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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일견 반대되는 
의미의 두 단어를 결합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최근 도시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
고 있다. 1940년대 경제학자 죠셉 슘피터(Joseph 
Schumpeter)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된 이 말은 최
근 뉴욕타임즈 지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쇠퇴로부터 구원할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
다1). 이에 따르면 도시쇠퇴 과정은 성장과 발전의 
정반대가 아니며 더욱이 가능하면 피해야 할 절대
악도 아니다.

이희연 교수와 한수경 박사생이 공저한 <길 잃
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책 도입부에 저자는 쇠
퇴(decline)와 축소(shrinking)의 차이에 주목한
다. 축소는 창조적 파괴론자들이 주장하듯 자연스
럽고 때로는 생산적인 도시 변화의 한 측면이고 심
지어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
서 축소를 “단순히 도시 성장의 역순”으로 보아서
는 안 되며, 축소는 쇠퇴나 침체, 혹은 낙후와 다
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더 확장해보면 깊
은 수렁에 빠진 도시를 과거 그 도시의 전성기 수
준으로 회복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도시의 현실
을 직시하고 그 적정크기에 대해 타협하며 축소 
후에도 남아 있는 도시의 핵심자산을 활용해 점진
적인 도시변화의 경험을 축적해가는 것이 더 실용
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자는 도시축소에 관
한 여러 이론과 국내외 재생 사례, 그리고 향후 재
생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무엇
보다 과거 해외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거
나 검증되지 않은 처방전을 남발했던 연구와 차별
화되는 이 책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재생 연구와 실천에 중요한 지
침서가 될 것이다.

창조와 파괴만큼 도시설계∙계획 분야에서 흥미
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드물다. 도시 자체
가 크고 작은 창조와 발명의 결과다. 19세기 중
반 바르셀로나에 도시격자 패턴을 카펫처럼 덮은 
일데폰스 세르다(Ildefons Cerdà) 그리고 비슷한 
시기 보스턴 커먼에서 프랭클린 공원에 이르기까
지 에머랄드 네클리스(Emerald Necklace)를 선
사한 프레데릭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
sted)는 아름다운 흔적을 도시에 남긴 창조자들
이다. 이들은 운이 좋으면 전대미문의 독창적인 
계획가이자 용감한 개척자로 대접을 받는다. 그
에 비해 파괴는 도시의 일부를 없애거나 중요하지 
않게끔 격하시키는 작업이다. 도시를 파괴한 사
람은 종종 도시 문명의 적 혹은 몰지각한 불도저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저자 : 이희연, 한수경

국토연구원, 2014, 301쪽

*리뷰어: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Williams, Timothy. "Blighted cities prefer razing to rebuilding."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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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에 대한 이해
축소도시 개념과 도시축소에 대한 이해

1. 축소도시 개념의 등장
2. 도시 축소를 이끄는 동인들
3. 축소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

   
해외 축소도시들의 신재생 전략 사례
독일 축소도시의 신재생 전략

1. 독일 도시의 신재생 전략의 등장 배경
2. 라이프치히의 신재생 전략
3. 드레스텐의 신재생 전략

미국 축소도시의 신재생 전략
 1. 미국 도시의 신재생 전략의 등장 배경
 2. 영스타운의 신재생 전략

영국 축소도시의 신재생 전략
 1. 영국 도시의 재생전략의 등장 배경
 2. 맨체스터의 신재생 전략

일본 축소도시의 신재생 전략
 1. 일본 도시의 재생전략의 등장 배경
 2. 하코다테의 신재생 전략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특징과 창조적 재생 방향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특징과 유형

1. 축소도시 선정
2. 축소도시와 비축소도시 비교 
3. 축소도시의 유형화

상주 축소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창조적 도시재생 방향
1. 상주시의 축소실태와 문제점
2. 새로 발견한 상주시의 잠재력
3. 상주시의 창조적 재생 방향

나주 축소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창조적 도시재생 방향
1. 나주시의 축소실태와 문제점
2. 새로 발견한 나주시의 잠재력
3. 나주시의 창조적 재생 방향

익산 축소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창조적 도시재생 방향
1. 익산시의 축소실태와 문제점
2. 새로 발견한 익산시의 잠재력
3. 익산시의 창조적 재생 방향

삼척(도계) 축소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창조적 도시재
생 방향

1. 도계읍의 축소실태와 문제점
2. 새로 발견한 도계읍의 잠재력
3. 도계읍의 창조적 재생 방향

축소도시 특성에 걸맞는 신재생 방안과 과제
축소도시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방안과 전략

