도, 정책이 실제로 지역에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 본질과 내용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Carr, 2014).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는 매우 강조되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형태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성되었던 하이라인과는 다르게 서울로 

7017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에 의해 탑다운(top-

down)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의 

조성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만큼, 서울로 7017도 

시민참여의 확대와 활성화를 중요시 여겼다. 한편 이러한 시민참여 

운영방식은 하이라인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실제 진행된 많은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은, 서울시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고 활용되었다.  

 우선 사업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이에 사업발표와 함께 서울로 7017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시민들에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제공하였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역 고가 내에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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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개최되었고, 

다양한 시민공모사업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고가산책단이라는 시민 

자원봉사이 그룹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2017a; 이민영·이용숙, 2018). 

한편 이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제한적인 기간에서 

맞추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기회는 주로 

정보제공, 회의참가, 참가유도 등의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참여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적극적인 참여 방식인 권환 부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이민영·이용숙, 2017).   

 

     

[그림 4] 서울로 7017 사업홍보 자료 중 시민참여 관련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잘 진행된 사례로 포장되며, 서울시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민참여는 양적인 형태로 치환되어 

홍보되었다.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서울시의 발표자료에서 

시민참여는 ‘소통횟수 615회, 742,300명의 시민참여, 301,500명의 

시민참여’ 등 과 같은 양적인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사업의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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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수많은 지역민들의 반대,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반하여 이와 

같은 양적인 시민참여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보여주기 좋은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보 과정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정보는 일부분 누락되거나 소극적으로 공개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로 관련 홍보자료에서 2014년 10월 시민개방행사 

시민 1만 명이 서울역고가를 찾았다고 홍보되었지만, 바로 이후인 11월 

시민 200여명이 반대 시위를 한 사실은 별도로 공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강지선 외, 2018). 

 이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도구적인 형태의 시민참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선 

자원봉사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시민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여 참여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또한 실제 시민참여의 독려를 위해서 노력했던 

일부 공무원들도,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참여방식에 크게 실망을 하고 

참여를 관두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서울시 

공무원들 외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참여자가 많았고, 

이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다. 

실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은 수년간 서울역 일대 

약 60여개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였고(피면담자 

7,9), 계약직 신분으로 시민참여를 담당한 일부 공무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시민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연락을 나누었다(피면담자 2,4). 한편 

이들은 시민참여에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홍보에 관심이 많았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담당하였던 한 공무원은 관료적인 행정 구조와 실망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피면담자 2). 

 

“초록산책단이라는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요. 100명 100명 막 

이렇게. 거의 뭐 좀 한마디로 사람 모은거죠. 그쵸. 내가 갔을 때 90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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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있었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일도 

안줘” 

 

“용역업체가 하면 쉬워요. 시민참여 안들어가면 너무 쉬워 (...)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 나는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박사고, 우리는 사고를 하니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적을 내야 되니까“ 

 

 - 서울로 7017 전 시민참여 담당 운영팀 공무원 인터뷰 (20.2.4) 

 

 한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더불어 강조된 

것은 민간위탁의 운영방식, 다시 말해 서울시가 아닌 민간 운영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로 7017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한편 시민참여가 기존 서울시 수많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이전의 

많은 정책들에서 강조되어 온 부분과 다르게, 공공공간의 민간위탁은 

서울시 기존 정책에서 잘 진행된 바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이었다. 예외적으로 서울숲 공원의 경우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맡아오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외에 다른 대부분의 

공공공간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오고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임에도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던 것은, 

서울로 7017 조성에서 참고하였던 뉴욕 하이라인의 운영이 민간 

운영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운영방식은 처음 박원순 시장이 

하이라인을 시찰할 당시, 하이라인 친구들의 대표인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하몬드가 시장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했던 부분 중  

하나였고, 실제 조성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시장급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직접 민간 운영방식을 언급하고 강조하기도 

하였다(피면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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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었기 때문에, 

개장 이후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식적인 언급이나 

문서가 없는 시점에서도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피면담자 2,4). 한편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시장이나 

전문가들에게는 새롭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자 

또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공무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일부 공무원들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들의 업무와 성과의 일부를 넘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피면담자 

2). 또한 민간위탁은 기존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진행되었던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민간위탁의 방식은 공공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였고, 

이에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방식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진행되었다. 우선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에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연구(‘서울역7017운영관리방안’)를 통해서 서울로 7017의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방식을 

제안하는 것(서울연구원, 2016)’ 이었던 만큼, 보고서에서는 서울로 

7017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전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은 한 차례 무산되게 되었다. 서울시는 

사업 개장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시의회와 

언론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운영단체 선정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였고(뉴시스1, 2016; 조선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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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와 관련되어 큰 논란과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철회하고 고가 운영을 시 직영으로 바꾸게 

되었다(이민영·이용숙, 2018). 이러한 언론 비판의 주요 이유는 서울로 

7017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고가산책단의 대표가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실제 민간위탁에 참여한 단체가 많지 

않았고 또한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한 고가산책단이 가장 적합한 

단체였음에도 서울시는 시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한 차례 철회되었지만, 이는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어 왔다. 

결국 개장 이후 2019년 하반기에는 실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서울로 운영단’에서 민간 컨소시엄 단체인 ‘서울로 걷다’가 

사업의 운영 맡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전환에는 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민선 3선 당선된 직후에 

맞추어 빠르게 진행되었다(피면담자 2). 특히 여전히 공공 영역에는 

민간위탁을 포함한 시민 주도 정책추진에 대한 기반이나 문화가 정착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이민영·이용숙, 2018),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임이 확실시 되자 민간위탁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한편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에 앞서서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로 

사업운영단의 행정조직은 매우 급작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서울로 사업운영단은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박원순 시장 민선 3기 선거기간에 맞추어 약 한 달 사이에 

사업단의 인원이 약 2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피면담자 2,4). 특히 이는 별다른 업무의 변화나 증가가 

없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급하게 파견되거나 또는 단기 계약직의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졌다(피면담자 2). 결국 이러한 변화는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이 

시 직영 운영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적 편법의 일부였다. 다시 말해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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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 직영 운영방식보다,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피면담자 2). 한편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행정 조직이 

변화되는 기간 동안, 서울로 운영단의 사업은 오히려 혼란을 일게 

되었고 또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게 되었다(피면담자 2). 

 

“이게 사람이 막 늘어나요. 20 몇 명까지 막 늘어나요. 단장 

구조로. 그러면서 축소가 되어요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 

왜나면 이 때 뭐였냐면, 3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게 

되어요. 3선이 안되면 민간위탁이 안되니까. 그냥 놔뒀다가. 3선을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게 막 한달 

만에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공무원들이 다 추가되고 막 기간제 뭐냐 해서 막 늘려놔. 이게 

왜 또 늘리냐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하고. 민간위탁에 

넘겨야하니까 막 키우는 거지. (...) 이게 인력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공무원 조직이 막 30, 40명은 필요한데 우린 20명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득력 있는 (..) 이게 막 

하는척 보여주다가 이거를 공원녹지 정책과 안에 쏙 넣어요” 

 

 - 서울로 운영단 전 공무원 인터뷰 2.24  

 

또한 민간위탁은 실질적 필요성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민이나 

언론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후원이니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었다.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단체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서울시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피면담자 6). 또한 일부 공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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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익을 위해 조성되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인데 기업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기업 공적영역의 참여하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 기업이 후원하고 민간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러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카페도 할 수 있는 

음식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요 (...)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사실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4.17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하고 운영방식을 택하는 전반적인 

과정에는, 사업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시민참여나 

민간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지만, 이는 사업의 필요성 또한 새로운 

방식을 정당화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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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도시의 변화 

 

1. 정책 정당화에 따른 정책과 행정구조의 변화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맞추어서, 

서울시 도시 정책 및 행정 조직은 새롭게 재구성되고 큰 폭으로 

변화되었다.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은 도시 정책을 정당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반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정책이 확대되어 추진된 것 또한 언론의 반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고, 그냥 건축 사업에 

주목이 있었던 거죠. 하이라인 가서 시장님이 딱 발표를 했어. 근데 

막 반대가 엄청났던 거야. 왜냐하면 주변은 하나도 안 물어 보고 

그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까 (...) 그래 

그러면 이거 하는 김에 잘되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생각했던게 

이것도 이게 전세계적 흐름이고 서울 시장님도 하고 싶었던 

도시재생이 된거죠.” 

 

 - 서울로 7017 사업운영단 책임 담당자인터뷰 (20.4.16) 

 

우선 초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조성사업은 건축·토목 혹은 공원 

조성의 성격에 가깝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실제 초기 서울로 

프로젝트의 구상 및 발표단계에서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서울역 

고가도로 구조물 재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초기 사업발표 이후 

사업에 대한 주변 상인과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이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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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특히 사업의 추진이 급하게 또한 주변 지역과 별도의 합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대문 상인회 등 주변 지역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였지만,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이 스스로 서울역 일대 상인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을 조사하는 진행하게 되었다(피면담자 7).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가산책단을 중심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서울역 일대에 현황이 서울시로 

전달되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가 매우 거세기도 하였고 또한 상위 정책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큰 

유행을 끌고 있었기 대문에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게 되었다(피면담자 4). 이에 2015년 

5월 1일 서울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또한 남대문 시장의 활성화, 

낙후 지역 도시재생 지원,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기존 

서울역 고가재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조직과 운영팀의 개편이 

확대된 사업 범위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서울특별시, 2017a)  

 

“그래서 서울역 고가를 발표하니까, 반대를 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고 막 왜 남대문이 들고 일어나고 

보니까 (...) 그 때 알아서 그 다음 번에 서울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래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서울역에 대한 전체 

전략계획이 있고, 그 중에서 서울역 고가를 이렇게 하자고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반대가 된 거죠.” 

 

“우리는 다행히 서울역 고가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 서울역 도시재생 센터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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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의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거니까 (...)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르지. 서울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수십 개가 있지만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센터의 

목소리가 주부처에 실제 반영되는 데에요, 요구나 권한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성이나, 실제적인 실력이나. 다른 곳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죠.” 

 

- 서울로 시민단체 담당자 인터뷰 2.24  

 

서울로 7017은 이와 같이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정책적 홍보가 

강조되었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 주도라기 보다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또한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반대에 대응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은 역설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기존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들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민간 부문의 협력기구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또한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조현민, 2020). 한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주변 지역 조사를 진행하였던 

고가산책단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역을 조사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여러 측면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피면담자 

6) 센터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된 편이 있다. 

 이처럼 정책이 확대되어 추진된 것뿐만 아니라,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행정 조직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기존의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성격의 공공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운영방식 또한 기존의 시 

직영의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조성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이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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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이러한 변화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로 7017은 개장하는 

과정에 맞추어 행정 조직의 개편이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큰 

주목을 받는 사업이었고 또한 사업기간도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관리와 운영은 서울시 내부 인력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편이었고, 

이에 외부 전문가나 계약직의 임기제 공무원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의 가치적 측면인 시민참여, 

도시재생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나 시민단체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당화가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 행정 

조직의 개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서울로 7017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많은 반대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많은 전문가나 언론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지적들은 단순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였다(피면담자 2).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로 

7017 개장 직후 벌어졌던 투신 자살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특히 서울로 7017 사업은 안전 등급 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를 재생한 사업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는 

초기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개장되는 시점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한편 

서울로 7017이 개장한 후 열흘인 2017년 5월 30일 한 외국인이 

고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투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한국경제, 2017). 이는 투신자살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7017의 시설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 이후 서울로 7017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언론과 시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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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지적들  – “미흡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원인(한국경제, 2017)”, “우려했던 안전 현실로(조선일보, 

2017)”,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여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연합뉴스, 2017)” -은 서울역 고가의 시설 

대책 만이 아니라 서울로의 7017의 개장이나 조성이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저희들은 제 제일 큰 역할 중요한 부분이 혹시라도 투신자살을 

할 경우 (...) (예전에 여기서 투신자살) (...) 그 부분이 발생하면서 

제가 오게 되었어요 (...) 원래 보안관님도 5명 씩으로 한 조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총 16명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 두 배로 

늘어나서 3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사업소에 대비해서는 인력이 많은 편이긴 하죠. 

