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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세권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 

‐ 동경 대도심의 ‘Area Management’ 사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Public Space” in Train Station Areas  

‐ Focusing on ‘Area Management’ examples of Tokyo Metolopolitan  

 

南知賢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도시 개발에서 도시 재생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에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공간의 상호 관
계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지역적 공공공간’에 주목하 다. 

일본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가장 다양한 공공공간을 구축해온 일본의 역세권은 복합화, 입체화 과정을 거쳐 

빠르게 변화한 도시 개발의 총체적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아울러 거대 상업화에 따른 공공, 공익 시설
의 소멸, 지역단 절에 따른 공동체의 갈등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대량으로 개발된 이후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버려지는 역세권의 공공공간과 개성이 없는 공간들이 주는 익명성의 문제들은 차후 도심 

공동화 현상과 늘어나는 공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지역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적 특성이 구현된 공공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역세권 전체
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주체가 있는 장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역세권을 물리적 보행 

거리가 아닌, 생활권의 개념에서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는 애리어매니지먼트로의 핵심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동체를 통해 지역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역세권
이 다양한 도시 주체의 갈등과 이권을 조율하는 여러 역의 경계 공간으로서, ‘지역적 공공공간’으로서 가
능성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1950~60년대 고도 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 개발 문제, 환경 문제, 농촌 지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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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이 등장하면서 시민 운동으로 마을 만들기가 대두되었다. 이후 시민 운동은 점차 다양한 역으로 확
산되어, 주민과 전문가의 협조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마치즈꾸리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결
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커뮤니티 거점들과 다양한 공공공간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개방적이고 많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하는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에 의한 공공공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마을 만들기의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나 공익적 용도와는 무관하게 민간 자본으로 무장된 상업건 물이 대규모로 건설
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교통 공간에서의 마
을 만들기와 주민 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公共)공간이 아닌 공
용(公用) 공간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세권에는 “함께 하는”이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성을 가진 각
각의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이란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이 이러한 연구를 발간한 오우타 카츠토시(太田 勝敏) 1는 역세권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연구가 더뎠
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통 시설의 대부분은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해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광역적인 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우선해 시설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에 

의해서 우선 인프라 정비 및 필수시설보완이 더 중시되었다고 하 다. 즉, 사용성과 편의성을 위한 시설이 

모인 곳으로서의 역세권을 만드는데 급급하 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이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계획
보다는 익명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효율적 계획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오히려 역세
권 계획에서의 주민 참여라고 한다면, 개발에 대한 지역 이익 집단의 갈등 관계가 우선 떠올랐고, 행정 대 

주민, 혹은 공용적 이익 대 지역적 이익이라는 도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도시 계획에서 주민 참여는 개발을 위한 재
개발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는 소수 이권을 위한 주민 조직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표로 

하는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최근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공동
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동적으로 재개발에 의존하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스스로 지역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
나 많은 경우, 이들의 활동 거점은 아파트 단지 내나 주택지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이벤트 활동이나 예술 활동들이 주류를 이루어, 지역의 공공적 수요를 이끌어내기 보다
는 특정 커뮤니티에 의한 성과물로서의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내의 특정 공공공간을 활
용하는 것에서 관련 주민 조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1992년의 도시 계획법 개정에 의해 시, 구, 마을 단위에 따른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제도가 

창설되었다. 그 책정과 함께 시민의 참가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역세권 개발에서도 시민의 참가 및 지
                                                            
1
  太田 勝敏, 新しい交通まちづくりの思想―コミュ二ティからのアプローチ、鹿島出版会, 1998 

 



3 
 

역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역세권 개발의 

방향은 더 이상 철도 사업자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 시설을 공유하는 역
할을 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쪽으로 변화하 다. 지자체가 특별 용적률을 적용, 금융 및 세
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우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역세권 개발은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수요를 포용하기 위한 지역 관리 수법으로서 주민 참여형 도시 계획 사업과 함께 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공공성’2에 대한 논의를 역세권에서 다루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세권에는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70년대, 80년대의 버블 경제 시기를 지나면서 일본의 역세권은 컴팩트 씨티 개발의 중심핵으로서 수많은 

백화점과 호텔 등을 대규모 상점이 형성되었다. 즉, 점차 대형화, 복잡화된 것이다. 이는 기존 재래 상점가와 

기존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상대적 장소 공동화의 현상 뿐 아니라 획일화된 역세권 공간구조의 

형성으로 기존 도시 조직과의 단절시키는 것과 같은 도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민간 자본 중심
의 개발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는 공공, 공익 시설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는 역세권 공간
은 지역 개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철도 회사와 공적 책임의 주체 던 지자체, 그리고 토지 소유주, 상인 등
의 지역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의 핵이 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 개발들이 난립했던 동경 역세권 지역에서는 

개발을 위한 준비 협의회와 개발에 소외되어 기존의 지역 문맥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 간의 

복잡한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유는 개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권 단체들이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가 상승 및 경제적 효율의 이유로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공공, 공익 시설들은 주민들의 주요 활
동 동선인 역세권에서 멀어져 갔다. 역세권은 중심 대형 상업 지역과 배후 재래 상권의 갈등의 핵으로 공공
공간으로서의 휴먼 스케일을 망각한 채 대형 상업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역세권에는 다
양한 지역 공동체들의 집약적 활동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완충할 수 있는 공공공간
은 점차 부족해져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컴팩트씨티의 극단적인 복잡성은 공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만드는 자본가의 입장이 더욱 

고려된 상업적 개발의 결과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창기 역전 광장, 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의 ‘공
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의 민간 개발에 의해 경쟁적으로 성행되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복잡한 민간 자본의 욕구를 대변하는 ‘공공성이 없는’ 공간으로 변모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코레일이 중심이 되어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
고 운 해왔지만, 최근 민자 역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침체에 따른 운 난 등에 따라 조금씩 공익 시설

                                                            
2
 新しい公共 会議資料、新しい公共宣言、第８回新しい公共 卓会議,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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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3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역세권은 도심 내 필요한 공공 시설을 확보하는 

거점으로 이슈화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조직되고 있다. 역세권은 각 지역으로 나
가기 위한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지역 내 커뮤니티와 지역 특성을 새로 유입된 공공시설과 어떻게 연
계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컴팩트 씨티 계획 방법론이 시설과 개발의 컴팩트가 아닌, 필요한 지역 자원과 장기적으로 가
치 있는 지역자원의 컴팩트 한 재분배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철도 역은 이제 단순히 

사람과 화물의 운송 공간만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보를 교환하는 지역 공공성의 실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역세권인가. 

이 질문은 곧 역세권이란 용어의 개념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역을 중심으로 한 도보권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이용자의 생활권으로서의 과정적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의 역세권은 정부 

및 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 다. 그 결과 어느 역이든지 균등한 

자원의 분배, 심지어 균등한 디자인의 분배까지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 공간과 소유권
이 전혀 다른 주변 지역 공간 간에는 유기적 연관 관계란 찾아보기 힘들었다.  

반면, 일본의 역세권은 철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 역세권을 만들어왔다. 이러
한 이유로 ‘누구를 위한’이란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에 집중했
고, 그 결과 역세권의 주변 건축물들은 그 브랜드와 자본의 가치를 반 하는 대상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마치즈꾸리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하 다. 그리
고 역주변의 공간들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 아닌,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많은 도시 주체들의 동선이 교차하는 장소로 재인식되기 시작하 다. 역세권의 풍부
한 공공공간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수용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역
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역세권이라는 공간이 많은 물류의 이동과, 인적 교류
의 주요 거점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이나 지역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가진 전략적 공간으로서의 가능
성이 있다. 

 

역세권 개발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의 지역관리의 필요성 

                                                            
3
 한국의 역세권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상업지역 정비방식으로 상가최소 의무비율을 10% 확보하면서 새로운 

상가정비사업으로 근린상가나 대형지분소유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내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직주근접형 주택을 확보해 주변시세의 80%로 20 년간 전세임대하는 역세권 시프트를 

도입하고 Social Mix 를 통해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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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민간 개발은 도시 자원과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특효약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는 경제불황뿐 

아니라 도시 개발의 책임의 부재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은 경제 버블이 붕괴한 

80년대 말부터 약 10년 이상 도시 개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개발 이익으로 또 다른 개발을 확장해왔던 철도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개발의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새로운 방향을 구축하기에 이르
다.  

민간 투자와 상업 개발의 결과로 쇠퇴된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연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
력은 “새로운 공공성”을 필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NPO나 주민조직, 그리고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도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역세권과 같은 주요 도시 거점들을 재조직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를 의미한다. 또한 그 사이에 발전한 마치즈꾸리의 성과로 축척된 주민 참가의 에너지를 서포트하는 지역 

재생의 방법으로서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재배치하 다. 따라서 그간 도시 개발의 중심이 되어왔던 철도 회
사들 역시 개발의 방향을 바꾸어 철도의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는 지
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를 경제적으로 운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는 갖고 있는 자산이 더 이상 

가치를 잃지 않게 하는 방향, 즉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으로 역세권을 관리하기 시작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발 이후의 과잉 공급의 문제가 더 심한 경제 불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일본은 이렇듯 수요가 

확실했던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개발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세권을 유지 및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로 역세권 개발의 주체
들이 도시 개발 시대의 경쟁 관계를 넘어, 공생 관계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지역관리 방법이 바로 

‘Area Management’이다. 코바야시가 언급하 듯, ‘애리어’에서의 기업 간 단기간의 경쟁 작용보다는 상호 

간의 학습과 추구하는 이익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 간 장기적 협조를 조
정하는 조직이 필요하 던 것이다. 이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
는 공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 역세권의 지역 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공공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
나 지역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역세권에 실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그 철학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단기적 발전을 위
한 경쟁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 전체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도시주체의 이권을 조율
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장소가 갖는 지역의 수요를 관리하는 과정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적 공공공간’으로서 역세권의 가능성 

현재 역세권은 도시 교통의 핵이자,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도시 블록의 단절, 토지
의 고밀화 등의 문제를 앓고 공공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역세권의 도시 설계가 단위 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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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보다 상업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점적 개발방식이었다면, 현대의 역세권 개
발 방향은 지역 사회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고 다량의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다양한 디자
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일본의 역세권 개발에서 지역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공공공간의 핵심은 인프라의 분배라는 철도의 본
질적 속성 이외에 지역의 얼굴이 되는 도시의 광장을 만든다는 역전 광장 계획에 치중해 있었다. 또한 일본
의 역세권은 지역 개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철도 회사들의 이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따라
서 극단적인 민간 자본의 중심 공간으로 그 유형과 운  방법 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동경의 몇몇 역
의 경우엔 너무 복잡하여 심지어 역 공간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여럿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주쿠 역인데, 신주쿠 역은 세계에서 출구가 가장 많은 역으로 뽑히며 200개 이상의 출
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민
간개 발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컴팩트 시티의 극단적인 복잡성은 공공성이라는 개념보
다 만드는 자본가의 입장이 더욱 고려된 상업적 개발의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의 일본 역세권 개발의 변화 중 하나는 역세권과 지역과의 관계 변화다. 일본의 경우, 민간 기
업들이 철도 인프라 및 운  심지어 주변 도시개발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다. 이러
한 역세권 공간은 대형 상점과 연계될 뿐 지역과 지역을 서로 연계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단절
을 초래해왔다. 이는 기존 재래 상권과의 갈등 관계를 만들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아닌, 기존의 지역 

경제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정부의 컨트롤이 역시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역
의 “새로운 공공성”을 재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에서 인식을 새로이 하기 시작하 다는 점
은 매우 시사적이다. 

역세권은 개발자 중심의 상업적 기능적 고밀도시 구조라는 결과론적 공간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역에서 

주거까지 걸어가는 생활권이라는 과정론적 공간성을 갖고 있다. 즉, 이중적 특성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이다. 

기존의 역세권 개발이 개발의 주체와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업 집적의 이익을 위한 고밀 복합개
발로 이루어져 왔다면, 생활의 수요와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역세권 계획은 어떻
게 달라야 하는가. 생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 주체인 주민들 역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
존의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들은 이러한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본의 역세권에
서 역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집단들과 상권의 조직들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70~80년대의 

개발 중심적 가치를 우선으로 했던 도시 공간에서 역세권은 도시 개발의 핵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누구나 이용하고, 언제나 편하게 이용하는 장소가 갖는 태생적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역세권의 역할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역세권을 대규모 개발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지역 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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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과 문제 의식 

역세권은 다양한 도시 주체의 생활에서 갈등과 이권을 조율하는 여러 역의 경계 공간이다. 이에 지역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적 특성이 구현된 공공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역세권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주체가 있는 장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역세권을 물리적 보행 거리가 아닌, 

생활권의 개념에서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공공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공공공간의 진화 과정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을 살펴보고, 최근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 관리 시스템의 하나인 ‘Area 

Management’를 통해 형성 및 관리되는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역세권의 공
공성을 실천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구축 과정과 권역별 특성 및 형성 요인에 따른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을 설정하 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인식은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에 대한 것이다. 마치즈꾸리가 활성화된 주택가에는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이권과 갈등이 중첩되어있는 역세권에는 지역적 

특성을 발현하는 공공공간이 그리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역세권이 다양한 도시 주체의 

갈등의 경계 공간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공간에서 역 중심 공간, 역 중간 공간, 역 주변 공간에 이르는 전체적인 권역에 따라 이러한 ‘지역적 공공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문제인식1] 역세권에는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적 공공공간’’ 이 있는가.  있다면, 역세권 권역별로 그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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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 인식은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일본의 지역 관리 ‘Area 

Management’에 대한 내용이다.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새로운 공
공성’이슈와 지속적인 공공관리의 정책에 힘입어 지역 관리 시스템의 대안으로 ‘Area Management’가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Area Management’는 아직 역세권에 대한 적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에 대하여 조직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실제로 ‘Area Management’에 의해 만
들어진 ‘지역적 공공공간’에 대하여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본 연구는 역세권을 개발만의 대상이 아닌, 운 , 관리를 포함하는 지역관 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기대하는 바는 생활권이라는 작은 스케일의 지역 관리로 어떻게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상권 위주로 개발된 역세권에 새로운 의미의 공공성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역관리시스템과 ‘‘지역적 공공공간’’의 상호관계속에서 역세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및 관리의 프로세스와 형성요인 및 특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1.3.1.

우선, 공공성을 실천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세권을 그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세권은 매우 공적인 역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공공성의 스펙트럼
의 동선을 갖고 있는 도시 공간이다.  

둘째, 역세권은 철도 회사, 토지 소유자, 상인, 역 이용자 등 다양한 도시 주체들이 복합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성을 구축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공간이 변해가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공공의 참여에 의해 지역 관리가 가능한 공공공간은 주민의 반복적 일상성이 전제되어 있는 공간이
어야 한다. 역세권은 일정 지역 안의 주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다니는 생활권이며, 일상에서 친밀하게 접근

[문제인식 2] 일본에서 역세권이 대규모 개발만이 아닌, 소규모 지역관리인 ‘Area Management’의 대
상으로 변하여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및 관
리의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개발에 의해 형성된 공공공간과 소규모 지역관리에 의한 ‘‘지역적 

공공공간’’ 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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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일본의 역세권은 장기간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 주체의 갈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집
합체로서 다양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다.  

연구의 장소 범위는 도시 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일본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 상의 갈등 관계와 마을 만들기를 통해 형성된 지역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통
한 ‘Area Management’가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갈등 간계가 더욱 다차원으
로 부각되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선별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5장의 중심적인 사례 분석은 동경 

및 동경 근교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 다.  

다음으로, 시간적 관점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Area Management’ 조직에 의해 운  및 관리
를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사례를 선정하 다. 일본의 도시 경제가 급격히 팽창하 다가 버블 붕괴가 일어났
던 80년대 후반부터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개발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조직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를 거
쳐,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진행하 던 긴급 도시 재생 정비구역을 지정한 2000년대는 이전의 도시 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들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Area 

Management’ 조직들이 역세권의 도시 재생 과정에서 공공공간에 어떻게 관여하고 의견을 조직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서는 동경 대도심권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특수성과 차별적 전략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을 동경 및 동경 근교로 한정하 다. 이러한 역세권 중에서 본 연구의 

주요 사례 분석 대상은 2000년 이후, 일본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정에 의해 지정된 역세권 재개발 

사례(이케부끄로, 신주쿠, 아키하바라, 동경역, 시부야역, 오오사키 역) 중에서 ‘Area Management’의 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오오사키역 주변, 동경역주변, 시오도매역 주변, 코가네초역, 아키하바라 역이다. 역
세권의 공공공간 정비 사례 중에서 지역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관리(‘Area Management’)를 하
는 대표적인 역세권의 ‘Area Management’중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선정하 다.  

 

[표 1‐1]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 

구분  위치 역세권도시재생정비사례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동경)  신주쿠, 동경역, 시부야 역(2초매지구) , 오오사키역, 하마마츠역, 아카사카 

록봉기지역, 아키하바라,

동경 근교  시오도매지구, 미나토미라이, 가와사키, 토요스, 하루미,  가와사키역, 센다이역, 치바 
역, 카시와 역 

기타  오사카역, 나고야역, 사뽀로역, 교토역, 오사카역, 우매다역(2지구) 센리지구, 
히로시마역, 다카마츠마루가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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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녹색 

점은 NPO 및 시민 단체 중심의 소프트 매니지먼트, 붉은색 점은 민간 사업자 및 기업 중심의 애리어 유지관
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애리어서비스를 의미하는 푸른 점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의
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프트 매니지먼트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상업지구인 긴
자, 신주쿠 지역에서는 애리어서비스를 포함하는 소프트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프트 매
니지먼트와 애리어 서비스 그리고 애리어매인티넌스(유지와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관리
지구는 동경역, 오오사키역 그리고 임해 지역에 해당하는 시오도매역(汐留駅), 하루미(晴海地区)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도시 재생 긴급정비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동경 역, 오오사키지구, 아키하바라, 코가네초 역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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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방법. 1.3.2.

본 연구는 크게 선행 연구 고찰과 조사 대상지 분석으로 구분된다.  

선행 연구 고찰에서는 문헌 및 유사 연구고찰을 통해 공공성이론, 컴팩트 시티 이론, ‘Area Management’
이론을 정리하 다. 이를 토대로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적 공공공간’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 다. 한편, 역세권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일본의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공간
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도 함께 조사하 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지 분석에서는 위의 연구 범위의 프로세스에 따라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 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사례별 ‘Area Management’의 조직 및 구성, 지원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장 조사는 ‘Area Management’의 운용 상황 및 운용상의 정보 및 기타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지역적 공공공간’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reamanagement’ 관련 정부 보고서  

4장에서 살펴보는 사례들은 국토교통성이나 동경도 도시정비국 등에서 발간한 사례집과 ‘Area 

Management’의 이론가들이 다루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여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
형과 그 형성을 위한 조성과 관리에 따른 과정적 수법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도출의 근거가 되는 보고
서와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사례별 인터넷 공개자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 다. 그리고 각 사례의 

역들을 각 단체의 활동 내용의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하 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Area 

Management’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한 자료 (가이드라인, 매뉴얼, 회의내용, 조직구성멤버등) 들
을 이용하 다. , 

 

현장답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는 2012년 가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 연구원의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의 연구 프로젝트의 지
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오오사키 역과 코가네초 역, 아키하바라 역과 관련하여 ‘Area Management’ 사무
실을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 고, 현장을 답사하 다.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의 답사
던 만큼 질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따라 차후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보완하 다. 동경 역의 경우
는 2012년 3월 동경 역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현장을 답사하 다. 

대표적 사례의 분석 방법으로는 역세권을 역 공간, 중심 역, 중간 역, 주변  역으로 나누어 역별 지
역 관리 기법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경 역, 오오사키, 시오도매 역, 아키하바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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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초 역을 대상으로 공공성 실천을 위한 특징 있는 지역 관리의 방법을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항목으로
는 크게, 공적 책임, 공동체, 공공공간, 공익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역
세권 재구축 과정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역 공간: 역, 연결데크, 역전 광장,  

역세권 중심 공간: 중심 대형 상업 지역 

역세권 중간 공간:  소규모 상업 지역, 서비스 지역 

역세권 주변 공간: 주거 및 생활지원 공간, 다른 역세권과 겹치는 

이중적 지역 

 

기존의 역세권은 근린 주구 개념에서 기인한 도보 거리라는 정량
적 개념과 지역 경제 수익 구조의 창출(플러스 창출형)을 중심으로 

한 압축 성장 모델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경제침체의 과도기를 지나
면서 이러한 경제수익구조는 한계를 갖고 역세권 주변에도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며 모든 공간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저
하되게 돈다. 이에 이러한 저성장형 역세권의 도시재생계획은 고층고밀형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미 만
들어진 공간을 재조직하고 사용자를 고려한 유효한 공간의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앞으
로의 역세권의 발전 방향은 생활권으로서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정성적 공간배치(몇 미터로 한정지을 수 

없으며, 권역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과정에서 들어온 시설들에 따라 거리 구분이 달라지는 개념)로서의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 침체기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지역자원
화를 시키는가라는 측면에서 유효화하는 노력 (마이너스 축소형)의 모델로 변화시키는 전환기적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역세권을 지역 생활을 서포트할 수 있는 편의, 편익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거
점으로 역세권을 바라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범위설정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적정거
리 개념인 500m 기준으로 보는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역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시설 

분포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분류하여 역 공간, 역중심 공간, 역중간 공간으로 역을 분류하여 분포되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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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구성  1.3.3.

 
 

2장에서는 공공성에 관한 이론 분석과 컴팩트 시티 이론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분석의 틀로 공
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규명하 다. 이를 통하여 공공공간의 지역적 공공성의 확보 조건인 세 가지 분
석의 틀, 공적 책임, 공동체, 공익성의 세부 요소를 ‘지역적 공공공간’의 평가 지표로 설정하 다. 이러한 공
공성의 요소간 관계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을 정의하고,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이 도시, 건축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의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문제인식2]에서 제시한 동경 역세권의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기의 대규모 상권 개발 중심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성을 위한 지역 관리 방안으
로 변화된 동경의 도시적 배경을 살펴본다. 특히 도시 개발 과정의 정책 및 제도나 법규가 공공공간에 어떠
한 향을 미쳤는지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내어 시기별 역세권의 역할 변화와 공공공간의 유형별 특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추출한 [지역관리의 공공성 평가지표]로 역세권의 대표적인 동경 근교의 사례를 각 사
례를 분석, 평가하여 각 사례별로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 갈등이나 타협의 방식, 그리고 장소별 실천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역세권을 권역별(역 공간, 중심 

역, 중간 역, 주변 역)로 분류하여 ‘지역적 공공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지에 따른 ‘지역
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의 특성과 계획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5장은 종합적 고찰로, [문제인식1]과 [문제인식2]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앞에서 분석된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및 관리의 프로세스와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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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역세권의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1.4.1.

역세권 개발에서의 공공공간 조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 그리고 국외 

사례분석의 케이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세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개발 방법에 따른 유형 분류, 개발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TOD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입체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연구의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
근 경향으로는 생활권의 개념으로 역세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세권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의 입체/ 복합시설에 관한 연구는 입체 복합 도시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내외부
를 연계하는 매개 공간에 대한 연구 및 보행 동선 체계를 중심으로 공간 계획을 살펴본 연구 등, 주로 

정책과 물리적 공간의 유형분류로 대표된다.  

역세권의 공간 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하 공간이나 보행 네트워크 연계, 입체적 공간 계획 등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주, 심우갑은 지하 공간의 용도 설정에 대하여 개발 방식에 따라 개별 건
물에서의 개발, 블록에서의 개발, 네트워크 개발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결절점과 통로
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지하공간을 유형화하 다. 한편, 박종현, 신중진은 도심의 정비적 차원에서 보행 

네트워크 연계에 대한 고려에 대하여 기능, 환경, 경관과 관련된 보행자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크게 평면적 네트워크, 입체적 네트워크, 기능적 네트워크, 경관적 네트워크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간의 활동을 담는 보행 네트워크의 개발은 다양화된 공간 구성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행자 네트워크로 역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하와 지상, 역세권과 지역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공성 및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1.4.2.

건축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주로 공공건축물과 공개 공지 및 공공공지를 대상으
로 진행된 물리적 정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점차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넘어 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적 역과 사적 역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로 인해 공간의 소유 주
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의해 공과 사의 구분이 변화한다는 공공성의 경계 

모호성을 전제로 하는 연구(임상진, 1997)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도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정석, 1994)되었고, 공공 역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연구들이 등장하 다. 특
히, 2000년 중반이 되면서 도시 재생으로서 공공공간을 공공 역과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성과 관련한 원칙에 기반한 공공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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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문제점에 따른 정책의 변화보다는 선진적인 정책이 우선시되어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시스
템과 지역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도 상의 연구가 선행되고 지역연구가 늦어지는 경
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개념 정립부터 시작하여 개선방향 및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등장하 다. 평가에서는 접근
성, 개방성 등의 지표를 설정하여 공공성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한 평가 체계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지역과 장소에 맞추어 적용되는 데 실천적인 항목의 개발이 미비
한 상황이다.  

 

  지역관리시스템 1.4.3.

지역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내 연구는 김도년, 남진, 이삼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많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어 지역 연구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황이다. 국토교통성에서는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2008)을 작성하여 지역 공동체에
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동경대학교 박사논문(2012.12)으로 출간된 ‘철도 역을 중심으로 

한 ‘Area Management’의 역할과 수법에 관한 연구’는 도시적 관점에서 철도역의 유형을 분류하고(고
밀 체제형/ 저밀 성장형/ 고성장 진행형/ 저밀 쇠퇴형/ 업무핵 거점형/ 고밀도시 관리형/ 고밀 성숙형) 

각 유형에 따른 애리어매니지머트 지역 주체의 과제와 공간 계획수법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거시
적 관점에서만 역세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역세권의 권역별 특징이나 구체적인 공공공간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은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에서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살펴본 논문은 흔
하지 않다. 우리가 소위 복합화와 입체화라고 불리는 역세권의 다층적 레이어의 형상 이면에는 개발 

논리에 의해 발생한 수많은 이익 집단과 지역 조직의 다변화라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곧 다
층적 레이어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은 특히, 역 

중심 공간에서 역 주변 공간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 이러한 다층적 레이어를 보여준다. 본 연구를 진행
하는 데 있어, 역세권을 권역별로 분절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역세권에 대
한 기존 논문들이 수직화, 지하화, 입체화라는 수직적 공간의 특성으로 역세권을 바라보았다는 관점과 

달리, 본 연구는 도시적 측면의 수평적인 다층레이어를 분석하는 데 본 논문은 차별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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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역세권에 관한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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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공공간에 관한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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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지역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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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 중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내용과 달리, 연구의 범위에 맞게 재정의된 용어
들과 새롭게 사용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역세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자마다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
행 거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500~600m 내외를 역세권으로 고려한다. 이는 역이 지배하는 공
간적 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역 세력권의 경우엔 지하철 역과 인접하여 지가 및 토지 이용 등 

경제성 혹은 개발 향 등이 미치는 권역이라는 의미로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의 개념으
로 살펴볼 경우엔 지하철 이용자들이 버스, 택시를 이용하여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의미
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물리적인 “접근성”과 “토지이용”의 

향을 받는 범위로 산정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1‐5] 역세권 구역 구분 및 유형 

주제구분  연구제목  역세권 구역 구분 및 유형 

법령상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제19조 8 항. 철도역을중심으로하여반경500m 이내의지역을역세권의 범위로 설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4조 5 항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시도지사로부터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음. 

보행권 
  
  

Peter Calthorpe,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500‐600m보행거리 내의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커뮤니티, 

도시형 TOD(교통망의 주 노선에 직접 위치하는 것, 철도, 전철,  경전철같은 노선상의 중심역세권개발), 

근린주구형TOD(교통망의 주노선 역사로부터 10분 정도되는 지역버스  노선상에  위치함.   거리상으로 5km이내  

의 중밀도의 시설)

,국토연구원, 2002,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단계 구분‐ 1) 철도부지(역시설, 광장, 부대시설), 2) 직접 역세권(도보10분이내, 철도주변 복합용도개발),             

 3) 간접역세권(도보10분 이상) 

1차 교통수단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범위,  주거지역이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1982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를 1차 역세권, 반경 1,000m내외를 2차 역세권으로 분류 

역사가 위치함으로써 형성되는 세력권으로 주로 보행자가 도보로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적 범위

조상운(2005)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행자가 철도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권역 

토지이용,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간적 특징으로서 철도역이 입지하여 그 주변의 지가나 주택가격등  부동산 

가치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

세력권 
  
  
  

김도년(2005) 
당해 역을 이용하는 통근자, 통학자 그리고 기타 목적 통행자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당해역의 

이용 세력이 미치는 권역 또는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역

문대섭(2001) 
역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적, 지리적 거리 

역의 입지에 따른 역과 역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지리적 영역

교통개발연구원, 1990   특정역의 세력권으로서 그 역을 일상의  통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범위 

박내선(2004) 

환승역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원인은 일본의 토지이용 규제가 "피라미드적 성격"임을 지적. 순도가 높은 

주거 지역을 정점으로 기능의 복합도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타용도의 입지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것. 

역세권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  민간철도사업자의 교외역세권 개발, 공공부문의 교외역세권 개발, 

환승터미널역의고밀복합개발, TOD를 표방한 공공개발, 역세권 재래시장개발 

배준구, 1982  역간거리0.8‐1.1km 도보거리 0.8km, 행정구역과 결합하여 약 1km.

부산직할시, 1981 
한 역의 입지에 따른 역과 주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지리적 영역 

중심부로부터 역연접권, 직접영향권(1차세력권), 간접영향권(2차세력권)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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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ider, H, Neighbourhood renewal and housing markets: community engagement in the US and UK, Oxford: Blackwell, 2007 

용도  
  
  
  

유영준, 1982 철도가 통과함에 따라 철도역이 새로이 형성되고 이로인해 역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04.15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 

국토개발연구원, 고속철도 대전역 
및 역세권개발기본구상보고서, 
1996, p.20-23 

역세권을4가지 권역으로 나눔: 역사부지(200미터 이내), 1차역세권(보행5분거리, 500m이내, 역이용 
목적성, 도시기능의 집중), 2차 역세권(보행거리10분, 반경1km, 도보이용객의 한계범위, 상업, 업무, 서비스 
기능), 간접역세권(반경5km이내, 개발잠재려곱유지역) 

기타 

김대웅, 유영근, 최한규, 2002 설문조사를 통한 도보 역세권의 크기 530m

서재영, 민자역사개발사업에 대한 
고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126 

고층복합형(대형단일건물형, 최소거리밀집형), 재개발형(지하개발형, 고가개발형, 혼합형), 
신시가지형(도시정비형, 베드타운형, 부도심형) 

생활권 건설교통부, 전게서, 2006, p.8 
도시철도권-소생활권(500m의 도보권 인구권, 인구20,000-30,000명) ,일반철도권- 중생활권(인구100,000-
150,000명, 3-5개의 소생활권으로 구성), 고속철도권-대생활권(인구500,000-700,000명, 3-5개의 중생활권으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생활권의 역으로서 역세권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역세권은 역에서 집까지 이르는 

여정의 개인적 경험동선의 집합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집합적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개성있는 공
공성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역세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역세권은 매우 공적인 공간인 역 공간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 

공간까지 이동하는 다양한 공공성의 스펙트럼을 갖는 과정적 동선의 합이다. 역세권을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는 적정 거리 개념인 500m 기준으로 보는 개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생활권으
로서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정성적 공간배치(몇 미터로 한정 지을 수 없으며, 권역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과정에서 들어온 시설들에 따라 거리구분이 달라지는 개념) 개념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공동체(Community) 

Beider4 에 따르면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어떤 것을 공동으로 공유하거나 상호 작용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나 네트워크 

- 결속, 참여, 그리고 응집력이 있는 장소로서의 커뮤니티 

- 그 환경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커뮤니티, 혹은 장소 지향적 서비
스나 정책 중재 

이처럼, Community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공적 책임을 갖는 공동체, 특정 공공공간의 연계성을 갖
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공동체 그룹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두루 살펴볼 것이나 장소를 의미할 때는 공공공간이란 용
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공동체가 의견을 모아 장소 지향적 서비스나 정책 중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의 일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공공공간 (Public Space) 

공공공간은 좁은 의미로는 공공이 소유(Public owned)한 공간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공적으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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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역세권의 공공공간의 유형 

출처  공공공간의 정의 

건축기본법제1장 총칙 
제3조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디자인 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중의 사용을목적으로 옥외 및 옥외 영역에 조성되어 공중에게 개방되는 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7)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매개성, 역동성) 공간이라고정의함.

CABE (2007)  공공이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무료로사용할수있는곳(Freely Accessbile to the public andusually free of charge) 

Glazer(1987)  공공의권위에 의해 조성, 유지되는공간으로모든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접근가능한공간 

R. Krier (2005)  외부공간 뿐 아니라 건물 내부의 중정부터 건물과 건물사이, 넓게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오픈스페이스까지도 
공공공간으로 정의함. 