1. 축소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재생 패러다임
2. 축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방안과 전략 

신재생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
1. 공지 및 방치된 건물의 활용 과제 
2. 협력적 계획 및 공정한 계획 실현을 위한 과제 

 지역의 고유자원 추출‧활용 과제 

물론 이 책은 도시연구 입문자가 읽기 쉬운 개론
서도 아니요, 짧은 여행길에서 독파할 수 있을만
큼 가벼운 서적도 아니다. 그보다는 독일, 미국, 영
국, 일본의 다섯 개 도시와 국내 상주, 나주, 익산, 
삼척 등의 도시에서 주목할만한 도시변화의 양상
과 각 도시별 재생 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지한 전문 서적에 가깝
다. 그럼에도 이희연 교수는 각 도시의 특성과 축
소양상을 잘 요약해 단도직입적으로 서술하고 있
고 각 도시에 적용 가능한 재생 비전을 다양한 독
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
는 방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축소도시의 정의와 
공통적인 문제점, 그리고 축소의 인과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비록 이 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인구감소와 탈산업화, 
그리고 정부정책의 실패가 만든 가장 잘 알려진 축
소도시의 사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에 대해 다소 불명예스러
운 통계 중 일부이다2).

• 미국 역사에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 (2013년 
  7월 파산신청)

• 도시 총 부채 약 18조 5천억 원 (인구 1인당 약 3천만
  원의 부채)

• 1950년대 180만 인구에서 2014년 70만 인구로 감소

• 남은 인구의 약 82%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 미국 도시 중 흑인 인구 비율 1위 (총인구의 약83%

  가 흑인)

• 최소 약 4만 채의 집이 즉시 철거 대상으로 지정; 총
  건축물의 30%가 극도로 열악 혹은 빈집

• 시 전체 가로등 약 88,000개 중 35,000개만 작동

• 단위 인구당 살인사건 발생률 뉴욕시의 11배

2)  자료출처: Davey, Monica. “Detroit urged to tear down
     40,000 buildings.” The New York Times, May 27, 2014; 
     “Can Motown be mended?” The Economist, July 27, 
     2013; Abbey-Lambertz, Kate. “Detroit crime dropped in
     2013, but city had same number of murders as New 
     York.” The Huffington Post, January 23, 2014; Glaeser,
     Edward. 2011. Triumph of the city. New York: Pengui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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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교수는 위의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쇠퇴양상을 “총체적인 하향
식 악순환”에 비유한다.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따
라 악순환을 겪은 도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가 무척 어려우며 이에 따라 축소가 오랜 기간 고
착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디트로이트
를 포함한 많은 서구의 산업 도시는 1950년대 전
후를 기점으로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다. 1900년경을 전후로 한 디트로
이트는 모험가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혁
신을 이끌고 있는 당대의 실리콘밸리였다. ‘포디
즘 자본주의’나 영국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혹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직간접적으로 
묘사된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1901
년 자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워크샵을 설립하고 포
드사에 자금을 조달한 Dodge Brothers를 포함해 
1908년 GM, 1925년 Chrysler 등이 혁신의 도시 
디트로이트에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국내외 자동
차 산업 간의 과도한 경쟁, 1950년대 본격화된 백
인 중산층의 대규모 교외 이주, 1960년대 불거진 
사회 불안과 폭동, 1973-74년 석유파동 등의 사
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디트로이트 
Big 3는 시설 투자의 방향을 급선회한다. 1947-
58년 사이 신규 자동차 공장 25개를 전통적 혁신
의 중심지 디트로이트 도심부가 아닌 저렴하고 넓
은 토지가 위치한 교외 지역에 설립한 것이다3). 디
트로이트 도심부는 더 가난하고, 더 분노에 찬, 그
리고 혁신의 감각을 망각한 흑인 커뮤니티로 가득 
차게 된다4).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젊은이들의 집
단적 의식처럼 번진 악마의 밤(Devil’s night)은 
매년 수백 가구의 방화와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희연 교수는 이와 유사하지만 또 그 구체적
인 축소 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풍부한 사