(그 31명이 다 정규직으로?). 다. (...) 이미 그 진행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는 없는 (...) 보안관님들은 이동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울로 7017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서울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인터뷰 2.24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요원을 15명을 

늘려 총 31명으로 인력을 충원시켰다(서울경제, 2017). 또한 사고 이후 

서울시는 내부적으로도 행정 구조를 개편하였다. 언론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및 여론 분야를 담당하였던 인력을 서울로 7017 

사업의 공동 운영단장으로 영입하여, 이에 사업은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례적으로 3급 국장급 단장이 두 명인 이중 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피면담자 3,5). 또한 이와 같은 인력의 충원이나 조직의 개편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만큼, 이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를 인력의 충원은 언론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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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 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체적인 역할이나 업무가 

분배되지 못한 채로 급하게 충원되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안전문제가 안정화 된 이후, 다른 사업소들과 비교하여 

인력이 많은 편이고 또한 안전관리 인력들은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피면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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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실패의 이동과 반복 

 

마지막으로 서울로 7017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짧은 기간 안에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초기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노숙인 주거 관련 문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노숙인 문제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서울역 근방은 오래 전부터 많은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이 거리 노숙인들의 밀집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것(김민재, 2015) 또한 노숙인들 진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데일리안, 2017) 등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편에서는 서울로 7017의 조성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노숙인 센터가 사라지고 거리 노숙인들이 내몰리는 것에 대한 

지적(한겨례, 2016)이 있기도 하였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로 

7017과 관련된 노숙인 대책을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고가와 노숙인’ 

이라는 포럼을 개최하여 노숙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고(서울특별시, 

2017b:284), 노숙인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정원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17a: 629), 경비 용역과 주변 

파출소와의 협력을 통해 노숙인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래 청소 차고지가 있었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곳 

(…) 음 그리고 고가차가 다니는 곳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있었고” 

 

“서울로 주변은 정말 천지창조, 상전벽해죠 (…) 그러면서 

특징은 노숙자 없어졌던 것도 특징이고도 하고 (…) 여기를 

와보니까 처음에는 노숙자를 위한 밥집이 많았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 밥집 기능이 어디 동자동으로 사라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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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감(純減)도 한다고 이러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IMF처럼 노숙자가 막 증감되고 증폭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밀려난 노숙인들이) 경기도까지도 

확장된다고 들었고, 겨울에는 충정로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담당자 인터뷰 20. 4.3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과 관련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되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피면담자는 

서울로 7017 사업 이후 고가도로 밑에서 생활하였던 노숙인들이 외부로 

사라진다는 점, 더 나아가 터전을 잃은 노숙인들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변 노숙인들과 서울로 7017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도 본 연구자가 서울로 7017 

주변을 답사하는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노숙인들은 서울로 7017을 

위를 이용하는 드물었지만, 주변의 건물이나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 서울로 7017 주변 노숙인들과 경찰의 다툼장면 (출처: 연구자 촬영) 

[그림 6]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들어온 홍대 지역의 상권 (출처: 연구자 촬영) 

또한 노숙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서울로 7017 

보행특구 보행영향분석 용역보고서’에서도 서울로 7017 보행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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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4년간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인 5.26%의 두 배가 넘는 

대비 10.7%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아주경제, 2018). 이에 서울로 

7017이 개장한 이후 서울역에서 충정로역을 이르는 중림로 일대에 

카페와 맥주집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으며, 특히 중림동은 개장 1년 

전과 비교하여 임대료와 권리금이 1.5배 정도 뛰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아주경제, 2017). 본 연구자가 면담한 지역 주변 상인들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고, 실제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홍대 프렌차이즈 상권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전에 활동하던 많은 지역 상인들이 밀려나기도 하였다.    

 

“그러자 여기에 홍대에 있었던 상권이 조금 오더라고요. 몇 개 

나주곰탕, 도마 이런 젊은 분들 꼬모레 카페 이런 것들이 왔어요. 

(...) 왔는데 눈치 빠른 곳들이 왔는데 (...) 눈치 빠른 친구들이 

오긴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밥먹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거든. 도마나 

나주곰탕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에요. (…) 

그렇지만 오래도록 상업활동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페인트 가게, 유리액자 가게,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담당자 인터뷰 20. 4.3  

 

“이거는 그냥 동네 관통하는 통로 밖에 안되어요 (…)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 저기 서브웨이, 김선생도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와서 벌써 다 망했어 (…) 권리금 1억은, 돈을 1억을 날리게 

생긴건데 (…) 임대료는 4년동안 15프로 올랐지, 그것도 막 싸워서 

15프로 (…) 안그래도 건물주랑 어제 통화했는데 저기 무슨 

컨벤션센터인가 뭔가 들어온다네, 그거하고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건 지나 좋지. 우리한테도 도움된다고 하는데 개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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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좋지.” 

 

- 서울역 7017 주변 상인 인터뷰 20. 4.3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뉴욕 

하이라인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 하이라인이 

뉴욕의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있었던 퀴어 

공간이 밀려나게 되었고, 또한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공 사례의 이동만이 아닌 ‘정책 실패의 이동(policy 

failure mobilities)(Lovell, 2017;2019)’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벤치마킹과 모방은 대부분 특정 

성공적 정책 및 정책의 성공부분에만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부분의 정책 이동 성공적 정책의 이동만 주제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Lovell, 2019). 뉴욕 하이라인의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되고 모방되었지만, 하이라인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문제들과 실패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였다. 특히 

하이라인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실패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는 위의 논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7017에서의 진행된 벤치마킹과 모방 등의 정책이동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지역 정책을 정당화하는 목적에 맞추어 

진행된 지역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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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정책 이동 시각에서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이동이 지역적 도시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서의 진행되었던 정책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및 서울로 7017의 홍보와 선전 – 은 지역적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장이 중심이 되어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이는 단순한 랜드마크의 모방을 넘어서 하이라인이 상징하고 

있었던 보행재생 및 도시재생을 서울시에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목표달성이 우선시 되는 과정에서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나 합의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 신화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은 국내외로 

홍보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울시와 박원순 시정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보행친화 도시조성과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홍보에 

있어서도 매우 큰 노력이 기울여졌고 또한 정책의 가치적 측면에 대한 

홍보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부분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가치인 ‘보행친화 도시 조성, 도시 재생, 

시민참여 방식’ 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실현에 

맞추어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보행재생을 상징하였던 만큼, 서울로 7017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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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상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의 지역적 맥락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하이라인과 유사한 형태의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디자인적 부분과 함께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부분은, 

하이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시민참여와 민간 주도의 운영방식이었다.  

한편 이는 서울시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지만, 단기간의 사업기간과 행정적 제약에 맞추어 

모방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모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 이동으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과 맞추어,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 조직과 구조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은 

지역적 정책 결정과정과 결합되어 복잡한 형태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사례를 포함한 

정책의 이동에는 시장과 같은 소수 정책 결정권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이는 연구에 있어서도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 이동의 관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서울로 7017 추진과정의 의미를 다소 개괄적인 범위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될 경우 발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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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우선 큰 정책적 관심을 받은 

서울로 7017이라는 실증 사례를 통해서, 정책 이동 방식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도시 정책의 이동은 최근에 들어서 서울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도시들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나 메르스 

나아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의 발생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정책 이동은 빠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무비판적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며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책 이동 

현상은 도시 정책의 추진방식을 빠르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 정책의 이동은 정책적 · 행정적 영역에서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아시아 도시를 사례로 정책이동을 다루었다는 점, 또한 정책 

이동이 넓은 범위의 지역적 도시정치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정책 이동 연구들은 주로 서구 지역 도시들 간의 혹은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이동을 주로 다루어왔다. 동아시아 

도시들의 경우 서구의 정책적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행정구조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관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이동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 

이동 관련 연구들은 주로 특정 성공적인 정책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이 발생하는 도시의 지역적 맥락과 정치구조가 정책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던 것(Prince, 2016; Fricke, 

2019)과는 다르게 연구에서는 정책 이동 현상이 일반적인 도시 

정책결정과정과 도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정책 이동이 동아시아 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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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넓은 범위의 도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더욱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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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면담자 구성  

번호 소속 직위 층위 면담일시 

1 서울특별시 (前) 사업 책임 공무원 

조성과정에 

직접참여 

20.3.11 

2 서울특별시 (前) 시민참여 담당 공무원 20.2.25/3.1 

3 서울특별시 (前) 식목관리 담당 공무원 20.2.28 

4 서울특별시 운영단 책임 담당자 20.2.27 

5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20.3.18 

6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 담당자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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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itimation and Mutation of 'Seoullo 7017'  

: Through the lens of policy mobility 
 

Zoh, Hyunmin Daniel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oullo 7017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policy mobility. In the past few 

decades, transfers, diffusion, and movement of urban policies 

across national borders have increased rapidly. Accordingly, 

researches on policy mobility have developed in the fields of 

geography and urban studies. These studies have critically 

investigated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ssemblage, and mutation 

of a certain policy, but have little focused on how the ordinary urban 

policymaking and the urban area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policy mov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obilization of certain policy has changed and reconstructed the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 Especial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local decision-making and policy 

mutation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bilization of 

policy that appeared in Seoullo 7017 including benchmarking and 

policy promotion was strategically us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se mobilizations was to 

legitimize the city’s urban policy. Seoullo 7017, which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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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s landmark project, has proceeded rapidly without the civic 

consensus process. In this regard, the New York High Line’s 

success was used as a tool to represent the legitimacy of the 

Seoullo 7017 project. Also, the branding and promotion of Seoullo 

7017, which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city government, was 

used as a self-curation tool to make the success story of Seoul’s 

urban policy. 

Second, the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the High Line were 

proceeded selectively according to specific political goal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Seoullo 7017 benchmarked both the design 

and governance of the High Line. Lots of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design should be differentiated, as the regional context of Seoul and 

New York was different, However, the design was similarly imitated 

into Seoullo 7017 because of the symbolic image of the High Line’s 

design itself. Also, the management style which emphasized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were also imitated, but it ends with 

instrumental form due to bureaucratic political structure. As such, 

adaptation, mobilization, and mut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legitimizing local policy and politic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nvestigates th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mobile urban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case at various points. However, it also has its limitations 

as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aspects of mobile policies on a 

superficial level.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mobilization of urban policy is changing contemporary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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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이동은 도시 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정책의 

추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존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들 간의 지역적 맥락이나 정치구조의 차이가 정책의 적용과 변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이나 

정책 홍보 등의 정책이동 과정이 서울시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또한 서울로 7017 

정책의 홍보와 선전 - 은 서울시가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었다.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을 통해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진행되었던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의 가치와 성공을 국내와 

해외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 대한 성공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다듬어갔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과 정책 홍보는 서울시가 도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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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서울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모방하고자 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과 

내용은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일례로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모방되었지만, 시민참여를 대표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은 

보수적인 서울시의 행정 구조에 맞추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방과 변용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 행정구조, 

공간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동 현상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서울로 7017의 실증사레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다소 개괄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발전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동이 도시의 변화에 갖는 

의미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정책이동, 정책 정당성, 도시정치, 도시정책, 서울로 7017, 
하이라인 
학   번 : 2018-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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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을 살펴본다.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동 현상은 도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의 정책적 의사결정도 더 이상 지역적 범위 내에서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있다(Cochrane,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의사결정 방식이나 정책적 내용을 모두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서 도시 연구 

및 지리학 분야에서는 정책 이동(policy mo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발달되어 온 모빌리티(mobility) 개념을 통해서 

정책 이동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들(Cook, 2008; McCann,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등 참조)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기존의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도시들 

간의 지역적·행정적 차이가 특정 성공적 정책이 적용되고 변용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주로 살펴보았고,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도시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Fricke, 

2019:127).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는 정책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시정치(local politics of policy mobility)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McCann, 2012)에 주목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진행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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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이 추진되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여 

진행된 건축·토목 사업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박원순 시정에서 

강조하였던 정책적 전략과 철학을 담는 보행친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의 주도 아래 진행된 역점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운영방식을 시도하였고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마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을 통해서 지역적 도시 정책이 정당성을 얻는 

과정에 있어 정책 이동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로 7017의 사례에서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이동 –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 

등 - 은 어떠한 목적에서 진행 되었는지? 