정석(1994)  공공이소유한 공공공간과 민간이소유한공개공지를구분하고이를통합한것이도시의“시민공간” 

김세용(1997)  공공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며, 공공에 의해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을 위해 시설된 
개발공간 

  Glazer(1987) 연구는 공공공간의 형성주체를 공공의 권위로 언급한 반면, 김세용(1997)5의 연구는 공공
이 공급하지 않더라도 공공을 위해 형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본연구는 후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7)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공간은 여러 도시주체에 의해 공급될 수 있으며, 공공이 사용하고 공익성을 확보
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공간은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중, 외부
공간 및 준 외부공간(필로티 하부등), 그리고 건축물중에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이용되는 건 

축물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볼 대상은 역세권(역으로부터 약 500m) 내의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공공간의정의를 바탕으로 2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
적 고찰을 통해 공공공간을 재정의하도록 한다. 

 

공지(空地) (Empty Space)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
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
간)을 총칭한다. 다만 보다 축소된 의미로 일반에 공개된 녹지·공원 등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지는 

크게 공개 공지와 공공공지로 나눌 수 있다. 

 

                                                            
5
 김세용, 도시 공공공간의 쾌적성 방해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7 

샐활에서 이용하는 (Public used)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동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활동
이 일어나는장소이다. 아래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된 공공공
간은 그 범위와 대상이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건축기본법 및 서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
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하므로써 공공이 사용자임을 정의한 반면, CABE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접근
성 및 이용의 편의성이라는 방법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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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공공공간의 관리기준 및 유형 

공공공간의 
범위 

공공공간의 정의  관리기준 역세권내 공공공간의 유형 

공개공지  (사유지)  『건축법』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m2이상 
대지면적에서 10%범위 이내에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 

건축법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 
긴 의자 또는 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함

사유지 내 포켓공원, 사유지  내 
휴식시설 

공공공지 
(국,공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지역경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함.

1.  교통광장(역전광장 
주요 시설광장, 교차점광장) 
2..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3. 지하광장(지하정거장, 지하도, 
지하상가) 
4.  건축물 부설광장 
5. 경관광장 

『건축법』에 의하면,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의 지역에서 그 환경을 쾌적하
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공개 공지라고 한다.6 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및 숙박 시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반면,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 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를 의미한다.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공개 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도
시 계획 시설의 하나이다. 이는 곧 공개 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의 타협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공공공지의 경우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지자체와 관리자와의 긴밀한 타협관계를 필요
로 한다. 이 둘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용도의 토지 이용에 대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다르다.  

 

‘지역적 공공공간’(local public space)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Local을 지역의 역사와 이웃과 관계하는 특정 역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시
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Region은 전체 토에서 상대적인 방향성을 의미하는 지역이란 용어로 사용
한다. 한편, Area는 특정 활동이나 관심의 범위를 보여주는 타운의 특정 경계와 역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은 지역의 커뮤니티와 지역문맥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활동의 범
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Local과 Area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Local Public Space는 지역의 커뮤니티와 관

                                                            
6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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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특정 역을 갖고, 그 관계성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공간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역은 역세권을 둘러싼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향 받는 특정 역을 의미한다. 따라
서 Gibert 가 언급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배경 혹은 사회적 관계의 생산에서 근본적 역할을 하는 매개
물이란 개념과, 역사 및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공간이란 의미로 보고자 한다. 또한 

Passi가 제안한 지역이 형성되는 단계적 과정에 대한 관점을 적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
에 기반하여 공공공간이 구축되는 과정을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적 공공공간’은 공적 책임을 가진 기관 혹은 주민 공동체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고 

운 되는 공공공간을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 아닌 특정 지역의 수요와 활용을 전제로 조성되
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공간을 말한다. 2.1절의 끝부부에서 공공성에 대한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지역
적 공공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하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은 행정과 공적책임을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전체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 지역의 공동체가 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 하는 공공공간을 가진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발현하
거나 지역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육성과 지속적 운 에 대한 공적 책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은 도시의 어느 곳이나 위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 관심을 갖는 대상
은 역세권 주변의 공공공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익명적 공간이었던 역세권이 어떠한 방
식으로 지역성을 갖고 지역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
는 공간적 범위인 역세권 주변의 공공공간은 다음과 같다.  

 

  [표 1‐9] 역세권의 공공공간의 유형 

역세권 주변의 공공공간의 분류  공공공간의 유형 

교통지원 공공공간  교통광장(역전 광장, 주요시설광장, 교차점광장) 교통몰
상가연계공간  시장, 상점가, 아케이드
생활지원 근린공간  생활가로, 골목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광장, 휴게공간, 쌈지공원)

유휴공간  건물 주변 자투리 공간, 건물내부공개공지.

 

[표 1‐8] 지역 (Local, Region, Area) 

용어  어원의 뜻  사용에 따른 의미 

Local (Oxford dictionaries) 
 

Origin: late middle english: from late Latin localis, 
from Latin locus 'place'. 
 

Relating or restricted to a particular area or one’s neighbourhood:researching local history 
(In technical use) relating to a particular region or part, or to each of any number of these:a local infection 
A local person or thing, in particular:

Region (Oxford dictionaries) 
 

Origin: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from Latin regio(n‐)  
'direction, district', from regere 'to rule, direct'.

An area, especially part of a country or the world having definable characteristics but not always 
fixed boundaries: 
A part of the body, especially around or near anorgan

Area (Oxford dictionaries) 
 

Origin: mid 16th century (in the sense 'space allocated 
for a specific purpose'): from Latin, literally 'vacant 
piece of level ground'. 

A region or part of a town, a country, or the world: 
The extent or measurement of a surface or piece of land: 
A subject or range ofactivityor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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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적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역관리시스템 

2.1. 건축도시사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2.2. 역세권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2.3 지역관리 시스템과 ‘지역적 공공공간’ 

 

지역의 모든 장소에는 공공공간이 있다. 그러나 모든 공공공간에 지역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적 공공공간”은 공적 책임을 가진 기관 혹은 주민 공동체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고 

운 되는 공공공간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수요와 활용을 전제로 조성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공공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개념은 현대에 와서 갑자기 주목을 받은 공간은 아니다. 도시 건축 역사를 거슬러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공공공간은 존재해왔고, 지금도 남아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새로운 도시 공간과 

기반 시설이 생기면서, 어감에 따라 지역적 공공공간이라 일컬어 질 수 있는 장소는 바뀌어왔다. 특히, 근대 

시기의 새로운 공공공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기차 역의 등장은 기존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위계를 변화시
켰고, 새로운 공공공간을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기차 역의 발달은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면서 유동 인구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역세권에는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 공공공간 및 지원시설이 형성되어 갔다. 

역세권을 따라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는 지역 간 경쟁과 불균등한 발전 및 극심한 공공공간의 부족 

문제를 야기시켰다. 즉, 공공성이 결핍된 것이 역세권의 현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역사를 통해 존재해온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지역적 공공공간이 도시, 

건축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아울러 동시에 기차역 발달이 이러한 지역적 공공
공간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 및 역세권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공공공간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필수요소를 

도출하여 4,5장의 사례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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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도시사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공공성의 개념과 ‘지역적 공공공간’의 의미 2.1.1.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7’이다.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른 범위, 주체, 방법, 가치 등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및 전문분야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매우 다르게 언급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
는 사회, 정치, 문화적 철학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살펴
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분류 

공공성의 의미는 정치에서 독립적인 비전으로서의 공공의 의견에서 점차 개인주의를 벗어난 커뮤니티 의
미에서의 공공성, 대중과의 피드백과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공성의 다의
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변화 및 사회적 주체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처럼 공
공성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은 곧 다원적 사회적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의사 결정이 다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처음으로 공공철학을 언급한 학자는 미국의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으로 1921년 『공공의 의
견』(Public Opinion)이란 책을 출간하 다. 그는 미디어와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예
찬하기만 하는 것으론 불충분하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공공철학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 다. 사람
들이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버리는 위험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념이나 비젼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
다고 주장한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가 변질된 대표성으로 

변해버릴 것을 우려하여 각각이 주체적인 공공성을 갖기를 주창한 것이다. 

반면, 알렌트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는 공공성(Publicness)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만인에 

의해 보여지는 것에 대해 최대한 널리 공시된다는 의미이다. 후자의 공공성이란 의미는 우리들이 함께 공유
하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개념은 집합체가 아닌 각자의 실존적 독자성을 가진 사람들
의 집합체로서 그것을 공유한 세계를 공공성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주축은 동경대학 출판회에
서 나온 약 10권에 달하는 [공공철학] (公共哲学［全10巻］)에 관한 시리즈이다. 8 이 책은 공공철학에 대하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8  佐々木毅 福田歓一, 板垣雄三, 斎藤純一, 小林正弥  등이  참여하여  약  30 회에  가까운  공공철학공동연구회 

(장래세대국제재단,  장래세대종합연구소협동주최)의  성과를  모아  편집한  결과물이다.  이  공동연구회는  기존의 

공사관계에  대한  개념,  해석을  통해,  현대사회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미래사회를  향해  배려하는  관점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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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과 사의 사상사 및 사회 과학, 일본의 공과 사, 국가와 인간 그리고 공공성, 그리고 중간 집단이 여는 공
공성 등 국가와 사람, 집단, 과학 기술, 지구 환경 등의 다양한 주체 및 관점에서 공공성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출간을 계속하여 현재 제3기 시리즈까지 전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권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공공성, 코몬즈, 커뮤니탈리아니즘]9에서 히로이 요시노리(広井良典)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는 개인의 생
활 보장 및 분배의 공평이나 평등이 실현되면서, 그것이 환경과 조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존속 가능한 사
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상을 그리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 커뮤니티로 그의 구분에 따르면, 정부(공)

와 시장(사)의 중간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내용으로 제11권에는 

小林正弥이 편집한 [자치로부터 생각하는 공공성-제11권]10과 13권의 [도시로부터 생각하는 공공성] 등이 

있다. 이처럼 공과 사 그리고 커뮤니티로 나누는 분류는 이후 야마와키 나오시(山脇直司)가 언급한 정부의 

공공, 사적 공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기반한 민의 공공이라는 세 가지 분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공공성의 의미 대한 큰 분류는 초창기 공공성의 두 가지 분류 즉,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적 공공성과 널리 

공시되는 공공성의 의미로 분류한 알렌트의 분류로 시작한다. 그리고 공(公)과 사(私),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분류를 보여주는 고바야시마사야(小林正弥)와 야마나키 나오시의 분류 방법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공공성의 다의성(Polysemy)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일반화하여, 

이것의 포괄적 개념을 도출하려는 Haque(2001)이 있다. 그는 공공 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의 정도를 판단하
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공사구분에 적용된 기준들로 불편 부당성과 공개성, 

평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사회적 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서비스 수혜자들의 구성으로 이
는 공적 소유의 범위 및 시민권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법적 권리 와 밀접하다. 셋째, 공공 서비스가 사회
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다. 넷째는 공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에 순응하는 정도이다. 입법부, 사
법부, 여론, 이입집단, 미디어 등에 의한 통제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반 하는 정도에 따라 공공성의 수준
이 달라진다고 본다. 다섯째, 공공 서비스의 진정성으로 리더십, 그리고 반응성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리더 등 각각 나름에 맞는 행동, 시민의 요구에 적
절한 반응들이 공공서비스의 진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NPO(NGO) 활동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전개를 보이면서, NPO 섹터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공공 역 public sphere]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기 시작하 고,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철학
Public philosophy로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 다.11 

일본의 정치이론가 사치토 준이치(斉藤純一)는 공공성을 official, common, open의 세 가지 의미로 나누
어 정의하고 있다. 이 중 official은 공공 업무, 공공 투자, 공공 자금 투입, 공교육 등 공무원이 행하는 활동에 

                                                            
9  広井良典, コミュニティ―公共性・コモンズ・コミュニタリアニズム, 勁草書房 , 2010 

10
  西尾勝／小林正弥／金泰昌, 自治から考える公共性, 東京大学出版会,, 2004.07 

11
 今村雅  パブリック空間の本―公共性ともった空間の今までとこれから, 彰国社,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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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성질을 말한다. 한편 Common은 공익, 공용의 질서, 공용심과 같은 참가자,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
와 관련된 성질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Open은 정보공개나 공원 등의 공공공간과 같이 공공적인 것이 담
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12로 정의된다. 결국 공공이라는 의미를 공적 주체의 활동과, 공개적 공간이라는 

방법론, 그리고 참여자와 구성원이라는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야마와키 나오시(山脇直司)는 『공공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공공성의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
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공개, 세 번째는 정부나 나라와 같은 조직13이다. 야마와키 

나오시는 그의 강연회록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서양 공공철학에 대한 이론가들을 소개하면서, 나름의 공공성
에 대한 가치관을 정리하 다. 특히 야마와키 나오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구별인 ‘정부의’ 혹은 ‘공공 기관의’

란 의미의 [정부의 공공]과 시민, 국민, 주민의 총칭으로서의 [민의 공공], 사유재산, 리활동이나 프라이버
시 등의 [사적 역]의 세 가지 구별에 대하여 언급하 다. 그리고 이들을 그간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는 삼
원적 패러다임을 실체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관계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해 NPO(비 리조직)나 NGO(비정부조직)와 같은 민간비 리조직의 실현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의 공
공]의 궁극적인 정당성은 [민의 공공]이 되어, 공공정책의 판단은 국민이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복지가 양립될 수 있는 사회상을 추구하며, <자기-타자-공공세계>의 다차원적인 <관
계주의적인 개인주의>라는 논의를 표명하 다.14  

 

[표 2‐1]  공공성에 관한 이론 

이론가  공공영역 혹은 공공공간에 대한
해석 

공공성에대한분류 공공성의  분석의 틀 

하나알렌트    ‐공론 영역 
‐사적영역

공공공간/ 사적 공간 

J. Habermas  공공 영역이란 전통적으로 시장이나 
정부 영역과 구별되는 것. 공공영역과 
공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치적 이슈에 관해 사고할 수 있는 
무대로 공론장을 언급하며 이는 
과정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통해 
가능하다고언급 

‐공공영역, 문화적 공공영역, 문화 생산 시장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 
‐ 공론장(공적 비판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 

공공공간(공론장, 공공영역, 문화적 
공공영역, 시장 등) 
공동체 
공익성(문화생산) 

사치토 
준이치(斉藤純一) 

공공이라는 의미를 공적 주체의 
활동과, 공개적 공간이라는 방법론, 
그리고 참여자와 구성원이라는 세 
가지로 분석 

‐ 공무원이 행하는 활동에 관련된 성질[Official] 
‐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와 관련된 
성질[Common] 
‐ 정보 공개나 공공공간과 같은 공공적인 것 
[Open]

공적 책임(공무원의 역할, 정보공개) 
공동체(구성원의 이해) 
공공공간 

야마와키 
나오시(山脇直司) 

공공성에 대한 가치관을 세 가지로 
정리 

‐ 일반적인 사람 간의 관계 [민의 공공] 
‐사유 재산, 영리 활동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사적 영역] 
‐정부나나라와같은조직[정부의공공]

공동체 (사람의 관계성) 
공익성(사유재산, 영리활동) 
공적 책임 (정부조직) 

                                                            
12
  齋藤 純一 , 公共性‐ 思考のフロンティア , 岩波書店, 2000.05 

13
  山脇直司, 公共哲学とは何か, ちくま新書. ちくま新書, 2004.05 

14 山脇直司、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教授、特集持続可能な福祉社会に向けた公共研究拠点基調報告、千葉大学公
共研究、2004. 1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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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que(2001)  공공성의 다의성(Polysemy)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공사구분에 적용된 기준[불편부당성과 공개성, 
평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사회적 영향력] 
‐ 공적 소유의 범위 및 시민권의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법적 권리 
‐공공서비스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 
‐공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에 순응하는 정도 
‐공공서비스의 리더십, 그리고 반응성에 대한 
공적신뢰(Public Trust)의정도

공적 책임(불편부당성, 공개성, 사회적 
영향력, 시민의 법적권리, 공적신뢰, 
리더십) 
공익성(공공서비스) 
공동체(평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공적 책임 

 

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공동체의 속성 및 소통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 공공서비스의 분배라는 공익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공적 책임의 공공성, 

마지막으로 공론장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공 역 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2) 공공책임에 관한 논의 

Haque(2001)는 공적 소유의 범위 및 시민의 법적 권리, 공정성, 사회적 향력, 공적 책임, 공공서비스의 

리더십 등으로 이러한 가치를 표현하 으며, 낸시 프레이저는 소수의 공공성에 대한 접근성을 개방하여 과
정 상의 평등한 참여를 지향하는 것을 공적 책임의 중요한 역할로 언급하 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의 권리
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참여할수록 지원하는 행정이나 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권
위를 갖는 지역공동체의 공공책임에 대한 논의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야마자키 나오시는 정부와 나라와 같은 조직, 공공정책에 대한 판단은 곧 국민이 가지게 된다고 하
다. 즉, 공공 책임이 단지 정부와 같은 공공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의 가

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즉, 기존의 정부 기관이 갖는 독점적인 공공 책임의 역이 공지성과 공개성, 공교육, 

정보 접근성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 책임에 대한 리더십이 공유될 수 있
다는 것이다. 

 

3) 공동체에 관한 논의 

공동체의 형성 논리를 언급한 학자로 로버트벨라(Robert N. Bellah)가 있다. 그는 1985년의 『마음의 관
습』(Habits of the Heart)이라는 책에서 민주적 커뮤니티(democratic community)에 대해 논했다. 그의 책
이 나온 1980년대 미국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커뮤니티에 붕괴에 대한 위기를 마주하던 시기 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인의 ‘마음의 관습’(Habits of the Heart)을 언급하며 가치관을 중요성을 피력하 다. 연구 방
법으로 그는 많은 미국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주의라는 마음의 관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두 가지 

개인주의(공리주의적 개인주의, 표현주의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는 

경쟁사회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의 외향적 개인주의를 말한다. 표현적 개인주의는 자아추구를 의미한다. 그
는 사회 과학의 공공철학으로서 재정의하는 것을 주장하 다. 특히 경제학을 모델로 하는 홈 에코노믹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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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나 이해관계만으로 움직이는 행동주의에 기초한 사회 과학에서는 사회 인식이 비뚤어져있다고 설
명하 다.15  

그러나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은 장소의 점유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에코노믹스의 패러다
임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오히려 장소의 점유와 활용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간 경쟁이라
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작용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커뮤니티의 경우는 지속적
인 활동을 통해 자아추구의 단계를 너머, 지역적 정체성의추구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로버트 벨라의 연
구는 여전히 의의가 있으나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는 공공의 비판 및 토의라는 책에서 일반인들의 대화를 피드백하는 것에 의해 전문주의적인 인문
과학, 사회과학의 한계를 돌파하 고, 이를 통해 사회 과학 연구의 통합을 추구하 다. 즉, 전문가들만의 구
성으로 논의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토의, 그리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
용 철학으로서의 사회 과학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16 이러한 관점을 도시설계과정에 대응시켜 생각해보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라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너머, 공공공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일반 다
중과의 피드백이라는 공공성 확보의 과정은 도시설계의 과정을 공공에 오픈하고 전문가의 역, 혹은 행정
의 역을 대중과 공유하므로써 공공의 사용성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정치 철학적 접근으로는 한나 아렌트(H.Arendt)가 있다. 한나 아렌트(H.Arendt)는 공적 역에서 공동체
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삶은 근본적으로 다원성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 다. 한나 아
렌트는 공론 역과 사적 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론 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 공간과는 달리 정치를 그 근간에 두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것은 실은 그 본성상 사적
인 것에 속한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완전한 공이 소멸하고 대두한 “사회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7  

Beider18 는 공동체(Community)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어떤 것을 공동으로 공유하거나 상호 작용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나 네트워크 

- 결속, 참여, 그리고 응집력이 있는 장소로서의 커뮤니티 

- 그 환경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커뮤니티, 혹은 장소 지향적 서비스나 

정책 중재 

 

이처럼, Community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공적 책임을 갖는 공동체, 특정 공공공간의 연계성을 갖는 공동
체, 그리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공동체 그룹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5
 山脇直司(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教授), 『公共哲学とは何か』, ちくま新書, 2004.05 

16
 그는 전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사상과들과 교류하였고, 그중 마루야마마사오(丸山眞男)와 같은 정치 사회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17
 한나아렌트, 인간의 조건, 김광현 현대주거의 공공공간의 유형과 공동체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p.13 

18
 Beider, H, Neighbourhood renewal and housing markets: community engagement in the US and UK, Oxford: Blackwe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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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성에 관한 논의 

공공성의 또 다른 필요 요소로 공익성을 들 수 있다. 공익성은 왜 참여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그리고 지
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은’공동이익 또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이익’으
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익’ 혹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기도 하다.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에 의한 질 좋
은 사회 기반 정비를 진행해나가면서, 정비 후의 시설을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 단체의 

참여와 활동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지역을 위한 무조건적인 봉사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참여 의미와 얻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Putnam은 [신용관계 및 네트워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쇼셜 캐피탈은 사람들의 협조활
동을 활발히 하는 것에 의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신용,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의 네트워크는 서로의 협조 활동의 신뢰성, 신용, 규범을 통해 구성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5) 공공영역에 관한 논의 

로잘린 도이췌(Rosalyn Deutsche)는 “우리가 어떻게 공공공간을 정의하는가는 인간이 된다는 것, 사회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커뮤니티의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생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 다. 이에 따르면 공공성은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
으로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19 시민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이란 일상 생활과의 연계, 즉 커뮤니
티와 연관이 있다. 교통 공간은 이러한 일상 샐활의 핵심이다. 아울러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점차 독립되어 

다수, 익명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이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누가 어디
에 만드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역사, 사회적 접근으로 J. 하바마스(J. Habermas)는 공공 역에 대하여 공공 역, 문화적 공공 역, 문화 

생산 시장 등 세 가지 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공론장(공적 비판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을 통하
여 공적 토론과 비판이 확보된다고 언급하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입헌국가의 확립 과정에서 등장한 

공론장은 의사소통을 통한 공동의 의사 형성 과정을 의미한다. 즉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정당성을 중심적인 

정치적 관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게 되며, 의사소통의 정도를 정치의 척도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
는 초기 저작인 『공론장의 구조변동』(1990)20에서 근대 사회가 등장한 이후 점차 강화되어 온 부르주아적 

                                                            
19
 Okwui Enweaor, “Popular sovereignty and public space: David Adjake’s architecture of immanence”, Peter Allison, ed, David 

Adjake: Making Public Buildings, Thames& Hudson, 2006, p. 8 

20 위르겐 하버마스,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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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에 주목하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하 다. 공론장의 개념은 Offentlichkeit라는 독일어 단어에 

이미 드러나 있다. 사전적 의미로 Offentlichkeit란 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인간 역의 총화를 가리키며, ② 알려짐 또는 공개됨의 뜻을 지닌다. ③ 이러한 ‘접근 가능성’
과 ‘개방성’ 외에도 현대 독일어에서 이 단어는 ‘공중의 주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④ 언론학에서 

이 용어는 PR(Public Relations)의 뜻으로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⑤ 사회
학적 의미로 이 단어는 ‘집단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에게 공공 역이란 전통적으로 시장이나 정부 역과 구별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민주주의
에 필수적인 이 전통 역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하 다. 특히 그의 이론의 중요한 전제는 이 공공 역과 공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치적 이슈에 관해 사고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생각이다.21 이에 대하여 그는 공론장을 언급하며 공동
체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적 비판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 다. 아울러 이는 

과정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하 다. 그러나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했던 낸시 프레이저, 

제프일리, 존랜즈, 메리 라이언 같은 학자들이 언급하 던 것처럼 하버마스가 역사적인 선례로 묘사한 자유
로운 부르주아의 공공 역이란 사실상 계급, 인종, 성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배타적인 공공성을 전제하 다
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성 논의에서 의미 있는 이론가로 계속 언급되는 하바마스와 아렌트의 공통점은 결국 

공동체가 서로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 소통의 과정을 보장하는 

공론 역 혹은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공론장은 현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존 논의에서 공론장의 형성 방법이나 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론장이라
는 것은 의사 소통이 보장되는 공동체의 조직체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시적인 토의 및 토론이 가능한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성의 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공 역은 크게 사적 역과 공적 역 등을 나타내는 역성, 토론과 

토의의 장으로서의 공론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장소와 공간을 의미하는 공공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는 곧 공간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나며,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론가들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네 가지 공공성의 판단 기준인 공적 책임, 공동체, 공
공공간, 공익성의 네 가지 공공성의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공 역, 특히 건축 분야의 분석 

대상이 되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그 장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공적 책임, 공익성 등을 함께 분석해보고자 

                                                            

21 다이앤 기라도 지음, 최왕돈 옮김,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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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공공성에서 언급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중을 

통한 조직 구성 및 대표성을 갖는 리더십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공론 과정을 거친다. 그리
고 원활한 피드백으로 관계주의적 관점에서 조직 내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로 공익성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복지가 양립하는 개념이다. 이는 수혜자들의 이익이나 소유 구조
에서 분배가 공평하고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공재 및 공익시설, 공공서비스 등의 공공적 

가치와 수혜를 지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로, 공적 책임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은 권위를 갖는 공공업무에서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과정 상 평등함 참여를 바탕으로 정보 공개, 공교육 등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
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정치활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역은 공공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아울러 공공적 행위나 토론
을 보장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공공 역은 공공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공공적 행위나 토론을 보장하는 공론장으
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그리고 각자가 활동하는 사적 역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인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공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성의 의미에 집중하여 특정 지역의 주민 단체(공동체), 특정 지역의 행정 활동
(공적 책임), 특정 지역을 위한 공익 활동(공익성)을 중심으로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지역적 공공공
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각자가 활동하는 사적 역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인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생성 원인과 발
전 과정, 그리고 공간의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이 도시, 건축역사를 거
슬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것과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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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공간 – 고대의 민주적 공공공간 2.1.2.

공공 역을 논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이 

나타난다. 하버마스는 “공공 역”의 개념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특히, 공적/사적 역의 

구분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Polis)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공적 역은 정치(Polis)의 역이
며, 사적 역은 가정 경제(oikos)의 역이라고 하 다. 사적 역은 비밀이 보장되는 불투명한 역인데 반
해, 정치 역은 공개적이며, 탁월성이 과시되는 ‘과시적 공론장’이었다.  

공동체적 활동과 공적 생활에 기반을 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공동체 발전의 저해
요 소로 생각하 다. 그리고 ‘푸블리쿠스(Publicus)’라고 불렸던 공공공간은 실제로 지배자에게 귀속되어 사
익에 우선하는 공간이었다.22 반면, 아테네의 아고라(agora)는 축제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문화의 장이며 동
시에 시민문화를 대표하는 시장이기도 했다.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역으로 아고라를 중심으로 거리, 

광장, 블록, 공공공간을 구성하 다. 아고라는 [시장 및 공공광장]으로서 체육관, 스토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시민의 대화, 집회가 열려 상업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이 곳은 일상 생활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민주적 

정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향력을 유지하는 공간이기도 하 다. 이러한 그리스의 절제된 개인적 욕구와 공
동체 생활에 기반을 둔 도시 공간은 휴먼스케일에 기반을 두었다. 그리고 권력과 정치에 따른 공공공간의 

명확한 역성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민 계급의 분화와 

함께 공공공간은 점차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되어 갔다.  

한나아렌트(Hannah Arendt)는 1958년에 쓴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삶을 ‘활동적인 삶’에서 찾는다. 그
녀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폴리스)의 공공 역을 분석하면서, 공공 역은 “개성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지적한다.23 

즉, 공공 역은 그 자체에 이미 사용하는 공동체, 활동, 그리고 개성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존재 그 자체로 우월하며, 도시 혹은 지역 간의 경쟁이나 차별화될 필
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시 국가의 공공 역은 특정 지역 단체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의 지
역적 공공공간이라기보다는 당시 민주적인 의미에 충실한 공론장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2
 김세용, 공개공지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경실련 주최 세미나 발표문, 1999 

23
 고길섭,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통권 23 호,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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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과 상업자본가에 의한 중세의 공공공간(도시의 축으로서의 공공공간/ 소유적 2.1.3.

공공공간 / 상업적 공공공간) 

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1760년대~1830년대)으로 인해 사회의 주도권이 봉건 주에서 산업자본가들
에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노동자 계급과 함께 공업화 사회가 탄생하 다. 초기 공
업화 시기에는 지방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노동자 가족의 전형적인 직주 분리 도시 생활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시의 공공공간은 노동자의 공공공간과 자본가의 공공공간, 그리고 근대화에 따른 교
통 공간으로 분화되기 시작하 다. 이렇게 변화된 사회 체제와 도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안된 19세기 유
토피아 계획들은 당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공공공간을 제안하 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당시의 노동자의 생활을 고려한 이상 도시 안을 살펴보면, 농작지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와 공업사회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고려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오웬의 1816년 뉴래낙크(New Lanark)의 새
로운 커뮤니티는 노동의 공유와 커뮤니티 룰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적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급료 인
상, 근 로 시간 단축 주거 개선 등의 당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1,20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100~1500acre의 충분한 토지로 이루어 졌다. 오웬이 제안한 주거지는 커다란 광장 주변에 모
든 건물이 배치된다. 특히 4면은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배치로 어른 숙소와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창고, 객실과 병원으로 구성되고, 중앙 건물에는 교회, 학교, 취사장과 식당을 둔다. 오웬은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건너가 1825년 인디애나주에 3만 에이커의 토지에 자신의 가족과 세계
적 조화를 희구했던 800명 정도의 추종자들과 함께 정착하 다. 뉴 하모니(New Harmony)라고 불린 이 마
을은 커다란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 광장이 있는 바둑판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곧 이 마을은 경
제적 어려움과 내분으로 도산하 다.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의 내분과 커뮤니티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 다. 아울러 커뮤니티 간 갈등 역시 조율하지 

못하 다. 이는 지역적 공공공간이 계획가의 이상과 아이디어만으로 

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커뮤니티의 활
동을 고려하여 공간을 설계한 것은 매우 선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는 

1832년 『The crisis』란 책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편의 시설의 변화를 

촉구하 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1833년에 노동자연맹 (the 

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 )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 

했다.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If we cannot yet reconcile all opinions, let us endeavor to 

unite all hearts.”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커뮤니티 

공간은 이러한 실제적인 공동체의 조직과 커뮤니티 내의 갈등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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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편의 시설에 대한 대응력을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로버트 오웬이 다수로 구성되는 노동 커뮤니티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역적 공공공간들을 설계한 

반면, 샤를르 퓨리예는 철학적, 정치적 체제를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건축 규제와 전문적
인 전문가 위원회에 따른 19세기의 체계적인 도시, 건축 계획을 보여준다. 도시는 3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우선 ‘도시’가 자리한다 그리고 교외와 대규모 공장들이 입지하며, 외곽에는 ‘대로’와 근교지역이 구성된다. 

이 세 개 지역은 건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채택하며, 제한 법규의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회의 허가로 진행된다. 그의 도시에서는 단독 주택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모두 집합주택으로 건설되어야 했
다. 이렇게 하여 설비가 집중화되고 주민들 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러한 도시 내 주택
은 반드시 건물의 면적만한 크기의 중정이나 정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교외 지역에서는 건
축 면적의 2배, 근교 지역에서는 건축 면적의 3배에 해당한다.24 이러한 공공공간의 규제는 주택의 생활 공
간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집합 주택의 커뮤니티에 의한 활동과 협동 조합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 다. 이러한 점은 시대성과 지역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체계와 규제가 공공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는 커뮤니티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
으로 설계되었다는 관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로버트 오웬이 고민했던 노동 커뮤니티
의 형성과 단결의 문제는 인위적 조성이 아닌 자연적 형성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즉, 현존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설계인가 혹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기 위한 설계인가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즉, 오웬이 기
존 노동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현존하는 커뮤니티에 대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방법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샤를르푸르에의 팔랑스테르는 공간 구조에 의해 새로
운 커뮤니티가 생성되기를 기대하는 두 가지 다른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방법을 보여준다.  

팔랑스테르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인 옥내 도로와 분리된 일상 생활 공간에서는 주민 상호간의 교류
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숙소와 공공 연회실 등이 있다. 이처럼 퓨리예의 

공공공간은 공공 용도의 시설로 이해되며, 주민 상호 간의 주요 교류는 옥내도로를 중심으로 주거 건물 내
부에서 일어난다.   

                                                            
2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2004.02,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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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생활을 중심으로 한 퓨리예의 실험 사례는 아메리카 신대륙이었다. 퓨리예의 이론을 미국에 

알린 앨버트 브리스베인(Albert Brisbane: 1809~90)은 미국에서 1840년에서 1850년까지 이 운동을 벌 다. 