례를 소개한다. 이를테면 동독 체제 하에서 철강, 
기계, 화학, 군수산업의 허브였지만 통일 후 그 산
업기반이 급격히 해체되고 대규모 교외화를 겪은 
라이프치히, 마르크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주
의 사상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약관의 나이에 거
주하면서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목격하
게 된 맨체스터, 그리고 항만 기능의 쇠락과 더불
어 지금까지 심각한 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는 일
본의 하코다테가 그 예이다. 이 책에는 도시축소
에 대한 지역정부와 커뮤니티의 대응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희연 교수는 
미국 ‘영스타운(Youngstown) 2010’ 계획과 관련
하여 “영스타운이 작은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
자” 혹은 “새로운 지역경제 하에서 영스타운의 역
할을 정의하자”와 같은 원칙을 소개한다. 이러한 
영스타운 식의 축소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티 중심
의 재생 노력은 영국 맨체스터의 최근 도시재생과
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맨체스터에서는 
1996년 도심부 테러에 의해 파괴된 지역에 대해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대해 국제공모전을 개최
했고, 최고급 도시환경과 초대형 쇼핑센터 조성을 
통해 재건을 시도했다. 이러한 여러 대응방식은 
최근 도시 적정규모 찾기의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진행 중인 <미래도시 디트로이트(Detroit Future 
City, DFC)>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난다. 이 프로
젝트의 총괄계획가이자 뉴욕시립대학 도시설계
가 토니 그리핀(Toni Griffin) 교수와 관련 계획
가들은 지금의 디트로이트와 커뮤니티에 가장 직
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를 찾아 
없애고, 도시의 핵심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변화
를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
출을 유도하기 위한 12개의 필수계획(imperative 
actions)과 24개의 변화 아이디어(transforma-

3)   Kenyon, Amy Maria. 2004. “Rumors from a motel in Detroit,” in Dreaming suburbia: Detroit and the production of 

      postwar space and cultur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p. 9-18.

4)   Chafets, Ze’ev. 1990. “White people don’t know a goddamned thing,” in Devil’s night: and other true tales of Detroit (New

      York: Random House) pp.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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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ideas)를 제안한다5).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
로 제시된 랜드스케이프는 도시쇠퇴 해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주문제작 되었고 도시 조직
의 일부이자 그 자체로 도시성을 갖추고 있다. 방
치된 도심지 중 특히 홍수나 대기오염물질 조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장소에 그린인프라로서의 랜드
스케이프를 계획하여 녹지축과 하천을 따라 지가 
상승이나 신규 기업 혹은 리테일 활성화를 유도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단계별로 어느 장소에, 어
떤 기능(물, 에너지, 폐기물, 교통 등)의 랜드스케
이프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
에 따라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하부
구조를 개선할 곳, 갱신할 곳, 줄여나갈 곳, 관리
를 통해 현상 유지할 곳, 그리고 교체하거나 완전
히 없앨 곳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축소도시
의 재생 방식에 있어 영스타운, 맨체스터, 디트로
이트 모델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면 이는 
각 도시의 변화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앞
으로 이희연 교수의 책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
혀 이와 같은 논의가 폭넓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
램을 가져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희연 교수 책의 하이라
이트는 제3편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특징과 창조
적 재생 방향>이다. 저자는 국내 도시의 여러 지
표와 고유한 맥락을 고려해 어떻게 축소도시의 특
징을 밝힐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총 64개 지표를 선별하여 국내 
축소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다양한 특성을 비
교했다. 그리고 그 뒤 7장부터 10장까지에서 국내 
도시의 축소 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 그
리고 새로운 비전을 포함한 재생전략에 대해 충실
하게 서술했다. 이를테면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의 
축소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주시에서 왜 외부 민간
기업의 투자에 기반한 실버타운 특구가 비현실적
인지, 그리고 각종 기념관과 예술촌 건립이 문화

시설의 양적 증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상주
시민의 문화적 수요와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희연 교수는 국
내 도시에서 특히 폐교나 활용되지 않는 옛 공공청
사 건물의 이용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
를테면 “2013년 현재 (상주시의) 폐교 수는 42개
로 경북 도시 중에서 안동시 다음으로 폐교수가 많
다…마을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폐교는)…
주민들의 현재 삶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한다. 나아가 방치된 
운동장이나 빈 점포,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다양한 
재생실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풍부
한 사례를 제시한다.

도시의 창조와 파괴, 축소와 재생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다양한 실천 노력을 한 권으로 엮은 이 책
은 도시, 조경, 교통, 환경분야 연구자들에게 훌륭
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도시의 적정규모 찾기 노
력, 창조적 파괴와 전략적 수축 정책,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도시설계적 실천은 앞으로의 어떤 변화
를 가져올까? 그리고 도시의 핵심 자산을 이용하
는 방법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시각, 혹은 방치
된 장소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도시 개척자들
과 소자본 투자자들의 영향은 무엇일까? 이희연 
교수의 책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
로 다양한 생각의 출발점과 해법의 실마리를 믿음
직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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