 

둘째, 정책이 이동하는 –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이식하는 - 

과정에서 실제로 이동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와 같은 연구질문을 통해서 연구는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난 정책 

이동이 서울시의 도시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이동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 전반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서울로 7017은 노후화 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바꾼 도시재생 

공원화 사업의 명칭이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보행친화도시 

조성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하이라인의 벤치마킹은 

이러한 정책 가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업화 시대의 폐철로를 고가 공원으로 바꾼 하이라인의 

상징성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 또한 보행재생 

철학에 부합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뉴욕 하이라인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참고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정책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 을 통해서 진행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책 

이동을 통한 도시 정책의 변화와 추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서구의 선진 

정책을 배우고 모방하는 것은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도시들에 있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서울로 7017은 이례적으로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강조되었다. 실제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3기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역 하이라인’ 

을 통해서 시작되었고(서울특별시, 2017a:21), 이러한 공약의 핵심은 

폐철로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원으로 조성한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재생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뉴욕 하이라인을 시찰하면서 처음 서울로 7017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이전의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정책의 이동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이동이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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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의 추진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둘째,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건축·토목 사업을 넘어서 더 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박원순 시장 민선 3기 

역점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정책 이동이 더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도시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통해서, 박원순 

시정이 핵심 정책인 보행친화도시와 도시재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a; 207).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가치적인 부분을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있어서 

강조하였으며 하이라인의 벤치마킹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시민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방식 도입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가치적 측면은 서울로 7017이 해외로 알려지고 홍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처럼 서울로 7017에서 정책 이동은 

특정 정책의 성공적인 모방과 도입을 넘어서 서울시 도시정책 변화와 

정당화를 위해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정책 이동이 넓은 범위의 

지역적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로 7017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서울로 

7017이 상위 정책이었던 보행친화도시 조성 또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을 맺으면서 추진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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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 또한 일부분의 

현장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은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이다. 주요한 인터뷰는 크게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참여한 1) 상위 정책결정권자 –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담당자를 포함한 총 5명, 2) 정책 실행자 – 전현직 공무원 및 시민단체 

담당자 총 4명으로 진행되었고, 이들에게는 서울로 7017이 추진되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주력했다. 이 외에도 서울로 

7017의 조성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상인 5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른 영향을 물어보았고, 부가적으로 서울시 및 국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개입한 공무원, UN 전문가, 건축가, 연구원 등 총 

9명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서울시 및 국제 

도시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서울시의 정책 또한 서울시 보행재생 정책이 어떠한 흐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뷰는 서울로 7017 관련 대상자 15명, 기타 6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방식은 심층인터뷰, 반구조화된 인터뷰 

나아가 전화 인터뷰, 카카오톡 인터뷰 등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부 피면담자들과는 친분을 쌓아 단발적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화나 

카카오톡 인터뷰가 활용되었다. 

또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서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심층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서울시장 담화 및 발표문, 해외 건축가의 인터뷰 또한 하이라인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연구에 활용하고 보완하였다. 서울로 7017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전반적인 조성과정이 매우 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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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형식으로 발간되어 있고 또한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발표자료가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와 

관계자들의 발표문이나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탈(www.open.go.kr)을 통해서 서울로 7017 추진과정에서 

기록되었던 서울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기록물(결재문서, 보고서, 

홍보자료 등)를 통하여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에서는 서울로 7017을 직접 방문하고 

주변지역을 관찰하였으며, 서울로 7017 조성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이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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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동을 통한 도시정치: 정책이동과 정책의 

정당화 
 

1. 정책이동 접근: 정책의 이동과 도시공간 
 

정책이동(policy mobility) 접근은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도시연구 분야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으며 

주요한 연구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의 도시들에서 

벤치마킹이나 정책수출 등의 도시 정책의 교류와 이동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동 현상은 벤치마킹, 정책수출, 정책경험 

공유(study visit). 정책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진 빌바오(Bilbao)와 

바르셀로나(Barcelona)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는 전세계 많은 도시들로 

확산되었고,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개장 이후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전세계 9개 지역에 복제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교통 정책으로 알려진 

보고타(Bogota)의 간선급행버스체게(Bus Rapid Transit) 정책은 

2000년대 초 보고타에서 처음 실행된 이후,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166개 도시들이 이를 참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EMBARQ, 2016).  

이와 같은 정책의 이동현상은 도시정책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랜드마크(Brill and Conte, 2019; Ponzini et al., 

2020), 도시 브랜드나 슬로건 (Moore et al., 2000)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의 이동은 수와 정도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01). 이처럼 정책적 

아이디어나 지식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확산과 이동의 속도와 

정도가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Peck and Theodore, 2012; Mc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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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나의 도시적 현상으로서의 정책이동은 갈수록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현대 도시정책의 추진과정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적 차원과 정책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세계적(global)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 연구들이 빠르게 발달해오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01; Ward, 2006; Cook, 2008; McCann and Ward, 

2011). 한편 정책이동 연구 이전에도 정책의 이동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는 초기에는 정치학과 행정학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책이전(policy transfer)'라는 개념을 통해 발전해왔다(Dolowitz and 

Marsh, 1996, 2000; Stone, 1999, 2000; Gilbert, 2002 등). 

정책이전에 관하여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Sayer, 

1992), 정책이전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책이 이전하는 원인과 주체를 

밝히고, 이를 유형화 혹은 이론화하여 정책이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조건과 양태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왔다(Bennett, 1991; 

Dolowitz and Marsh, 1996 등). 다시 말해 이들은 정책 그 자체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동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단일한 것으로 보고 정책의 ‘완벽한’ 이전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한편 지리학이나 도시연구 분야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모빌리티(mobility) 연구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이동(policy mo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정책의 이동을 설명하여 

왔다(Peck, 2003; Ward, 2006; Cook, 2008; McCann, 2008). 이들은 

정책의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도시 및 

지리 연구 분야에서 현대 도시현상의 복잡성(complexit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역적(territorial) 및 내부적(internal) 특징과 함께, 

하나의 도시가 다른 도시, 지역, 스케일 등에 걸쳐 서로 연결되어 잇는 

관계성(relationality)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논의들은 오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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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진행되어 왔다(Havery, 1989; Massey, 1991; Urry, 2003; Cox, 

2011; Bunnell, 2015 등). 이는 정책의 이동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정책적 아이디어 혹은 내러티브는 도시들 간의 

관계성(relationality) 속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시 

정책은 도시라는 지역적(territorial) 범위 안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정책 아이디어의 완전한 모방(imitation)이나 

반복(repetition)은 불가능하며, 정책은 변용과 재구성을 통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Peck and Theodore, 2010). 더 나악가서 이러한 정책의 

이동의 전세계적 흐름은 도시정책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지역적(domestic) 또한 독립적(independent)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Cochrane, 2011; 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도시적 정책이동 과정 또한 정책이동 과정에 

관여되는 관력의 개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동 현상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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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이동과 도시정치: 이동을 통한 도시 정책의 정당화  
 

이와 같이 도시정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잡은 정책의 이동은 

특정 정책이나 정책적 아젠다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Gonzalez, 2014). 정책적 성공사례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별다른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요한 

부분은 정책 이동에 개입하는 행위자는 주로 시장이나 개발자와 같은 

소수 권력자 층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의 이동은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이동을 통해 

과거보다 쉬운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책 이동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who mobilizes policy) 또한 이동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새롭게 생산되는지(McCann, 2011)에 있다. 

우선 정책이동을 주로 특정한 소수 엘리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Barenholdt, 

2013)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것과 같이, 국가나 사회는 이동을 통해서 

다수 개인을 통치하는 경우가 많다(Barehholdt, 2013). 이동통치 

논의는 주로 이주정책과 관련 해서 설명되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새로운 통치전략으로서 이주 정책의 방향성이나 속도 등을 조절하면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도시 간 이루어지는 

정책의 이동은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정책 의 이동은 소수 엘리트들의 

정당화 도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Ponzini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정책 이동의 목적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동을 추진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동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생산되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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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모빌리티 연구들이 ‘고정된 공간이 아닌 

이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정치적 관계가 배치되고 재배치되는지’

를 주로 살펴본 것(Cresswell, 2006, Sheller and Urry, 2006 등)’과도 

연결된다. 정책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권력 관계의 개입, 지역적· 정치

적 구조의 차이 등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변용된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은 특정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행정구

조나 도시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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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의 유입과 환산에 개입된 도시정치  
 

1. 정책 유입을 통한 도시정치: 도시재생 정책의 유행 
 

 

도시들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정책을 모방하거나 벤치마킹 함을 통

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많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도시재생 정책을 들 수 있

다. 도시재생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주요한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

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Roberts and Skyes, 

2000; Smith, 2002). 이처럼 도시재생이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도시재생이 거버넌스 논의와 함께 발달하는 과

정에서(Davies, 2002; Blanco et al., 2011), 근대적 국가 중심의 개발방

식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wngeouw et al., 2002; Jones and Evans, 2006). 이러한 점에서 개

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도시들은, 도시재생 정책의 모방과 

유입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방향을 바꾸고 이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새로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도시정부가 정책을 유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도시재생이 초기 

유행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나 제도적 정립이 되어있지 않

았기 때문에 각 지역들에서 도시재생이 다소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활용

되었다(Bottero et al., 2017), 특히 도시재생의 추진 방식에 있어서 중

요시 고려되었던 거버넌스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Foley and Martin, 

2000; Lau, 2014), 이는 공공이 공식적인 정치적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

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하기도 해왔다

(Atkinson, 1999; Cooke and Kothari, 2001; Matthews, 2012). 

이러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발

생되었다(김혜천,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이나 제도가 분명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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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지 못한 채로, 서구적 개념인 도시재생을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으로 

도시재생이 유행하게 되었다(조명래, 2011; 김혜천. 2013). 이러한 과정

에서 수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추진 방식은 기존의 국가 주

도의 도시정비 방식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거나(김혜천, 2013; 조명래, 

2011; 전상인, 2017),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관료적 구조 안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김지은, 2018; 

조은영 외, 2018; 조현민,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들의 경우, 도시재생과 파트너십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당화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진

행하기도 하였다(조현민, 2020). 

또한 도시재생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건축물들은, 더욱 빠

르게 전세계에 소개되고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확산되었다. 랜드마크는 

오래 전부터 특정 도시가 추구하는 담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단

으로 기능하여 왔으며(Sklair, 2017),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 건물이나 

랜드마크적 프로젝트들의 모방은 개발자나 정치인과 같은 소수 엘리트들

의 특정 도시 아젠다를 감추거나 혹은 특정 정책적 아젠다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Offe, 1993; Ponzini et al., 2020).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재생 랭드마크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

술관은, 다른 지역으로 모방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거나(Gonazlez, 2011),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

책의 이미지를 감추는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Plaz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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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확산을 통한 도시정치: 뉴욕 하이라인의 이동과 확산 

 
도시가 특정한 정책을 확산되고 홍보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내 

소수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서울

로 7017의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뉴욕의 하이라인(The High 

Line)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확산되었던 과정은, 정책의 이동과정 자

체가 소수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정책을 새롭게 조합(assemblage)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하이라인은 완공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행로 또한 도시재생의 사례 알려지면서 수

많은 도시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되고 모방되었다(Trivers, 

2017).   

뉴욕 하이라인은 뉴욕 맨하탄에 조성된 선형공원으로, 폐철로를 도심

공원으로 재생한 프로젝트이다. 하이라인의 조성은 공공이 아닌 시민들

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이라인의 전신인 

뉴욕 맨하탄에 버려진 고가 선로는 1980년 마지막 운행을 철거가 예정

되어 있었지만, 1999년 철거에 대해 의문을 가진 두 명의 뉴욕 시민이

자 게이였던 로버트 하몬드(Rober Hammond)와 조슈아 데이비드

(Joshua David)의 노력과 참여에 의해 재생 사업으로 방향이 선회되게 

되었다(대이비드·해먼드, 2011). 이들은 철거될 고가선로를 지키는 단

체인‘Friends of the High Line(하이라인 친구들)'을 창립하고,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고가를 재생하고자 하는 계획수립, 홍보활동, 재원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David and Hammond, 2011).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초기 뉴욕시의 철로 철거계획은 철회되었고, 하이라인 

보전 및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 2009년 폐철로를 재생한 하이라인 고

가공원이 탄생하였다. 한편 하이라인은 완공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엄청

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인기를 끈 것은 하이라인이 실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은 성공 사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이라인

은 조성된 조건과 시기, 이미지 등의 다양한 조건은 하이라인이 인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Triv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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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이라인의 조성은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Millington, 2015; Trivers, 2017). 우선 하이라인은 산업

화 시대를 상징하던 도심 속의 철로를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공원으로, 근대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철도회사 주도로 만들어졌던 철로

를 부수지 않고 형태를 바꾼 보행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하이

라인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이라인은 근대 도

시의 시장 중심으로 진행된 하향식(top-down)방식이 아니라, 뉴욕 시

민 두 명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또한 운영까지 시민단체가 관여하여 상

향식(bottom-up) 방식이 주가 되어 진행된 시민 주도형 사업이었다. 