이는 약 41개의 실험적 커뮤니티가 생성될 정도로 성공하 다. 그리고 4년 동안 사회, 정치 문제를 다루는 

주간지 『선구자(The Harbinger)』도 발행하 다. 4개의 주동과 작업장, 기숙사가 농장 주변에 건립되어 노동
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팔랑크스’라는 이름도 붙인 커뮤니티는 중심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1846년의 화재
로 1849년에 해산되는 비운을 맞는다.  

노동자의 공공공간은 팔랑스테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주 공간 내의 집합 장소로서 퍼브릭 공
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뎅의 파밀리스테르(노동생활체)에서는 공공적 광장을 가진 집합체를 제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공공공간은 전자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생겨난 시점과 노동자 관점에서 생겨난 공업 시대
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5  

고뎅의 파밀리스테르는 퓨리에 모델의 축소판으로 3개의 지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구를 둘
러싸고 있는 작은 중앙정원은 퓨리에의 계획상의 유리로 덮인 옥내도로(Ruesinterieures) 개념을 대신한다.  

[사회적 해결 Solution Sociales]에 나타난 고댕의 이론은 퓨리에의 협동 조합 체계가 그 바탕이라는 점은 

유사하다. 반면에 생산 측면의 근본을 농업보다는 공업에 두었고, 팔랑스테리에서 보여지는 건축물 내부에
서의 공동 생활을 포기하 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는 생활이 있을 뿐 지역적 공동체와 공익성의 추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이라기 보다는 공동 숙박소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스의 파밀리스테르(1859)는 현존하는 직주근접의 공장 도시로 노동자와 기술자가 동등하게 모여
사는 주거공간을 실현한 곳이다. 주거 기능은 주거동인 파밀리스테리 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그리고 U자형 

구조로 계획되어 내부 중정을 통해 건물 안에서 농촌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26 이는 퓨리예의 팔랑스테르의 축소 모습으로 팔랑스테르의 옥내 도로가 중심 중정으로 대체되
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배치는 정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이 배치되었다. 중심에는 식당, 재무실, 도서
                                                            
25
 今村雅, 『パブリック空間の本―公共性ともった空間の今までとこれから』, 彰国社, 2013.07, P.18 

2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양도시계획사』, 보성각, 2004.02, 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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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구실 등 공공용도시설이 들어가며 공공시설, 랜드마크로 질서의 탑, 전신국, 우체국, 의식용종탑, 실험
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앞쪽에 광장이 있다.  

이는 노동 계급의 사회적 공공공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적인 공공공간이 축소되고 도시 외부
로 공공공간이 배치되기 시작하 으며, 도시적 조닝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공공시설들이 자리매김하기 시작
하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퓨리예의 공동체처럼 거대 복합 건축 내의 공공공간의 조직에 의해 

커뮤니티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 속의 공공시설의 배치와 광장의 분포를 통해 다양한 사
회 계층의 만남과 커뮤니티의 생성을 기대하는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지역적 공공공간이 특정 공동체의 내
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유를 제도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도시 내 위생 문제와 맞물려 1848년 

국의 공중 위생법(Public HealthAct)이 등장하 다. 공중 목욕탕과 세탁장을 설치 및 도시의 수도 공급, 하
수 설비, 배수 설비 등 일련의 도시 기반 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 다. 이를 기반으로 1851년에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집합 주택을 건설하는 최초의 법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890년 노동자 주택법(Housing of 

Working Classes Act)의 제정과 함께 일련의 도시 정비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계급에 대한 도시적 개
혁안은 노동자들이 주택 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생활에서 도시 내의 공공공간들을 점유하고 보다 지
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 다. 

이러한 노동자를 위한 도시적 공공공간의 발전은 서구뿐 아니라 아시아의 근대도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장 주변의 공동 숙박소나 빨래터와 같이 생활과 밀접히 연계된 공공공간들
이 노동자들의 도시 생활공간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7 이러한 근대적 공공공간의 형성은 지역적 

커뮤니티, 즉 노동 커뮤니티나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변화 등을 야기시켰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
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지역 공동체는 지속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축적된 지역의 기록들과 함께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갖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 다. 이는 곧 지역 공동체의 경계 역임과 동시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적 노동의 공유의 장이기도 하 다. 

한편, 이 시기의 철도공간에 대해서 루이스 멈포드는 그의 책 『Form and Personality』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석탄과 스팀이 철로에서 사용되는 한, 화물공작창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 교통이 미약하고 느릴수록 

화물공작창은 도심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 좋은 계획은 더 나은 기술을 기다린다. 석탄산업화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대신, 산업은 철로와 탄광과의 좁은 결속에서 벗어나서 그 스스로의 필요성이 아닌, 더 

절박한 삶의 요구를 쫓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계화에 대한 미래의 걱정은 곧 사람의 삶이 기계에 의해 절박하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을 예견
하 다. 이는 기계의 지배와 산업자본의 물질주의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암시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는 곧 

당시의 역과 철도 건설이 기능적 산업화의 일부로서 작동할 뿐 사람과의 관계성이 고려되는 삶의 공간으로

                                                            
27
 남지현, 인천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유산군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2014 



38 
 

는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공공공간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시기에는 이러한 노동 공동체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이 “공동성”에 기반하여 특정 공간 내부에서 

형성되었다. 이것과 함께 도시미 운동을 통해 대규모 녹지공공간형성은 초기 공업화 시기의 또 다른 위계의 

대규모 공공공간을 형성하 다. 그러나 이는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적 공공공간과는 달리, 행정과 자본에 의
한 양적, 상징적 공급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대규모의 도로와 공원의 형성에 의해 형성된 도시 공간의 명
확한 역성은 18세기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뀌었다. 도시는 왕과 귀족의 지배와 컨트롤 관계에서 다
양한 시민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피카디리서커스(1819) 교통 광장에는 극장 및 상점이 밀집해있다. 이러한 광장이 

출현함에 따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극적인 상업적 도시형 공공공간이 생겨났다. 이처럼 새
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은 도시적 인프라가 교차하는 장소에 생겨났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업적 공공공간과 

연계되어 있다. 

19세기 전반의 파리 중심부에는 퍄사쥬라는 철과 유리로 지붕을 만든 앙케이드의 상업 공간이 출현하
다. 이는 걷고 쇼핑하는 공간으로서의 상업적 공공공간을 보여주며, 현재의 역세권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아케이드 중심의 상업적 보행자 도로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도시미 운동은 다양한 도시 주체들이 관여함으로써, 도시 관리의 전문화와 대형 녹지 공간
을 통한 임의의 도시 주체를 위한 대형 공공공간을 창출했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형성된 공공공간은 곧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국가와 긴밀하게 결부된 자본가의 

제어에 의해 조작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대표적 예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미디어에 의한 사회
의 균질화가 나타나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바뀌었다. 즉, 국가의 행정활
동의 일방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미가 된 것이다.. 1921년도의 발터 리프만이 미디어에 의해 조종 당
하는 공공성의 위기를 언급하 던 것처럼 이러한 일방적 권력의 위험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었다.  

이에 대하여 하버마스는 공적 역(공론장)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봉건적 절대권력을 

무너뜨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전시, 조작 활동으로 인해 자원 

독점 및 복지 제공 등 사적 역으로 침투하면서 현대 복지 국가의 공론장은 조작되고 화석화되었다고 비판
한다.28 이러한 상황은 역세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해 관리되는 역세권 중심 지역의 

고층 빌딩군은 거대 기업의 광고, 홍보 활동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왜곡되고 조작되는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  

. 

                                                            
28
 한승환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통, 나남신서  Hurgen Habamas, 1961,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Suhr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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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도시계획과 국제주의에 의한 공공공간(기능적 조닝과 도심의 오픈스페이스/ 생활의 2.1.4.

공공공간 ) 

초기 공업화 시기에 나타났던 사회 위계별 조닝이 20세기 초 이상 도시 계획 이론들에서는 근대의 도시 

계획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 조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계획 별로 다양한 공공
공간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아울러 현대의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베이스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명확한 조닝에 의한 대형 공공공간의 배치는 그 주체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크게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조닝에 의한 도시 계획은 1898년의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 도시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Gaden Cities of Tommorrow에서 도시의 중간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외곽에는 기능 시설과 철도 

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도면을 보면, 도시 중심에는 정원이 있고, 그 주변에 타운홀, 콘서
트홀, 강연장, 도서관, 병원이나 갤러리와 같은 공공시설을 두었다. 도시 중간 지대에는 주택, 교회, 학교가, 

대형 공원을 따라 형성되었다. 그리고 외곽 지대에는 철도 역을 따라 방사선으로 직업 군에 따라 여러 종류
의 공장, 엔지니어링 건물군, 창고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측은 대농장, 임대 공원, 목초지 등으로 

구성된 농업 지대가 설치되어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 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계획이나 적정 인구 

규모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 건설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까지도 정확히 재정 분석을 하 다.29 

이처럼 전원 도시는 초창기 도시 계획이지만, 당시의 생활상이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다양한 위계의 공공
공간을 중심에 조닝하여 배치하 다. 이는 사회적 현실과 경제적 사항들을 고려하여 물류 및 교통 등의 도
시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근대 산업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역전되어 신 도시에는 철도 인프라
가 도시 중심으로 점차 다시 위치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그의 제안이 현
대까지도 중요한 제안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많은 전원 도
시들이 건설되면 구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구 도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슬럼은 점차 공원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결국, 국가 전체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제안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30  

그렇다면 당시 노동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공동 광장이나 공공공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는 

1920년대 미국에서 노동자용 주택은 정부가 아닌, 자선 단체나 서니사이드와 래드번의 후원자인 CIC(도시
투자회사)와 같은 비 리 주택조합에서 담당한 것이다. 정부 보조는 1926년 뉴욕 주택 촉진법을 통해 처음
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자선 단체와 비 리 조합의 형태로 형성되는 다양한 개혁 단체는 노동을 기반

                                                            
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서양도시계획사 History of Urban Planning, 보성각 p.278‐286 

30
 Jonathan Barnette , An Introduction to Urban Design,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2,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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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해나갔다.  

하워드는 전원도시협회(Garden City Association)를 결성하여 지원 도시를 지지하는 다른 개혁 단체31와
도 연대하 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이후 레이먼드 언윈에 의해 1903년 레치워스에 구입한 부지에서 실제
적인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실천을 시도로 진화되게 된다.  

 

뉴욕 시 행정 독립구 퀸즈의 서니사이드(Sunnyside)는 1924년 비 리 도시 주택 조합에서 건설한 공동체 

모델이었다. 계획가 던 클라렌스 스타인과 헨리 라이트는 기존 격자형 가로 유형을 수용하면서도 그 내부
에 오픈 스페이스를, 그리고 건물 사이에서 블록을 통과하는 공용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비 리 조합 운 시
스템을 통해 서니사이드는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자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공공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중 한 

예가 보행자 전용의 산책로 시스템(Greenway system)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분리
되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도시적 연계를 고려한 공공공간이다..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했었던 루이스 멈포드
는 서니사이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In new communities that have been planned as social units, with visible coherence in the architecture, 

with a sufficient number of local meeting rooms for group activities, as in Sunnyside Gardens... a 

robust political life, with effective collective action and a sense of renewed public responsibility, has 

swiftly grown up."  - Urbanist Lewis Mumford, a longtime Sunnyside Gardens resident.  

이처럼 전원도시론은 공동체 모델에 기반하여 누구를 위한 공공공간인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반면, 1917년의 토니가르니에의 공업 도시는 조닝수법에 의해 기존 거주 지역과 공장 지역이 명확히 분리
되었다. 그리고 도시 기능은 그린벨트로 분리되었으며, 성격이 다른 각 지구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

                                                            
31
 이들은 토지 국유화 단체(Land Nationalisation Society)의 주요인물들로 법조계인사들과 자선사업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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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닝에는 역과 도로의 리뉴얼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인프라는 지역을 연계하는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지구의 도시 공간에는 보행자 그린웨이를 가진 주택가로의 가운데 중
학교가 커뮤니티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있다. 그리고 각 도심부에는 주민용의 커다란 기념비적인 집회소가 

설계되어 현대의 시민회관과 같은 형태의 주민의 공공공간이 하나의 건물로 집약되어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32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기대하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
적인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주택가로 이외의 공업 지대와 주택가 간의 연
계 지역들에 대한 보행자 도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당시의 도시 인프라가 자동차 도로를 기반으로 지
구와 지구를 연결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공동체 간의 만남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육
성시킬 수 있는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CIAM의 회장이었던 이스테른(C.van Eesteren)은 기차 역, 거주 공간, 공장들 간의 기능적 관계성을 부여
하는 것이 도시 계획가의 역할이라고 주창33하 다. 그리고 도시의 기능을 일, 거주, 레크리에이션, 교통의 

네 가지로 묘사하 다. 이러한 기능적 조닝과 함께 단순한 미적 디자인 보다는 적절한 규모와 당시 도시 문
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carefully designed facades can not save a too narrow street- plan. The poorness of a packaged, too 

small room is then pouring out of the esthetically designed windows”  

이는 당시 협소하고 작은 도시 블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더니스트들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노
력한 것이다. 이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 그는 작품을 통해 미학에 의해 도시
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능의 분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언급하 다. 작품은 암스테르담 도시
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칙적인 도로와 광장을 갖는 블록은 자로 그려진 것과 같은 기하학적 공공공
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교통공간이 있다. 그에게 교통 공간은 도시의 작은 공간들을 연계하
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적 위계의 중심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장소를 부여하는 데에 실패하
다. 아울러 건축을 사람들의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았다.34 

그는 데스틸 작가인 테오반 되스부르크와 향을 주고 받은 건축가이다. 이는 도시를 다소 시적, 회화적으로 

다루는 한계로 작용하 다. 실제 누가 그곳에 사는가에 대한 거주자에 대한 인식은 그의 드로잉에서도 설명
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32今村雅樹、パブリック空間の本、 P.23 

33
 Cornelius Van Eesteren, The Idea of the Functional City, Lectures with Slides by Cornelius van Eesteren, Berlin, 1928 

34
 Aldo Van Eyck Quoted and Translated in IB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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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30년의 르꼬르뷔제의 삼백만 인을 위한 근대 도시 마스터플랜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도시적 공
공공간에 대한 제안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 주택, 교통 시스템, 쾌적한 환경, 콤팩트한 중심부, 오픈스 페이
스 등으로 업무 지구, 역 복합 시설, 상업, 공공시설군, 거주를 위한 슈퍼 블럭, 공업지구라는 완전한 조닝의 

도시 계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닝이 기존 계획과 다른 점은 다른 기능들을 연계하는 보행자 네트
워크를 고려하 다는 점이다. 거주 지역에는 슈퍼 블록 형태로 지상 5m의 대형고가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400m의 대규모 땅에 공동 주택과 공원, 운동장을 겸비한 공원 도시가 제안되었다. 주요 교통은 지상을 통과
하고, 보행자는 지하 레벨을 횡단하는 계획이다. 이는 지구와 지역을 지하 레벨에서 보행을 통해 관통하는 

입체적 공공공간을 형성하 다는 점이 이전 계획과 다르다. 2차 세계 대전 후의 재해 복구에서 시작된 주택
의 대량 공급 시기에서도 고층, 중층, 저층의 주택이 넓은 녹지를 가진 오픈 스페이스에 기능적 조닝을 갖고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발터 그로피우스, 르꼬르뷔제와 국제 건축으로 대표되는 근대 건축시기의 공공성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규격화, 표준화된 공공건축들과 기능에 따라 조닝된 오픈스페이스로 이루어진다. 

N. Glazer는 그의 책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35에서 현대 도시 사회의 공공공간은 기능적, 법률
적 의미에서 개인의 소유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는 다른 본질적인 의미들은 사라
지거나 개인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공간은 조성 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공공 부문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공공의 권위(Authority)에 의해 조성/유지되는 공간이다. 이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5
 N. Glazer M. Lilla ed.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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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개발에 따른 표준화된 공간의 형성과 중첩적 도시구조의 형성 2.1.5.

과거의 도시의 공간 구조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정치적 공간과 커뮤니티의 공간, 기능적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 등 명확한 위계성을 띠면서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과거
의 클래식한 도시가 갖고 있던 공간적 질서는 와해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질서의 변화에는 철도 개발과 도로
와 같은 인프라의 급격한 개발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공간적 질서의 개발과 철도의 무장소성에 대하여 꼴로미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36 

“철도는 장소를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장소로서의 특성을 빼앗았다….철도는 스스로가 

새로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장소들을 장소 아닌 것들로 바꾸어 버린다. 반면 이전에는 건조 대상이 그 한계
를 담당하 다.  하지만 철도는 유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옛 차이들을 실제로 무력화시킨
다. …(중략)… 철도역은 도시 조직의 경계를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도시를 무시한다. 오
직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이러한 철도는 도시를 점들로 바꾸어버린다. 그리고 그 점들은 

지금의 토인 도식적인 철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중략)… …이는 오직 점과 방향만을 인식하고 

공허부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 한계는 알지 못하지만 관계들은 알고 있는 공
간이다.” 

즉, 철도의 등장은 기존 공간의 와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옛 차이나 조직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점과 방향으로 대체되는 기하학적 도시공간의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Relph는 이러한 산업화 이후의 경관에 대하여 ‘의미없이 획일화된 패턴으로 채워져 밋밋해지고 어느 곳
에서나 장소경험이 빈약해졌다…끝없이 이어진 똑같은 주택 단지들. 간선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있는 쇼핑 

센터, 각 지역의 지역성을 구별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고 비판하 다. 그러면서 산업화 이후 

기업활동은 대규모화, 표준화되면서 장소파괴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 다.37 이에 대한 원인
으로 그는 중앙 권력의 특성을 들었다. 중앙권력은 효율적의 관점에서 그리고 획일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장소를 다룬다. 그 결과 경관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문화적으로 유사해지고, 국가적 표준화 경향이 뚜렷
해진다고 설명한다. 역세권은 이러한 중앙 권력의 효율적 그리고 획일적인 권력 행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가적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균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36
 베아트리츠 꼴로미냐,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문화과학사‐문화과학이론신서 18, 2005, p 65  

37 에드워드 랄프,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 논형, 2005.04, 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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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로, 역사, 공원등과 같은 공공 도시 시설은 당시의 국가적 표준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대
적 산물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특성을 와해시키고, 균등한 무장소적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철도가 국에서 건설된 것은 1825년이다. 이후 유럽에서 철도망이 급속히 발전
했다. 그리고 많은 역들은 기존 도시를 피하여 도시 외곽의 경계 역에 건설되었다. 알랜 컬컨이 말한 것처
럼 기차역은 산업혁명 시기에 세워진 가장 파괴적인(Subversive) 유형물이었다. 기차역은 도시 변두리에 위
치하는 공장보다도 더욱 파괴적이다. 그리고 도심의 심장부에 세워진 첫 번째의 산업 구조물이며 새로운 형
태의 기계었다. 38 당시 기차역은 사람들과 교통이 통과하는 장소 다. 아울러 새로운 문물인 기계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며, 기존의 도시조직과 철로의 버퍼존의 역할을 담당하 다. 

일본에서도 1872년에 최초의 역이 도심 경계 역인 신바시와 요코하마 간에 철도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Roland Barth는 동경을 역 중심의 도시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39  

“도시는 중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심은 공허하다…취업 및 유흥 등으로 많은 사람이 밀려드는 공허한 지
점, 즉 역은 중심일 뿐”이라고 언급하 다. 이는 곧 역이라는 장소 자체의 의미보다는 도시의 중심으로 도시에
서의 자기의 위치를 이러한 중심 체계를 통해 아는 기준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역은 근대 이전 도시
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근대라는 새로운 틀에서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체계인 것이다. 광장이나 교회, 

시장에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을 중심으로 약속을 정하고, 도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을 중심
으로 사고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생활의 새로운 기준으로 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 공공공간의 체계가 변화하 다. 어느 역 

주변이라는 역세권이란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철도 개발의 초기 시기에는 기존 도시의 중심
과 신역을 중심으로 한 이중적 도시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유럽의 도시구조를 살펴보아도, 철도역과 병행하
여 만들어진 신작로의 한 블럭 안쪽 도로에는 교회나 대규모  광장 등 이전 시대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공간
들이 존재한다. 즉,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역 중심공간과 역 중간 공간은 그 지역의 시대적 중심이 변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통적인 힘이 작용하는 역세권의 중간 역과 현대적 힘이 작용하는 역 중심 역은 지역

                                                            

38 Alessia ferrarini, Railway Stations‐from the gare de l’est to penn station, Phaidon Press, 2005, p.8 

39
 Roland Barth, L'Empire des signes (表徴の帝国), 新潮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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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현대와 과거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간의 연계를 통해 그 지역
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다층적 도시주체가 소통하는 메트로 폴리스의 입체적 공공공간 2.1.6.

크리스토퍼 알렉산더(Alexander)는 『도시는 트리가 아니다』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공공공간에서의 라티
스 요소 간 관계는 복잡하고 다의적이어서, 각 집합은 동시에 여러 집합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시의 

공공공간에서만 실현 가능한 세미 라티스(lattice)라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요소 간의 관계는 복잡다
방면이고 다의적이어서 각각의 집합은 동시에 여러 가지 집합에 속한다는 다층적 도시주체의 관계를 분석
한 바 있다. 이는 곧 공동체의 자유도가 높은, 다양해서 생명력 넘치는 도시 구조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강조
한 것이다.  

패턴랭기지는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알기 쉬운 소통을 위해 찾아낸 소통 언어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
를 통해 다층적 도시 주체들을 이해하고 그 관계적 소통 속에서 공공공간을 이해하고자 하 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도시 인프라와 주거 공간의 관계에서 공공공간의 커뮤니티
를 회복하고자 하는 건축적 제안들이 입체적 다층 구조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 근대 건축에 의해 과거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던 보행중심의 ‘가로(Street)’를 상실했다고 본 CJW의 시각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관
계의 입체적인 동선 체계는 산업화된 공간 구조 내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가로(Street)’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40  

“‘가로(Street)’의 재건 개념은 새로운 단지의 등장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CIAM의 아테네 회의는 기
존의 오래된 가로들을 파괴했다. 그것을 통과로와 교통 통행로로 바꿨다. ‘기능적 가로(Functional street)’
는 여전히 도시의 근본적 요소로 남아있다. 단지의 기본 구조로서 ‘선형의 중심가로의 재발견을 필요로 하
고 있다.” 41 

즉, 당시 주택 단지의 가로 공간은 무미건조한 산업 공간의 대안이었다. 이러한 공간은 생활 속의 우연과 

만남을 발생시키고 그 장소의 커뮤니티의 특성을 발현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공공공간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그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근접
성(Proximity)이 제공하는 관점의 전위를 위한 가능성들(opportunities)에 있다.” 42라고 마틴 헤이저는 언급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43은 제이콥스가 도시의 거리 경관을 만드는 네 가지 필요 항목으로 제시하 던 것

                                                            
40
 Candilis‐Josic‐Woods 의 ‘건축‐도시’관계 연구, 이상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p. 

41
 Candilis, Geroges,'A la recherche d'une structure urbanie', l'Architecture d'Aujourd'hui, no.101, 1962(Tom Avernaete,『BFP』, 

2006, p.235 에서 재인용) 

42
 David Harvey,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pace”, Setha Low& Neil Smith, e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New 

York:Routledge, 2006, p.17 

43
 Maarten Hajer&Arnold Reijndorp, In Search of New Public Domain, NAi Publishers, 200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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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맥상통한다.44 그 네 가지 항목이란, 쇼핑과 활동 등의 다기능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우연히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미학적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환경의 다양성(diversity), 특정 활동을 제
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밀도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혹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이
에 대하여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용(use)이다”라고 데모스(Demos)는 선언하 다. 또한 데모스
(Demos)는 사람들이 나이와 시간대에 따라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지고, 지역사업과 지역정책을 

통해 공공공간의 사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 다.45 이는 현대 사회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
성에 내재한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46 즉, 공공공간을 누가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그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하며, 그 안에 내재한 갈등의 원인과 주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층적 공공공간의 사용자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공공
공간에 대한 사용자 간의 경계성과 범위에 관한 논의로서 실제 도시 공간에서는 점차 사적 공간과 공적 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의적 공공공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쿠로가와 기쇼는 공공공간에 대하여 사적인 공간 내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 이중적 성격의 반공공공간의 

특성 그리고 공공공간 속에 사유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로 침투 공존하면서 충돌적인 매개체로 만들어진 

공간47이라고 언급하 다. 이는 공공공간 내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상호 침투를 통한 매개적 성격과 공
존의 역에 대해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헤르만헤르쯔버거의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헤르만 헤르쯔버거는 도시와 건축의 퍼브릭 스페이스 (Public space)를 연구하면서, 공적 역과 사적 

                                                            
44
 Jane Jacobs ,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New York, 1961 

45 Caroline Holland, Andrew Clark, Jeanne Katz and Sheila Peace (Open University),  Social Interactions in Urban Public Places, 

The Policy Press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April 2007 

46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디자인 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논문, p. 89 

47
 쿠로가와 기쇼, 길과건축, 서울: 국제출판공사, 1986, p. 79 

[그림 2‐6] 왼쪽: Candilis‐Josic‐Woods, 오른쪽: CIAM 회의에서의 Hollande Group 제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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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그리고 중간 역으로 나누어 설명하 다.  

“공적과 사적이란 개념을 공간의 언어로 하면, [집단적인(collective)]와 [개인적인(Individual)]이란 말
로 바꿀 수 있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공적이란 것은 집단적으로 유지관리되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는 역이고, 사적 역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작은 그룹에 의해 사용의 여부
가 정해지는 역이다.”  

또한 그는 공공공간(Public space)의 일부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
해 사용되면 그 장소의 공공적 성격은 일시적이든, 속적이든 그 사용 방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 다. 이
처럼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공공공간은 건물 내부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 역성이 명확하게 보인다. 하
지만 도시 공간에서는 그 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중간 역의 위계를 갖는 공공공간이 더욱 많아
지고 있다. 뉴만은 이에 대하여 공공공간, 반공공공간(학교 운동장과 같은), 반사적 역(집주변의 정원), 사
적 공간(집과정원)으로 분류48하 다. 알트만은 나이, 성, 민족, 물리적 장애, 혹은 성격 등에 따라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49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하여, 건축에서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김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사적, 공적으로 분
명히 나누어지지 않는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언급하 다. 

 “건축은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건축물은 자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남의 것도 되고 나누는 것도 된다. 

사유 재산이지만, 남과 함께 나누어 보고 사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모두 건축의 공공성 때
문이다.”50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은 각각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그 구
분이 명확하다. 하지만 그 중간 역이라 볼 수 있는 개방적 사적 공간이나 반 공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현
대 도시 공간의 개방적 공적 공간은 그 사용 관계와 커뮤니티 간의 관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건축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공공공간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크게 사업체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공
간의 의미와 이용자에 의해 형성되는 활동의 장 혹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공공공간의 의미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공간을 누가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그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갈등의 원인과 주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 또한 다
층적 공공공간의 사용자에 따라 점차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의적 공공공간이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과 사에 해당하는 경계 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축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고 활용하
는 사회 계급이나 도시 주체의 변화는 공공공간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48
 Oscar Newman,Defensible Space‐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an , 1972 

49
 Irwin Altman, Ervin H. Zube,  Public Places and Spaces,  Plenum Press, 1989, p.7‐29 

50
 김광현,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 개방화시대의 건축법과 공무원의 역할, 대한건축학회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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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지역성의 문제 2.1.7.

1) 공공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공간 

야마와키 나오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향한 공공 연구 거점의 기조연설에서 <공공철학이란 무엇인
가>51를 강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로컬한>이란 공공철학의 이념을 언급하 다.. 그는 로컬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사는 특정의 장소나 지역과 연관된>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
계로 맺어진 지역>이라는 의미와 <각자가 활동하는 현장>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각자가 

살아가는 다양한 지역성과 현장성 속에서 실천적인 공공철학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역이나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글로벌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국제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공공철학이 이러한 이
론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이러한 지역 연구방법론을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현황분석, 적절 규모의 추구, 정책의 가능성의 통합을 중요하게 언급하 다. 

이렇듯 야마와키 나오시는 공공철학에 대하여 <로컬한>이란 개념을 통해 공공성을 특정 장소의 사람과 

장소와 연결지었다. 여기서 적정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연구의 활동, 즉 ‘Area Management’의 등장에 

대한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성은 결국 그가 언급한, [정부의 공공], [민의공
공], [사적 역]간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구축된다. 그리고 이는 [지역]이라는 장소, 특히 [각자가 활동하는 

현장]이라는 적절한 규모의 공공공간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정의는 오너십, 컨트롤, 접근성, 사용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Madanipour(1996)는 공공공간을 ‘특정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컨트롤되지 않는 공간으로 일반적인 대중에게 

오픈되는 곳’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Carr(1992)는 사람들이 그룹이나 개별적 활동을 위해 공공적으로 접
근가능한 장소로 보았다. 

특히, 공공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Arendt(1958)는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함께 모이고, 서로의 존재를 토론하고 인식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Thomas(1991)는 

공공공간은 개과 커뮤니티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간
이다라고 말하 다. 그리고 네 가지 사회적 기능(공공적 삶의 아레나, 다른 사회적 그룹이 만나는 장소, 사회
의 상징과 이미지를 재현하는 장소, 도시활동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을 제시하 다.  

이처럼 도시 공간에서의 “공공공간”은 누가 주도적 도시 주체인가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달라진다. 동
양의 도시에는 광장이 없고, 서양의 도시에는 길이 없다는 말을 남긴 쿠로가와 기쇼52는 서구와 일본을 자로 

잰 듯 이분법적인 구분에 의해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장소에 도시의 상황에 따라 공공
공간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 다. 특히 서구의 공공공간이 공원과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

                                                            
51
 山脇直司、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教授、特集持続可能な福祉社会に向けた公共研究拠点基調報告、千葉大学公共

研究、2004.12, p.41 

52
 黒川記章、道の建築―中間領域へ , 丸善, 1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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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지만, 아시아의 공공공간은 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관찰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도
시를 생활 속의 공공공간이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여전히 대형 광장보다는 지역 속에 분화되어 길과 연속된 공간으로서의 소형 광장들과 공원으로 이해되
는 아시아의 공공공간들은 길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서구 사회보다도 더욱 생활 및 일상과 밀접한 공
공공간의 역할을 갖는다. 특히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형 광장과 길이라는 도시의 기본적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 형태와 동양적 형태의 양측을 전부 관찰할 수 있
는 도시 공간이기도 하다. 생성된 공공공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용도와 사용자에 의해 점차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획득해나간다. 그러나 모든 공공공간이 지역적 공공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지역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한 Duncan(1989)은 다음과 같이 지역성을 정의하고 

있다.  

“자율적인 사회적 유닛으로서의 로컬리티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면 증명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로
컬리티를 장소나 공간적 다양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왜냐하면 로컬리티라는 용어는 

필수불가결하게 사회적 자율성과 공간적 결정론적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53 

즉, 장소나 공간 자체로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성에 의해 한정되고 결정됨으
로서 공간적 역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의
미한다. 그리고 공공공간에 관여된 지역 공동체가 자율성을 갖는 사회적 유닛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곧 

지역적 공공공간의 진화와 성숙화를 나타낸다.  

스카넬과 지포드54는 이러한 공공공간과 사회적 관계성을 장소와의 밀착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소와의 

밀착성(Place Attachment)이란 개인적인 차원과 그룹 차원에서 전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
과 경험은 개인적인 레벨의 장소성에 향을 미치고, 반면 공유된 역사적인 경험과 장소의 상징성을 통하여 

장소와의 밀착성이 형성된다고 하 다. 그에 따르면 이처럼 지역과 관계성을 맺는 심리학적 프로세스는 감
정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 인식(memories, beliefs, meaning and knowledge), 그리고 행동
(actions)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공간과의 밀착성에 대하여 언급한 또 다른 학자로 Passini가 있다. 그는 

55 우선 변화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새로운 어프로치가 시작되며, 행동과 경험을 통해 지역환경을 인식하
게 된다고 하 다. 이를 통한 인식은 기대치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또다시 다른 어프로치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갖는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바 있다. 이는 지역 활동가들이 환경 문제나 도시 개발에 

                                                            
53
 Simon Duncan, 『New Models in Geography‐ Volum II,  “What is locality?”』, Unwin Hymen Ltd,  1989, Simon Duncan, Space, 

scale and Locality, wiley online, 2006.05 

54
 Scannell and Gifford’s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Repirnted from Journal of Environmental Pschology,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2010 

55
 Edward Finch, What impact does place attachment have on employees perception of change, University of Reading, 

shimpos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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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발로 시민 운동이나 환경 운동 등을 시작하는 액션과 그 액션에 따른 지역 환경의 새로운 인식과 변
화에 대한 기대감이 곧 그 다음 행동과 경험에 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된 메커니
즘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와의 밀착성에 대하여 언급한 또 다른 흥미로운 모형 중에 하나로 장소에 

대한 참여화 활동을 기준으로 장소에 참여하여 인지하는 과정까지를 구체화한 에드워드 핀치의 도식이 있
다. 여기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갈등에 따라 지역과의 관계성이 예상보다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러한 공공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로 알 수 있는 점은 누가 주체인가 그리고 그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의 방법론,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향인자라는 사실이다. 

즉,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개념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주체로서의 공동체와 지역을 위한 공익성과 공적 

책임 의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2) 지역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 

정치 및 사회 철학 분야에서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도시 건축학에서 언급하기 시작
한 것은 루이스 멈포드에 의해서이다.56 그는 당시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패트릭 게데스의 이론을 들어 

설명하면서, 그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패트릭 게데스의 스케치는 지역별 명확한 조닝이라는 점에서 초기 근
대적 도시 계획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으로 지역의 

장소, 일, 주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프리데
릭 르 플레이(Frederic Le Play)는 사회적 존재의 가장 기본을57 장소(Lieu), 일(Travail), 가족(Famille)이라고 

분류하고 지역 조사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패트릭 게데스는 프랑스에 유학 시절에 이를 발전시켜 장소
(place), 일(Work), 주민(Folk)으로 수정하 다. 그리고 이를 계곡 지형으로 표시된 단면 드로잉에 적용하여 

표현하 다.  

장소(place)는 그리스어로 토포스(topos)이다. 이는 위치, 지위, 직책 여지, 기회, 사람이 사는 방, 장소, 마
을과 부락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편, 로쿠스(locus)는 로마인이 땅을 개간하려는 디자인 매트릭스와 도시를 

발견하기 위한 신화적 십자표에 유래한다. 토포스가 공간의 유기성을 중시한다면 로쿠스는 사건과 상황 및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작지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거리 측
정과 시간과 관련하여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길의 구조이다. 역세권은 이와 같은 기하학적 거리개념에서 

시작하여 형성된 도시 구조이다. 이는 Locus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람이 사는 관계로 형성된 유기적 장
소(Topos)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푸투안은 그의 저서 『Space and Plance』를 통해 이러한 장소와 공간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

                                                            
56
 Renwick, Chris; Gunn Richard C (2008).  Demythologizing the machine: Patrick Geddes, Lewis Mumford, and classical 

sociological theory.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United States) 44 (1): p.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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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인용, Pitrim Soroki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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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 다. 

“장소는 안전을 의미하며 공간은 자유를 의미한다. 즉 우리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으면서 공간을 열망한다. 

… 공간은 대상들이나 장소들의 상대적 위치로, 혹은 장소들을 분리시키거나 연결시키는 거리와 넓은 구역
으로, 그리고 보다 추상적으로는 장소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정의되는 지역으로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다. 

…(중략)… 장소는 대상의 한 유형이다. 장소와 대상은 공간을 정의하고 공간에 기하학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즉 대상과 장소는 가치의 중심인 것이다.”58 

즉, 장소는 기하학적인 속성 속에 인지되는 정보의 집합체로 그것이 상대적으로 큰지, 작은지와 같은 기본
적인 사실들을 통해 인식되는 정적이고, 속적인 의미이다. 반면 공간은 이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이 그 인지의 기준이 됨으로써 인간은 자기 세계를 공간화하고 점유하고자 한다.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를 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이고 

공간적인 경험을 실용적 공간(Pragmatic space), 인
지적 공간(Perceptual Space), 실존적 공간
(Existential Space)로 나눈 바 있다.59 또한 얀켈(Jan 

Gehl)은 그의 저서 『Life Between Buildings』에서 인
간이 도시의 공공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크게 필
수적 활동(Necessary activities), 선택적 활동
(Optional Activities), 사회적 활동(Social Acitivities),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이렇듯 공공공간은 물리적 환
경이 갖고 있는 그 실존적 의의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이러한 지역적 공간의 삶에 대하여 관찰한 패트릭 게데스의 도시의 단면에서는 Brewery, Factory, 등 기능 

직종에 따른 공간적 점유 형태가 나타난다. 자연의 계곡 단면에서는 산에서부터 바다까지로 표현되는 전체 

지형에 대하여 여섯 종류의 참가자들인 광부, 나무꾼, 사냥꾼, 양치기, 농부, 어부의 다섯 가지 직업군으로 표
시한다. 그리고 각 직업군이 당시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의 분류에 따른 도시 

공간의 점유 유형을 분석하 다. 그의 개념은 The Charting of Life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는 이상에 

기반한 실천적 역할(DEEDS)과 일상에 근거한 사적 행위들로 구분되어 위와 같은 삶의 기호들로 정리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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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푸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대윤출판사,  2007, P. 41~64,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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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0 표의 왼쪽 방향은 장소, 일, 주민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반면에 오른편 방향은, 객관적인 환경에 투 되어 조직화된 생각들이나 협동 체계에 의해 형성된 결과
물로서 성과(Achievement)- 협동(Synergy)- 시민단(Etho polity)에 집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직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들의 분류 유형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을 분석하 다는 시도는 

현대에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성과를 통해 협동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시민단체를 형성하게 된
다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즈꾸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3) 지역적 공공공간의 정의 및 특성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공공성의 네 가지 요소들 공동체, 공적 책임, 공익성이 특정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공적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공익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공간을 의미하며, 공동체 각자
가 활동하는 사적 역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인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공공공
간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적 공공공간’은 건축역사를 거슬러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도시
의 보편적 속성이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생성원인과 발전과정, 그리고 공간의 활용방법이 달라져 왔다.   

지역에 대한 학술적 정의 중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종류의 통일성 또는 유기
적인 원칙을 지닌 어느 정도 경계지워진 역”61이다. 일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역의 정의 속
에서 지역간의 통일성에 대한 연구는 근대지리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Humboldt62도 지적하

                                                            
60
  Volker M. Welter, Iain Boyd Whiyte, Biopolis: Patrick Geddes and the City of Life, The MIT press, 2002 ,p.38~39 

61
 박해광외,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09 

62
 Gilbert,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 –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88, p.208‐

228,   Passi, A., Deconstructing regions: notes on the scales of ap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p.239‐25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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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망라하여 나열한다고 해도, 이것이 지역성(종합적 성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 명료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Hartshorne은 “통일체로서의 지역개념이 없다고 해서 지역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지역학
의 임무는 세계의 상이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총체적 복합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세계 각 지역의 차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오히려 지역성은 다양한 차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현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 다. 이는 곧,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특성이 부여되고 

또 이러한 현상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 주의 지리학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실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lph(1986)는 무장소성에 대한 대항
으로 장소의 실존적 중요성을 강조하 다. 특히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그 안에 거주함으로써 장소에 진정성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소
의 정체성이 물리적 특징, 관찰 가능한 활동과 기능,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상징)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63 고 

언급하 다. 즉 이를 통해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Gibert는 지역을 세 가지 유형의 접근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방의 대응으
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배경(setting)혹은 사회적 관계의 생산, 재생산
에서 근본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물로 가정하는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를 가장 중요한 대상
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적 정체성(identification)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Passi(1991)는 세 가지 범주 외에 또 다른 범주로 역사적-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
기하 다. 특히 “지역은 사회 발전을 통해 형성되는 시공간 조응 관계나 사회 구조의 표현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하 다. 또한 Passi(1986)64는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역의 제도화’라 칭하고, 이를 토적 형성, 상
징적 형성, 제도적 형성, 지역 체계와 사회 의식 속의 지역 설립의 4단계로 분석틀을 체계화하 다. 파시
(Paasi, 1991)는 이러한 지역의 형성과정을 ①지역의 역이 형성되는 단계, ②지역명과 같은 관념적 상징이 

만들어져서, 주민의 의식이 선명해지는 단계, ③지역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여 분업에 기초한 지역의 실질적
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 ④제도가 지속되어 지역의식이 재생산되는 단계, ⑤지역적 정체성(Identity)가 형
성되는 단계로 구분하 다.    

이처럼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역사람들의 행위와 일상 생활의 패
턴과의관계속에서 공공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Aylesbury의 연구65는 새로운 공공공간에서 

                                                            
63
 조아라,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일본 홋가이도 세지방 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4
 Passi, 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of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nnia, 1986, p 105‐146 

65
 Caroline Holland, Andrew Clark, Jeanne Katz and Sheila Peace (Open University) (April 2007) Social Interactions in Urban 

Public Places. Published by The Policy Press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Report and summary available from 

www.jrf.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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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디자인(Designing in inclusion)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세대와 사회적 그룹들이 공공의 토
론과 참여로 그려지는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의 구축에 참여해야하며, 지역적 차이성 (local  

 

 

 

 

 

 

 

 

[그림 2‐9] 지역정체성 개념 < Paasi(1986)> 

 

 

 

 

 

 

 

[그림 2‐10] 왼쪽: The model‐matchmaking process ( Edward Finch , adapted from  Michela Passini’s (1992) model of cognitive, 

오른쪽: Scannell and Gifford’s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 

를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를 위하여는 규제의 완화와 함께 다른 역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복잡한 오너쉽(Multiple ownership)과 분리된 책임감
(divdied responsibilities)이 공공공간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 다.  여러 사회적 그룹들의 도시디자
인 프로세스의 관여는 곧 지역의 문제 및 이해관계에 대한 토의의 연장이며, 이러한 갈등관계는 복잡한 오
너쉽일수록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더 큰 공익적 중지를 모으는 역할은 지자체의 행
정이거나 분리된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공공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관여와 일생상활의 일부로서의 공공공간
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1993년 Carr의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의 행위와 일상생활의 

패턴을 중심으로 한 분류로 근린/ 놀이공간/ 수변공간/ 커뮤니티공공공간/ 가로/ 상점가 등을 보여주며, 

2002년 Wang의 연구는 도시공간 내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획상의 분류에 따라 자연-인공적, 기능/ 토지이
용패턴/ 지리적 레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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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브로드벤트(G.Broadbent)는 도시공공공간의 유형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건물 내부의 아트리움을 

공공공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는 곧 소유의 측면에서 사유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 측면에서 공
공이 사용한다면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66 이와 비슷한 관점을 크리에(R. Krier)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건물 내부의 중정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 넓게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오픈스페이스까
지도 공공공간으로 정의하 다.  

真野洋介는 이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로 역
이나 공공시설의 주변, 수변공간, 공원, 녹지 등의 일정 규모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두
번째로 공공투자나 지원 파트너십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첫번째의 

공공공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한 가지는 특정 장소를 통한 활동
역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일상성, 삶을 투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관계이

다. 이러한 관계층에는 지역설정에 맞추어서 새롭게 설치되는 협의회나 연구회 네트워크 조직 등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서 정책이나 공공성의 대상 역을 인식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관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Carmona(2003)는 물리적 차원의 공공 역은 공공이나 민간에 의해 소유되어 도시공간의 삶을 촉진하는 

장소나 환경을 말하며 그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사회, 문화적 공공 역이라 하고67, 공공 역의 기
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 다. 첫째로,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공간, 둘째로, 사회적 사회작용을 위한 중립적 공용
의 공간, 세 번째로 사회적인 배움, 개인의 발전, 정보교환의 장의로서의 기능이다. 한편, Carmona(2014)는 

그가 언급했던 사회, 문화적 공공공간을 여러 이론가들의 용어를 분석하여 공공공간의 속성을 분류한 뒤, 이
를 런던의 공공공간에 대응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공공공간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한 바 있다.  

기존의 공공공간 분류상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10가지 공공공간의 분류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나타나는 

공공공간의 속성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역세권의 공공공간에도 해당될 것이다. 이에, 4장에서 역세권 공공
공간의 사례분석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시키기 이전의 지역문제를 아래의 분류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
                                                            
66
 이상민외,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09 

67
 Carmona, Public Places Urban Spaces, Architectural Press, 2003 

[표 2‐2] 기존 이론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이론가  공공공간의 분류  ‘지역적공공공간’의특성
헤르만 헤르쯔버거  공적 영역(집단적) /사적 영역(개인적) / 중간 영역  공공공간(Public space)의 일부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면 그 장소의 공공적 성격은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그사용방법에 의해 좌우된다 

Carr(1993)  근린/놀이공간/수변공간/커뮤니티공공공간/ 
가로/ 상점가 

사람들의 행위와 일상생활의 패턴을 중심으로 한 분류 

Carmona(2003)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공간 /사회적 사회작용을 
위한 중립적 공용의 공간/사회적인 배움, 개인의 
발전, 정보교환의 장 

공공이나 민간에 의해 소유되어 도시공간의 삶을 촉진하는 장소나 
환경을 말하며 그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사회, 문화적 
공공영역

真野洋介  역이나 공공시설의 주변, 수변공간, 공원, 녹지 
등의 일정 규모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언급.  
특정 장소를 통한 활동영역을 연결하는 것 /  
일상성, 삶을투영하는기초적인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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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공공간’이 형성되게 되는 지역문제의 인식과 동기부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표 2‐3] 기존  공공공간에 대한 10 가지 속성의 분류와  Carmona(2014)의 좋은 공공공간의 속성에 대한 분류  

공공공간
의 분류 

속성의 의미  관련 연구자   런던에서의 사례  좋은 
공공공간의 
속성

 

Neglected 
space 

물리적 측면과 시장의 힘이란 
측면에서 소외당하는 
공공공간  (버려진 역사적공간) 

Chatterton and Hollands 2002; Loukaitou‐
Sideris 1996; Roberts and Turner 
2005; Trancik 1986; Tibbalds 2001; Worpole 
and Knox 2007; Worpole 1999

Somerset House 
Courtyard 
Monument Yard 

Evolving 
(sometimes 
neglected 

Neglected 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결국엔 재생으로 
향해가는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에 속한다.  

Invaded 
space 

교통의 수요에 희생되는 
공공공간, 효율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Buchanan 1988; Duany, Plater‐Zyberk, and 
Speck 2000; Ford 2000; Garreau 
1991; Gehl and Gemzoe 2000; Graham and 
Marvin 2001; Lefebvre 1991; 
Llewelyn‐Davies 2000 

Trafalgar Square 
Sloane Square 

Balanced 
(positively 
invaded) 

교통과 보행도로가 조화롭게 
공간을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가져야 함. 

 

Exclusionary 
space 

지배적인 공공공간의 
디자인이나 운영 전략에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배제되는 
공간  (특정 계층, 특정 세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사는 곳) 

Engwicht 1999; Gehl 1996; Whyte 1980, 1988; 
Hall and Imrie 1999; Imrie and 
Hall 2001; Johns 2001; Lofland 1998; Lang 
1994; Malone 2002 

Swiss Cottage 
Peckham Square 
Royal Arsenal  
Gardens 

Diverse (not 
intentionally 
exclusionary). 

도시인구의 라이프스타일과 
기호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접근성과 사용성에 있어  
Inclusion의 컨셉으로  가야함. 

Consumption 
space 

끊임없는 상업화의 공간  Boyer 1994; Carmona et al. 2003; Hajer and 
Reijndorp 2001; Mattson 1999; 
Sorkin 1992 

Euston Station 
Piazza 
Festival Riverside 
Gabriel’s Wharf

Engaging 
(embracing 
consumption) 

도시의 공간을 활성화시킬수 
있으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곳이며 공공공간을 확보해야 
함. 

Privatised 
space 

정치적인 논쟁이나 사회적인 
배제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화된 공간 
(거대 자본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공간) 

Boyer 1993; Ellin 1999; Kohn 2004; Low and 
Smith 2005; Loukaitou‐Sideris 
and Banerjee 1998; Mandanipour 2003; 
Minton 2006; Nemeth and Schmidt 2011 

Paternoster Square 
Canada Square 

Free (public or 
privatised) 

명확히 공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거대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곳. 
개방되어 사용자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것. 

Segregated  
space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배제되기를 원하는 특정 
그룹이나 게층의 열망을 
반영하는 분리된  공간 (부유한 
주택가등) 

Boddy 1992; Blakely and Snyder 1997; Bentley 
1999; Low and Smith 2005; 
Miethe, 1995; Oc and Tiesdell 1997; Sennett 
1977; Webster 2001 

Empire Square  Delineated (not 
segregated). 

사적공간도 공공공간만큼 
중요하고, 적절한 공과사의 
구분은 필요하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계층의 
구분은 문제가 될 수있음.

Insular  space  고립된 공공공간으로 
실제적인 지역적 영역(domestic 
and virtual realms)으로 변하지 
못하는 공간  

Aurigi 2005; Banerjee 2001; Castells 1996; Ellin 
1996; Graham and Marvin 
1999; Mitchell 1995; Oldenburg, 1999; Sassen 
1994 

GMV Village 
Square 
 

Social 
(sometimes 
insular) 

도시의 풍부한 사회적 삶을 
위해 공공공간은  집합적, 
경험, 커뮤니케이션,  만남. 
저항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장이 되어야함.

Invented 
Space 

형식적인(Formula‐driven) 
엔터테인먼트 공간. 
무장소성의 확산을 수용하는 
공간 

Crang 1998; New Economics Foundation 
2004; Sircus 2001; Wilson 1995; Yang 
2006; Zukin 1995 

Canada Square  Meaningful 
(often invented). 

사람들이 그 장소에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동기부여가 시간에 
따라 생겨야  함. 

Scary Space  범죄의 공포가 공간의 디자인 
매니지먼트와 장소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곳. (특정인종, 
오래된 산업시설등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장소) 

Atkinson 2003; Davies 1992; Ellickson 1996; 
Fyfe 1998; Jacobs 1961; Kilian 
1998; Kohn 2004; Lynch and Carr 1991; 
Mitchell 1995; Murphy 2001; Minton 
2009; Welsh and Farrington 2002

Peckham Square 
Royal Arsenal 
Gardens 

Comfortable 
(confronting 
scary space) 

지역적 컨텍스트에 따라 
안전성과 방범에 대한 다른 
수요들이 있음.   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Homogenise
d Space 

끊임없는 국제화와 과한 
규제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균질화된 공간. 

Beck 1992; Boyer 1994; Bentley 1999; CABE 
2007; Carmona 2001; Fainstein 
2001; Goldsteen and Elliott 1994; Light and 
Smith 1998; Sennett 1990

Gabriel’s Wharf  Robust (resisting 
homogenisatio
n) 

공간의 재생은 지역 의 
문맥에 뿌리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특성을 구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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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세권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컴팩트시티 이론의 지역별 진화 2.2.1.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도시 이론은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이다. 컴팩트시티를 처음으
로 이론화했던 Dantzig, G. B. and Saaty (1973)의 컴팩트시티68는 미국인 입장에서 국 사례와 호주 사례
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교통 정책에 관해서는 고밀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다른 이론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들은 유토피안적 비전을 가진 수학자들로 자원
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했다. 비록 컴팩트시티란 용어가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개념은 유럽인
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갖는다.69  

1993년 Calthorpe 의 TOD 계획 개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면적 확산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의 미국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Suburban Sprawl)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켰다는 인
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고밀의 주거와 상호 보완적 공공, 업무, 소매, 서비스 기능을 광역적 대중교통시
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 다. 그는 미국의 대도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TOD 설계지침을 제시하 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의 확충과 고밀의 도시 형태, 둘째,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장려와 보행친화적 근린환경, 셋
째, 공공 역에 대한 중시와 인간적 스케일 위주의 건축형태가 그것이다.70 이러한 개념은 대도시권 계획과 

근린권 계획 개념의 두 가지 드로잉에서 나타난다. 두 드로잉의 공통점은 공공교통의 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 600m(2000ft)의 10분 보행권 내에 주거, 상업, 오피스, 오픈스페이스, 공공용도 등을 배치시켰다는 점이
다.71  

이 중 도시형의 경우는 가장 외각에 노면전철을 놓으면서, 서브 교통망을 두었다. 그리고 역세권은 중심 

역에서부터 중심 상업지,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 주택지의 세 가지 조닝을 나타낸다. 특히 오피스는 퍼브릭
과 주택지를 연계하는 중심 도로망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공공/오픈 스페
이스가 중심 상업 지구와 주거 지구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근린형 TOD의 경우는 역을 중심
으로 코어에는 상업 시설을 배치하 다. 아울러 거주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68
 Dantzig, G. B. and Saaty, T. L、 Compact City: Plan for a Liveable Urban Environment, W. H. Freeman, San Francisco 

69
 Jenks, M., Burton, E. and Williams, K. (Editors), 1996, The Compact City: A Sustainable Urban Form?, Spon Press; ISBN 0‐419‐

21300‐7. 

70
 도시철도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토지이용 특성,  

71
 Peter Calthorpe,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Ecology, Community, and the American Dream,  New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4,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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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기 컴팩트 시티 모형은 전세계적으로 향을 미쳤다. 그 결과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의 차이, 

사업 주체의 차이 등에 의해 이러한 컴팩트 시티의 모형은 지역별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E.Burton이 제시한 컴팩트 시티 모형은 일상적인 

삶의 질을 중심으로 도시의 시설을 분포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포괄적 도
시설계(Inclusive Urban Design)를 위해서 지녀야 할 

요소로 그는 친밀성, 독자성, 안전성, 알기 쉬움, 안락
함, 쾌적함을 뽑는다.72 또한 지역 생활에서는 일상 생
활 서비스 내에서 필요한 것, 역, 우편국, 은행, 식재품
점, 의료 시설, 건강 시설은 거주에서 500m 이내에 있
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2차적인 시설, 예를 들어 레
저,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시설, 도서관, 역등은 

800m 이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73 그의 이론
의 특이점은 컴팩트시티를 해석하는 것에서 역공간과 

                                                            
72
 Burton, E. and Mitchell, L, Inclusive Urban Design: Street for Life, Architectural Press, 2006 

73
 Burton E. The Compact City – Just or Just Compact? A preliminary Analysis, Urban Studies, Vol.37, No.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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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반경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 공간인 주
택을 중심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설들의 배치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있다.  

최초 미국인에 의해 제시되었던 컴팩트시티 모형은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홍콩과 일
본, 한국과 같은 고밀인구를 가진 아시아 도시들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점차 기존
의 기능별 조닝과 근린주구 계획에 따른 역세권의 구획 개념은 점차 다양한 지역 시설들의 배치와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삶의 질 추구를 목표로 변화되었다. 

일본은 철도 회사가 중심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철도 역 주변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홍
콩의 경우에는 철도 건설 회사가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과 홍콩은 철도역 중심으
로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증대뿐 아니라, 부대 수익인 개발사업의 이익으로 철도의 

건설비용과 운 수지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간 자본에 의한 철도 역 주변 개발이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대하게 개발된 건설 비용을 충당하
지 못하게 되어 많은 자본가들이 도산하고 도시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의 상
황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의 적정개발의 예측과 정부규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얼
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철도 건설은 한국 철도 시설 공단이 하고 있다. 한편 운 은 한국 철도 공사가, 그리고 

도시 개발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국토 해양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철도 시설 공단이나 한국 철도 공사가 대중 교통, 특히 철도의 이용 증대를 위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철도 공사를 비롯하여 도시 철도 공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운  수지의 적자
보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74 이러한 개발과 운 의 분리는 비단 경제적 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처를 어
렵게 한다. 아울러 한번 개발되고 난 후에는 지역 수요에 맞추어 긴밀하게 운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
다는 단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TOD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제정 공표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
발 구역의 지정 등에서 시도지사와 국토 해양부 장관은 철도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으로 다음의 각호
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철도 역에 대한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경우, 둘째, 철도역의 시설노후화 등
으로 철도역을 증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셋째 인접한 지역의 도시환경이 노후화되어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철도역으로 주변지역이 단절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통합개발이 필요한 경
우, 다섯째,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역세권 개발 구역의 

지정 목적을 두고 있다. 

 

                                                            
74
 성현곤, TOD 구현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개선방안, 교통 기술과 정책, 제 7 권 제 4 호, 

2010 년.10 월. 



60 
 

 컴팩트 씨티와 역세권 공공공간의 부정적 영향 2.2.2.

인구 성장에 대비한 정석적인 모델로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했던 컴팩트 시티에 관한 논의가 현대도시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가지 근린 환경 레벨에서는 마이너스 향이 생긴다는 컴팩
트 시티의 파라독스가 1980년대부터 컴팩트 씨티 정책을 이끌어온 네덜란드에서 지적되었다. 고밀과 기능
의 복합화에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주환경 면에서는 교통 혼잡, 지가의 상승, 오픈 스페이스의 감소, 경관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마이너스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75 이와 같은 컴팩트 시티 이론에 따
른 역세권의 과밀개발이 불러온 부정적 향은 다음과 같다. 

 

1) 균질한 역세권의 도시 구조 형성 

William(1998)은76 컴팩트 시티가 유럽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
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티 센터에 더 높은 삶의 질
을 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또
한 발전 과정에서 계획가들은 도시를 제어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에 

반응하 다. 이는 곧 균질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분산화된 개발패턴
으로 바뀌어갔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나 시장의 차이, 도시
경제적 특성에 의해 분산화된 개발 패턴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결과
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역세권 공간이 균질하지 않고 다양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시장의 힘에 따라 움직이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대형 상점과 균일화된 편의점과 같은 비슷한 기
호를 가진 시설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바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도시 구조로 재편성되어가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처럼 역세권은 교통 공간, 유동 인구의 동선, 그리고 상업자본이 집적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세권의 본질적 속성은 이미 교통 인프라의 거점이라는 균질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유동인
구에게 알기 쉬고, 인지하기 쉬운 공간 계획과 사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비슷한 공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광현 교수는 이러한 교통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75
 清信海道 、コンパクトシティの計画とデザイン、学芸出版社、2007, p.53 

76
 Williams K (1998) Can Planners Implement Urban Intensification Policies? Town and Country Planning,  November, 67(10), 

p.3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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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간의 특징은 균질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공간을 더욱 균질하게 만
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천장은 공중에 떠있고, 바닥은 균질하게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벽은 공간을 분명
하게 한정하지 않는 미스 반데어로에의 콘서트홀 콜라주와 같은 무중력의 공간이 추구되었다.”77 이러한 균
질화된 역공간에 개성 없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상점들과, 백화점과 같은 브랜드화된 대형 점포들이 입점하
여 공간의 익명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 앞의 대형 상점 역인 역 중심 공간에서만 나
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역과 역을 연결하는 역 중간 역이나 주택지가 분포하는 역 주변공간에도 크게 다
르지 않다.  

 

2) 대형상권의 입점에 의한 재래상권의 붕괴와 지역성의 붕괴에 따른 익명적 공공공간 

또 다른 컴팩트시티형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으로 역세권 중심 지역의 새로운 상권과 기존 시가지의 재래 

상권가의 갈등현상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 던 것처럼 역세권의 중심 공간에 입점하는 대형 상점가와 

편의 시설들은 재래 상점가나 기존 도시 조직과 소통 과정없이 들어온다. 이는 곧 공생관계가 아닌 경쟁관
계로 기존지역에 압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우라 아츠시(三浦展)는 『패스트 풍토화되는 일본』78 을 통해 이러한 지역성이 사라져가는 일본에 대해 

고찰하 다. 지방도시의 교외에는 대형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노래방,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지역고유의 경관
을 잃게 한다고 하 다. 동시에 그 동안 만들어져 온 장소 속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지적했다. 그 결과
로 지방 도시의 교외는 범죄가 늘어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범죄현장의 가까이에는 저
스코가 있다”79라고 표현하 다. 이는 곧, 역세권 후면의 주택 지역(역세권 주변공간)까지 들어오는 슈퍼마켓
조차도 대형 상권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 주변의 재래시장들이 쇠퇴하고 낙후되는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상권의 붕괴는 곧 기존 도시 조직의 붕괴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
한 붕괴를 통해 다시 비집고 들어오는 새로운 도시조직들은 개성없는 역세권 공간의 무목적적 확장을 드러
낸다.  

역세권의 공공공간이 지역성 없이 익명성을 갖게 된 원인은 첫째, 지나친 상업화에 있다. 일본의 신주쿠나 

시부야 역 주변에는 대형 미디어패널에 의한 광고와 백화점과 상업시설의 홍보로 가득한 일방적인 상업 정
보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러 도시공간 중에서도 역세권은 이런 자본가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역세권의 대형화이다. 거대 대형 상업몰들과 상업적 행위를 유도하는 대형 데크들은 사람들을 건물 

내부와 상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을 유도하 다. 그리고 상업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는 다

                                                            
77
  김광현, 건축과 장소, 이상건축 9811, p.77 

78
 三浦展, ファスト風土化する日本‐郊外化とその病理 、洋泉社 , 2004. 09 

79
 JUSCO 는 일본의 중소도시에 입점해있는 이온 그룹의 점포 브랜드로 4‐5 층 높이의 생활 종합 슈퍼마켓이다. 일본에서 

약 40 년 넘게 지속되어왔으나 2011 년 다른 점포와 통합하여 이온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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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공간들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자본이 대형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역세권이 민간 자본의 힘으로 개발되는 일본의 케이스와 철도공사에 의해 개발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철도역사들을 보면 비슷한 

대형화에 의해 구성된 소형 공간들에서 ‘활동의 소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재래 상권이 역세권의 대형 상권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역사성 있는 장소
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징적인 공간 정비와 내부의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고 외부의 상
업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3) 공공공간의 축소 

N.Glazer는 건축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를 그의 책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80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현대 도시 사회의 공공공간은 기능적, 법률적 의미에서 개인의 소유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의미
는 축소되었고, 다른 본질적인 의미들은 사라지거나 개인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81 

위의 국토해양부 통계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면적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10년의 공원의 경우, 집행면적이 반이하로 

줄었으며, 녹지의 경우는 집행면적이 약 13%로 감소되었고, 공공공지의 경우는 2%로 감소되었다고 하 다. 

즉,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정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공간의 노후화 및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는 비율이 증가함
을 의미한다. 

급격한 도시 개발에 의한 양적으로 양산된 공공공간들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익명성을 획득
하 다. 이와 반대로 필요에 의한 사용성과 목적성을 갖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도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근린 공원들과 포켓 광장들은 매크로한 시각에서 보면 자연 환경을 갖
는 오픈 스페이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이나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 다. 오스카 뉴만은 주택지 주변의 

범죄가 많이 일어날만한 공간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82.  그는 여기서 사람들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 다. 특히 공공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위험한 공간에 대한 인
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3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Carmona(2014)의 분류84에 따른 공공공간의 

속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지역적 특성과 차이에 따른 공공공간의 다양한 속성 중 특히 부정적인 속성
                                                            
80 N. Glazer M. Lilla ed.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1987 

81
 Whose Public Space? International Case Studies in Urban Design and Development, Ali Madanipour 

82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Macmillan , 1972 

83 Banerjee, Tridib (2001) “The Future of Public Space: Beyond Invented Streets and Reinvented Pla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7, 1; pp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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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도시 재생이나 공공공간의 재구축의 동기부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공공공간의 부족현상에 따른 삶의 질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의 소멸문제 

 Calthorpe의 TOD 계획 개념에서 중시되었던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는 주택지와의 중간 역들을 매우 

큰 규모로 차지하는 역 앞 메인 공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의미가 현대에 들어 교통광장의 역할
로 매우 축소화되었다.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 말 그대로 비어있는 광장들이 역 앞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동선과 교통의 동선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업 시설들의 전시부스와도 같
은 압축적 상업집적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다른 역세권의 공간들과는 별다른 차이없이 형식적인 방식으로 변
모해가고 있다. 과연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들이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복잡한 대형 쇼핑공간들의 분화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자본의 대형화에 의한 폐단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도시 주체가 공적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작용을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William이 언급하는 높은 삶의 질이란 백화점이나 호텔과 같은 업을 위한 상업 공간 그 이상의 무엇일 것
이다. 민간 자본들이 자율적으로 분산되어 지역과 유기적인, 그러나 공생적이지 못한 상업공간들을 형성해
내고 있을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공적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 이러한 도시 계획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적, 공공적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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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겠지만, 이러한 공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공적 책임은 단순히 

지자체나 행정이라는 공(公)적 시설들의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같이 마을 만들기가 성숙화
된 단계라면 공적 책임의 의도를 가진 주민협의회나 비 리 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지역계획의 가이드라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공간의 사용자로서 공(共)적 책임을 가진 공동체로서 도시 계획에 향
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의 공적 역할을 증대는 곧 적극
적인 지역 참여로 이어진다. 도시가 건물 자체만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만들어가는 도시 주체에 의
한 활동들로 채워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 환경부는 도시 집약화를 건조물과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85 건조물의 집약화는 현존 건물 혹은 이
미 개발된 공간의 고밀도 이용을 위한 재개발, 건조물의 

세부 구획화 혹은 전환, 기존구조의 연장 혹은 건축물 추
가, 미개발 도시공간의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활동
의 집약화는 현존 건축물 혹은 부지의 증가된 이용, 활동
의 증가를 가져온 이용의 변화, 어떤 지역 내에 거주 활
동, 직무 활동, 여행 활동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즉, 이렇
듯 대도심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컴팩트 시티의 삶의 질이
란 이러한 물리적 건조물과 지역 활동 간의 관계성을 잘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녹지공간의 부족과 환경적 부하의 증가 

다음으로 고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쌓아왔던 도시 시설의 물적 증대에 따른 환경적 

부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Hardoy는 고밀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나치게 증가한 인프라
와 과밀 인구, 혼잡, 환경 오염, 건강 문제, 녹지의 부족, 그리고 환경적인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86 

이에 따라 공적 책임을 가진 공동체의 역할은 고밀도시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비대해지고, 확대될 때 

그 반대급부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나 공공공간의 부족 현상들에 시민 운동이나 여러 활동들을 통

                                                            
85
 Williams K , Can Planners Implement Urban Intensification Policies? Town and Country Planning, November, 67(10),1998, 

p.340‐342. 