또한 조성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의 운영도 하이라인의 설립하

였던 시민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이 맡아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라인의 조성은 탈근대적 계획방식에서 벗어나는 상징

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Trivers, 2017) 

이와 더물어져 하이라인은 가장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를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에 조성된 랜드마크였다. 특히 설계공모 단계에 있

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가로 대표되던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같은 유명한 건축가가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첨된 설계

안도 가장 유행을 끌던 건축적 담론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Landscpae Urbanism)을 주도하는 미국 뉴욕의 유명 건축조경 회사 

제임스 코너 필즈 오퍼레이션스(James Corner Field Operations가 당

선 되었다(데이비드·해먼드, 2011).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조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세계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뉴욕 하이라인은 신화적인 성공 사례로 전세계에 알려

지게 되었다(Trivers, 2017). 하이라인은 그 자체로 ‘혁명적인 랜드스

케이프, 로맨틱한 반-산업성, 또한 떠오르는 생태계를 포용한다는 진보

성(LaFarge, 2014:21)’으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본질적인

(original) 공원’을 대표하며 전세계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보행재생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자리잡았다. 사실 보행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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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하이라인 이전에 또한 하이라인이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던

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ée) 등의 이전의 사업이 

있었지만, 하이라인은 철길을 보행로로 재생하는 보행재생의 가장 대표 

상징물로서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엄청난 

관광객들을 불러일으켰으며 개장 이후 매년 8만명의 방문자가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Karen, 2018), 또한 하이라인은 전세계적인 고

가도로와 철로의 재생 또한 보행재생 붐을 일으키면서, 하이라인의 모방

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확산되었다. 하이라인이 2009년 6월 1

차 개장한 이후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다양한 도시들에서 총 

183여개의 하이라인 모방 혹은 벤치마킹 프로젝트들이 발견되으며

(Trivers, 2017), 우리나라에서도 폐철로를 공원으로 재생하는 광주 푸

른숲길, 서울 경의선숲길 등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

다. 또한 결정적으로 2017년 5월 하이라인의 벤치마킹을 통해 진행된 

서울로 7017이 개장되었다. 

한편 이처럼 하이라인이 성공적인 신화로서 알려짐에 따라, 하이라인

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하이라인의 조성과정에 담긴 정치적 목적 등은 

감추어지게 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은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모방되었던 

만큼, 하이라인의 모방 사례에서 많은 사례들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

나게 되었다(Linder and Rosa, 2017), 한편 이러한 실패 사례들이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은 꾸준히 복제되고 모방되었다. 또한 하이

라인의 성공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서, 하이라인의 부정적 영향과 결과

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가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에 있어서는 시장과 개발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Linder and Rosa, 

2017). 다시 말해 하이라인의 성공사례에는 큰 부분 당시 뉴욕 시장이

던 블룸버그 시장이 정치적 목석과 또한 주변의 개발자들이 개발이익을 

이 작용하였고(Linder and Rosa, 2017), 하이라인 성공은 이러한 부분

을 포장하고 다른 부분을 은폐하는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 

특히 초기 하몬드와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하이라인의 의도

와 방향성은 많은 부분 가려지게 되었다.  하이라인의 출벌점은 ‘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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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이성)’이 었다. 하이라인을 출발시킨 로버드 하몬드와 조슈아 데

비이드는 게이 활동가였으며, 이들은 하이라인의 철거를 반대함으로써 

뉴욕에 남아있는 게이성(gayness)을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

다(David and Hammond, 2011). 특히 하이라인의 전신이었던 고가철로 

주변은 저렴한 임대료 등을 이유로 집장촌과 게이바가 많이 위치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철로 주변은 뉴욕의 퀴어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이었다. 

한편 이전부터 ‘깨친 유리창 이론’의 적용으로 큰 정치적 지지를 얻고 

인기를 끌었던 당시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는, 

지역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 하이라인을 철거하고 지역을 재개발할 계

획을 수립하였었다(Patrick, 2014). 이러한 점에서 도시나 건축을 전공

하지도 않았던 두 게이 활동가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지키고자 줄리아

니 시장의 개발계획에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하이

라인은 철거되지 않고 보행로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하이라인은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알려졌지만, 

완공된 하이라인은‘시민들의 공간’이 전혀 아닌 관광 수입을 위한 목적

지인 ‘디즈니 월드(Disney World on Hudson)'에 가까운 공간으로 조

성되었다(Sherman, 2018). 하이라인은 시민들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

으면서 개장됨에 따라, 완공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입 되었고 지역

의 부동산 가치는 급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철로 주변에 있었던 

집장촌과 게이바를 차치하고서도 기존의 상업시설들의 대부분이 밀려나

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Duany and Talen, 2013; Littke et al., 

2015; Milington, 2015; Rothenber and Lang 2015). 이러한 점에서 하

이라인은 지역주민들의 집(the neighborhood home)'으로 널리 알려지

고 불러졌지만, 하이라인은 개장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장소였던 

적이 없었다(Moss, 2012).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은 설계 이전단계에서부터 고려도이ㅓㅆ던 문제이

다. 하이라인을 설계하였던 제임스 코너(James Corner)는 이러한 문제

를 설계안을 만들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는 디자인을 설계하면서 



 

 18 

스스로 디자인에 어떠한 스토리를 담거거나 혹은 사인 혹은 심볼 - 내

러티브(signs of symbols of narrative intent)를 담지 않고자 노력하였

다. 그는 다른 이들이 아닌 관람객들이 행위를 하는 관람자(performer 

as a viewer)가 되며(Corner, 2017: 26) 하이라인을 만들어가는 목적

으로 디자인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이라인 디자인의 

복제 또한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하이라인을 설계하면서 뉴욕의 오래된 

역사와 지역적 맥락(urban context)에 맞추어서 지역에 맞는(site-

specific)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하이라인이 재생산되거나 복제될 

경우 가장 중요한 본질성(origin)과 지역성(locality)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Corner, 2017: 26). 

 한편 이러한 설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행태적

인 부분의 모방에 있어서, 전세계로 복제되고 확산 및 재생산되었다. 또

한 설계자가 관람객들의 ‘열린 해석을 의도한’ 디자인(Corner, 2017), 

관람객과 시민들뿐 아니라 시장과 개발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도 활용되었다. 하이라인을 개장할 당시 시장이었던 블룸버그 시장과  

행정부(Bloomberg administration)는 하이라인의 조성과 홍보에 큰 노

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연방정부의 재원지원(federal funding)이 줄

어드는 상황 또한 조세수입(tax revenue)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를 글로벌 영역에서 경쟁시키고 관광수익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이라인에 집중했다(Donald et al, 2014). 

이에 하이라인은 엄청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만들어졌고, 실제 하이

라인은 행정부의 의도대로 많은 관광수익을 올려 뉴욕시를 세계적인 도

시로 부상시키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정적 지원

은 오래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블룸버그 행정부 이후 집권한 빌 더블 라

지오(Bill de Blasio) 시장은, 블룸버그 행정부의 성공을 대표하는 하이

라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근느 2차까지 진행되었던 하이라인의 3

차 개장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정말로(literally) 하이라인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Linder and Losa, 2017).  

이처럼 하이라인이 조성되고 홍보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뉴욕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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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과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하

이라인의 추진과정 나아가 현대 정책추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맥락 – 기업가주의, 신주유주

의, 문화 주도의 도시재구조화 등의 트렌드 등 - 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Barsh, 2011; Brenner and Theodore, 2002; Hackworth 2007; 

Kaminer et al., 2011; Peck and Tickell, 2002). 서울로 7017의 조

성과정은 이처럼 복잡한 관계의 개입을 통해서 형성된 하이라인이, 전

혀 다른 지역적 ·정치적 맥락 속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

울로 7017의 조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의 지역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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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소개: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정책이

동 

 

제 1 절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 

 

서울로 7017은 안전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공간으로 재생한 사업의 명칭으로, ‘1970년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2017년 17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탄생시킨다(서울특별시, 

2015)’ 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로 사업은 단순하게 낡은 

고가도로를 재생한 건축·토목 사업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로 7017은 큰 맥락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고, 

특히 보행친화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다(서울특별시, 2017a). 이렇게 추진된 서울로 사업은 실제로 

정책적으로 매우 큰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추진되었으며, 실제로도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노력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서울특별시, 

2017a:212)’이자 ‘박원순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랜드마크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큰 

관심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에는 서울역 고가의 역사·지리적 

조건, 추진시기에서의 서울시 도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7017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사업이 추진시점에서의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더 나아가 벤치마킹 모델인 뉴욕 하이라인이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추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복잡적인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또한 

서울역이라는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징물 바로 옆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조성에서 철거가 될 때까지 언제나 큰 관심을 받아온 

구조물이다. 특히 서울역 고가도로는 여러 서울 시장들이 자신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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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보여주고 주입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서울역 고가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 자동차 중심의 도시성장을 강조하였던 김현옥 

시장에 의해, 서울역 주변 지역을 ‘현대화’ 내지 ‘근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울특별시, 2017a:123-127), 1970년 3월 

1일 개통되어 오랜 기간 서울 중심부의 차량통행을 담당하는 

고가도로로서 기능해왔다. 한편 90년대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철거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여러 시장들에 의해 서울역 고가의 철거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명박 시장에서부터이다. 2002년 이명박 시장은 당선초기 간부회의를 

통해 처음 서울역 고가의 철거를 논의하였다(서울특별시 2017a). 이는 

고가의 안전성에 대한 순수한 우려였다기 보다는, 당시 이명박 시정의 

대표사업이었던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되어 ‘근대화 시설물인 

고가도로의 위험과 문제점(서울특별시 2017a)’와 관련된 담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7a). 이는 청계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또한 

고가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시정의 

정책적 담론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역 고가의 철거는 

당시 도심 미관을 강조하는 오세훈 시정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계획이 발표되었고(서울특별시 2017a), 이에 

위험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고가를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 또한 당시 다른 정책이 우선됨에 따라 

실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박원순 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를 할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미흡수준인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서울역 고가도로는 본격적으로 

철거에 대한 계획의 논의되었고, 박원순 시장은 2013년 6월 28일 

서울시 의회(제 247회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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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서울역 고가의 

철거계획을 말하였다(김민재, 2015). 한편 이러한 철거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된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재선 공약이자 새로운 서울시정의 비전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 서울’로 삼고, 이에 대한 키워드를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도시재생 키워드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서울역 하이라인 사업 - 서울역 고가도로 시민 

문화공원’으로 제시되어 있었고(서울특별시, 2017a:204), 당신 이후 

2014년 9월 박원순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에 가서 최초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발표 이후 2015년 1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라는 

공식적인 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5월 설계 디자인 공모안 

선정과 함께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후 약 2년간의 공사를 걸쳐 2017년 5월 20일에 개장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이 급속도로 선회되고 또한 사업이 추진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박원순 시장의 재선과 서울시정의 도시재생 정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민선 5기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는 정책적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민선 6기 공약 중에서는 이전의 

공약에 비해 서울로 사업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재선이 된 이후 대표적인 중점사업이었던 

‘서울역 하이라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별 다른 협의나 검토과정 

없이 하이라인에 가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로 7017은 공약에 계획되어 있던 바와 같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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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로 7017의 운영과 벤치마킹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한 부분은 크게 보행로로서 