86
 Burgess, R (2000) The Compact City Debate: A Global Perspective, in Jenks M and Burgess R eds Compact Cities: Sustainable 

Urban Forms for Developing Countries, Spon Press, London, p.15 

[표 2‐5] 주요 도시 인구와 인구 밀도  <Expedia 

dat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ities_pr

oper_by_population > 

  도시  도시 
인구 

면적(Km)  밀도 

1 샹하이 17,836,133  2,606  6,845

2 이스탄불 13,854,740  5,343  2,481

3 카라치 12,991,000  3,527  5,700

4 뭄바이 12,478,447  603  20,694

5 모스코 11,977,988  2,511  4,705

6 베이징 11,716,000  1,368  7,400

7 상파울로 11,376,685  1,523  7,470

8 티안진 11,090,314  7,422  1,494

9 광저우 11,070,654  3,743  2,881

10 댈리 11,007,835  1,397.  7,923

11 서울 10,575,447  605  17,473

12 쉔첸 10,357,938  1,989  5,201

13 자카르타 9,588,198  662.33  14,476

14 도쿄 8,887,608  617.18  14,400

18 뉴욕 8,336,697  783.7  10,637

21 런던 8,,174,100  1,580  4,863

26 홍콩 7,108,100  1,108  6,415

30 카이로 6,758,581  453  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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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컴팩트 시티의 문제는 그 경제 개발과 도시 구조의 차이
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공간이 부족한 정도를 지나치는 컴팩트한 계획은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6) 지역성이 없는 개발위주의 무개성 공간형성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몇몇 주요 도시들에서는 주로 지방 정부의 계획 역량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교통 및 토지 이용과 같은 고밀전략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전개해나갔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에서는 이
러한 개발들이 개발자나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단발적(Self Built)으로 개발되는 사례들도 매우 많다.87 즉, 

개발도상국에서의 컴팩트시티는 빠른 도시화의 결과물이다. 이는 삶의 질과 관계없는 빠른 경제 성장과 인
프라 분배라는 도시 개발의 압박에 의해 지역 전체적인 수요와 관계없는 개별적 개발 과정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이 도시 중심에 살고 싶어하고, 부유층이나 중산층은 외곽에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여전히 중심에 살고 싶어한다. 물론 이미 너무 높은 고밀개발로 

이뤄졌기 때문에, 외곽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다. 결국 Burgess가 언
급했던 것88처럼 선진국에서 언급되는 기존의 빌딩 자원들 내에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컴팩트 시티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선진국의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 모델을 참고해야 하는
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지만, 특히 이러한 컴팩트 시티 모형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는 전체 도시인구와 

인구밀도에서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밀도와에 비슷한 다른 나라는 자카
르타와 카이로가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 속도와 향 관계를 파악할 때 일본의 컴팩트씨티의 전개 양상은 

제도적 측면이나, 사례 참고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향을 끼쳐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생활권으로서의 역세권 개념의 변화  2.2.3.

구체적인 일본의 역세권의 전개양상은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역세권 개발의 이론적 배
경이 되는 컴팩트 시티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리차드 로저스는 컴팩트 씨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도시의 생태계와 경제 사회를 도시계획 

속에 고려하지 않는 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중략)…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 에

                                                            
87
 Katie Williams, Can Urban Intensification Contribute to Sustainable Cit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UNPAN Symposium, 

2007 

88
 Burgess, R (2000) The Compact City Debate: A Global Perspective, in Jenks M and Burgess R eds Compact Cities: Sustainable 

Urban Forms for Developing Countries, Spon Press, London,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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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효율화하고, 자원 소비를 줄이며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변 교외에로의 스프롤(sprawl)화를 방지
할 수 있는 친밀한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다…(중략)… compact city는 밀도가 있는 사회적인 다양성을 가진 

도시이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겹치게 된다. 컴팩트라는 것이 복합적인 마을 조성의 

방식을 포용하는 것이라면, 존에 의한 구분은 이와 대립되는 의미이다. 이는 도시를 과도하게 단순화된 블록
군으로 구분하고, 운 하기 쉬운 법적·경제적인 패키지군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89 

즉, 그가 언급하는 컴팩트 시티는 주변 커뮤니티에 의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최대한 포용하고, 행정의 위계 

속에서 기능하는 명확한 구분과 위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마치즈꾸리 삼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도시 계획법에서는 시가화 조정 지구(市街

化調整地区) 및 비지정 도시 계획 구역(非線引き都市計画区域)에서의 쇼핑 센터의 입지는 물론 공공시설 

등의 개발 및 입지에 대한 인허가의 수속을 추가하 다. 이는 시설의 교외 입지 및 시가지 확대는 기본적으
로 억제하고,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컴팩트형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90 특
히, 중심 시가지 공동화라는 현상은 이러한 컴팩트씨티로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컴팩트형 도시 계획의 변화는 국토 계획 및 도시 계획 등의 전개 과정, 특히, 고도 성장기를 넘어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지역 문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급속
한 경제 성장기에 이뤄진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나 철도에 의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상
업적으로 이득이 되는 시설들이 도심 내부의 역세권과 같은 중요한 중요한 입지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나 공공시설들은 외곽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심팽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도심 팽창 현
상은 지방 도시에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마치 지방 도시 발전은 시가지확대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
다.91 이러한 도심 팽창은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소비공간의 쇠퇴, 즉 중심 시가지
의 공동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시개발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며 일본의 도시 이론가들은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의 컴팩트 시
티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하 다.  

1)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델 제안 

카이도 키요노부 (海道清信)는 2001년의 그의 저서92에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요소를 추출하 다. 이
를 바탕으로 중심 시가지 쇠퇴가 문제가 되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시도하 다. 이는 소도
시 모델(환경공생형 컴팩트 시티), 중도시 모델(다중다층형 컴팩트 시티), 대도시 모델(다심연계형 컴팩트 시
티)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컴팩트 모델로 정리되었다. 이 모델은 동경도의 장기 계획인 「동경구상 2000」에 

                                                            
89
 Richard Rogers + Philip Gumuchdjian "Cities for a small planet", 1997 （野城智也ほか訳「都市子の小さな星の」、 

鹿島出版会、2002．5、p.58） 

90
 鈴木浩、日本版コンパクトシチィー地域循環方都市の構築、学陽書房、2008, p.11 

91
 鈴木浩、日本版コンパクトシチィー地域循環方都市の構築、学陽書房、2008, p.13 

92
 海道清信、コンパクトシティの計画とデザイン、学芸出版社、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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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시티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동경도 도시정비국은 2001년에 책정한 「동경다운 도시만들기 비
전」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동경다운 도시만들기 비전」은 20세기 후반의 50년간 동경은 인구의 증가와 

경제 확대 속에서 도시화에 의해 생기는 문제와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 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NPO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연계에 의해 전략적인 도시 만들기를 추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93  

 

2) 소규모 분산형 거점으로의 변화 

그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의 다심형 도시 구조에서 환상메가로폴리스구조로의 재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다심형 도시 구조의 직주 균형뿐 아니라, 업무, 거주, 생산, 물류, 방재,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각 거점이 분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에 대해서 교통 결절점에서의 상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생활 기능의 집적에 대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적 중심성을 정비한 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거주기능을 집적한 컴팩트한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거점의 형성은 곧 도시 계획의 단위를 기존의 지구 단위가 아닌, 보다 소규모의 

역 단위(애리어)로 계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재편뿐 아니라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고려도 세심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다심형 도시구조의 도심, 부도심에 추가적으로 센터코어(수도고속
중앙환형선의 내측), 환형도시축, 핵도시, 신거점, 생활거점, 물과 녹지의 공생링크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

                                                            
93
  玉川英則外、コンパクトシチィー理論的検証から都市像の短句探求へ、学芸出版社、p.181 

[표 2‐6] 컴팩트 시티의 지역적 제안 
  스즈키 히로시(鈴木浩) 카이도키요노부(海道清信) 

  일본판 컴팩트 시티‐ 지역 순환형 도시의 구축  소도시 모델(환경공생형 컴팩트시티), 
 중도시 모델(다중다층형 컴팩트시티), 
대도시모델(다심연계형컴팩트시티) 

원칙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타운매니지먼트 
‐용도 지구 지정 지역 이외 지역의 개발 억제 및 중심 시가지로의 집 적효과 
높임 
‐ 마스터 플랜에서 하천, 공원 등의 환경계     인프라스트럭쳐의 입지를 
명확히 함 
‐ 공공 교통 매니지먼트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임. 
‐ 도시 고유의 산업으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 
‐ 중심시가지에서는 주변 외곽 지역의 특산품을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마켓과 점포를 입지 
‐ 지금까지의 고밀의 용도용 적제를 다운조닝/ 철로변상의 준공업지구 및 
근린상업지구에 대한 지정을 재고. 
‐ 도시의 대표적 길을 형성하고, 광역적 판매, 교류,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공공적, 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지역공헌의 원칙을 세움.  
‐ 마을 내의 지속적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 
‐ 고령 사회의 의료 복지 서비스 및 임대료 보조 제도 등을 연계한 종합적 
거주지원 정책 

‐ 거주성과 취직 등의 밀도 
‐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생활권 
‐ 자동차에만 의존하지 않는 교통 
‐ 다양한 거주자와 다양한 공간 
‐ 독자적인 장소를 갖는 공간 
 ‐ 시가지와 전원 지역 및 녹지 간 명확한 경계  
‐ 사회적 공평성, 다양한 사회계층의 거주공존, 
‐ 일상생활의 자족성 
‐ 지역운영의 자율성 
‐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참가와 협동 
‐지역문화와 지혜의 보존 

공공성의 
요소 

지역순환이 가능한 일상적 서비스(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 지역공헌 /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성 확보. 

지역운영의 자율성, 사회적 공평성, 참가와 협동, 공공 시설의 
효율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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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물리적 개발의 중심이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에서 점차 기존의 위계성과 중심성을 벗어
나 다핵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분산된 거점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상업적, 물리적 고밀의 압축 도시 모형을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일
상적인 지역 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이 지향하는 새로운 압축도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으로서의 역세권의 권역 분류 

일본도 1970년 이후의 중소 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시기로부터 이미 많은 시
간이 흘 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수요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다. 이미 일본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자립적 조례를 기준으로 이러한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 시설 배치라는 관점에서 역세권 시설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
타나고 있다.  

그 예로, 아다치구에서는 [생활권 시설 배치 모델]과 [역세권 시설 배치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기존의 블
록지구배치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이용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다. 여기서는 이러한 이용권을 일상 생활 중심의 [생활권 시설]과 광역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시
설]로 나누는 배치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 배치 기준을 [애리어 배치]에서 [이용권 배치]로 개정하여 이
용자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94 특히 이러한 이용권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조를 재정비하

다. 그리고 그 내부의 학교와, 복지 시설, 집회 시설, 생애 센터, 지역 학습 센터, 도서관 등을 연계, 교류하
여 지역 협동 센터로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 간의 네트워크는 중복되는 시설 프로그램이나 시설 

간의 부족한 수요 등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활성화 하기 위해 

NPO 단체, 마을 단체, 자치 단체회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협의회를 발족하고 있다. 특히, 

역에 근접하는 장소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입지시켜 이러한 지역활 동과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94
 足立区公共施再配置審議会、 足立区公共施設再配置のための検討素材 , 2008 

http://www.city.adachi.tokyo.jp/zaisan/ku/mado/documents/d0160000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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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생활권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연구원의 최근 연구95는 이러한 생활
권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의 권역 분류를 역 연접부, 역 세력권, 역 보행권, 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광장
과 환승 시설로 구성되는 역 연접부와 지하철 역이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역 세권력(200m), 여기서 역의 

보행이 가장 많은 지역을 역 보행권(400m~600m) 그 외부지역을 역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중심의 생활권과 대중 교통 중심의 생활권 모델을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생활권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대
중 교통 중심의 생활권 모델에서 보이는 공공공간들을 살펴보면, 역 공간, 광장 기능의 주차 공간, 경계부의 

지역 공공 시설, 복합 용도의 상가 거리, 역 주변 상가와 공공시설, 가로망, 놀이터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이 연구는 서울시 역 중심 생활권을 유형화하 다. 즉, 고용중심역(도심부도심), 쇼핑위락 중심역(지
역중심), 근린중심역(지구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역중심 생활권 조성모
델을 제시한 것이다.. 

[표 2‐7]  역중심 생활권 조성 모델의 유형화 

  고용 중심지(도심부도심) 쇼핑위락중심지(지역중심) 근린 중심지(지구 중심)
200미터내외  보행 전용 지구 지정 검토, 교통 수요 

관리정 책과 연계, 업무 판매 용도 중심의 
복합개발 유도 

업무 상업 중심의 복합 개발 유도 
보행 전용 지구 지정 검토 
교통수요관리정책연계

복합 용도개발, 주요 통근로의 보행 
환경 일체적 정비 

200m~600m  주거 중심의 복합 개발 유도  주거중심의복합개발 유도 
통근길보행환경정비

고밀의 공동 주택 입지 유도 

600m이후  고밀의 공동 주택 입지 유도, 마을 버스 및 
자전거 교통 체계 구축 

단독 주택지 조성 유도 
역으로 접근하는 자전거 도로망 
설치

단독 주택지 조성 유도, 역으로 
접근하는 자전거 도로망 설치 

사례지역 

테헤란로 고용중심 역세권  사당,이수,쇼핑위락중심역세권 신림근린중심 역세권 

                                                            
95
 임희지, 서울시 대중교통 역중심 생활권 형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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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역세권을 생활권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 다. 그리고 분포 기능, 시설, 주
거 유형이 서로 달라야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후 

지속적인 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필요한 시설들이 사
후 관리 및 유지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역에서 생활 공간으로 나아가는 메인스트릿은 이러한 

역세권의 공간분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역세권의 지역특성을 구축하는 새로
운 지역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4) 거리가 아닌 생활지원기능에 따른 역세권 분류 

2012년에 발표된 「요코하마시 도시계획마스터플랜」96에서는 도시 만들기의 기본 목표를 일곱 가지 계획
97이라고 하 다. 그리고 그 중 첫 번째 목표로 압축형 도시 만들기를 설정하 다. 기존의 컴팩트 시티와는 

달리 인구 감소 및 에너지 효율 및 탄소 저감과 재해시 도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업시설 정비 등 시
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을 충족하는 역세권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을 세 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 이를 역주변 지역(생활거점지역), 도보권 지역(약 1km권), 역주변 이용자의 권역(역세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지역 공간도 일상적인 서비스 시설, 복지 시설, 커뮤니
티 시설 등의 역세권과 연계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  

                                                            
96
 横浜市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全体構想）,2012.11 

97
 7 가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초고령사회 및 장래의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할수 있는 집양형 도시구조 및 철도를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시가지 2.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저탄소형 도시만들기 3.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만들기 4. 지역특성이 있는 계획적,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마치즈꾸리, 5. 누구나 이동하기 쉬운 친환경적 

교통실현 6. 요코하마다운 수,녹환경의 실현과 도시매력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7. 자연재해에 강한 안전안심 마치즈꾸리 

[표 2‐8] 요코하마 생활거점 마스터플랜(전체구상) <横浜市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全体構想）,2012.11,p.36> 

 

개념 효과 시대 계획사례 
시간적 
컴팩트화 
(접근성향상) 

생활편리성 향상/ 
직주근접실현 

인구증가 
~정체기 

철도정비에 따른  
신역 설치 
‐역 광장 및 접근 도로정 
비  
‐ 지역 모빌리티 지속성 
확보 

공간적 
컴팩트화 
(컴팩트한입
지) 
 

에너지 효율 및 
탄소저감. 
재해시독립성향
상, 도시경영의 
효율화 

  시가지 확산 억제 
억주변 기능 집적 
재건축 촉진 
필요에 대응한 상업 
시설정 비 

본격적 
인구감소
기 

교외 주택지에 
저밀도화에 따른 
적정관리 및 활용 
교외부의 쇠퇴(감축, 
타운조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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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존의 역세권이란 관점보다 다소 광역적인 거리까지 역세권으로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렇
듯 역세권은 일상적인 생활의 주거 지역에까지 부족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주거지역과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하다. 

마쓰자와(松澤)는 위의 그림과 같이 역세권의 규모에 대하여 분류한 바 있다.98 그에 의하면, 3개층 구조
를 구성하는 「중심 역」은 번화 상가의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 시설이나 음식 시설이 존재
하고, 화려하게 눈에 띄는 여성적인 공간이라고 하 다. 그리고 「중간 역」은 중심 역을 둘러싸는 음주 

시설, 식사 시설 등이 입지해 남성적인 공간이다. 이는 점차 포르노 산업이나 집회 시설, 공원 등의 남녀 양
성의 다양한 일상 및 유흥 시설의 「주변 역」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3개층 구조로 이루어진 역
세권의 공간 분리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각 지역층에서의 상업의 종
류를 살펴보면, 「중심 역」공간에서는 대규모 소매점포들이 주로 입지한다. 그리고  「중간 역」에서는 슈퍼
나 중규모 사이즈의 상가가 위치하며 「주변 역」 생활기기 주변 용품점이나 편의점 등이 분포한다고 분석
하고 있다.99 이러한 도시의 3층 구조에 관한 분리는 역중심 공간에서 주거생활의 역으로 진행하는 과정적 

공간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들과 연계되는 상업 공간들의 차이가 이러한 권역 분리
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역세권의 정의는 거리 개념에서 점차 어떠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입점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
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권역의 정의는 미터라는 길이 측정단위로는 나누기 힘들다. 그 이유는 급
속한 경제 발전과 민간 회사에 의한 다양한 방법의 역세권 개발이 형성되면서, 지역에 따라 장소에 따라 권
역에 대한 스케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세권 주변 지역을 기능이나 생활의 양상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그 레이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분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을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에 따른 관점으로 역세권을 정의하면, 

지역에 따라 그 철도 역을 이용하는 이용 인구 

및 인구 특성에 의해 그 역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 및 시설 등의 배치가 달라지는 권역을 말
한다. 이러한 경우 절대적인 거리 상으로 일반
적인 역세권의 권역을 분리하는 것은 그 효과
가 적다. 오히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 인구와 주거지와의 관계에 따라 토지 이

                                                            
98
 松澤光雄：繁華街を歩く 東京編－繁華街の構造分析と特性研究－，綜合ユニコム，1986． 

99
 秋山孝正，奥嶋政嗣，北村隆一：交通行動データを用いた鉄道と買物に関する基礎的分析，交通学研究／2004 年

研究年報(通巻 48 号), 200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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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변화와 시설의 특성이 역세권의 권역을 논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  2.2.4.

그동안 일본의 역세권 개발은 한국 역세권 개발의 복합화, 입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
되어왔다. 하지만 버블 경제 붕괴 이후 하드웨어적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개선 사업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역세권 개발도 기존의 물리적 팽창과 독점 혹은 경쟁적 자본 유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변
화하는 일본 역세권의 역할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지역과의 관계에서 바뀌는 시설로서의 역세권의 기능
과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 관리 방안으로서의 역세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 역세권에서 이러한 지역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역세권 형성에 의한 상권구조의 형성과 첨예한 지역갈등의 경계공간 

첫째, 역세권은 상업 시설의 집적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역세권의 지역 관리는 주변재래상
권의 붕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다음의 그림은 역 공간과 주변 상권과의 분포 상황을 보
여준다. 주로 역 앞에는 대형 상권을 중심으로 역전 상점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배후 지역에는 구 시가지
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재래 상점가가 분포한다. 그리고 그 안쪽, 즉 주택가 주변에는 생활 필수품에 초
점을 맞춘 새로운 상업 집적 시설들이 분포한다. 즉, 재래 상점가는 역전 대형 상점가와 주택 내 중형 상점
가들에 둘러싸여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첫째로, 역세권 중심공간에 위치하는 역 앞 상점가는 도시의 철도가 만들어지고, 유동 인구가 역을 중심으
로 변하면서 형성된 공간이다. 100 

둘째, 역세권 중간 공간에 위치하는 중심 시가지의 상점가는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상점가이다. 

역세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마을과 마을의 연계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마을의 중심 공간에 위
치해 있었던 재래 상점가들이다. 그러나 기차의 도입과 함께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후면상권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서비스와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역학 관계를 갖게 되면서 점차 빈점포가 많아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창조적 활동의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지역 관리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지 근처에 새롭게 형성되어 온 생활형 쇼핑 센터는 도시 외
곽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물론 대도시의 경우에도 물론 주택가 주변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고 있다. 하지
만 여기서 언급하는 자동차를 타고 갈 정도의 큰 규모 쇼핑센터는 주로 도시외곽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발
생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이 급증하게 되었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주택들

                                                            
100

 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会社、日本建築学会、丸善株式会社、200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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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광활한 주차장을 보유한 쇼핑센터가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상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대규모 상업자가 많이 생겨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
자가 자동차에 타고 쇼핑을 가게 되는 소비 패턴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 필요하
게 되었지만, 종래 중심 시가지의 상점가나 역 앞 상점가에는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
한 기반 시설을 갖춘 편리한 도로변 쇼핑센터를 찾게 된 것이다.101 

결국 역세권의 이러한 세 가지 다른 레이어의 분포 속에서 상점가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재래 상점가가 역세권의 중심 공간에 가까울 경우 이러한 대형 상점과 재래 상점 간의 갈등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결국 재래 상점가가 어떻게 대형 상권들과 다른 개
성있는 운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라져가
는 재래 시장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소통되는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재
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관리 시스템의 역할이다. 

 

2) 근대 도시개발역사의 총체적 집합체로서 다층적 레이어의 형성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의 역세권의 시대상 가장 선진적인 도시계획제도를 시험해보고, 제안하는 도
시개발 역사의 총체적 집합체 다. 이는 개발의 이득과 자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역세권의 공간적 특성으로
서 복합화와 입체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이러한 복잡한 다층적 레이어는 현대 사회의 역세권이 반드시 풀어
야 하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소위 복합화와 입체화라고 부르는 역세권의 다층적 레이어의 형상 

이면에는 개발 논리에 의해 발생한 수많은 이익 집단과 지역 조직의 다변화라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
다. 곧 다층적 레이어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은 역 중
심공간에서 역 주변공간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 이러한 다층적 레이어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
공간을 수직 수평적으로 분절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필수적이다. 그리고 역세권의 기존의 논문들이 수
직화, 지하화, 입체화라는 수직적 공간의 특성으로 역세권을 바라보았다는 관점에서 달리하여, 역세권의 수
평적인 다층 레이어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3) 지역의 입구로서 반복적 유동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동의 거점창출 가능성 

역세권은 역 관리 기능, 지자체의 관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상점들의 커뮤니티 등 다양한 도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집적되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협동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러한 협동 관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
으로 역세권은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역세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역 단절의 문제 등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역세권을 교통 시설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평가해 그 관

                                                            
101

 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会社、日本建築学会、丸善株式会社、200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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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활동을 지역과 함께 해가는 것이 향후, 지역 관리에 중요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역세권은 주택가에 비해 많은 유동인구에 따른 파급효과 및 지역의 특징적 문화, 전통 등 그 지역특유의 

관광 자원들과 연계하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지이다. 아울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 전통적 

특성을 융합하여 창출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지역 활동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재생 기능을 창출하여, 역뿐만 아니라 배후지 도로 등의 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세권은 그 도시적 입지상으로 이미 많은 교통시설과 사람들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접근
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편리함을 활용하여 지역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교
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 및 주민, 그리
고 행정이 협력하여 구축하는 지역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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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관리 시스템과 지역적 공공공간 

 외국의 지역관리기법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2.3.1.

1) 지역조직의 성장과 지역관리기법의 발전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간, 도시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주민 주도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 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102 

이러한 지역관리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간의 갈등과 불
평등을 해소, 관리하기 위하여 컨설팅, 코디네이팅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BID나 국의 TCM이 이러한 지역 관리 기법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이 스
스로 조직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표 2‐9] 세계의 지역 관리 단체 및 지역 관리 지구 

                                                            
102

 김도년, 김성창, 송승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영국, 일본의 지역관리 

시스템 분석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08, p.213,   

  법규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역관리단체 지역관리지구 공공성 확보방안
미국  조닝규제 (1916, 뉴욕 시), DRI(주법) 

토지분할규제 

환경보호법에 의한 규제 등 

BID법(주법: Special District)  

○도시재개발공사(TIF: 

세수증대파이넌스) 

 

○HOA(Homeowners Association) 

: 행정과의 주택 환경 관리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저소득자나 사회적 

마이너리티, 쇠퇴 지역의 환경 

개선 

○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애리어 운영방법 

○ MSP ( 볼티모어) 

세제, 사회 문제(슬럼, 

도시주거책) 해결 

보조금(CDBG/1974~) 

TIF(Tax Increment Financing), BID,  

영국  도시농 촌 계획법(1991개정) 

PPG 

PPS6: 중심 시가지를 위한 

계획(2005) 

TCMBID의 법제화(2004)/ 

ATCM(BID법) 

 

○도시재생회사(URC/1000

~) 

○지역 개발 공사(RDA) 

○커뮤니티 담당 
부처HCA(Housing and 
Communitieis Agency) 

    지역개발공사(RDA,1999)/사
업평가, 보고금지원 

GapFunding, DT, TCM, BID등, 

통합, 재생 보조금(SRB, 2002), 

EU구조기금 

 

독일  건설법전(1998개정) 

B‐Plan, 건축 이용령(1986/1,000㎡ 

이상 규제) 

소매점령(교외점업종, 면적 

규제) 

상점 폐점법 개정(1996) 

○씨티 

매니지먼트(BCSD)BID 
주법제화 (2005). 

 

○도시 재개발 회사(시주체의 

유한회사) 

  GmBH:법정 재개발/ 

Stadtsanjerung) 

SM. CM.BID등 

도시 마케팅, 소매점 협회 

지원.  

 

프랑스  SRU법(2000:도시연계, 도시 

리뉴얼법) 

라파랑법(구 

로위에법(1973)개정:1996, 300㎡ 

이상의  점포허가제) 

SCOT(광역계획), PLU(도시계획 

로컬플랜),  

  ○상공회의소(파리시:지역경
제개발과 정비의 

공공협정.2004) 

○지역 혼합 경제 회사(SEM: 

도시 정비의 제3섹터회사) 

 

ZAC (재개발 지구 지정) 

CPA(파라시의 지역 재생 

사업) 등 

 

지방 자치 단체가 SEMAVIP에 

50% 이상 지분참여로 공공성 

공익성 유도(마스터플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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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에서는 아파트, 단독 주택지, 또는 혼합형 주택지의 경우 CID(common interest development)

라고 부르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의한 관리 조합인 HOA(Homeowners Association)가 조직된다. HOA는 수
장, 공원,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그린 스페이스 등의 풍부한 공용 공간(common Space)의 소유와 관리

라는 공간 관리 기능과 각주택 수선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이 컨트롤과 관련된 이해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이들은 편리성 향상 기능을 통해 다른 주택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 다. 그리고 행정과의 주택 환경 관
리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1960년대부터는 도로 등의 공공공간을 행정에게 이관하지 않
았다. 오히려. 주민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행정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지역 및 이용자들을 위한 매력적 주택지
의 개발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103 관리 조직은 주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규약이나 건축 규칙에 기반
하여 운 된다. 행정과 HOA와 개인 간의 관리 및 역할 분담은 도로의 경우는 소유가 HOA인지 행정인지에 

상관없다. 오직 유지, 관리는 행정의 책임이 된다. 다만 각각의 주택 수리, 개보수는 HOA가 규약을 기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HOA는 도로 위의 시설이나 공원 등의 관리 책임의 역할을 협의한다. 

그리고 행정의 시책과 연계하여 임대 제한, 용도 제한 등의 사적 권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는 커뮤니티 개발 법인이라는 의미로 저소득자나 사

회적 마이너리티, 쇠퇴 지역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업, 빌딩 건설과 개선, 지역 비지니스 지원 

등을 행한다. 특히, 주민이 중심이 되는 NPO가 주축이며 지역 경제의 약자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 개발 트

                                                            
103 （株）市浦ハウジング＆プランソニソグ,  水資源局、 エリアマネジメントシンポジウム,  国土交通省土地 主催、

2007.06.07 

이탈리아  푸카로쉬법(197: 토지, 건물규제), 

카랏소법(1985: 풍경, 경관) 

상업 기본법에 의한 

페루사니정령(상업기본법, 1971)  

  ○ 상업단체(상업조합)    150㎡ 이상은 협의(인구  만 

명 이상 시) 

PQU: 도시재생한정 

프로그램, PIR:통합, 재활성화 

프로그램) 

일본  마치즈꾸리 삼법 (2006)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도시계획법개정(1997)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개정(1998) 

○ URC(Urban redevelopment 

Corporation) : 도시 재생 관련 

정부 예산 배분, 기금 윤용 

관리, 계획 수립, 전문가 

파견, 주체 간 협의 

○ 정목적회사(PFI주식회사 등) 

다양한 ‘Area Management’ 

회사(비영리법인, 법인, 영리) 

  URC가 시행자로 참여하여 

이해 관계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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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닝,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위의 그림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의 지역 관리 조직 및 지구는 오일 쇼크 이후 도시 재생 정책
이 활발하 던 1985년~95년 사이에 가장 급속하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 15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관리 조직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
이 크게 도시 재생 사업 조직과 타운매니지먼트 조
직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 재생사업 조직
이 보다 행정과 긴밀하게 자금 및 세제 지원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달리 타운 매니지먼트 조직은 

장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지역 단체의 특성
이 드러나는 도시 재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보이는 도시
재생사업 조직과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이 융합된 

‘Area Management’를 중심으로 중심 시가지 재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 재생 조직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장소와 역을 기
반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조직이 결합되었다. 이는 개발 지구의 장소적 특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유럽, 미국 및 일본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업 자체의 지원이 아니라, 조직과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간접지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2)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는 특정 애리어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모은 부담금을 기반
으로 애리어을 운 하는 방법이다.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으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그 자금
을 직접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BID 제도의 주요 특성은 지구 개선을 위한 비용을 수익
자인 지구 내 부동산소유자들이 부담하고, 그 부담금을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다.  그 등장 배경은 상업 주
택 기능이 도심 중심부에서 교외로 이전되면서 시작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경
제 불황 등 지자체 재정 상황의 악화에서 청소 및 기반 정비 등의 행정서비스가 악화되기 시작하 다. 이로 

인해 중심부 치안도 악화되고 위생환경도 나빠졌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재원을 부담하면서 도심
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교외형 대형 쇼핑몰에 대항하여 중심부에도 유사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몰이나 주차
장 건설을 촉진하 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정비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결국, 중심부의 집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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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전략을 기획, 제안하는 조직과 재원을 지역 내부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104 

 미국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소한의 부분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수익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BID 제도의 조직 및 운  특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시행 주체는 주법
에 기초한 지역 내 발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공공 단체이다. 이들이 설립한 이후에 독립적인 NPO 등의 형
태로 주민 조직에 의해 운 된다.. 이러한 미국 BID의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의 패션지구를 들 수 있다. 

1880년대 대규모 유럽계 이민자들이 뉴욕에 정착하면서 저렴한 노동임금을 바탕으로 패션 상가들이 생
겨났다. 이들은 초창기에 맨해튼 남부 지역에 위치하 다가 점차 미드 타운 주변으로 옮겨갔다. 마침내 

1930년대 가먼트 디스트릭(Garment District)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뉴욕 패션 지구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제조업 퇴출 압력 및 경쟁력 상실을 가져왔다.105 이에 따라 정부는 뉴욕 패

션 지구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인 '가먼트 산업개발 기구(Garment 

                                                            
104

 Newyork City Homepage,  Neighborhood Development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http://www.nyc.gov/html/sbs/html/neighborhood_development/bid_directory.shtml 

105
 김경민, 김경민의 도시이야기‐10. 뉴욕패션지구의 탄생과 성장,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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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를 1984년에 설립하 다. 그리고 1987년에는 '가먼트 디스트릭트 특
화 지구(Special Garment Center District Zone)'를 설정하여 제조업으로 사용할 공간과 상업용 공간을 1대 

1 비율로 유지하도록 규제하 다. 1993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내 부동산 소유주, 상가세입
자, 주거세입자, 커뮤니티 이사회, 패션협회, 그리고 시정부 등 여러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26명이 '패션 센
터 경제 활성화 지구(Fashion Center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BID를 통
해 구역 내 패션 제조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유지하 다. 이는 제작, 생산, 판매의 유통 과정을 보호하고 

지역 내 창의성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뉴욕 패션 지구를 차별화시킬 수 있었
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들은 오피스나 상업 시설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차원
으로 지역 내 미개발 공간에 대한 개발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BID부담금을 지불하고, 다시 지역 개발로 환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BID는 특정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 주민, 사업자 등의 협의를 거쳐 지구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
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는다(일반적으로 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BID가 설립되

면 BID의 운 은 지역 주도가 된다. 그 후에 토지 소유자 중심의 이사회를 의사 결정기관으로 하는 NPO 등 

단체에 의해 행해진다. BID의 활동 자금은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된 부담금이다. 그 징
수사무는 시정부가 대행한다. 특이한 사항은 BID의 지역 설정인데, 이러한 지역 설정은 토지 소유자 및 소매 

사업자들이 결정한다. 토지 소유자들의 대지와 접촉해야만 하며, 공공 시설이나 기타 면세 시설이 없어야 한
다. 아울러 빈토지나 빈점포, 빈사무소 등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부담과 수익이 일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BID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뉴욕 시의 BID 지출내역(2004)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 및 유지 관리(22%)와 경비 서비스(25%)가 약 50% 정도
를 차지한다. 즉, 미국의 BID는 쇠퇴된 중심 시가지 중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빈 공

[표 2‐10] 미국,영국, 일본의 지역관리 시스템  <국토교통성 내부발표자료, 中心市街地の機能のあり方  참고> 

지역관리 유형  지역관리 내용 

청소 및 유지관리사업  쓰레기 수집, 낙서 제거, 식재 관리, 공공공간의 유지 관리 

경비사업  제복을 착용한 경비원 배치, 패트롤 실시. 

마케팅사업  이벤트나 캠페인의 기획, 실시, 지역신문 발행, 광고 활동 

기업유도 및 인수  독자적 시장조사, 기업에 인센티브 기여 등 

공공공간에 대한 규제  노상판매, 공연, 스트릿 퍼니처 설치, 유통시설 관계 교통규제 

주차장 및 교통 매니지먼트  공공주차장 관리, 공공교통의 대합소 등의 유지관리 등 

도시디자인 관리  지구 내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펀드 개선의 유지 등 

사회사업  홈리스 구제사업, 직업훈련 실시, 청소년관련사업 실시 

구상, 전략의 책정  지구 전체의 전략계획의 책정 등 

기반 정비 사업  가로등, 스트릿 퍼니처, 식재 등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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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활용 역시 주변 소유자에 의해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 공간이나 유휴
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관리 기법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례 중 BID와 비슷한 사례로 오사카의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를 들 수 있다. 오사카의 OBP 개발 

협의회와 같이 100% 토지소유자 부담금에 의해 실시운 되는 애리어매니지먼트는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케
이스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금 규모, 활동 내용, 모티베이션 등을 고려하 을 때 미국의 BID와 가장 근접한 

케이스이다.106 시오도매시오싸이트 타운 매니지먼트는 BID제도 도입을 검토하 다. 그러나 현행 세법으로
는 애리어매니지먼트 활동 자금에 특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BID 제도를 통해 민간의 발의를 전제로 해서 생활과 밀접한 작업 사
업들을 실천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지 관리를 지속해나가고 있음을 말
한다. 주차장, 공공공간의 유지 관리를 통해서 자발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소를 활용한 이벤트나 경비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속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쓰는 단순한 사용자의 입지가 아닌, 지구 계획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을 직접 책정하여 향을 줄 수 있는 계획된 창조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3) 지역관리의 관민 협력체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러한 지역관리 체계의 발전의 배경에는 도시 재생 기구와의 협력 관계가 있다. 즉, 도시 재생 조직이 발
전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조직들과 연계한 관민협력체계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지역 조직을 체
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공공에 배포하고 있다. 그 

사례로 국의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Consultation 

Document]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의 사회 개발청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t)에서 도시 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 정책을 위하여 구축한 컨설팅 자료이다. 이들은 장소와 지역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교육이나, 건강 등의 복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이용성의 불평등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 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발휘하고, 지역과 커뮤니티간 사회 경제적 차이(Socio-economic gaps)를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다.107   

                                                            
106

 財団法人大阪湾ベイエリア開発推進機構 , ＢＩＤ制度等に着目した新たな地域活性化手法に関する調査（概要）,  

2006, 自主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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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제안하는 네 가지 정책 목적(Policy 

Objective)은 1)장소 기반의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것, 

2)마을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3)수요가 있
는 지역과, 기회가 있는 지역 간 연결을 증진하는것, 

4)더욱 응집되고 연계된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목적(Enabling Objective)는 1)잠재적 도시재생
을 최대화하고, 증거기반의 정책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것. 2) 혁신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발전에 유용한 자원을 최
대화하는 것. 3)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발전에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실천가들을 육성하는 것, 4)효율적인 

자발적 참여(Efficient voluntary)와 커뮤니티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2.3.2.

제도 현황 

1) 한국의 도시 재개발과 공공공간의 조성 과정 

한국에서는 기성 시가지 특히 도심부 토지의 고도 이용과 정비를 위하여 재개발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다. 도시 재개발법(1976)은 1965년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불량 지구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출발하 다. 이후 1971년 도시 계획법 내에 조항으로 도
심 재개발법을 삽입하여 시행 요건, 관리 처분 계획, 청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 입법화하 다. 그리
고 1976년도에 도시 계획법 속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 조항과 불량 주택 재개발을 모아 도시 재개발법으로 

독립시켜 제정하 다. 그리고 70년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지권자, 건설업자와 투자가들의 투기적 

이익을 올리는 행정적으로 후원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공공 사업인데도 공공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 이익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공사
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합은 공익적 이익이라기보다는 개발 이익을 관계자가 나누기 위한 조직이
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지역 관리와 관계없이 개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이익 단체이
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일차적으로 도시의 커뮤니티 부재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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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되었다가 투기
적 이익이 사라지면 조직 또한 유명무실해지게 된 것이다. 한번 생긴 조직은 차후 생긴 조직에 대하여 우선
권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후 다른 의도, 예를 들어 버려지는 상점가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 재생 협의회들이 

새롭게 생긴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발 주의의 조직과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지속적인 마치즈꾸리를 

통해 통합적 조직체계인 ‘Area Management’를 조성하여 다차적 조직 간의 협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시 계획 시설 사업에 의한 공공공간의 조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공공간에 대한 계획과 사업 시행 과정이다. 

이와 같은 개별 시설의 조성은 각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행한다.108 이러한 도시 관리 계획 절차는 실제 

그 공공공간과 지역을 잘 모르는 행정 담당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획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수요나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시 계획 시설의 조성 단계를 살펴보면, 조성 계획 단계-실시 계획 단계-사업 시행 단계의 세 가지
를 거친다. 하지만 공사를 완료한 사업 시행 단계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현황이다. 공공공간의 

특성은 만들어지는 조성 계 획단계에서부터 그 사용자의 특성 및 수요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
러 실제적인 공공공간의 조성은 사업 시행 단계 이후에 벌어지는 주민의 활용과 이용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나 광장, 녹지 등 공공이 소유한 대부분의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 실행이 각 단계별로 각종 

심의나 공청회 등의 세부 시행 절차 없이 관련 부서의 검토만을 거쳐 시행된다. 특히 도시 계획 시설 중 공
원이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시의 예산 편성시 해당 공원의 조성이 확정되고, 소요 예산이 마련되면 조
성계획과 실시계획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이때 단계별로, 환경, 교통, 재해 향 평가, 공원 위원 회심의 

등 각종 심의와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 시행과 여러 번에 걸친 

주민 의견 반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있다. 109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 하는가에 있다. 주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의 경우 그 특
                                                            
108

 이상민외, 도시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12 

109
 이상민외, 도시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12, p. 32 

[표 2‐11]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유형 

목표  제도  상세내용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 

토지 수용 [토지 수용법‐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강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협의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무상양도  기부 채납과 유사하나 상호 간의 협의나 조건 없이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토지주 및 민간 사업 시행자가 국유 재산법에 의해 사유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기부하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보상차원의 조건부 기부채납과, 포상 차원의 
비조건부기부채납이있다.  규제완화, 인센티브수단으로공공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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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양식과 피드백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 오직 ‘만든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아
직까지는 이러한 주민 의견의 수렴이 수동적이며, 모든 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설명회나 공청
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나게 된다. 다만 그 의견의 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조
차 불분명한 현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이후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웹 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아울러 몇 회에 걸쳐 피드백과 개선안에 대하여 주
민 공청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과 일본의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현재 도시 및 건축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조성 및 관리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공공공간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법규를 검토해보았다. 문제는 공공공간의 경우는 그 관련 조직 

및 업무가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종류의 공원이라도 그 목적이나 규모, 기능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원이나 녹지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는 그 기능이 

주변 상황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분류에 따른 공공공간의 관리는 획일
적이고, 시기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실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①. 한국의 공공 관리자 제도와 일본의 지정 관리자 제도 

서울시는 정비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민 혹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분
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 다. 2009년 7월 1일에 전면 도입을 발표한  [공
공관리자제도]는 공사비 절감, 사업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공공 관리자인 구청장이나 

SH공사, LH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비용만을 부담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 내 484개 정비구역 중 68%에 해당하는 329개 구역에 적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건축과 도시 계획 및 지역 전반에 걸쳐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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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몇 가지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110  그 첫 번째는 

충분한 검토의 부족으로 인해 정작 공공
의 역할이 필요한 세입자 보상 문제 처리
나, 철거, 주민이나 조합원의 실질적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한 부분이 충분히 반 되
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의 핵
심은 주민 또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 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의 개입으로 과
연 주민의 자율적 의견수렴이 어떻게 보
장될 수 있는지 그 방법적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립적인 지역 주민의 협의회가 성숙되지 않
은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조합원의 단발적 구성에 의해 행정 주도적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구성 및 구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기존의 경쟁 입찰을 삭제하고, 선정 방법 및 지원 방식 등을 모두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정비사업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고, 자유로운 조합원의 의사
반 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 관리자가 단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또는 협상하여 지역과 연계가 있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비 구역의 추진 위원회 승인 이전까지 소요되는 공공관리 비용을 서울시와 해당 구청
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초기 소요 비용을 지급한 후,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추진 

위원회로부터 비용 부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그 시행 주체가 조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건설 업체가 향후 시공권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종래의 관례 다. 이 경우 정비 사업이 사업성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목적에 있어 공공
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시행자로서 

개발 행위를 위한 계획 수립을 대행하거나 제3자를 위한 시설이 만들게 된다면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피
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위의 협상 조정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및 민간의 삼자구도로 되어있다. 

여기서 민간이란 의미는 주로 사업자를 지칭할 뿐 지역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다. 

이는 결국 프로젝트 별 단타적 협상으로 끝나버릴 뿐 지역적 차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없는 구조이다. 오히
                                                            
110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슈진단, 공공관리자제도도입‐‘공공만능주의’한계 탈피해야 ,건설저널,  2009.12,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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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주민과의 타협과 이해라는 중요한 책임을 공공 건축가 등의 전문가들에게 이양시
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의 협상 조정 협의회
의 민간 부분의 구도를 넓히고 포괄적인 참여로의 이행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이와 같이, 한국의 공공 관리자 제도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방안이나 관
계자들 간의 역할 분담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는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公)에서 갖게 될 권한(선정방법, 지원
방식,)의 투명화, 그리고 민간에서 갖게 될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철거책임 등), 조합원과의 원활
한 의사 소통 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율(共),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을 오픈하 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서와 회계 감사 보고, 월별 조합비 지출 결과와 

설계 변경 내역 등 15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한 재개발 정보의 공유를 위해 대안을 마련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범재개발지역들111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추진위원회구성이 어떠한 멤버들
로 되어있는지, 공지사항이나 구체적인 정보공유에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단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다. 그 운 과 교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 공유의 시스
템을 구축만 해놓을 뿐 중요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다양한 도시 주체자들이 함께 참여하
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부족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는 추진 위원회와 공공 관리자, 그리고 용역업체들 간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반 시설 설치를 최대한 기피할 수밖에 없다. 기
반 시설의 설치 대부분을 사업 구역 내 기부 채납에 의존한다면 개발 이익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공공시설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 자체가 어렵다.112 특히 역세권의 경우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편의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들이 많이 필요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역세권 개발에서 주변 상인들의 조합과 공공관리자의 

관계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 예정지 던 역세권의 주변 상인들은 오랜 재개발 약속에 지
쳐 개발이라는 기대 하나로 버텨온 오래된 소형 상가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비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처사일 것이다. 특히 현재는 역세권 개발이 더 이상 큰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경제불황의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일본의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공적 자
금의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111

   서울시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service/cleanup/cleanup‐

view.action?returnUrl=publicExmplBsns&pageNo=2 

112
  이명훈 외 4 인,  [특집]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도시정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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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의 주체 및 구성 

구분  주체  현행 공공관리자제도 
사업관리  민간  민간(조합)  공공관리(구청장, SH공사, 주공 등) 

정비업 체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형식적선정 정비구역지정시구청장이 직접 선정 

설계자1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내정업체선정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공공 관리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정선정

설계자2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내정업체선정 설계자(2) 선정배제
철거업체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내정업체 선정  ‐시공자가 철거 업무를 수행토록 함 

‐조합의철거업체선정배제 

시공자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형식적 절차로 내정업체 
선정 

‐사업시행인가 후로 선정시기 조정 
‐공공관리자의선정지침에 따라 조합선정 

사업기간    평균8년  평균6년
주민분담  주민 분담  ‐조합설립용 동의서 받을 때  

‐ 사업비 및 분담내역 제시 불가 
* 관리처분단계에서 분담내역확인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비 추산역 및 분담금 내역산정 
‐조합설립동의서 받을 때부터 제시 

정보공개    7개 법규 항목에 대해 목록과 개략적인 사항만 
공개 

‐15개 항목(8개항목 추가)에 대한 세부적 상세내역 공개 

표준서(매뉴얼)    없음  ‐정비사업의단계별, 관계자별 점검사항 등  표준매뉴얼개발

한편, 한국의 공공관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건물의 경우 적용되는 일본의 지정 관리자 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2003년에 지방자치법 제244조 2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지방 자치체가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
했던 공공시설(公の施設)을 법인 이외의 단체로 지방자치체가 지정하는 자(지정관리자)에게 공공시설의 관
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주민 서비스 향상과 예산 절감이다. 이
는 지금까지 공공단체가 해 왔던 서비스를 민간 단체에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증가되었다는 것과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도입되었다.113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23구 내의 생애 학습 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곳은 치요다구, 미나토구, 신주쿠구 등의 11구이다. 이들은 경비 삭감과 효율적 운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요구에 대응한 사업전개의 가능성, 서비스 향상, 이용자의 증가 등이 있다. 하지만, 위
탁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어려우며 이익 확보와 서비스 향상이 모순되고 있다는 점, 행정과 지정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14 

 

②. 한국의 사전협상 및 공공 기여 제도와 일본의 공공공헌(지역공헌)평가기준(公共貢献評価基準) 

서울시는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가 큰 토지에 대하여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
정 부분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함께 만
들어가는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를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

                                                            
113

  地域協働型マネジメント研究会編著, 『指定管理者制度ハンドブック』ぎょうせい，2004 年，p.12.  

114
 社全協東京 23 区支部｢東京 23 区の生涯学習･社会教育をめぐる動向｣第 50 回社会教育研究全国集会報告レジュメ, 

2010.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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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개발 계획 사전 협의 운  지침” 115에 따르면, 사전협의는 제안된 개발의 성격과 

규모, 공공의 적극적인 개발 계획 및 공공 기여 계획 관리 필요에 따라 “협의” 대상과 “협상” 대상으로 이원
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만㎡ 이상의 시설 이전지, 유휴 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1만㎡ 이하의 부지이면서,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
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는 가이드 라인 검토, 타당성 평가단, 협상조정협의회 등 사
전 “협상” 절차를 통해 관리한다고 되어있다. 이 중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 도로의 

교차지,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고
밀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역세권 등이 이러한 사전 협의 제도의 주요 대상지이다. 

2011년 서울시 도시 계획국에서는 철도 역사 복합 개발 사전 협상시 공공기여 기준을 조정하 다. 기존에 

토지주 던 공공기여의 주체를 사업자로 전환하 다. 역사 내 수익 시설의 50%를 ‘철도시설 활성화와 이용
객 증진을 위한 시설’로 보아 공공기여 토지비율에서 차감 적용하 다. 그후 이는 기존의 복합화 20%를 역
사 복합 개발의 10%로 조정·운 하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표 2‐13] 공공기여 기준조정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시 

공공기여기준, 2011> 

공공기여의 주체  토지주  사업자
공공기여토지비율(기준대지면적상비율)  시설 복합화 20% 복합역사개발10%

총 공공 기여량 산정  공공기여 대상 토지의가액 공공기여대상토지의 사용료 

공공 기여의 종류  기반 시설 등 기부 채납 
(공공시설 10~15% 설치)

기반 시설 등 무상 사용 
(공공/공익시설탄력운영) 

※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복합역사개발시는 용도지역 변경에따른공공기여율을합산하여적용

그러나 사업자 상황에 따라 (공공/공익시설 탄력운 )이라는 부분은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익시설이다. 이
러한 특성이 여전히 사업을 위한 수익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공공, 공익시설의 정의 

및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정하고 있는 공공 기여의 종류에서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 시설 설치, 무상 사용을 인정
하여 공공 보행 통로, 단지 내 공원, 공공목적 데크 설치 등 공개 공간 조성도 좋은 개발 유도 차원에서 사안
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항목은 공공기여라는 목표로 공공보행과의 연계성이란 측
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조건 데크나 공공보
행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절을 연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쪽에 치우
친 개발을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 기여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취지
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가이드 라인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계획이 중심이 된다. 아울
러 장소성과 지역의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개발하는 사업이 주변 커뮤니티에 미칠 

향이나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공간인지 등의 평가 항목이 없는 상황이다. 

                                                            
115

 서울시, 서울시 개발계획 사전협의 운영지침 , 서울시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3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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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시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표 2‐14] 사전 협상의 세부 지침 및 검토 내용 

 

한편, 일본의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공헌 활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지정한 사례(ex. 후쿠시마현)가 있다.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점포면적 6,000㎡ 이상의 특정 대규모 소매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비례
하여 지역에 대한 공헌도도 높아지게 하 다. 이와 같은 지역 마치즈꾸리와의 연계 속에서 활동을 지원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 수단 확보나 주차 대리 서비스, 대
중 교통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공교통을 타고 온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 같은 혜택, 주변보행자를 위해
서 사업부지의 일부를 보행공간으로 내어주는 것, 지역의 교통안전운동 등에 동참하기 등이 있다.116  

이처럼 일본의 지역 공헌을 위한 평가 항목이나 가이드 라인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단순히 총체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시설의 특성 및 커뮤니티의 유형을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지역의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116

 福島県、地域貢献活動ガイドライン、2006 

구 분 
가이드라인/타당성 평가 
(항목별 check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지침마련)

건축‧교통 등 인허가 
(세부설계내용 검토 조정) 

도시 계획 

도시 계획 체계 정합성  √ 

도시 계획 변경 

 

상위 계획 정합성  √ 

시기적 적정성  √ 

부지 단위 검토 적정성  √ 

토지 이력 적정성  √ 

규모, 높이 계획 적정성  √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용도배 분 적정성  √  용도배분계획

건 축  배치‧매스‧동선처리 방향  √  배치‧매스‧동선계획 세부건축‧디자인계획 

교 통  

교통‧보행 처리방향  √  주차장설치, 진출입계획

세부 교통영향개선계획 교통영향성 검토  √  기반시설개선계획

보행처리‧대중교통연계계획

환경 
경관  
에너지 

생태면적률 확보 여부  √ 

세부 환경‧경관‧에너지 계획 

비오톱 기준 충족 여부  √ 

일조영향 여부  √  일조영향저감계획

경관상 고려사항  √  경관영향대응계획

녹지네트워크연결계획

바람및미기후대응계획

에너지저감계획

도시안전  도시안전 영향 여부   √  홍수‧산사태‧물순환대응계획 세부안전 대응계획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충족  여부  √  총공공기여량결정

 공공기여 내용의 적정성   √  용도‧규모‧위치계획

실현성  기본 재무타당성 확보 여부  √  사업성검토결과

의견수렴  주민의견 확인  √ 주민협의체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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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③. 한국의 개발 이익 환수로서의 기반 시설의 기부 채납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초기는 자발적인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도 수단으로서 출발하 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정착되고 난 이후에는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기부 채납에 따른 보상과 규제적 조건에 따른 포상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센티브 제도이다. 

즉, 물리적 인센티브를 유도하면서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계획하기보다는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를 중심으
로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많은 도시 공간의 수요에 적응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공공공간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기반 시설 용지 기부 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은 1998년 서울시 주택 재
개발 기본 계획에서 계획 용적률117 개념과 함께 등장했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미국의 조닝조례
(Incentive zoning, 1961)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는 개발자가 계획적으로 공공적 어메니티를 조성하는 경
우 보너스로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은 민간과 공공의 공간에 대한 거래
를 통한 공공성 확보의 방법이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재개발로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현상 등의 부정적 향을 도로나 공원 용지와 같은 기반 시설 기부 채납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의 기부채납은 곧, 재개발로 인한 밀도 증가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하를 민간이 분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공은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118함으로써 민간
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민·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용적율 할증 비율의 적정성과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분담의 공평
성의 문제로 사업 주체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 큰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 공공공간을 기부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공공공간이 과
연 공공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가치가 있는 장소인지, 적절한 사이즈와 형태를 갖고 있는지 등을 체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 유도하는 인센티브의 목적
이 잘못 변질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마지못해 공공기여의 항목들에 맞추려는 방향
으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
히 용적률로 한정되어 있는 물리적 인센티브의 한계는 수요에 맞지 않는 고층 빌딩들을 양산하여 공실률을 

                                                            
117

 계획 용적률은 공공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구역에 대한 용적률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부지확보 

차이에 따른 정비구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 

118
 공공시설부담률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며(지구에 따라 약 10%에서 30% 사이), 지정된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개발계획안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공공시설 부담률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제공전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산식에 의해 

개발규모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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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양적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지역공공성에 실효성이 있는 인센티브
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공간의 경우, 기부하여 양산한다고 해서 그곳이 공공성을 획득하고 잘 활용된
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공공공간인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에서 제안한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한 도시 개발의 공공성 증진119 보고서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관리에서 상위 도시 계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도시 관리 목표에의 부합성에 기반한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증진하고자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 협상제에서 다루는 계획요소들과 대규모 부
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전 협상 과정에 

따른 검토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다. 아울러 공공기여 종류를 물리적 총량뿐 아니라, 기여 가능한 공
공시설 및 사업 등으로 확장시킨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물리적
인 계획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를 공공공간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갖는다.  

 

[표 2‐15] 사전협상에서 다루는 계획요소 <참고: 시정개발연구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 p. 61> 

사전협상과정  검토사항    계획 관리요소 

사전타당성 평가  정합성  상위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예비협상 & 
본협상 

도시관리계획변경 범위  용도지역/ 지구/ 구역도시계획시설
개발계획  용도  개발의주용도지정/권장/불허/허용용도 

개발규모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
개발의부영향저감방안 교통시설확충, 경관과상충시개발규모 검토 

건축계획  건축물배치 건축배치, 건축선, 연결통로/지하철출입구/ 주차장, 이격거리 

건축물형태 건축형태, 입면차폐도, 건물수
대상지 내 주변교통처리  교통처리개선 차량동선체계 차량진출입로 완화차로설치 드롭존설치 

주차대수
보행계획  보행자동선체계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보행시설계획 주변 

시설과의연계
공공공지및공개공지 공공공지공원및녹지, 민간공지(공개공지, 광장, 지하공간)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 총량  증가도는개발연면적을 토지가액으로 환산한 감정평가액의 일정비율 
적용

공공기여 종류  개발부지 및 동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가능시설 선정 
개발 및 부영향저감, 건축물질제고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기부채납), 
지역사회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시설] 및 사업(기부채납) 
공공성을확보하거나전략적활용을위한 [공여시설]‐민간소유시설

시설별규모 인정기준(설치비용)에대한서울시지침에  의한 결정 

기여방식 토지기부채납/ 건축물내설치제공시설 기부채납 

이행담보방안  기부약정서체결/ 미이행시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 집행/ 도시관리계획 
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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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개발연구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증진방안 연구, 2011.02 

http://opengov.seoul.go.kr/public/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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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에서 다루는 계획요소 <참고: 시정개발연구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 p. 71 

분류 세분류 평가 내용 

도시관
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상위계획 및 
도시관리 목표 
부합 여부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경관 계획 등 대상지와 직접 관련된 규정 인용 
서울시 수립 법정 비법정 계획 중 대상지와 관련된 규정 인용 
자치구 수립 법정 비법정계획중대상지와관련된규정인용

협상 적시성  대상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는가? 
대상지를 포함한 계획이 수립 중인가? 대상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계획 또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대상지에 대한 공공의 매입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있는가? 
대상지 개발계 획이 제시하는도입용도의수요는충분한가?

부지단위 변경 
적정성 

대상지는 일정 폭이 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독립적 필지인가? 
독립적 필지가 아닌 경우, 대상지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한 일체적 용도 지역 변경 또는 개발이 바람직한가? 대상지의 
용도지 역을 변경할 경우 주변 용도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가? 대상지 도시 관리 계획변 경에 앞서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는가.

기타 편익  대상지 개발을 통한 신규 창출되는 고용 증가는? 경제적 생산 증가 또는 산업 연계 시너지 기대 가능한가?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상  중심지를 육성할 수 있는가? 대상지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이 토지이용을 고도화 할 수 있는가? 
해당지 역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가? 기존의 용도 기능 상충을 저감 해소할 수 있는가? 노후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이나 용량증 가가 필요한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통해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거나 확장 
가능한가? 대상지 이용도가 낮고 기정 도시 계획 시설을 유지할 경우 정상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가? 대상지 도시계 
획 시설을 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대상지 도시 계획 시설을 매입할 필요성, 계획, 가능성이 있는가? 법제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용도지역등이함께조정되었다면이전용도지등은무엇인가? 

개발계
획의 

타당성
검토 

용도  대상지 개발 제안의 용도 간 상충은 없는가? 

개발규모  용도 지역상 용적률 및 건폐율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가? 
높이, 폭원 등 규제가 필요한가?

지구단위계획(특별
계획구역,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항목검토) 

구역계, 획지 계획, 용적률, 건폐율, 친환경, 시행방법, 용도, 높이, 보행계획, 건축물 배치 및 구성, 건축물 형태, 
공공시설확보 및 조정, 기타 

공공기
여  타
당성  

검토 

부지 내 도로 공지 
등 공공시설의 
적정성 

대상지 일부를 제공하여 신설 확장하는 도로, 공지 등 공공시설의위치 및 면적은 적절한가?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어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총량  공공기여 총량은 부담기준및협상재량범위안에서개발자의제공비용및개발이익에 비추어 적절한가.  

공공기여 종류선정  서울시 입장에서 대상지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개발자가 제안한 공공기여 중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관리청은 운영 관리를 위한재원을조달할수있는가.

기여 방식  대상지의 동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확보가 필요한가. 
대상지 내 별도부지를 구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대상지 내 건물의 일부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한가.

위치, 규모, 접근, 
관리 

공공기여의 위치 및  규모는 적절한가/ 공공기여시설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가./ 관리청이 
공공기여시설을 효과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한선행조치는적절한가

이행담보방안  대상지 예상지가개발시 평균분양가, 공사비, 공공기여시설종류 등을 고려 시, 공공기여량 산정은 객관적이고 적절한가? 
공공기여별 설치 제공시점은 적절한가?  
공공기여시설 제공을 담보하기위한추가조치가필요한가?

 

 

 

④.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율 이양제도  

개발 이익 환수로서의 기부 채납이 조건부로 작용하는 보상차원의 방법이라면,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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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공기여 항목들을 준수하 을 때 무조건적으로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120 

지구 단위 계획에서의 인센티브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 뉴욕 시 조례상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의 경우 1982년부터 도입된 건축법상 도시 설계와 1991년에 도입된 도시 계획법 상의 상세 계획에서 인센
티브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여 항목들의 준수시 용적률과 건폐율, 사선제한 완화 등 건축물의 

밀도를 상승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수법은 2000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와 같이 정착되었다.121 즉, 지구 단위 계획에서의 인센티브는 민간 개발이 공공에 기여(공공시설제공, 가로
경관 증진, 보행환경 증진, 친환경요소 도입 등)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지침을 준수할 

경우, 일정 범위의 건축 기준(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하거나 세제 감면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122 

건축물에 일정한 공간을 공공에 환원시키도록 유도하는 한국의 공개공지 제도는 인센티브라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 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개공지란 

‘원래 사유지 으나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써 시민 대중이 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장소’를 의미123

한다. 이는 건물의 소유주의 사익만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갖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이다. 

1991년 건축법 개정시에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후 수 차례 다듬어 현재에 이르 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건축 행위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 43조에 의거 개개의 대지에 의무적으로 휴
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강제 의무 규정이다. 현행의 공개 공지 제도는 1991년 5월 건축법이 도입된 

이후 20여 년 가까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공지의 양적 확보에만 유효할 뿐 그 구체적 활용 방
안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시설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이 해
당된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을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99년).  

이러한 공개 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존 적용 용적률의 1.2배, 적용 높이 기준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재산권의 보호와 공공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이행하기 위한 장
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이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개공지의 질적 개선과는 상관없이 인센

                                                            
120

 정영화, 민간개발사업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 협의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20 

121
 장재영,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 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Vol 42.2007.10 

122
 정영화, 민간개발사업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 협의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3
 정석, “공개공지와 도시소공원”, 도시문제 제 31 권 (통권 335 호), 19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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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양적 확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개공지의 형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서울시 건축 조례(제22조 2항)에서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
장 넓은 도로변(한 면의 1.4 이상 접할 것)에는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

㎡ 이상이며 최소폭은 5m 이상, 분할 설치시 2개소 이내,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유효높이가 6m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을 마련하 다. 이는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가로 환경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
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역시 규모의 제한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누가, 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의 근원적인 한계는 물리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인 혜택에 치중한 인센티
브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가에 있다. 첫째로는 물리적 공공시설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역의 공공성이 증
진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물리적 공공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무
조건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만들게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양적으로 증가하
는 빈 공공시설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용적률, 건폐율, 

사선 제한과 같은 물리적인 인센티브의 혜택은 급격한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매력적인 유도요인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공실이 늘어나는 경제 불황의 도심이나 구도심과 같은 공간
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그리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심중에서 고밀 빌딩군 속에 섞여있는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적용의 

한계로 효율적인 고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특정 행정청이 대상지구를 지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권리자가 합의를 하면 지구 내 

대지 미이용용적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용적율적용구역제도]가 창설되었다.124 이는 문화재와 같은 

역사적 건물, 혹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용적률을 지구내 다른 대지 쪽에 이전하는 시스템
으로 동경역 역세권에 적용된 바 있다. 

                                                            
124

   2002 년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약  120ha 를  대상으로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복원,  문화적  환경  유지  향상을 

추구하고, 질 높은 업무기능 개선, 상업 및 문화기능의 집적을 통한 지구전체의 고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용적율적용지역제도(현, 특별용적율적용지구제도)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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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공간 및 공공공지의 관리를 위한 제도 

①. 한국의 공공공간 관리를 위한 제도 

한국에서는 ‘거리’의 사용은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역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한여부가 다르며, 보도와 차도에서 어떤 행위를 하
느냐에 따라 허가 주체가 달라진다. 무대 설치 및 각종 장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나 인도를 사용할 경우, 

그 장소를 점용(도로점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에 따라서는 ‘도로 구 점용’혹은 ‘도로 

일시 점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국도의 경우 국토해양부, 지방 또는 도나 특별 자치도, 

고속 국도나 지방도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다. 도시의 소규모 거리의 경우는 대체로 구청 건설 관
리과나 도시 교통과 등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단체가 이
를 이해하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접근하기 쉬운 규제의 완
화가 필요하다.  