하이라인의 디자인과 하이라인의 시민참여형 운영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 하이라인의 민관협력에 의한 운영방식, 다시 말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를 맡는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만큼 서울로 7017 역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였다. 우선 하이라인이 시민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구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서울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과 시장에 의해서 

기획되었던 만큼 서울로의 민관협력 방식 또한 하이라인과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의 민관 협력 운영방식이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염두 되었던 만큼,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을 책임 

하였던 공무원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담당자들에게 서울역 

고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답사모임을 갖게 

되었다(피면담자 3). 이러한 담당자들 중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단체 ’공공 네트워크‘ 대표를 중심으로 청년, 주민, 기획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고가산책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발족하게 된다. 이러한 고가 산책단은 발족한 이후 서울역 프로젝트가 

기존의 공공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안, 시민공모전, 

시민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실행하게 된다(서울특별시, 

2017a;2017b). 또한 고가산책단은 서울로 사업을 위한 기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가 하이라인의 사례와 같이 

민간 주도의 운영을 서울로 프로젝트에 주입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 

또한 시민단체를 구성한 대표가 이미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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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서울로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가산책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서울시는 초기 구상하였던 민관협력을 본격화하고자 민간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의 선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로 7017의 민간 주도 운영이 타당하다는 보고서(‘서울역 

고가 운영전략 기본구상(서울연구원,2016)를 발간하게 된다.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기려고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 

민간위탁이 박원순 시장 측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들이 

일부 시의원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자(뉴스1, 2016; 월간조선, 2016).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고가의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2017년 5월 개장 이후 ‘서울로 운영단’이 사업의 

운영관리를 맡게 되었다. 한편 이후 사업의 운영이 안정되자 다시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년 10월 ‘서울로 

걷다’라는 컨소시엄 단체가 서울로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서울로의 운영은 시장 및 공공의 주도와 시민참여 및 

민간 운영의 방식이 뒤섞이면서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게 된다. 

특히 하이라인과 같은 시민과 민간 주도의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모방하고자 하였지만, 민간의 주도로 시작된 하이라인과 박원순 시정을 

중심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시작된 서울로 7017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참여 프로그램도 서울시가 대부분의 

역할을 차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이민영·이용숙, 2017),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이후로도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서울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피면담자 6)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25 

제 4 장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제 1 절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추진의 정당화 

 

1.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정책의 정당화  

 

하이라인의 성공사례는 서울로 7017이 쉽게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형태를 띠는 서울시의 

행정구조(김준우, 안영진, 2010: 김현우 2010)에서 참조할 서구의 

성공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정책이 아닌 

건축물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선진사례가 이미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재생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한 건축가는 “서울시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처음 있는 유형의 사업일지라도, 첫 발표 피피티에 

해외사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의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피면담자 20)” 고 밝히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공사례들은 보수적인 행정구조 속에서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성공사례는 주로 정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활용되지만, 이러한 참조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로 7017의 경우에 

있어서도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뉴욕 하이라인은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배워지고 참조되었다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된 성격이 강하다. 

실제 서울로 7017은 상당부문 정당화 작업이 필요로 되는 사업이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주변 상인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추진력 아래 진행된 사업이었다. 특히 벤치마킹 대상인 

하이라인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장 중심 탑다운(top-down) 형태의 개발방식은 

더욱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개발 방식은 기존 박원순 

시장의 정책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였다. 기존 박원순 시정의 

정책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오던 부분은 시민 참여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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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출마 

이전부터 시민을 도시 정치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며 “시민특별시” 혹은 

“시민이 시장이다” 등을 정책적 모토로 삼으며(조민서, 2017) 시민 

참여와 절차를 강조해왔었다. 이후 시장으로 집권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은 이전 시장들의 토건 및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을 지적하였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모토를 설정하며(서울특별시, 2018) 토건이나 개발사업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시적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토목과 개발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프로젝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1천만 시민의 삶에 조용하게 스미는 변화,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중요하다 (...) 21세기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자꾸 ‘큰 거 한방’을 얘기했다. 서울시는 작은 

변화이지만 엄청난 도시 문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대규모로 

진행중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3기 시정 인터뷰(18.6.20.)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로 7017를 다소 독단적으

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하이라인의 성공사례와 하이라인으로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행 재생의 흐

름은 서울로 7017을 추진하는 근거로서 활용되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

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로 7017의 개장 이후 진행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에서 서울로 7017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행 재생이 세계적인 흐

름이고 (…) 거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요새 전세계가 하나의 트렌드이다

(박원순 시장 TBS 인터뷰, 17.5.19)” 와 같이 말하며 서울로 7017의 

추진이 세계적 또한 시대적 흐름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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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했다기 보다도요, 이미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를 한다는 것은 공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토회의를 이미 했죠. 8월달에. 시장님이 9월달에 

가셨으니까. 그 때는 이미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거고. 뉴욕에 다른 일정도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하이라인이 워낙 뭐 지금까지도 트렌디한 SOC 

사업 중에 하나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한다기 보다도 서울역 고가를 한다는 것을 거기가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 서울로 7017 책임당당 공무원 인터뷰 (20.4.16) 

 

또한 하이라인은 서울로 7017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홍보되었지만, 이러한 벤치마킹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정책 내용적 이식이라기 보다는, 하이라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실제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은 서울로 7017 이전에도 90년대부터 

서울시 내부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던 것이었다(피면담자 1). 이와 더불어 

서울역 고가와는 다른 하이라인의 구조와 지역적 맥락은 서울역 고가를 

재생함에 있어 참조하기 좋은 사레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 영역에서는 특별히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을 배우거나 해당 관계자와 교류하는 등의 정책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피면담자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7017이 

초기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 공약에 포함된 최초의 사업명이 ‘서울역 하이라인’으로 

발표되었었고, 또한 박원순 시장은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아닌 뉴욕 하이라인 위에서 발표하였다. 이처럼 하이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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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로 7017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임펙트를 줄 수” 있고 또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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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을 통한 정책의 빠른 추진과 집행 

 

빠른정책(fast policy)(Peck, 2011; 2015)으로 설명되는 정책의 빠른 

확산과 순환은 정책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이

다. 실제 많은 정책 사례들에서 확산과 이동의 속도는 갈수록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Peck and Theodore, 2015). 이동의 대상이 되는 성공적 

정책들은 이미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지역

들로부터 빠르게 모방되고 벤치마킹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정책적 담론과 관련된 사례들 - 지속가능한 정책, 스마트시티, 환

경정책 등(Carr, 2014; McLean and Boren., 2015), 유행하고 있는 건

축물이나 프로젝트(Sklair, 2017; Brill and Conte, 2019; Ponzini et al., 

2020) 등 – 은 이전과는 비교해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이 진행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로 7017이 추진된 배경을 고려했을 때, 사업발표부터 완공까지 3년 밖

에 걸리지 않은 사업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었다. 이는 서울로 7017이 

약 6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는 점, 박원순 시정의 주요 철

학이 시민들의 참여와 절차적 고려에 있었다는 점, 또한 벤치마킹 대상

인 하이라인의 경우 1999년 시작되어 1단계 완공까지 총 10여년 이상

이 걸렸다는 점과 매우 대비적인 것이었다. 결국 이처럼 서울로 7017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하이라인의 성공신화가 실제 큰 역할을 하였다. 

서울로 7017이 추진되었던 과정에서 사업의 발표, 설계 공모, 사업의 

완공 및 개장 모두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지적을 받아 온 부분은, 사업이 처음 추진되고 급작스럽게 

발표되었던 과정이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공약집에 

‘서울역 하이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선거 전후로 

별다르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철거를 기본 방침으로 추진 중이었고, 사업 발표 1년 전인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응답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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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김민재, 2015),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뉴욕 출장을 

전후로 ‘서울역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고(한국경제, 2014), 2014년 9월 23일 뉴욕 하이라인에 가서 

“서울역 고가를 하이라인을 능가하는 시민 보행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처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별다른 정책적 합의과정이 없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지역 봉제 소공인들은 매우 크게 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김민재, 2015; 배정한, 

2015; 강지선 외, 2018). 또한 기존의 박원순 시장은 토건사업을 

비판하며 절차적 과정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박 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변했다"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시사인, 2015). 이러한 반대와 지적들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인 하이라인은 보행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의 발표자료나, 공청회, 사업 홍보자료 등에서 

언급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활용되었다.  

 

“(해외라면) 1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걸리면 

건축가는 정말 죽을 맛이다(웃음).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디테일을 해결해나갔다. 

그런 스피드가 경이롭다.” 

 

- MVRDV 대표 비니마스 기사 인터뷰 (17.5.27) 

 

또한 현상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완료하는 과정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

었다. 특히 이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였던 서울시의 정책적 지

원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현상설계 공모부터 

열려있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빠른 추진이 가능한 폐쇄적 방식으로 지적

되었고(배정한, 2015;환경과조경, 2015), 이러한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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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설계공모 이후 사업이 완공되기 까

지도 사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서 최종설계를 담당한 MVRDV의 대표 비니마스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많고 사업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유럽과는 다르게, 서울

로 7017의 조성의 경우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프로젝트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사업이 빠

르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로 7017

가 추진됨에 있어서 유럽 도시들과 다르게 서울시의 별다른 검토나 요구

사항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서울로 7017은 

사업의 추진부터 진행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한 정책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에 일부 생략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의 성공사례는 직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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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통한 정책 정당화 

 

1. 정책홍보를 통한 정책의 포장 

 

도시 정책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은 갈수록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구조가 유사해짐에 따라서 도시 

정책도 갈수록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도시들은 

그들의 정책을 차별화하고 이를 선전할 필요에 놓이게 되고 

있다(Eshuis et al., 2014). 또한 미디어나 SNS 등의 발달로 정책의 

홍보가 더욱 용이해졌고,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장소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마케팅이나 브랜딩 전략들을 공공 정책과 결합시키는 

전략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Grodach, 2010; Zenker and 

Braun, 2017). 이러한 홍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은 

정책의 필요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정책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Temenos and McCann, 2012; McCann, 

2013). 특히 홍보의 주체가 되는 공공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정제하고(curate) 

포장하며(Nkula-Wenz, 2018),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해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정당화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로 7017의 홍보과정도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도 정책에 대한 홍보가 크게 강조되었다. 서울로 

7017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이라인의 시민참여 주요하게 참고하였다는 

점 또한 넓은 범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지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서울로 7017은 시장을 중심으로 탑다운(top-down)형태로 

추진되었지만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실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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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가치, 일정 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c:712). 