 

②. 한국의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예약 시스템125을 오픈하 다. 이를 통해 서울 소재의 시민 

단체, 직장, 학교에 다니는 시민에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 회관이나 주민 센터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곧, 공공공간을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 단체나 비 리 단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서들과
의 연계가 사실상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기능별로 분리된 부
서에서 이를 상담,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③. 일본의 공공공간 관리를 위한 제도 

한편, 일본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은 크게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여 관리하는 

공공 시설과 민간 시설 내 오픈 스페이스 등이 있다. 공공시설 중에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은 상위의 관리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법에 기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해 허가 수속 및 과금 징수, 허가된 이용 

형태에 관한 규정 등이 지정될 수 있다. 도로에서는 도로 교통법에 기반한 경찰 허가도 필요하다. 일본에서
는 공공 시설이라도 상위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만으로 이용 관리가 가능한 시설 

형태로 광장(다목적 광장)이 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공지를 광장으로 도시 계획을 결정
하고, 정비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통합 설계 제도나 특정 지구에 기반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용 기준이 

조례(条例)나 요강(要綱）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용 관리에 대해서는 각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법 이
외에도, 식사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이나 수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는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에
도 전부 해당된다.126  

                                                            
125

 서울시 공공시설 유휴공간개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Yeyak.seoul.go.kr 

126
 篠原 修外、都市づくりパブリックデザインセンター、公共空間の活用と賑わいまちづくり、 学芸出版社、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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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종합설계허가취급요항에서는 공개공지 내에서 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 건조물을 놓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다. 아울러 제3자가 무상으로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에 개방하여 도보, 식재, 광장, 

공원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광고물 등 점용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일시적
인 점유하는 이벤트와 같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위,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 및 기타 공공공익
에 기여하는 행위는 신청에 의해 승인되며 공개공지의 사용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자본과 상업
에 의해 컨트롤되었던 공공공간을 상업 공간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공간을 불특
정 다수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④. 일본의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 

이러한 공공공지와 공개 공지를 지역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나고야, 히로시마, 요코하마, 치바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한 오픈 카페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 다. 일본의 국토교통성도로국
에서는 1998년도부터 공모에 의해 도로의 사회 실험을 실시하 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활
동들이 정리되어 1999년 4년 3월 [노상이벤트에 있어서의 도로점용의 좋은 사례 소개]를 통하여 전국 각지
의 오픈 카페 및 노상이벤트 활용 현황과 점용 허가의 실태를 소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 주체를 대상
으로 한 [길을 활용한 지역활동원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여기서는 지역 활동의 실시 조직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공공성, 공익성의 배려와 지역에서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 다. 

이러한 유도 방침으로는 지역 활동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허가 방침을 제안하 다. 이는 도로 점용 허가, 도
로 사용 허가, 식품 업 허가 등이다.127 

이처럼 오픈 카페 및 노상 이벤트를 통해 공공의 자산인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는 공공시설을 개인, 혹은 특정단체의 필요에 의해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적시설등의 부담금] 128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공공공간을 모두의 자
산으로 인식하게 한다. 아울러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국가에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공적 책임을 갖고 

공공시설을 사용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긴 하지만, 관리 책임자가 지방 공공 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요구된다. 그 조건이란 이용이 기간 한정적일 것, 일정의 공공,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공지의 활용으로 유명한 사례는 나고야시의 경우이
다. 나고야에서는 일정 단위로 수익 활동도 인정되도록 기준(나고야시 종합설계제도지도 기준)을 개정하
다. 또한 동경도에서는 등록된 마치즈꾸리 단체에 의해 공개공지활용을 인정129하고 있다. 

                                                            
127

 国土交通省、道を活用した地域活動の円滑化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1995.03 ,p.50~51 

128
 国税庁、 No.5462 公共的施設などの負担金 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462.htm 

129
 동경의세련된 가로경관만들기 추진조례 (東京のしゃれた街並み づくり推進条例 )、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seisaku/fop_town/ 



96 
 

[표 2‐17] 일본의 공개공지 관리를 위한 제도 

일본의 관리법  일본의 관련조례및기타 내용 
도로교통법, 도로법,  1999년도부터 공모에 의해 도로 공간 활용 촉진 – 

도로 점용 허가(국토교통성도로국. 2005)/ 도로 사용 
허가 경찰청 교통국, 2004 
길을 활용한 지역 활동 원활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2005) 

허가의 판별 기준으로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공익상 
관습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함. 역사적인 축제, 
실적있는 대규모 이벤트 등에 관해서는 교통관리자에 의한 
도로사용허가를 받는 협의가 필요함. 

도시공원법  도시 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2003,  국토교통성 
도시 지역 정비국) 
지방공공 단체에 의한  가설물 또는 시설에 관한 
조례 

공원관리자 이외가 시설설치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할 때 
공원관리자의 점용허가 필요.  점용물의 외관, 구조 등이 
공원의 풍치, 미관,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하천법(하천부지점용허가준칙)  하천부지점용허가의 특별조치(국토교통성하천국, 
2004),.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아닌 각 하천관지라의 재량에 따른  일시 사용허가로 가능함 
하천부지점용허가준칙. : 점용시설중 마치즈꾸리에 관련된 
시설로휴식시설, 벤치, 매점 등. 이용자 유도  

항만법, 어항어장정비법, 해안법  항만구역내의 수역또는 공공공지의 점용(항만법 
제37조) 

항만의 공공공지에 점용 이나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경우, 
항만관리자의 허가 필요.  
동경도에서는 [운하르네상스] 추진을 위하여  동경도가 
지정한 구역에 대한 수역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2006년에는수상레스토랑이 실시되었음. 

공개공지  종합 설계 허가준 칙에 관한 기술기 준(국토교통성)  이용 기간이 한정적일 것, 일정의 공공,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일 경우에 인정 
나고야 시 종합설계제도지도기준 
동경의세련된가로경관만들기 추진조례 

 

 공공간 조성을 위한 매뉴얼과 평가기준 2.3.3.

이러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국의 CABE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매뉴얼 책자로 It’s Our Space라는 공공
공간 매뉴얼이 있다. 이는 공공공간 조성 시 각 조성 과정(준비단계-설계-시공-활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
항들과 관련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약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갖춘 보고서이다. 여기서는 다음
과 같이 공공공간이 갖춰야 할 질적 항목들과 단계별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공간을 조
성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 역시 제안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민간 단체인 

PPS(Project for Public Space)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공공공간 조성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북을 

발간하 다. 여기서는 공공공간의 중요성, 공공공간 평가방법, 장소 만들기를 위한 11가지 원칙을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조달청(U.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은 연방 정부 시설과 그 주변의 공공
공간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제작함 참고자료인 [연방정부 공공공간 만들기(Ach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 A property Manager’s Guide)]가 제시되었다. 총 11가지 원칙으로, 이는 공공
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PPS(Project for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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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공간에 대한 매뉴얼130을 제시하며 그 매뉴얼 보고서의 2장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31 

  

이 공공공간 평가기준은 시민의 장소를 만들기 위한 과
정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100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Management, Design, Security, Image and 

Aesthetics, Access and Circulation, Neighbourhood 

Connection의 6가지 기준이다. 외부적 측면과 내부적 측
면으로 분류하여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매뉴얼 보고서의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공간의 장소 만들기를 위한 

11가지 기본 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의의는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들, 즉,커뮤니티, 

전문가, 로컬 파트너,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의 복잡한 관
계 속에서 공간이 변화하고 관리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시
작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전문가는 공간을 활용
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과 사
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 속의 관리가 중요함
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소를 만드는 사람, 즉 

건축가 및 도시 설계가의 역할이 단지 공공공간을 만들어
내는 설계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
작 단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이해 및 

관여 그리고 실제로 지역 수요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조
율되는 과정과 사후 공간 관리까지 업무의 역을 넓혀주
고 있는 것이다. 외부 공간의 경우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Management, Desgin, Security, Image 

and Aesthetics, Acess and Circulation, Neighborhood Connections와 같은 6항목으로 분류하여, 기타 세

                                                            
130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chi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A Property Manager’s Guide, 

http://www.pps.org/pdf/pmg_part1_intro.pdf 

131
 Achieving Gret Federal Public Spaces‐ A Property Manager’s Guide, http://www.pps.org/pdf/pmg_part2_evaluation.pdf 

 

[표 2‐18] CABE 의 공공공간 매뉴얼 

CABE제안사항 상세내용 
공공공간의 
 유형 

– parks and public gardens 
– natural and semi‐natural spaces  
(including wastelands and derelict open land) 
– green corridors 
– outdoor sports facilities 
– amenity green spaces 
– provi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allotments, community gardens and city farms 
– cemeteries, churchyards and other burial grounds 
– accessible countryside in urban fringe areas 
– civic spaces, including civic and market squares and other  
hard surfaced areas designed for pedestrians. 

공공공간이  
갖춰야할 
 Quality 

– sustainability  
– character and distinctiveness 
– definition and enclosure 
–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 legibility 
– adaptability and robustness 
– inclusiveness 
–biodiversity. 

단계별 
체크 
리스트  

Prepare  – Establish the client team and roles  
– Establish a partnership  
– Identify, consult and involve people  
– Understand the site  
– Secure funding  
– Appoint the design consultant  
– Develop a vision for the site  
–Develop the brief 

Design  – The sketch scheme proposal  
– The detailed proposal  
–The tender documents 

Contruct  – Appoint the construction contractor  
– Use the construction process as a learning opportunity  
–Start work on site 

Use  – Celebrate the opening  
– Final completion  
– Establish management and maintenance  
– Evaluate the project  
–Keep the momentu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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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평가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표 2‐19] PPS 의 공공공간 매뉴얼 < http://www.pps.org/pdf/pmg_part4_implementation.pdf> 

번호  분류  공공공간 매뉴얼
1  The community is the 

expert 

커뮤니티는 공무원, 지역 단체와 관련자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며, 커뮤니티가 공공공간 계획에 일찍 
관여될수록 성공적이다. 

2  You are creating a 

place‐not just a design 

디자인은 결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다른 관계자들의 관여를 필요로 
하며 계속적인 관리가 융합되어야 한다. 

3  You can’t do it alone  개인이나 조직이 제공하는 그 이상의 지역자원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재정지원, 서비스지원 등 
여러 가지로 공헌가능한파트너십이필요하다.

4  They Always say it can’t 

be done 

정부 조직은 언제나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운영이 파편적이기 때문에 공공공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 관계된 참여자들을 프로젝트 초기에 유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점을 바꾸게 할 수 있다. 

5  You can see a lot just by 

observing 

공공공간을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계자들과 함께 관찰하여 개선을 위한 관심 
및 관계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6  Develop a vision  공공공간의 비전은 전문가나 공무원이 아닌 그 장소를 사용할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며, 단기간에서 
장기간까지의 비전이필요하다.

7  Form supports function  훌륭한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다.  전문가가 관여하기 이전 
단계에 사용자들에의해희망하는사용과프로그램이결정되어야한다.

8  Triangulate  복합적 사용성을 갖는 공간은 더욱 활기차고, 융통적이며, 안정적이다.즉, 여러 사용성을 갖는 공공공간들이 
서로 연결되거나시각적개방으로연계되면더크게활성화된존(a liverlier zone)을 창출할 수 있다.  

9  Start with the petunias  크고 복잡한 공간보다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저렴한 공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고 
장기간 안목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장기비전상에 의미를 갖는 단기비전을 충족할 수 있다. 
다음단계를 위한융통성(flexibility)을가지며공간을풍요롭게(Nurture the space)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Money is not the issue  너무 많은 재정지원은 오히려 의욕과 창의력을 떨어뜨린다.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재정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원과공헌에의한인적물적자원들이많아지는것이다. 

11  You are never finished  공간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계속되는 관리성에 그 성공포인트가 있다. 여기에는 소통이 중요하며, 
다양한 이벤트나활동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즉,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공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 커뮤니티를 전문가로서 인식하는 자세
의 변화와 함께, 물리적인 디자인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관리와 운용의 단
계까지도 창조와 육성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수록 지원과 공헌의 물적 자원들이 많아진다는 관점은 물리
적 공간만이 지역의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이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을 의
미한다. 특히, 다음에 보여지는 좋은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한 관리가이드를 살펴보면, 모든 공공공간은 적절
한 사용자와 구체적인 사용성의 고려를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간의 사용성은 지
역커뮤니티와이 관계속에서 지속적이며 진화하며 이러한 사용성의 관리는 공공공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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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Achi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s: a Property manager’s guide 

번호  분류  좋은공공공간을만들기위한가이드라인
1  Management  1) 복지와  안전에 대한관리의책임성이있나 

2) 건물 외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3) 사람들이 광장에서 친구를 만나는가  
4) 광장은 단순히 통과가 아닌 목적지로써 활용되나.  
5)  Client agencies들이 외부 공간에서 이벤트들을 여는가  
6) 외부 그룹들이 외부 공간에서 이벤트를 여는가. 
7) 외부 공간들이 청결하고 쓰레기가 없는가  
8) 방문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줍는가. 
9) 식재와 화단의 꽃들이 계절에 따라 바뀌고 잘 관리되는가 
10) 외부 공간들이 잘 수리되고정비되는가.

2  Design  11) 외부 공간의 디자인은공공의사용성을증진시키는가.
12) 임차인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앉을 장소가 충분히있는가 
13) 앉을 장소가 다양하게 설치되어있는가 (benches, sitwalls, moveable chairs, stairs) 
14) 앉는 곳은 상호작용과 사용성을 증진시키도록 배열되어있는가 
15) 앉는 장소는 보행자들에게 잘 보이고 오픈되어있는가 
16) 임차인들이 광장에서 점심을 먹는가. 
17) 플라자는 미팅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가 
18)  다양한 비공식적 사회활동들이 광장에서 일어나는가(카드게임, 파티 등) 
19) 적절한 차양시설과 요소들이 있는가. 
20) 밤에 적절한 야간 조명이 있는가 
21)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는가. 
22) 광장의 디자인이 대규모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공연, 시장, 시위 등) 
23) 광장의 상점 서비스가 있는가(쇼핑, 푸드,우편시설 등) 
24)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편안하게사용하는가.

3  Security  25) 영속적, 일시적 보안수단들이확보되어있는가
26) 보안수단들이 장애자들의 접근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27) 주변부의 보안시설들이 잘 통합되어 설치 되었는가. 
28) 보안시설들이 빌딩의 외관의 문맥에 잘 어울리는가. 
29) 보안시설들이 공공의 사용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가. 
30) 외부공간들이 규칙적으로 패트롤되고 있는가 
31) 건물주변의 모든 공공공간들이임차인과방문객들에게안전하게느껴지는가. 

4  Image and 
Aesthetics 

32) 적정거리에서도 건물의공공공간이사람들을불러들이고, 매력적으로보이는가. 
33) 건물의 공공공간은 당신이 공간을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쾌적하게 보이는가. 
34) 당산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공공적 목적을 갖는가 
35) 시설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는가 
36) 공공예술이나 전시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 
37) 양질의 마감인가 
38) 부차적 시설물(Trash cans, recycling bins, cigarette runs)이 사이트에 적합한가 
39) 외부파사드의 30% 이하가 Blank wall 로 구성되어 있는가. 
40) 공공공간들이 일층에 위치하고, 외부공간에서 잘 보이는가(인포메이션 센터, retail, cafeteria) 
41) 세입자와 방문객들이외부공공공간으로부터지자체의긍정적인인상을 갖게 되는가.  

5  Access and 
Circulation 

42) 세입자와 방문객들이정문을찾는데용이한가
43) 빌딩 정문으로 가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길이 있는가 
44) 신호들은 적절한 방향성과 지역 정보를 갖고 있는가 
45) 외부 공공공간은 사이드워크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 
46) 시설들은 Architectural Barreirs Act Accessibility Standard를 만족하는가 (ABAAS) 
47) 자전거 주차는 편리하게 정문 주변에 위치하는가 
48) 공공교통의 위치와 주차장이 방문객들에게 명확히 알려지는가 
49) 주차장과 공공교통으로안전하게걸어갈수있는가.

6  Neighbourhood 
Connections 

50) 빌딩 주변이 안전하게느껴지는가
51) 빌딩 세입자와 방문객들이 시설물 주변에 자주 가는가(Retail, Entertainment, Parks) 
52) 사이트는 액티브하고, 그 주변 이웃들과 통합되는가 
53) 시설을 둘러싼 거리는 건너기 편한가 
54) 공공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데 쉽게 접근 가능한가. 
55) 외부 공공공간의 디자인은  도시의 다른 시설들과 연계되는가. 
56) 광장을 사용하는 다양한 연령대과 민족성은 커뮤니티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가. 
57) 빌딩의 주변 이웃들이긍정적으로반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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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새로운 공공성과 ‘Area Management’ 2.3.4.

1) 일본의 새로운 공공성와 ‘Area Management’의 등장 

일본에서는 1990년경부터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 「공공성」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공공적 공간의 활용을 유도하 다. 특히, 

2008년 국토 형성 계획132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경제 사회 정세의 대전환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다양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 새로운 시대의 국토 구조 구축
에서 자립적인 광역 블럭 형성을 향한 지방의 협력을 중시하 다. 아울러 분야별 시책에 있어 지역의 정비
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내놓았다. 여기의 8장에 보면, [새로운 공、新しい公]을 통한 지역 만들기 실현을 향
한 기본적 시책이 제시된다. 이는 참가 주체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
고 국토 기반의 매니지먼트가 바탕이 되는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정의한 바 있다. 이
러한 [새로운 공]의 개념은 이후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이 선언한 2009년 6월4일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133 

(새로운 공공 新しい公共)선언(「新しい公共」宣言)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정의하 다. 그리고 다음과 같
이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이란 서로 돕고 활기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력의장]이다. 여기에는 [국
민, 시민단체 및 지역조직], [기업이나 기타 사업체], [정부] 등이 일정의 룰과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당사
자로서 참가하고, 협력한다. 그 성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또는 시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평
가 받는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룰과 역할을 협동해서 정하는 것이 [새로운 공공]을 만드는 것이
다.”  

또한 여기서 국민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의 주역이며 [상위]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을 갖는 존재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마치즈꾸리 조직에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주민의 상위에 위치하지 않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민이 자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된다. 한편, 

기업은 시장을 통해 움직이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대가로서 이윤을 높이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다. 저성장 시
대에 돌입한 일본의 기업은 이러한 절대가치(사회적 선)를 추구하는 경쟁에서 소외되면 살아남기 어렵다. 따
라서 기업의 문화화로 사원이 사회적, 문화적 시야를 넓혀, 사회 전체의 사회화와 다양화에 맞춰 기업 가치
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에 관여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 주장한다. 아울
러 공무원의 제도 개혁 및 새로운 예산 편성과 함께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공개, 

규제개혁, 지역주권 등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132 国土交通省、国土形成計画, 2008.07.04、 http://www.mlit.go.jp/common/000019219.pdf 

133
 回新しい公共 卓会議 会議資料、新しい公共宣言、第８回新しい公共 卓会議, 2010.06.04  



101 
 

이러한 새로운 공공의 기반을 지지하는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과 함께 [특구] 등을 활용해서 사
회개혁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셜 캐피탈을 높이는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NPO 등과 협동하여 사회적 활동을 담당할 인재 육성과 교육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현재 활
동하고 있는 단체의 현황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공을 위한 기대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중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특정 부류의 주민 활동을 위한 단체나 특수 목적을 가진 단체를 제외한 것이다. 그
리고 본 논문에서 분석할 때 다룰 필요가 있는 역세권 내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임의의 공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활동 단체들이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공공성] 이념에 맞추어 고쿠분지 조례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을 시민적 공공성, 행정
적 공공성, 행정과 시민의 공공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 생활의 가치관에 맞춘 생활의 규칙 만들기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근
거를 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환경과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조례의 입안을 실행하는 것이
다.  

둘째, 행정적 공공성으로 자치의 규칙을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는 지역 정책의 종합성, 관계 법령이나 관
계 시책과의 정합성, 대행 체제와의 균형 등을 배려한 관점에서 조례의 입안을 행하는 방법이다.  

행정적 공공성이 정책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시민적 공공성은 시민의 주체적 참가에 

의한 지역자산의 보전 및 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의 고유 가치를 소중히 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셋째, 시민적 공공성과 행정적 공공성의 양쪽에 기반한 제도설계를 하기 위한 프래임이다. 상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시점을 융합시켜 조례의 제도설계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마치즈꾸리 조례에 다원
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Area Management’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성장 도시 시대에서 성숙 도시의 시대로 바뀌어가
는 흐름에 따라 관리 중심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주도형 마치즈꾸리로부터 점차 주민이 주도하는 마치즈꾸리
를 거치게 되었다. 이는 관과 민간, 그리고 시민에 의한 협력적 관리운 을 중심으로 협동형 마치즈꾸리134

를 실천하고자 하는 단계적 마치즈꾸리의 성숙단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행정과 시민이 공공
성을 창조한다. 즉, 이는 그것을 활용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함께 창조하고 함께 활용하는 공생적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34

 마치즈꾸리의 주체에 따른 분류로 행정주도형, 시민참가형, 시민주도형, 시민제안형, 협동형 마치즈꾸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협동형 마치즈꾸리는 시민과 행정 및 다양한 도시주체들이 지역과제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하고, 

실현해가는 마을 만들기로, 개인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을 자각하는 주체로서 집단을 형성하여 시민과 행정 간의 

협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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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긴 역사를 통해 이어온 마치즈꾸리의 성숙화 과정에서 그 관련 집단들과 주민 활동의 다양성에 따
라 무수히 많은 조직들이 형성되어 왔다. [도시]에서 [애리어]로의 변화는 도시의 다양한 스케일과 특성에 맞
춘 복수의 사회적, 정치적 기구의 출현을 야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많은 조직 간의 갈등과 이권 간의 대립관
계들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기도 하 다. 이처럼 조직 간에 발생하는 갈등 및 대립관 계들을 보다 큰 틀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Area Management’의 탄생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민간 개
발과 마을 만들기의 중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가 그 중재자로서 이러한 ‘Area Management’

를 대중화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변화인지도 모른다.  

셋째, 다변화하는 지역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도시를 계획하는 것에서 전체적 구상을 그리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다양한 도시주체의 삶의 유형을 파악하여 다변화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응
하기 위한 대안으로 ‘Area Management’가 등장한 것이다. 

넷째, 행정 측의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행정 측에서는 종래의 행정 권한을 기반으로 민간에게 기반정비 

등을 부담시키면서 공공 측의 재정부담으로 실행해왔던 도시 만들기 방법에서 탈피하고자 하 다. 특히 경
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더욱 중시하게 된 기존 도시 자원의 활용을 목표로 민간이 여태까지 담당해왔던 건물
이나 시설 등을 행정이 관여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 다. 이러한 이유로 ‘Area Management’로의 변
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바야시(小林重敬)는 종래의 공공성은 행정 측에서만 갖고 있는 행적
적 공공성의 사고방식에서 다양한 존재로서의 민간 중심의 여러 레벨의 공공성이 있다는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 방식으로의 변화135를 의미한다고 언급하 다. 즉, 민간과 공기관의 협력과 타협을 통해 지역을 위한 

보다 큰 의미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정책이나 행정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과정을 통해 장소와 공간들이 유효하게 관리될 수 있는 도시의 주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2) ‘Area Management’의 정의와 의미 

동경 도심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과 활
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개입은 도심 개발과 주민 참여 

계획이 성숙화 단계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처럼 그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해
결하는 문제는 곧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에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주민·사업주·지권자 등에 의한 자주적인 협의 과정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Area Management’라는 책136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널리 알린 코바야시 시게노리(小林重敬)에 의하면 

「’Area Management’」는 지역의 환경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활동이나 상업·업무지 등에서 일어나는 지역활성화 활동을 널리 

                                                            
135

 小林重敬、エリアマネジメント、 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学芸出版社、2005, p.248 

136
 小林重敬、エリアマネジメントー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学芸出版社、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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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도시 정비국에서 발행한 [‘Area Management’ 추진매뉴얼] 137 에서는 「지역관리(‘Area 

Management’)는 시가지 개발 사업 및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지구에 대하여 지권자와 기업, 개발사업자 등
의 민간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개발 유도 및 환경과 지역의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138 즉, 지역에서의 양호한 환경 및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 사업주, 지권자 등에 의
한 주체적 조직에 의한 운 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라는 관점에서 일정 규모
를 가진 특정 지역(Area)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지역의 유지·관리까지 일괄해서 행하는 관리를 포함한 지역
의 계획 활동을 지역관리(Area management)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 개발 행위 이후, 해당 지역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그 공간과 연계된 주민, 사업자, 민간 단체, 자치 단체 등이 협력적으로 

그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rea Management’가 도시 재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특히, ‘Area Management’를 실시한 이후, 방문객의 수 변화나 지가의 변화,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 등에 대
한 연구들은 이러한 ‘Area Management’의 유효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 ‘Area Management’의 활동 

공간의 지속적인 운 , 관리를 위해서는 그 장소에 장기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137

 국토교통성, 토지종합정보라이브러리, 애리어매니지먼트 추진매뉴얼,  

http://tochi.mlit.go.jp/jitumu‐jirei/areamanagement‐manual 

138
 국토교통성, 도시정비국, 市街地整備における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手引（概要）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osai/tokyoseibi_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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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유지 관리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 및 새로운 도시 기능을 창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일본의 ‘Area Management’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기 

장소, 회원 특성 및 지역적 특성,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직 구성의 형태가 달라진다.. 

[표 2‐21] 'Area Management'의 조직 유형 

구분  주식회사  중간법인(사단법인) NPO법인 
  영리를 추구하고,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배분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보다는 사원의 이익 
증진에기여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혹은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 

체제  법인  법인 법인 

세제 우대1  없음  없음 있음 

회원의 한정  가능함  가능함 불가능함 

설립기간  짧음 (1~2주)  짧음(1~2주) 매우 김 (5개월 정도) 

사례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중간법인 시오도매 시오사이트 
타운매니지먼트

NPO법인 오테마치유락조’Area 
Management’ 

장점  자본금을 초기부터 모아 안정된 사업자금 확보. 
사회적으로 신뢰성있는 조직형태. 수익창출형 사업에 
유리함. 
지역 사람들이 함께 출자할 경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실직적 지역공헌이가능함. 

비영리 단체이므로 구와 계약하기 
쉬움 

비영리 단체이므로 구와 계약하기 
쉬움 

단점  영리단체이므로 구와 계약하기어려움 

중간 법인의 형태는 토지 소유자 등 운  조직의 회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
이기 위한 활동들을 통하여 회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
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즉,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회원 

자산의 활용을 통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
에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NPO법인의 경우는 그 목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회원의 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해 오픈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의 대표들이 전체 지역의 관리를 위해 다시 모여 조직을 만드는 경
우에는 유용할 것이다. 

 

‘Area Management’의 활동 자금 확보139 

‘Area Management’의 활동 내용 및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조직의 형태, 수익 분배 방법, 내부 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그 방법 면에 초점을 두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구성원이 부담하는 비용(회비, 입회금, 부과금, 출자금 등) 

- 새로운 사업 기획으로 인한 수익 

- 공공공간의 관리 및 운 에 관한 수익(광고, 홍보) 

- 조직 활동에 찬성하는 개인,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139

 国土交通省 Homepage, 土地総合情報ライブラリー、エリアマネジメントにおける活動資金の確保、

http://tochi.mlit.go.jp/generalpag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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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단체 등 민간의 조성 재단 등으로부터의 조성금 등 

또한 ‘Area Management’에 관한 대표적인 조직 활동 및 자금 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22] ‘Area Management’ 조직에 따른 자금확보 방안 및 활동내용 <출처: 국토교통성 토지종합정보라이브러리 

http://tochi.mlit.go.jp/generalpage/954 의 표를 수정보완 http://www.mlit.go.jp/singikai/kokudosin/tochi/kikaku/18/images/01.pdf> 

조직  주요확보
방법 

활동 자금 확보에 관한 사항  참고  대표사례의 활동내용 

자치회, 마을운영조직  회비  회비를 설정 범위가 일반적일 것    大阪府 大阪市旭区 森小路京かい
道商店街 상점가의 방범, 안전한 환경을 
목적으로 청색 방범등 도입. 가로등의 
광고를 통해 유지비 등을 충당

마치즈꾸리조직  회비,  

사업수익 

조직에 의해 사업수익이 있는 것. 

규약 등에 의해 정해진 회비 

  秋田県仙北郡美郷町 
六郷まちづくり（株） 
지역의 물을 활용한 음료수 개발, 
거점식 당 경영 사업 

협정운영위원회  회비  회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大阪府池田市 石橋商業活性化協議会 
주차장건설을 기계로 
이시바시상점활성화협의회를 발족하여 
주차장 수익을 손님에게 환원하는 사업 
추진

유한책임사업조직(LLP)  출자사업수
익 

출자는 금전과 기타 재산에 한함  유한책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제 

산업성산업조직과/2005 

 

단지관리조합법인  관리비  각 공유자는 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내야 함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66조에 기반) 

愛知県小牧市 グリーンテラス
城山管理組合, 공용 광장을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으로 녹지 및 공용 시설 
관리 

일반사단법인  사업수익경
제부담기금 

사원은 규약에 따라 경영비를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기금(반환의무있음)을 

받는 사람들의 모집여부를 정관으로 

결정가능 

일반 사단 및 일반 사단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31조. 

 

NPO법인  사업수익회
비 

[특정비영리활동]이외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비영리 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함. 정관으로 입회금 또는 

회비 등을 정할 수 있음.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인정NPO법인]의 경우, 

기부한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의 

특별 조정이 있음. 인정NPO법인 자신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5조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설립 및 

관리, 운영의 수속/내각부 국민 

생활국/2006 

東京都千代田区 ＮＰＯ法人 大丸有エ
リアマネジメント協会, 리서치 
비지니스 운영. NPO및 내외의 기업, 
단체로부터 리서치 제안을 수주하여 
수익의 일부를 협회 활동 자금으로 
운영함. 

상점가진흥조합  사업수익출
자,부과금, 

조성금  

조합원은 출자1구좌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함 . 정관으로 조합원의 경비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 정부는 조직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상점가진흥조합법 제 20조, 

제22조, 제 79조 

香川県高松市 
高松丸亀町商店街振興組合 
주차장 경영으로 수익을 재개발 사업 
등에투자.  

합동회사(LLC)  출자사업수
익 

출자는 금전 및 기타 재산에 한함  회사법 제576조   

주식회사  출자사업수
익 

발기인은 설립시 발행주식에 대해, 그 

출자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 이외의 

재산전부를 급여하지 않으면 안 

됨(발기인전원동의시제외0. 주주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은 권리,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소유한다. 

회사법 제34조, 104조, 제105조  東京都 
杉並区 和泉名店街 （株）沖縄タウン. 
빈 점포가 많은 오키나와 풍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상점가는 오키나와의 
특산품을 판매. PR 및 이벤트. 

오사카시 ‘Area Management’ 지원 사업 보조금 요강(大阪市エリアマネジメント支援事業補助金交付要

綱)을 살펴보면, 시책에 공헌하는 공공성을 높이는 ‘Area Management’에 관한 사업으로서 복수가구(複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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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区)로 구성되는 지구에서는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베시는 ‘Area Management’의 지표로 사회적 포용력과 자립적 경 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회
적 포용력의 경우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활동에 반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립적 경 력은 조직운 에 있어 재정적으로도 인적 자원으로서도 자립된 상태를 나타낸
다.  

이처럼 ‘Area Management’는 지자체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목적과 어떠한 활동 주체를 지원
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Area Management’ 관련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3] ‘Area Management’의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지원사업의 유형  내용및지원범위
마치즈꾸리 교부금  2004년에 설치된 마치즈꾸리 교부금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성있는 마치즈꾸리를 실천하는 

전국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치즈꾸리를 
일체적으로추진하여지역의창의활동을활성화하는소프트사업도 지원함. 

暮らし賑わい再生事業  본 사업은 중심 시가지 재생을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 기능의 지역 내 입지, 빈 빌딩의 재생, 다목적 광장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역 내부의공공시설등도시기능의도입을목적으로2006년에창설된 보조금임 

민간마치즈꾸리 활동 촉진사업  지역 마치즈꾸리 계획, 협정의 책정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실험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등 
조직육성을위한사람과실험적기획아이디어에대한지원사업

도시환경개선지원사업  계획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단계 , 도시 환경 유지, 개선계 획의 작성 단계,  사회 실험 및 실증 사업 단계로 
구분되어, 장기적인안목에서주민참여의시기적단계를고려하여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음 

 

4) ‘Area Management’의 유형과 활동유형 

최근 동경도 도시 정비국에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물론, 도시 재생 특별 지
구나 지구(地區)계획 등의 시가지 정비를 실시하는 지구(地區)에 걸쳐 지역 매니지먼트를 보급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지정비에 있어서의 지역 매니지먼트의 안내」140를 책정했다. 이 안내는, 「도
쿄(東京)의 도시만들기 비전」으로 나타난 도시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10년 5

월에 책정한 「도쿄(東京)에 있어서의 시가지정비의 실시 방침」에 근거해 책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시
작뿐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며,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 등의 재해
에도 강한 지역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매니지먼트의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방침이다. 