 둘째, 서울로 7017의 홍보는 장소와 공간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는 정책적 가치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서울특별시, 2017c:713-4).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이 추진되었던 배경과 가치적 측면인 ‘보행친화’, 

‘낙후지역 도시재생’, ‘시민참여’ 등의 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되었으며, 서울로 7017의 홍보는 이러한 가치와 연결되는 다양한 

유사 정책 혹은 상위 정책들과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큰 관심과 함께 우려와 반대도 많은 

사업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 높이고 

또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홍보에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로 7017은 개장을 앞두고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략 - 서울시 지하철 내부를 서울로 풍경 이미지로 

래핑하여 운영하는 것(아시아투데이, 2017), 광화문 광장에 서울로 

7017의 대형 꽃탑을 설치하는 것(머니투데이, 2017) 등 – 들을 

활용하였고, 개장을 앞두고 공공 사업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파 방송에 개장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도(피면담자 9) 

하였다. 실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동영상, 전단지, 팸플릿, 포스터, 

SNS 등의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정은혜, 2018), 

이러한 홍보와 마케팅의 공로를 인정 받아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홍보, 비즈니스 관련 분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국제적 권위를 

지닌 ‘2017 국제 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에서 마케팅 캠페인 부문 금상, 올해의 홍보 캠페인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로 7017의 홍보는 단순하게 서울로 7017의 개장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정책적 가치나 목표를 

알리기 위한 전략들이 상당 부문 포함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홍보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정책적 목표인 ‘보행친화, 연결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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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설정하고 이를 

홍보하였다(서울특별시, 2017b: 728). 또한 정책의 홍보과정에서 

서울로 7017은 보행친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포장되면서, 이와 유사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연결되어 홍보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활용되었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새롭게 개장하고 재탄생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묶어서‘잘생겼다! 서울20’라는 이름으로 재생사업들을 

홍보하였는데, 서울로 7017은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전면의 

이미지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홍보 

대상으로서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가치적 부분과 도 

관렫되는, 서울로 7017의 시민참여와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홍보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서울로 7017은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지적을 받아 왔던 부분이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과정에 

있었음(조경민, 2015; 이민영·이용숙, 2017)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대표하는 서울의 정책적 사례로서 홍보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이 2017년 싱가폴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후에, 서울시 매체와 많은 언론들은 서울시 

수상의 배경을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혁신성’에 있다고 

발표하였고(연합뉴스, 2017), 박원순 시장은 2019년 멕시코 순방에서 

서울로 7017을 소개하면서 ‘600회가 넘는 만남과 대화로 지역주민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하고, 지금은 개장 2년 만에 방문객 1,700만명이 

다녀가며 주변상권을 살리고 있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아시아경제, 

2019)로서 서울로 7017의 성공을 홍보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의 

홍보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은 실제보다 더욱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정책으로서 만들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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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로의 정책홍보와 정책의 정당화 

 

해외로의 홍보와 선전은 서울로 7017의 홍보에 있어서 특별하게 

강조되었던 또 다른 부분이다. 특히 이는 이전의 다른 서울시 사업이나 

정책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 최근 많은 도시들에서 정책을 

해외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McCann(2013)은 정책이 국경을 넘어서 홍보되고 선전되는 현상을 

‘정책 선전(policy boosterism)’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이처럼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의 목적을 크게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에 정책 자체의 평판을 높이는 것, 정책 결정에 참여한 행위자 혹은 

전문가의 명성을 높이는 것, 정책의 목표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McCann, 2013:6). 이처럼 

정책의 홍보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Rizzi and Dioli, 2010) 진행되었던 기존의 장소나 도시 

마케팅과는 조금 다르게, 지역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도 이와 같은 정책 정당화의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다. 실제로도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는 서울로 

7017 또한 서울시 보행재생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의 평판을 높이는 것,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가치를 추구해온 박원순 시정에 대한 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에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와 지시가 크게 작용하였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정의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장급 회의에서 여러 차례 서울로 7017을 해외로 홍보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고(피면담자 1), 해외로의 홍보는 서울시의 큰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으로 개장 

1주년 만에 해외 20여개 주요 도시 순방단과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서울로 7017을 방문하였고,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CNN 등을 비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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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체들에서 서울로 7017의 성공스토리를 보도하였으며, 이외에도 

해외 홍보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K-pop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활용하여 서울로 7017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장 1주년 이후 진행된 서울로 7017의 5가지 중점 검토 

방안(지역상권, 자연생태, 축제 및 이벤트, 해외의 주목, 시민참여) 중 

하나의 항목으로 ‘해외의 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울연구원, 2017), 

해외의 주목은 개장 이후에도 매우 큰 정책적 관심을 받는 부분이었다. 

 

 “시장님의 의지가 되게 강하고. (…) 우리는 보통 뭐 우리가 뭐 

얼마만큼 뛰어나겠어. 뛰어난 나라도 많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굉장히 글로벌한 마인드도 있으시고, 외국분들과 교류도 

오랫동안 하셨고.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세일즈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은 뭐 굳이 그런 

걸 안해도 뭐 다 먹고도 살고 지내고 월급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안되는 외국까지 가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거가 좀 버겁긴 하죠. 

시장님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하니까” 

 

 - 서울로 7017 책임당당 공무원 인터뷰 (20.4.16) 

 

특히 이러한 서울로 7017의 가치와 성공을 해외로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많았다. 박원순 시장은 

실제 여러 차례의 해외 순방 및 교류, 국제기구 발표 등을 통해 서울로 

7017의 성공과 가치를 홍보하고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홍보는 주로 서울로 7017 자체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였던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박원순 시장은 주로 

서울로 7017이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고 또한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은 개장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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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보행길 해외홍보 프로모션’이라는 사업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 6개국(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12개 

매체의 언론사를 초청하여, 서울로 7017의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팸투어를 실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7c:725). 이와 같은 홍보의 

주요목적은 서울로 7017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 

확대하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 2017c), 이러한 점에서 실제 6개국의 

초청대상은 서울시 입국 상위 6개국으로 진행 되었고, 홍보의 전략도 

주로 서울로 7017이 조성되면서 생긴 신규 도보관광 코스를 탐방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7c). 이와 비교해서 박원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진 홍보는 주로 

서울로 7017의 가치적 부분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시장의 발표와 

홍보에서는 공통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서울로 7017 또한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있었던 시민참여와 소통, 

보행재생의 가치적인 측면 등이 강조되었다(표1). 나아가 이러한 시장의 

해외 발표나 해외 기자단의 방문 등은 서울시 매체들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로 7017이 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로 7017의 

해외 홍보과정은 단순하게 사업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가 스스로 서울로 7017 사업 나아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성공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정책 정당화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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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박원순 시장의 서울로 7017 관련 헤외 발표 및 홍보   

 

번호 발표 주제 장소 일시 주요 내용 

1 
2016 다보스 포럼 

세션 발표 

스위스, 모로사니 

슈바이처호프 호텔, 
2016.1.21 

서울로 7017과 

보행친화도시의 

조성 

2 
베이징 대학교 특

별 강연 

베이징 대학교 엔징 

학당 
2018.11.26 

서울로 7017과 

보행친화 도시의 

조성 

3 

2018 서울 전환도

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8.10.11 

도시재생 성공사

례로서의 서울로 

7017 

4 

2018 세계도시정

상회의(WCS) 미디

어 컨퍼런스 발표 

싱가포르 마리나베

이 샌즈 컨벤션 센

터 

2018.3.16 

도시재생 성공사

례로서의 서울로 

7017 

5 
GEEF 2019 개회

식 기조연설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2019.2.14 

서울로 7017의  

관광적 성공과 

가치 

6 

서울-멕시코 지속

가능한 도시포럼 

강연 

멕시코시티 건축가

협회 강당 
2018.7.8 

서울로 7017의 

성공적인 시민참

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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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정책 정당화 과정에서의 모방과 변용 

 

제 1 절 정책 목표에 맞춘 정책적 모방 

 

1. 하이라인의 상정성과 디자인의 모방 

 

성공적인 정책이나 랜드마크가 다른 지역에서 모방되고 이식되는 

과정에 있어서, 형태적인 부분은 대다수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제대로 전달되고 이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책이나 랜드마크가 성공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그 성공의 배경이 

되었던 상위 정책이나 지역적 맥락과는 관게 없이, 많은 도시들에 

그대로 복제되거나 모방되는 경우가 많다(Ponzini and Nastasi, 2016; 

Trilupaityte, 2009), 특히 상징적 건물(Iconic builidng)과 랜드마크 

프로젝트(landmark project)들의 경우 자체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땨문에(Sklair, 2017), 제대로 실행되고 이식되지 못하더라도 널리 

확산되고(Lieto, 2015) 또한 개발자나 시장과 같은 소수 엘리트들의 

지역적 또한 국제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Ponzini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라인의 유행 이후 전세계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채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Linder and Rosa, 

2017).  

이와 같이 성공한 건축물이나 랜드마크의 디자인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건축 및 조경 전문가들은 

하이라인의 디자인의 이식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피면담자 7) . 이들의 여러 차례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실제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의 구조와 주변의 지역적 맥락은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하이라인은 본래 물자를 수송하는 기능을 하는 

철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에서 주변의 주거지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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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하이라인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이거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Millingotn, 2015). 반면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의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1024m 길이의 커다란 육교로서의 성격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의 공원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부터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은 많은 서울시 회의나 발표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서울로 프로젝트가 하이라인과 같은 

커뮤니티 공원이 아닌,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잇는 보행길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피면담자 7),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상당부문 고려되어 서울로 7017의 명칭 또한 보행로로서의 

성격을 띠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 그 당시 뉴욕의 하이라인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뉴욕의 

하이라인이랑 도시의 서울이 만나면 전혀 다를 텐데. 그대로 베끼기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올라갔다가 

실제로 그렇게 우려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은 거에요. 그런 일은 좀 

막아야겠다 하는 것이 시작점이었을 거에요“ 

 

 - 서울로 시민단체 대표 담당자 인터뷰 2.24 

 

하지만 실제 이러한 우려와 지적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자인의 설계에 있어서는 보행길로서의 성격이나 주변의 지역적 맥락이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실제 서울로 7017의 최종 당선작인 

MVRDV의 디자인은, 서울역 일대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건축가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었다(배정한, 2015; 

월간디자인, 2017). 특히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설계안을 구상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도 하이라인의 디자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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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하이라인과 같이 서울역 고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강한’ 심사 조건으로서 나와있었고(배정한, 

2015), MVRDV가 제출안 설계안 또한 ‘서울시가 생각하는 하이라인 

파크를 전제로 해’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안을 제출한 

것(월간디자인, 2017) 이었다. 또한 고가산책단으로부터 공원이 아닌 

보행로로서 서울로를 만들어야 함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지만, 실제 

현상설계 공모를 함에 있어서 설계안이 보행로인지 아니면 공원인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피면담자 9).   

 오히려 실제 현상설계 공모에 있어서 중요시 되었던 부분은 빠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심사와 또한 형식적인 정당성 측면이었다. 우선 

사업의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만큼, 서울로 7017의 현상 

설계공모는 매우 빠르고 폐쇠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랜드마크적 

사업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의 공모와 최종 설계안의 심사까지 

4개월의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설계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열린 디자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한다’고 

나와있었지만, 실제 설계는 이와 다르게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배정한, 2015). 대표적으로 일부 건축가들이 지적하였던 것 

처럼(배정한, 2015; 환경과조경, 2015 등) 서울로 7017의 설계공모 

방식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현상공모’ 방식이 아닌 

‘지명 현상설계공모’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상설계 공모는 

지명현상설계와 공개현상설계로 나누어진다. 지명현상설계 방식은 몇 

명의 건축가에 공모를 의뢰하여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안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지명의 객관성과 

다양성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개현상설계 방식은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응모를 받는 것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응모가 

많을 수 있지만 더욱 열려있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강조하는 많은 건축프로젝트들은 공개현상설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서울로 7017은 국내 및 국제에 널리 

알려진 7명의 초청작가를 선정하는 국제 지명초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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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울로 심사 과정에서는 지명초청 방식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자격심사 및 제안서 심사인 RFQ(Request for Qualification)와 

RFP(Request for Proposal)도 생략한 채 기형적으로 진행되어(배정한, 

2015)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초청 건축가나 심사위원의 구성도 다소 형식적인 부분만을 크게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서울로 7017의 현상설계 공모는 총 7명의 국제적 

건축, 도시, 조경 전문가들을 - 창융허(Chang Yung Ho, 중국), 

후안헤레로스(Juan Herreros, 스페인), 마틴레인-카노(Martin Rein-

Cano, 독일), 비니마스(Winy Maas, 네덜란드), 조성룡 (대한민국), 

조민석 (대한민국), 진양교 (대한민국) - 를 초청하고, 이를 5명의 

심사위원 - 승효상(대한민국), 조경진(대한민국), 비센테 

괴야르(Vicente Guallart),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온영태 

- 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초청에 있어서 

건축가와 조경가의 안배에 신경을 썼냐는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는데(환경과 조경, 2015), 이러한 초청 전문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건축, 도시, 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초청하는 것 또한 

지역과 국가의 배분을 신경 쓰는 것(피면담자 9) 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한편 이처럼 형식적인 부분을 고려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방식이었다. 우선 초청된 건축가 

중에서 MVRDV의 대표인 비니마스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중 두 명은 서울역 일대 주변의 지역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을 알지 못하는 해외 전문가들이었고, 실제 이들이 심사를 

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에 심사는 구조적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보행길로서의 성격이나 지역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크게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실제로 심사 진행에 

있어서도 “MVRDV의 당선에 있어서도, 두 해외 심사위원인 도미니크 

페로와 비센테 괴야르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작용(피면담자 9)” 

하였다. 물론 이는 설계안의 전문성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심사 

구성과 구조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설계안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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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였다.  

실제 최종 당선된 MVRDV의 설계안은 다른 공모안들, 다른 

설계안들과 비교하여 하이라인과 유사한 형태의 공원으로서 구상되어 

있었다. 오히려 지명공모에서 각각 2등과 3등을 수상한 국내 

건축가들의 설계안은 고가도로서의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잘 

고려하였지만, MVRDV의 당선작은 이러한 맥락은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다(월간디자인, 2017). 실제로 MVRDV의 당선작은 다른 

설계안들에 비해 식물이 크게 강조되어 있었고, 최종 명칭 또한 

공원으로서의 성격에 가까운 ‘The Seoul Arboretum, 

서울수목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처럼 식물이 강조된 

설계안의 핵심컨셉은 고가 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배치하는 점이 

이었는데, 이러한 배치는 좁은 화분 안에 식물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서울의 사계절이라는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목을 식재하고 배치한 것으로(월간디자인, 2017), 

이러한 식재로 실제 서울로 7017의 개장 이후 식물의 유지 관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피면담자 3). 이처럼 서울로 7017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하이라인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참고대상의 존재는, 

주변 장소가 지닌 맥락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만들었다  

 

 

 



 

 44 

 

 

 

 

 

 

 

[그림 1] 최우수 당선작: Winy Maas, 서울수목원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그림 2] 2등 당선작: 조성룡, 서울역고가: 모두를 위한 길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그림 3] 3등 당선작: 조민석, 흐르는 랜드마크: 통합된 하이퍼콜라주 시티 

(출처: 서울로 7017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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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라인 운영방식의 모방과 변용 

 

정책의 이동과정에 있어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는지(Peck, 

2011; McCann and Ward, 2012; Gotham, 2014), 또한 이동에 있어서 

설정되었던 정책적 목표와 실제 결과물의 차이(Implementation 

gaps)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 중 하나다(McLean and 

Boren., 2015; Zapata and Campos, 2015). 특히 많은 경우 정책적 

담론(discourse)이 이동하더라도, 정책이 실제로 지역에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 본질과 내용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Carr, 2014).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는 매우 강조되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형태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성되었던 하이라인과는 다르게 서울로 

7017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에 의해 탑다운(top-

down)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인의 

조성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만큼, 서울로 7017도 

시민참여의 확대와 활성화를 중요시 여겼다. 한편 이러한 시민참여 

운영방식은 하이라인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실제 진행된 많은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은, 서울시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고 활용되었다.  

 우선 사업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공되었다. 이에 사업발표와 함께 서울로 7017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시민들에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제공하였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역 고가 내에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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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개최되었고, 

다양한 시민공모사업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고가산책단이라는 시민 

자원봉사이 그룹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2017a; 이민영·이용숙, 2018). 

한편 이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제한적인 기간에서 

맞추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기회는 주로 

정보제공, 회의참가, 참가유도 등의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참여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적극적인 참여 방식인 권환 부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이민영·이용숙, 2017).   

 

     

[그림 4] 서울로 7017 사업홍보 자료 중 시민참여 관련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잘 진행된 사례로 포장되며, 서울시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민참여는 양적인 형태로 치환되어 

홍보되었다.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서울시의 발표자료에서 

시민참여는 ‘소통횟수 615회, 742,300명의 시민참여, 301,500명의 

시민참여’ 등 과 같은 양적인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사업의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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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수많은 지역민들의 반대,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반하여 이와 

같은 양적인 시민참여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보여주기 좋은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보 과정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정보는 일부분 누락되거나 소극적으로 공개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로 관련 홍보자료에서 2014년 10월 시민개방행사 

시민 1만 명이 서울역고가를 찾았다고 홍보되었지만, 바로 이후인 11월 

시민 200여명이 반대 시위를 한 사실은 별도로 공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강지선 외, 2018). 

 이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도구적인 형태의 시민참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선 

자원봉사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시민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여 참여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또한 실제 시민참여의 독려를 위해서 노력했던 

일부 공무원들도,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참여방식에 크게 실망을 하고 

참여를 관두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서울시 

공무원들 외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참여자가 많았고, 

이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다. 

실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은 수년간 서울역 일대 

약 60여개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였고(피면담자 

7,9), 계약직 신분으로 시민참여를 담당한 일부 공무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시민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연락을 나누었다(피면담자 2,4). 한편 

이들은 시민참여에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홍보에 관심이 많았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담당하였던 한 공무원은 관료적인 행정 구조와 실망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피면담자 2). 

 

“초록산책단이라는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요. 100명 100명 막 

이렇게. 거의 뭐 좀 한마디로 사람 모은거죠. 그쵸. 내가 갔을 때 90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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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있었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일도 

안줘” 

 

“용역업체가 하면 쉬워요. 시민참여 안들어가면 너무 쉬워 (...)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 나는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박사고, 우리는 사고를 하니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적을 내야 되니까“ 

 

 - 서울로 7017 전 시민참여 담당 운영팀 공무원 인터뷰 (20.2.4) 

 

 한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더불어 강조된 

것은 민간위탁의 운영방식, 다시 말해 서울시가 아닌 민간 운영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로 7017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한편 시민참여가 기존 서울시 수많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이전의 

많은 정책들에서 강조되어 온 부분과 다르게, 공공공간의 민간위탁은 

서울시 기존 정책에서 잘 진행된 바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이었다. 예외적으로 서울숲 공원의 경우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맡아오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외에 다른 대부분의 

공공공간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오고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임에도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던 것은, 

서울로 7017 조성에서 참고하였던 뉴욕 하이라인의 운영이 민간 

운영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운영방식은 처음 박원순 시장이 

하이라인을 시찰할 당시, 하이라인 친구들의 대표인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하몬드가 시장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했던 부분 중  

하나였고, 실제 조성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시장급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직접 민간 운영방식을 언급하고 강조하기도 

하였다(피면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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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었기 때문에, 

개장 이후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식적인 언급이나 

문서가 없는 시점에서도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피면담자 2,4). 한편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시장이나 

전문가들에게는 새롭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자 

또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공무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일부 공무원들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들의 업무와 성과의 일부를 넘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피면담자 

2). 또한 민간위탁은 기존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진행되었던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민간위탁의 방식은 공공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였고, 

이에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방식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피면담자 2).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실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진행되었다. 우선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에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연구(‘서울역7017운영관리방안’)를 통해서 서울로 7017의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방식을 

제안하는 것(서울연구원, 2016)’ 이었던 만큼, 보고서에서는 서울로 

7017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전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은 한 차례 무산되게 되었다. 서울시는 

사업 개장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시의회와 

언론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운영단체 선정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였고(뉴시스1, 2016; 조선펍, 



 

 50 

2016) 이와 관련되어 큰 논란과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철회하고 고가 운영을 시 직영으로 바꾸게 

되었다(이민영·이용숙, 2018). 이러한 언론 비판의 주요 이유는 서울로 

7017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던 고가산책단의 대표가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실제 민간위탁에 참여한 단체가 많지 

않았고 또한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한 고가산책단이 가장 적합한 

단체였음에도 서울시는 시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한 차례 철회되었지만, 이는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논의되어 왔다. 

결국 개장 이후 2019년 하반기에는 실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서울로 운영단’에서 민간 컨소시엄 단체인 ‘서울로 걷다’가 

사업의 운영 맡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전환에는 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민선 3선 당선된 직후에 

맞추어 빠르게 진행되었다(피면담자 2). 특히 여전히 공공 영역에는 

민간위탁을 포함한 시민 주도 정책추진에 대한 기반이나 문화가 정착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이민영·이용숙, 2018),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임이 확실시 되자 민간위탁은 빠르게 추진되었다.  

한편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에 앞서서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로 

사업운영단의 행정조직은 매우 급작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서울로 사업운영단은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박원순 시장 민선 3기 선거기간에 맞추어 약 한 달 사이에 

사업단의 인원이 약 2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피면담자 2,4). 특히 이는 별다른 업무의 변화나 증가가 

없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급하게 파견되거나 또는 단기 계약직의 채용이 급하게 

이루어졌다(피면담자 2). 결국 이러한 변화는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이 

시 직영 운영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적 편법의 일부였다. 다시 말해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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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 직영 운영방식보다,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피면담자 2). 한편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행정 조직이 

변화되는 기간 동안, 서울로 운영단의 사업은 오히려 혼란을 일게 

되었고 또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게 되었다(피면담자 2). 

 

“이게 사람이 막 늘어나요. 20 몇 명까지 막 늘어나요. 단장 

구조로. 그러면서 축소가 되어요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 

왜나면 이 때 뭐였냐면, 3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게 

되어요. 3선이 안되면 민간위탁이 안되니까. 그냥 놔뒀다가. 3선을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게 막 한달 

만에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공무원들이 다 추가되고 막 기간제 뭐냐 해서 막 늘려놔. 이게 

왜 또 늘리냐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하고. 민간위탁에 

넘겨야하니까 막 키우는 거지. (...) 이게 인력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공무원 조직이 막 30, 40명은 필요한데 우린 20명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득력 있는 (..) 이게 막 

하는척 보여주다가 이거를 공원녹지 정책과 안에 쏙 넣어요” 

 

 - 서울로 운영단 전 공무원 인터뷰 2.24  

 

또한 민간위탁은 실질적 필요성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여전히 시민이나 

언론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후원이니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었다.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단체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서울시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피면담자 6). 또한 일부 공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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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익을 위해 조성되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인데 기업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기업 공적영역의 참여하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 기업이 후원하고 민간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러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카페도 할 수 있는 

음식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해요 (...)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사실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 4.17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하고 운영방식을 택하는 전반적인 

과정에는, 사업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시민참여나 

민간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지만, 이는 사업의 필요성 또한 새로운 

방식을 정당화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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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도시의 변화 

 

1. 정책 정당화에 따른 정책과 행정구조의 변화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맞추어서, 

서울시 도시 정책 및 행정 조직은 새롭게 재구성되고 큰 폭으로 

변화되었다.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은 도시 정책을 정당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반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정책이 확대되어 추진된 것 또한 언론의 반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고, 그냥 건축 사업에 

주목이 있었던 거죠. 하이라인 가서 시장님이 딱 발표를 했어. 근데 

막 반대가 엄청났던 거야. 왜냐하면 주변은 하나도 안 물어 보고 

그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까 (...) 그래 

그러면 이거 하는 김에 잘되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생각했던게 

이것도 이게 전세계적 흐름이고 서울 시장님도 하고 싶었던 

도시재생이 된거죠.” 

 

 - 서울로 7017 사업운영단 책임 담당자인터뷰 (20.4.16) 

 

우선 초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조성사업은 건축·토목 혹은 공원 

조성의 성격에 가깝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실제 초기 서울로 

프로젝트의 구상 및 발표단계에서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서울역 

고가도로 구조물 재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초기 사업발표 이후 

사업에 대한 주변 상인과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이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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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특히 사업의 추진이 급하게 또한 주변 지역과 별도의 합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대문 상인회 등 주변 지역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였지만,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참여하였던 

고가산책단이 스스로 서울역 일대 상인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을 조사하는 진행하게 되었다(피면담자 7).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가산책단을 중심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서울역 일대에 현황이 서울시로 

전달되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가 매우 거세기도 하였고 또한 상위 정책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큰 

유행을 끌고 있었기 대문에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게 되었다(피면담자 4). 이에 2015년 

5월 1일 서울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또한 남대문 시장의 활성화, 

낙후 지역 도시재생 지원,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기존 

서울역 고가재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조직과 운영팀의 개편이 

확대된 사업 범위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서울특별시, 2017a)  

 

“그래서 서울역 고가를 발표하니까, 반대를 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고 막 왜 남대문이 들고 일어나고 

보니까 (...) 그 때 알아서 그 다음 번에 서울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래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서울역에 대한 전체 

전략계획이 있고, 그 중에서 서울역 고가를 이렇게 하자고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반대가 된 거죠.” 

 

“우리는 다행히 서울역 고가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 서울역 도시재생 센터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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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의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거니까 (...)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르지. 서울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수십 개가 있지만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센터의 

목소리가 주부처에 실제 반영되는 데에요, 요구나 권한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성이나, 실제적인 실력이나. 다른 곳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죠.” 

 

- 서울로 시민단체 담당자 인터뷰 2.24  

 

서울로 7017은 이와 같이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정책적 홍보가 

강조되었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 주도라기 보다는 민간 부문의 

주도로 또한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반대에 대응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은 역설적으로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기존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들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민간 부문의 협력기구인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또한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조현민, 2020). 한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주변 지역 조사를 진행하였던 

고가산책단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역을 조사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여러 측면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피면담자 

6) 센터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된 편이 있다. 

 이처럼 정책이 확대되어 추진된 것뿐만 아니라,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행정 조직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기존의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성격의 공공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운영방식 또한 기존의 시 

직영의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은 조성되는 과정에서 행정 조직이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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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이러한 변화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로 7017은 개장하는 

과정에 맞추어 행정 조직의 개편이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큰 

주목을 받는 사업이었고 또한 사업기간도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관리와 운영은 서울시 내부 인력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편이었고, 

이에 외부 전문가나 계약직의 임기제 공무원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의 가치적 측면인 시민참여, 

도시재생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나 시민단체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당화가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 행정 

조직의 개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서울로 7017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많은 반대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많은 전문가나 언론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지적들은 단순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였다(피면담자 2).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로 

7017 개장 직후 벌어졌던 투신 자살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특히 서울로 7017 사업은 안전 등급 문제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역 고가를 재생한 사업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는 

초기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의 

개장되는 시점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한편 

서울로 7017이 개장한 후 열흘인 2017년 5월 30일 한 외국인이 

고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투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한국경제, 2017). 이는 투신자살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7017의 시설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 이후 서울로 7017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언론과 시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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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지적들  – “미흡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원인(한국경제, 2017)”, “우려했던 안전 현실로(조선일보, 

2017)”,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여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연합뉴스, 2017)” -은 서울역 고가의 시설 

대책 만이 아니라 서울로의 7017의 개장이나 조성이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저희들은 제 제일 큰 역할 중요한 부분이 혹시라도 투신자살을 

할 경우 (...) (예전에 여기서 투신자살) (...) 그 부분이 발생하면서 

제가 오게 되었어요 (...) 원래 보안관님도 5명 씩으로 한 조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총 16명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 두 배로 

늘어나서 3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사업소에 대비해서는 인력이 많은 편이긴 하죠. 

(그 31명이 다 정규직으로?). 다. (...) 이미 그 진행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는 없는 (...) 보안관님들은 이동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울로 7017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서울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인터뷰 2.24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요원을 15명을 

늘려 총 31명으로 인력을 충원시켰다(서울경제, 2017). 또한 사고 이후 

서울시는 내부적으로도 행정 구조를 개편하였다. 언론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및 여론 분야를 담당하였던 인력을 서울로 7017 

사업의 공동 운영단장으로 영입하여, 이에 사업은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례적으로 3급 국장급 단장이 두 명인 이중 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피면담자 3,5). 또한 이와 같은 인력의 충원이나 조직의 개편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만큼, 이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를 인력의 충원은 언론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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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 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체적인 역할이나 업무가 

분배되지 못한 채로 급하게 충원되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안전문제가 안정화 된 이후, 다른 사업소들과 비교하여 

인력이 많은 편이고 또한 안전관리 인력들은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피면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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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실패의 이동과 반복 

 

마지막으로 서울로 7017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짧은 기간 안에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초기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노숙인 주거 관련 문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노숙인 문제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서울역 근방은 오래 전부터 많은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7017이 거리 노숙인들의 밀집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것(김민재, 2015) 또한 노숙인들 진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데일리안, 2017) 등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편에서는 서울로 7017의 조성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노숙인 센터가 사라지고 거리 노숙인들이 내몰리는 것에 대한 

지적(한겨례, 2016)이 있기도 하였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로 

7017과 관련된 노숙인 대책을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고가와 노숙인’ 

이라는 포럼을 개최하여 노숙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고(서울특별시, 

2017b:284), 노숙인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노숙인 정원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17a: 629), 경비 용역과 주변 

파출소와의 협력을 통해 노숙인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래 청소 차고지가 있었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곳 

(…) 음 그리고 고가차가 다니는 곳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있었고” 

 

“서울로 주변은 정말 천지창조, 상전벽해죠 (…) 그러면서 

특징은 노숙자 없어졌던 것도 특징이고도 하고 (…) 여기를 

와보니까 처음에는 노숙자를 위한 밥집이 많았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 밥집 기능이 어디 동자동으로 사라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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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감(純減)도 한다고 이러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IMF처럼 노숙자가 막 증감되고 증폭되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밀려난 노숙인들이) 경기도까지도 

확장된다고 들었고, 겨울에는 충정로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담당자 인터뷰 20. 4.3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과 관련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되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피면담자는 

서울로 7017 사업 이후 고가도로 밑에서 생활하였던 노숙인들이 외부로 

사라진다는 점, 더 나아가 터전을 잃은 노숙인들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변 노숙인들과 서울로 7017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도 본 연구자가 서울로 7017 

주변을 답사하는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노숙인들은 서울로 7017을 

위를 이용하는 드물었지만, 주변의 건물이나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 서울로 7017 주변 노숙인들과 경찰의 다툼장면 (출처: 연구자 촬영) 

[그림 6] 서울로 7017 조성 이후 들어온 홍대 지역의 상권 (출처: 연구자 촬영) 

또한 노숙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서울로 7017 

보행특구 보행영향분석 용역보고서’에서도 서울로 7017 보행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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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4년간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율인 5.26%의 두 배가 넘는 

대비 10.7%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아주경제, 2018). 이에 서울로 

7017이 개장한 이후 서울역에서 충정로역을 이르는 중림로 일대에 

카페와 맥주집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으며, 특히 중림동은 개장 1년 

전과 비교하여 임대료와 권리금이 1.5배 정도 뛰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아주경제, 2017). 본 연구자가 면담한 지역 주변 상인들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고, 실제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홍대 프렌차이즈 상권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전에 활동하던 많은 지역 상인들이 밀려나기도 하였다.    

 

“그러자 여기에 홍대에 있었던 상권이 조금 오더라고요. 몇 개 

나주곰탕, 도마 이런 젊은 분들 꼬모레 카페 이런 것들이 왔어요. 

(...) 왔는데 눈치 빠른 곳들이 왔는데 (...) 눈치 빠른 친구들이 

오긴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밥먹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거든. 도마나 

나주곰탕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에요. (…) 

그렇지만 오래도록 상업활동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페인트 가게, 유리액자 가게,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담당자 인터뷰 20. 4.3  

 

“이거는 그냥 동네 관통하는 통로 밖에 안되어요 (…)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 저기 서브웨이, 김선생도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와서 벌써 다 망했어 (…) 권리금 1억은, 돈을 1억을 날리게 

생긴건데 (…) 임대료는 4년동안 15프로 올랐지, 그것도 막 싸워서 

15프로 (…) 안그래도 건물주랑 어제 통화했는데 저기 무슨 

컨벤션센터인가 뭔가 들어온다네, 그거하고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그건 지나 좋지. 우리한테도 도움된다고 하는데 개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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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좋지.” 

 

- 서울역 7017 주변 상인 인터뷰 20. 4.3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뉴욕 

하이라인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 하이라인이 

뉴욕의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있었던 퀴어 

공간이 밀려나게 되었고, 또한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공 사례의 이동만이 아닌 ‘정책 실패의 이동(policy 

failure mobilities)(Lovell, 2017;2019)’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벤치마킹과 모방은 대부분 특정 

성공적 정책 및 정책의 성공부분에만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부분의 정책 이동 성공적 정책의 이동만 주제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Lovell, 2019). 뉴욕 하이라인의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되고 모방되었지만, 하이라인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문제들과 실패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였다. 특히 

하이라인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실패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는 위의 논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7017에서의 진행된 벤치마킹과 모방 등의 정책이동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지역 정책을 정당화하는 목적에 맞추어 

진행된 지역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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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정책 이동 시각에서 서울로 7017 조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이동이 지역적 도시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에서의 진행되었던 정책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및 서울로 7017의 홍보와 선전 – 은 지역적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우선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장이 중심이 되어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이는 단순한 랜드마크의 모방을 넘어서 하이라인이 상징하고 

있었던 보행재생 및 도시재생을 서울시에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 목표달성이 우선시 되는 과정에서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나 합의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 신화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은 국내외로 

홍보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울시와 박원순 시정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보행친화 도시조성과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홍보에 

있어서도 매우 큰 노력이 기울여졌고 또한 정책의 가치적 측면에 대한 

홍보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부분은 서울시가 추구하였던 가치인 ‘보행친화 도시 조성, 도시 재생, 

시민참여 방식’ 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실현에 

맞추어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었다. 우선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보행재생을 상징하였던 만큼, 서울로 7017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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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대상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의 지역적 맥락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하이라인과 유사한 형태의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디자인적 부분과 함께 서울로 7017이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부분은, 

하이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시민참여와 민간 주도의 운영방식이었다.  

한편 이는 서울시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지만, 단기간의 사업기간과 행정적 제약에 맞추어 

모방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의 모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 이동으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과 맞추어,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 조직과 구조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은 

지역적 정책 결정과정과 결합되어 복잡한 형태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사례를 포함한 

정책의 이동에는 시장과 같은 소수 정책 결정권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이는 연구에 있어서도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 이동의 관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서울로 7017 추진과정의 의미를 다소 개괄적인 범위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될 경우 발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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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우선 큰 정책적 관심을 받은 

서울로 7017이라는 실증 사례를 통해서, 정책 이동 방식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도시 정책의 이동은 최근에 들어서 서울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도시들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나 메르스 

나아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의 발생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정책 이동은 빠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무비판적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며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책 이동 

현상은 도시 정책의 추진방식을 빠르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 정책의 이동은 정책적 · 행정적 영역에서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아시아 도시를 사례로 정책이동을 다루었다는 점, 또한 정책 

이동이 넓은 범위의 지역적 도시정치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정책 이동 연구들은 주로 서구 지역 도시들 간의 혹은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이동을 주로 다루어왔다. 동아시아 

도시들의 경우 서구의 정책적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행정구조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관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이동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 

이동 관련 연구들은 주로 특정 성공적인 정책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이 발생하는 도시의 지역적 맥락과 정치구조가 정책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던 것(Prince, 2016; Fricke, 

2019)과는 다르게 연구에서는 정책 이동 현상이 일반적인 도시 

정책결정과정과 도시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정책 이동이 동아시아 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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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넓은 범위의 도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더욱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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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itimation and Mutation of 'Seoullo 7017'  

: Through the lens of policy mobility 
 

Zoh, Hyunmin Daniel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oullo 7017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policy mobility. In the past few 

decades, transfers, diffusion, and movement of urban policies 

across national borders have increased rapidly. Accordingly, 

researches on policy mobility have developed in the fields of 

geography and urban studies. These studies have critically 

investigated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ssemblage, and mutation 

of a certain policy, but have little focused on how the ordinary urban 

policymaking and the urban area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policy mov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obilization of certain policy has changed and reconstructed the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 Especial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local decision-making and policy 

mutation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bilization of 

policy that appeared in Seoullo 7017 including benchmarking and 

policy promotion was strategically us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se mobilizations was to 

legitimize the city’s urban policy. Seoullo 7017, which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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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s landmark project, has proceeded rapidly without the civic 

consensus process. In this regard, the New York High Line’s 

success was used as a tool to represent the legitimacy of the 

Seoullo 7017 project. Also, the branding and promotion of Seoullo 

7017, which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city government, was 

used as a self-curation tool to make the success story of Seoul’s 

urban policy. 

Second, the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the High Line were 

proceeded selectively according to specific political goal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Seoullo 7017 benchmarked both the design 

and governance of the High Line. Lots of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design should be differentiated, as the regional context of Seoul and 

New York was different, However, the design was similarly imitated 

into Seoullo 7017 because of the symbolic image of the High Line’s 

design itself. Also, the management style which emphasized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were also imitated, but it ends with 

instrumental form due to bureaucratic political structure. As such, 

adaptation, mobilization, and mut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legitimizing local policy and politic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nvestigates th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mobile urban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case at various points. However, it also has its limitations 

as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aspects of mobile policies on a 

superficial level.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mobilization of urban policy is changing contemporary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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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policy mobility, policy legitimacy, urban politics, urban 

policy, Seoullo 7017, The Hig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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