이 「지역 매니지먼트의 안내」의 주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에 의한 도로 등의 공
공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둘째, 도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이벤트의 개최, 셋째, 도시를 PR하는 정보 발
신 등 지역 매니지먼트의 내용이나 효과, 진행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 관리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개발 단계」, 「유지·관리 단계」, 「운  단계」의 3단

                                                            
140

 동경도 동경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시가지정비에 있어서의 지역 매니지먼트의 안내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8/20l8n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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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정리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여, 「지구(地區)의 개요」, 「경위」, 「지역 매니지먼
트의 개요」, 「행정과의 조정」, 「앞으로의 대처·과제 등」을 항목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 관리(‘Area Management’)는 사업 이후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다. 이는 민간이나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보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간의 상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다. 

齊藤広子141는 특히 주생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리 기법을 설명하 다. 그는 이용자 특성에 주목한 대상
공간의 분류와, 행위의 성질을 파악하여 지역 관리 기법을 생활 관리 기능, 공간 관리 기능, 행정과의 협동 

기능, 이해 조정 기능, 편리성 향상 기능의 5가지로 분류하 다.  

생활 관리 기능(제1기능)은 지역의 방재, 방범, 이웃 트러블의 예방 및 해소, 그리고 교육 기능이다.  

공간 관리 기능(제2기능)은 공용 시설, 공용 공간의 개발 관리 및 유지 관리, 운  관리 등을 의미한다. 최
근에는 맨션과 같이 공유(common) 스페이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과의 협동(協動) 기능(제3기능)은, 공공공간의 유지 관리 및 운  관리나 개선을 행정과 협동(協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공원이나 공민관, 도로의 관리 등을 지역이 하는 것으로, 행정입장에서는 효율
적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해 조정 기능(제4기능)은, 각각의 부지(사유 공간)의 토지 이용에 관한 개별간의 이해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인접 주택의 개축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의 높이
나 셋백 너비의 문제로 이웃 주택이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법률에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도 관여할 수 없다. 이렇듯 자유 시장에 맡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주거 환경 악화의 문제는 시
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이 합의한 주거 환경의 목표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그것을 실행하
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지역 관리 기법의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편리성 향상 기능(제5기능)은, 거주성,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나 시설의 제공이다. 고령
화나 출생률 감소 등에 따라 지구(地區)의 요구가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 기능은 그것을 적절하게 파악해 실
천하는 지역 서비스 기능 향상이 중요하다. 

한편, 코바야시142는 ‘Area Management’의 활동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 다. 첫째는 애리어서비스
로 정보 및 인프라 등의 정비를 활용한 지역에 한정된 서비스이다. 둘째로 애리어 메인티넌스(유지)는 공공
시설 및 공공공간의 관리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매니지먼트이다. 이는 지역 프로모션, 커뮤니티 활동, 이벤
트, 도시관광 PR 등, 싱크 탱크 기능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141

 齊藤広子（明海大学 不動産学部 教授） 、これから価値が上がる住宅地 ―住環境マネジメント住宅地の価値をつ

くる、 学芸出版社 , 2005 

142
 小林重敬、エリアマネジメント、 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学芸出版社、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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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Area Management’의 주요 활동내용 <참고: エリアマネジメント、小林重敬, p.46> 

 
유형    대규모적지형  혼재시가지형 성숙시가지형 

도

시

만

들

기 

지구    오사카 
비즈니스 
파크지구 

요코하마 
미나토미라
이21지구

하루미지구   히가시고탄다지
구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고베시 
구거류지지구 

기능,용도      주택, 상업 시설, 
공공공익 시설 등 

주택, 상업 시설, 
공공공익 시설 등 

용적율의 2%는 
문화, 교류, 활성화 
기능.

문화 시설 촉진 
풍속 시설 건설 
금지 

시설  공공시설      도로, 지구시설, 
보행도로, 
역입구등

도로, 지구 시설 
등 

‐  ‐ 

비공공시설      관리소유부지 
+대지, 상업도로

도로, 광장의 
연계적확보

경관 형성  광장 정비 

애리어서비스  광화이버‐CATV  지역냉난방  지역냉난방 
광메탈케이블

‐  지역 냉난방, 
광화이버 

‐ 

지

역

관

리

  

애리
어메
인티
넌스 

공공시설의 
관리 

보행자 
전용도(청소) 

보행도로  보행 도로  ‐  식재   

비공공시설의 
관리 

녹지(청소한정)  지구 내 
시설의 조정, 
전유몰

관리소유부분 + 
대지, 상업 도로등 

     

소프
트매
니지
먼트 

지역프로모션, 
사회적 활동등 

이벤트, 
도시관광, 
프로모션등 

이벤트, 
광고지, 포장,   
재활용 추진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발신, 식재, 
포장, 조명등 

이벤트, 
프로모션등 

이벤트, 프로모션, 
세미나, 
정보발신(도시관광
커뮤니티버스, 
렌달자전거) 

도시관광, 
지역방재, 이벤트, 

싱크 탱크 기능  교통량 조사  마치즈꾸리
조사, 
기획유도등

정비 및 방재 
매뉴얼 

  자주 연구 정책 
제언, 재개발 관련 
컨설팅

경관에 관한 사항 

기타  주차관리     

‘Area Management’ 룰  디자인 가이드 라인 등  분양 조건 등  경관 가이드 라인  경관 가이드 라인, 
방재계획 

경관 가이드 라인 

 

지금까지 논의한 기존 ‘Area Management’의 활동에서 진행되어 왔었던 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여 4장에서 

사례 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직하 다.  

아래 표는 두 연구에 따른 ‘Area Management’의 유형 분류와 그 형성과 관리에 대한 방법들을 비교한 것
이다. 공공공간을 형성시키는 방법의 측면에서는 ‘Area Management’의 유형에 따라 활용 대상의 공간의 유
형이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교외 주택지, 도시 중심부, 환경 시설 관리, 유
휴 토지 건물 활용형으로 ‘Area Management’를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교외 주택지 환경 개선형의 경우는 

활동 자체가 지엽적이다. 그리고 임의 단체의 활동이 많아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받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
속되기가 쉽지 않다. 도시 중심부의 개발에서는 빌딩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
세가 많아 자립적인 수익활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활동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환경 시설 

관리의 경우는 시민 협정에 기반한 녹지보전과 같이 주민자치회나 NPO 등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조정을 위하여 기존조직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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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활용형과 같은 경우는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공동체
의 거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성원 이외의 주민들로부터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표 2‐25]  ‘Area Management’의 공공공간의 형성방법 및 관리방법 

 
유형분류 

공공공간의형성
방법(하드)

공공공간의 관리 방법(소프트)  해결 과제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 

교외주택지 
환경개선형 
(HOA TYPE) 

건축 협정. 녹화 협정 조정. 
가로 경관 유지, 보전 활동. 

공원, 녹지 등 도로 관리와 환경 미화 활동. 
타운 안전 관리, 방범 카메라 운용. 안전 
안심 마치즈꾸리 등 방범 활동. 
각종 세미나, 교류회, 이벤트, 커뮤니티 
활동.

임의 단체의 활동이 많아 조직위 법적 
위치가 없음. 
행정 지원 부족. 

도시중심부의개
발 

역주변 도시 기반 시설 정비, 
유도 방침 검토, 역 주변 재생, 
정비 연구. 공공공지의 오픈 
카페 활용 등. 

지역 및 기존 상업 지역 등의 방범, 공공 
시설의 유지 관리 등 매니지먼트를 
행하기 위한 빌딩소 유주, 상점주 등에 
의한자주적활동, 이벤트운용. 

중간 법인에 대한 수선 
적립금(修繕積立金)에 대한 과세. 
임의 단체의 활동이 많아 조직위 법적 
위치가 없음. 

환경시설관리 

공원, 녹지, 하천 등의 관리.  
공원 정비, 시민 협정에 
기반한 녹지 보전. 커뮤니티 
가든 정비, 유휴 농지활용. 

주체로 한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원 
봉사 및 지역 기업, 행정의 역할 분담으로 
공원 정비, 녹지 보존, 청소 활동을 행하는 
지역

주민 자치회,NPO 등의 자원 봉사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마치즈꾸리 조직과의 관계 정립 
필요함.  

유휴, 토지, 
건물활용형 

빈점 포, 빈건 물의 활용을 
통한 공동점포, 무료 휴식소, 
지역 상품 판매소 등으로 
활용, 건축 협정, 녹화 협정 
조정을 통한 경관보전

안전 안심 마치즈꾸리, 각종 세미나, 
이벤트 개최 등 

구성원 이외의 주민들로부터의 이해 
조정이 어려움. 

小林 重敬 

대규모적지형 
도로 광장 정비, 녹지 협정, 
디자인 가이드라인책정등

이벤트, 프로모션, 마치즈꾸리 조정. 
주차장관리, 기업유도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체적인 정비가가능함.

혼재시가지형 
상업 도로 정비, 도로, 광장 
정비, 경관 가이드 라인,  

이벤트, 세미나, 정보 발신, 주차장 관리, 
조정, 프로모션,  

권리 관계(외부기업, 주민, 행정등)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 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문제

성숙시가지형 
경관 형성, 광장 정비,  
경관 가이드 라인 

이벤트, 세미나, 프로모션, 정보발신, 
커뮤니티 버스, 렌탈사이클. 도시방재 
활동, 

성숙시 가지형에서는 기반 정비를 
진행하는 데  여러 민원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두 번째로는 지역관리의 대상에 따른 유형분류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小林 重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Area Management’를 유형하는 기본적인 틀을 애리어에 의존하는 ‘Area Management’와 네트
워크에 의존하는 ‘Area Management’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Area 

Management’는 동경간다 지구, 아키하바라 지구, 오사카후나바 지구, 나고야(東京神田、秋葉原地区、大

阪船場地区、名古屋錦地区)의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특정 출신 관계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구성되는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의존형 ‘Area Management’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애리어
에 의존하는 ‘Area Management’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지형, 혼재시가지형, 성숙시가지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한편, 코바야시의 연구에서는 ‘Area Management’의 활동을 대규모적 지형, 혼재 시가지형, 기성 시가지형
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사카비지니스 파크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와 같은 대규모적 지형은 그 토지 소
유자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협정을 기반으로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개발을 진행한다. 이러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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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Management’ 조직의 성격은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간 및 인프라
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체적인 정비를 진행하기 유리하다. 한편 혼재 시가지형이나 성숙 시가지형의 경우
에는 부분적인 혹은 개별 건물을 개축하면서 기성 시가지를 바꾸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간, 기반 

정비 등의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혼재 시가지형의 경우는 권리 관계(외부기업, 주민, 행정 등)가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 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협의와 

조정에 있어 리더 기업이 안고 가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143 또한 성숙 시가지형에서는 기반 정비를 진행하
는 것에서 여러 민원이나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원
활히 풀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지역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문제
를 공유하여 장기적으로 설정하는 룰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5) 역세권에서 왜 ‘Area Management’가 필요한가.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2010년에 작성한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에 따른 ‘Area Management’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것, 둘째, 행정 주체가 아닌, 주민, 사
업자, 지권자 등 지역 기반의 도시 주체들이 협동적으로 관여한다는 것, 셋째, 특정을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
문에 지역 특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에 관하여 주민 협정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함
께 운 ,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관리는 태생적으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공적 용도와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 하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한다. 그렇다며 이러한 공공건축의 조성이 역세권에 기여하는 의의
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역세권 지역관리에서의 ‘Area Management’ 조성의 의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세권은 지역 경쟁에서 장소(애리어) 경쟁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기존의 역세권 개발이 불특정 

다수의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지역 관리 수법(‘Area 

Management’)은 지역에 맞춘 공공성을 구현해내고 조직화하고 관리해가고 있다. 한 역세권 안에서도 여러 

활동들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도시 주체에 의해 특성화되고 장소화되어 가고 있다. 

그 사업 간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에 따라 역세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역세권은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공유 공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지역에서 집회소 등을 공동으로 소
유해, 건물의 유지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
하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비전의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의 공유공간으로
서의 공적 특성을 강화해간다. 또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서 중요한 이슈인 사회적 비즈니스의 활동장으로
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물류 및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역세권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의 공

                                                            
143

 小林 重敬, 『エリアマネジメントー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 学芸出版社, 20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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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간으로 창조할 수 있는 계획 전략들을 연구한다.  

셋째, 역세권은 지역의 공공적 수익 모델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역 중심 공간은 임대료나 대지 변
동의 향을 크게 받는 공간이다. 또 유동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활동의 수익성과 공익성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오픈 카페의 업이
나 각종의 이벤트의 개최와 같은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
할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일체적으로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고 

지역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성있는 지역 관리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역세권 주변의 유휴 공지를 활용하여 지속적 운  및 관리 차원으로서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역 앞 광장이나 공원, 주택 사이에 위치하는 버려진 공터 등은 그 인지성이나 활용도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갖는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
거나 노인들의 복지에 필요한 시설확장 등,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이용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지역의 특성, 어떠한 인구 구조를 가지며,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적 인력 확보를 통해 이러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운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역세권의 공공공간이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역세권의 

공공공간은 그 활동 주체나 활용 목적,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이러
한 공간의 활용을 위해 공간의 형성 주체가 특정 단체에 한정되어 있거나 미리 정해진 목적이 있는 경우에
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지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 쉽다. 이러한 활동에 의한 공간은 “지역적 

공공공간”이 아닌, 특정 공동체를 위한 공공공간에 해당될 것이다. 지역적 공간은 복수의 사람의 관계 속에
서 생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참여 주체와 관리 방법, 공익성을 추구하
는 방법은 계속 실험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은 도시의 어느 장소에도 생성될 수 있다. 특히 주택가나 사적 공간의 주변에서 

더 지역적 개성을 보여주는 공공공간이 형성되어 왔다. 역세권은 그간 개발되어 왔었던 불특정 다수를 위해 

형성된 광장이나 공원과 같은 익명적 공공공간과 밀집 상업시설물에 의한 공간적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성을 가장 발현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역세권에는 지역적 공간이
라기보다는 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익명적 공간들이 창출되었고, 지역적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역세권의 경우엔 이러한 공간의 형성 주체나 방법이 역사적 관점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일반적인 공공공간과는 다른 계획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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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의 틀 

2장은 공공성이론과, 컴팩트씨니이론, 그리고 ‘Area Management’의 기본 고찰을 통해, 공적 공간, 공동체, 

공익성, 공적 책임이라는 네 가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고, 각 요소의 의미 

및 ‘Area Management’ 전략들을 정리하 다. 이 네 가지 요소는 3장 이후 역세권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역세권의 공공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
는 틀이 될 것이다.  

 

2.4.1.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표개발 

‘지역적 공공공간’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성이론을 살펴본 결과 공공성 

요소로 크게, 공적공간, 공동체, 공적책임, 공익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컴팩트 씨
티 이론, ‘Area Management’이론을 살펴보고 각 공공성 요소별로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한 표가 다음과 같
다.  

이는 본연구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될 것이며, 세가지 요소
와 관련된 활동들이 ‘지역적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데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의 성
숙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공적책임의 개념에 대해 도쿄도와 국토교통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과의 협동기능 및 지
역의 장래상이나 플랜을 책정하고 공유하는 역할이며, 이는 경관 규제 및 생활의 룰 및 운용체계의 구축과 

같은 실천적인 전략으로 확장되어간다. 이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제에 반하여 여러 도시주체의 

참여 및 협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대한 결과물이 가이드라인이나 생활의 룰의 제정으
로 구현됨을 밝히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의식하고 행정과 협의 및 협동을통해 지역의 장래상이나 플랜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은 공적책임의 존재를 인식하고 협조하는 초기적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경관 규제 

및 유도등에 대한 협의단계를 거쳐 자치적인 협정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처럼 행정과 참여하는 여러 도시주
체간에 실천적인 자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의 커뮤니티와 행정간의 의사소통 및 의견반 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는 곧 공적책임의 공유 단계를 넘어 ‘자치’를 의미하는 성숙화된 단계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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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이론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필수 요소 및 의미 

Total  
공공성의 
요소 

이론가 1)  공적 공간(Openness)  2) 공동체 2) 공익성(Publicinterest)‐ 4)공적 책임(Authority) 

공공성 
이론 

 
이론가들
의견 종합 

  

*공공의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 
*공공적 행위나 토론을 
보장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각자가 활동하는 사적 
영역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계로 
맺어진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공간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 
*다수의 대중을 통한 조직 구성
대표성을 갖는 리더십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공론 과정 
*원활한 피드백으로 관계주의적
관점에서 조직 내 뿐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복지가 
양립 
*수혜자들의 이익이나 소유 
구조에 있어 분배의 공평성과 
평등 
*공공재 및 공익 시설, 공공 
서비스 등의 공공적 가치와 
수혜를 지향하는 활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은 권위를 갖는 공공 업무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 
과정 상의 평등함 참여 
*정보 공개, 공교육 등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 
*정책이나 정치 활동. 

의의   

<공공영역>이나 
<공공장소>와 같이 공공의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나 
장소를 특징짓는 개념‐공적 
공간,공론장 

공공철학(각자의 비전과 이념)의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공론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집단 

공공재, 공익시설과 같이 다수의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의 분배. 

공공기관의 공공적 가치를 
위한 공공정책 
구현과정으로 정보공개성, 
공지성, 공식성을 필요로 
한다.. 

컴팩트
씨티 

일본의 
압축성장
모델 

카이도키
요노부(海
道清信)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생활권/독자적인 장소성을 
갖는 공간/명확한 경계  

다양한 거주자와 다양한 공간 
사회적 공평성/일상생활의 
자족성 

지역 운영의 자율성 보장 

  
스즈키히
로시(鈴木
浩) 

중심시가지로의 집적효과  

파트너십을 
통한공공성확보)도시 계획 및 
설계/지속적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 

지역 공헌/지역 순환이 가능한 
일상적 서비스(지역 순환형 
경제 시스템/의료 복지 
서비스및임대료 보조 제도 등을 
연계한 종합적 거주 지원정책 

고밀의 용도 용적제를 
다운조닝/철로변상의준공
업지구 및 근린 상업지구에 
대한 지정을 재고. 

‘Area 
Manag
ement’ 

이론가 齊藤広子 
공용 시설, 공용 공간의 개발 
관리 

이웃트러블의 예방 및 해소 
지역의 방재, 방범, 편리성을 
증진 서비스나 시설의 제공 

행정과의 
협동(協動)기능(제3기능) 
교육기능 

  도쿄도   

공공공지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 
민간에 의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도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행정과의 
협동(協動)기능(제3기능) 
도시를 PR 하는 정보발신 
지역룰의 운용체계 구축 

  
국토교통
성 

  

공유물의 유지관리 
녹화 공동 관리 
공가, 공지 등의 활용 촉진 
공원 등의 유지 관리 
녹화 공동 관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유지 
및 관리 

커뮤니티 형성 
 

지역 방범성 유지향상 
지역의PR. 광고 
지역 경제 활성화 
청소 활동에 의한 미화, 지역 
쾌적성 유지향상 
지구 환경 문제의 배려 
지역의 편리성 유지 향상, 지원 
서비스제공 

행정과의 
협동(協動)기능(제3기능) 
지역의 장래상, 플랜의 책정 
및 공유화 
경관규제 및 유도 
생활의 룰 만들기 

  
Area 
Management 
평가지표 

  

공공공간 활용한 이벤트, 
빈집, 빈 땅 등 활용 촉진 
공개공지 활용, 녹화 공동 
관리 
도로활용 이벤트, 공공공지의 
유지 및 관리(도로, 공원) 

이해조정 기능, 행정과의 
협동(協動)기능(제3기능) 
조직 간 네트워크 

공유물 유지 관리, 
지역의 방범성 유지 및 향상 
청소 활동에 의한 미화 
광고  및 편 의시설, 지역 정보 
보드.지역의 편리성유지 및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의 장래상, 플랜 등의 
정책, 
경관 규제, 유도 
정보 공유방 법 
생활룰 만들기 
 

  
종합 
 

  

공공 공지의 유지 및 
관리(도로,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가로 및 기반 시설 관리 
지역 거점 형성(공론장운영) 

O자립 
커뮤니티 형성 
이해조정 기능(‘Area 
Management’조직) 
이웃트러블의 예방 및 해소 
 

O유지 
공유물유지 관리, 
청소활동에 의한 미화, 
지역쾌적성 유지향상 
O개선 
지역 방범성 유지향상 

O유도 
경관규제 및 유도 
지역의 장래상, 플랜의 책정 
및 공유화 
O협의 
행정과의 협동(協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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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개발된 여러 나라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시사점으로 다음
과 같은 특징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물리적 평가들 이외에도, 공동체와 사용자를 고려하여 갈등 

해소, 다양한 사용성 등 사회적 평가 이슈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지자체나 공공기관
들이 담당하는 공적 책임의 이슈들을 지역 커뮤니티나 민간, 또는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기 시작하

다는 점이다. 셋째, 또한 이벤트나 홍보 등의 지역 활동들이 벌어지는 경우 광장뿐만 아니라 사이 공간, 도
로, 공개공지 등의 다양한 공공공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항목들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들을 분석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연구를 검토하 다. 그 결
과 공적 책임, 공동체, 공익성, 공공공간이라는 요소를 도출하 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 요
소를 틀로 활용하여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CABE와 PPS의 좋은 공공공간에 관한 항목들은 차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공성 항목으로 

재정리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인 디자인 항목으로 공공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던 틀을 바꾸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Carmona(2014)가 분류한 기존 공공공간의 속성에 대한 분류를 바탕으로 

CABE에서 제안하는 공공공간이 갖춰야하는 질, PPS의 좋은 공공공간을 위한 매뉴얼의 가치의 관계를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향후 역세권이 지역적 공공공간을 계획하는 데 기존의 공공공간을 파악하고, 새로
운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적 체크 리스트로 활용될 것이다. 

공개 공지 활용, 녹화공동관리
빈집, 빈땅 등 활용 촉진 
공용 시설, 공용 공간의 
개발관리 

O 연계 
조직 간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활성화 
 
O육성 
교육기능 
 

지역의 편리성 유지향상, 지원 
서비스 제공 
 
O환원 
지역의PR. 광고 
광고 및 편의시설, 지역정보보드 
지구환경문제의 배려 
지역순환이 가능한 일상적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제3기능) 
 
O자치 
정보공유방법 
도시를PR하는정보발신 
생활의 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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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7] 좋은 공공공간이 속성별로 갖추어야 할 가치 

 
Carmona(2014)의 기존연구 분류에 따른  

일반적 공공공간의속성 

Carmona(2014)의 
좋은공공공간

CABE  PPS 역세권의 
좋은 공공공간을 위한 
체크리스트 (저자) 좋은 공공공간의 

속성 
공공공간이 
갖춰야한 
Quality

좋은
공공공간을 
위한매뉴얼

Neglected space  물리적 측면과 시장의 힘이란 
측면에서 소외당하는 공공공간  
(버려진 역사적공간) 

Evolving (sometimes 
neglected 

sustainability  Develop a  vision  •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가 
•   역 주변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가 

Invaded Space  교통의 수요에 희생되는 공공공간, 
효율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Balanced (positively 
invaded) 

definition and 
enclosure 

Access and 
Circulation 

•  교통동선과 이동동선의
배려했는가. 
•  역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을 
연계하는가 
•  역공간으로부터 회유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Exclusionary Space  지배적인 공공공간의 디자인이나 운영 
전략에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배제되는 공간  (특정 계층, 특정 세대, 
사회적 약자들이모여사는 곳) 

Diverse (not intentionally 
exclusionary).  

 inclusiveness  Neighbourhood 
Connections 

•  사회의 여러계층이사용할수있
있는 공공공간인가 
•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Consumption space  끊임없는 상업화의 공간  Engaging (embracing 
consumption) 

    •  상업시설이외에문화, 사회적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거대점포에 의해 재래점포가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Privatised space  정치적인 논쟁이나 사회적인 배제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화된 공간 
(거대자본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간) 

Free (public or privatised)      •  거대자본이 형성한
지역자원과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가. 

Segregated  space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배제되기를 
원하는 특정 그룹이나 게층의 열망을 
반영하는 분리된  공간 (부유한 
주택가등) 

Delineated (not 
segregated).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Access and 
Circulation 
Triangulate 

•  역주변의 시설에접근가능하고
개방되어 있는가. 
 

Insular space  고립된 공공공간으로 실제적인 지역적 
영역(domestic and virtual realms)으로 
변하지 못하는 공간  

Social (sometimes insular)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Management 
Form supports 
function

•  고립된 지역과예연계가
확보되어 있는가.  

Invented Space  형식적인(Formula‐driven) 엔터테인먼트 
공간. 무장소성의 확산을 수용하는 
공간 

Meaningful (often 
invented). 

legibility  Image and 
Aesthetics 
Design 
Form supports 
function

•  개성없는 공공공간에활기를
부여하는가. 
•  지역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인가. 

Scary Space  범죄의 공포가 공간의 디자인 
매니지먼트와 장소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곳. (특정인종, 오래된 
산업시설등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장소) 

Comfortable (confronting 
scary space) 

  Security  • 역 후면의 후미진공간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 범죄가 일어나는 어두운 공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있는가. 

Homogenised Space  끊임없는 국제화와 과한 규제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균질화된 공간. 

Robust (resisting 
homogenisation)   

adaptability and 
robustness   
character and 
distinctiveness

Image and 
Aesthetics 
Design 

• 균질화된 공간에개성을부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 차별화된 사용성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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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도시역사에서의 공공공공간의 영역별 의미  2.4.2.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개념은 어느 순간 새롭게 생긴 개념이 아닌 건축도 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구축되
어온 것이다. 각 시대에 따른 공공공간의 형성은 당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민주적 특성, 그리고 상업성의 

변화, 그리고 중심적인 도시 주체의 활동을 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동체, 공적 책임, 공익성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은 초기에는 교회의 광장이나 교통 

광장 등 종교, 교통, 상업 등의 도시적 기능을 확보하 다. 이와 동시에 권력과 연계되어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점차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라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역시 분화되어 소규모 단위로 흩어져 

생활 속에 분산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역 공간이 형성되면서 역 주변에는 상업적인 시설들
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익명적 공공공간이 대량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공간은 기존의 

교회의 광장이나 기념비적 광장과 같이 그 공간의 형성 목적이나 의미가 특정 권력이나 지역 공동체와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교통이라는 중성적인 기능공 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
공공간과는 다른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공간 질서가 와해되고 철도망에 의한 새
로운 도시 위계는 자본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유의 형태
가 점적으로 구성되며, 점차적으로 다층적 도시 주체가 소통하는 메트로폴리스의 공공공간으로 바뀌어왔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현대의 역세권은 도시 역사의 여러 레이어가 공존하는 시대적 다층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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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러 지역의 자본과 그 관련 조직들 간의 이해 관계가 긴밀하게 얽혀있는 공간이다. 역공간은 시가
지 개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이다. 당시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고 동시에 여러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 중심 공간과 중간 공간은 그 지역의 시대적 중심성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의 가장 강력한 자본력의 힘을 보여주는 공간이 역 중심 공간이라면, 역세권이 형성되기 이전의 지역 

중심과 전통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중간 공간이다. 이처럼 기존의 도시 건축 역사를 통하여 역
세권의 권역별 지역적 특성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례선정 기준 2.4.3.

4장 이후의 사례분석에서 분석사례가 될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일본 ‘Area Management’에 

관한 대표적인 참고문헌 및 정부발간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사례들을 추출하 다. 그리고 이들을 사업 주체
와 ‘Area Management’ 사업의 범위에 따라 역세권 권역별로 정리하 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
별로 살펴보면, 관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주민주도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특히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개발주체나 대형자본을 바탕으로한 경우가 많다.  

본연구의 대상으로는 되도록 주체별로 특징있는 대상을 중심 사례로 보고자 하 으며, 이에 관주도형의 

대표사례인 동경역 주변, 관과 민간의 혼합주도형인 오오사키역 주변, 제3섹터 주도형인 아키하바라역 주변, 

제3섹터와 주민중심으로 이뤄진 코가네초역, 이렇게 네가지 사례를 선정하 다. 

 

 

[표 2‐28] 주요 참고문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일본의 역세권의  ‘Area Management’ 사례 

역
세
권
역 

유형  사례 역 이름 

참
고
1 

참고2  참고3 
참
고
4 

참
고
5 

참
고
6 

사업주체 

 주체별 유형 긴
급 
정
비 

도시
환경
개선 

국토 
교통
성 

도
쿄
도 

小
林 

기
타 

주
민 
단
체

제
3 
섹
터

지역 
기업 

UR 
철도 
회사 

주
요
조
사
대
상
역 
  
  
  

  

동경역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東京都, 
大手町・丸の内・有楽
町) 

●     ●     ●        ●  ●     ● 
관 

주도형 

 
코가네초역（黄金町
駅） 

          ●  ●  ●  ●    ●  주민주도형 

   시오도매 (汐留)역 
●     ●  ●  ●  ●       ●       

지역기업 
주도형 

  
아키하바라 역 주변 
（秋葉原駅）

●     ●  ●    
●

●  ●  ●       
제3섹터 
주도형 

  
오오사키 역(大崎駅) 
고탄다지구 

●     ●  ●    
●

   ●  ●  ●     혼합형 

역
공

 통합적 
공간연계

신주쿠 역 
남구지구(新宿駅） 

●             
●

            ● 
관  

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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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를 위한 
거대 
공공공간  시나가와〔品川駅） 

●                               
관  

주도형 

 역 앞 
광장을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카마가야 역 
〔鎌ヶ谷駅） 

              
●

●  ●           제3섹터주도형 

고쿠료우 역 (国領駅) 
         ●        ●  ●  ●       

주민자치 
주도형 

후쿠시마〔福島駅） 
              

 
● 

  
 
● 

         제3섹터주도형 

역 근처 빈 
공간 활용  후쿠이 역〔福井駅） 

              
● ●

           
상인 

주도형 
노선 
변경에 
의한 적지 
활용 
  

세이죠 
가쿠엔마에(小田急 
成城駅) 역 

              
 
● 

            ●  기업주도형 

시모키타자와역 
              

●
   ●         

제3섹터 
주도형 

역
중
심 
공
간 

  
지역연계 
페데스트
리안 
네트워크 
 

토야마 역(富山駅)                 ● 
●

   ●        관주도형 

미나토미라이21지구  
   ●        ● 

●
   ●  ●  ●    

지역기업 
주도형 

코쿠라 역（小倉駅） 
   ●                    ●  ●  ● 

제3섹터 
주도형 

덴노우쥬 역 ( 天王洲） 
            ● 

●
      ●       

민간 
주도형 

통과 도로 
  
  

하루미 역 （晴海駅）  ●        ●  ● 
●

   ●  ●    
UR 

주도형 
오사가 비즈니스 파크 
OBP 지구 

●           ●  ●       ●       
지역기업 
주도형 

오사카시 우메키타지구  ●  ●        관주도형 
입체 
교차사업
을 활용한  
고가 활용 
  

코가네초 역（黄金町
駅） 

               ●  ●  ●          
제3섹터 
주도형 

휴우가시 역 
주변（日向市駅） 

               ●  ●  ●  ●     ●  혼합형 

지역 
커뮤니티
의 거점 
센터 
만들기  
  

산겐자야 역(三軒茶屋駅) 
               ●  ●             

주민 
주도형 

카시와 역  어반디자인 
센터（柏の葉駅） 

●  ●           ●  ●     ●        민간주도형(학계) 

역
세
권  
중
간
영
역 

산업시설
활용 

오오타구 오픈팩토리 
（大田区） 

   ●                 ●           관주도형 

도로상 
오픈 
카페활용 
  

신주쿠 역 니시구치 
3초매（新宿駅） 

●              ●                
민간 

주도형 
록봉기 
1초매（六本木） 

●           ●                 ● 
민간 

주도형 

공터활용  카시와시 카시니와제도 
              

●
               관주도형 

메인도로 
활성화 
  
  

시라카와시 
혼마찌(白河市本町) 

              
●

   ●           민간주도형(학계) 

삿뽀로 역（札幌駅）  ●     ,  ●     관주도형 
미타카 역（三鷹駅）        ● ●       상인주도형 

내부길 
매니지먼
트 

JR 아오모리 역（青森
駅） 

   ●        ●     ●  ●   ●        관주도형 

치바 역  퍼브릭 
갤러리（千葉駅） 

●              ●                 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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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 
상점가 
활성화 
  

다카마츠시 마루가메 
상점가（高松市丸亀商
店街） 

 
● 

    ●    
 
● 

● 
 
● 

   ●    
 

상인 
주도형 

텐진지구(天神地区)  ●     ●       
●

       ●       
제3섹터 
주도형 

역
세
권 
주
변
영
역 
 

  
빈 빌딩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업거점 
형성 

하마마츠 역 )(浜松駅) 
●             

●
       ●          관주도형 

후쿠시마 
중심시가지(福島駅) 

         
● ●

   ●        
상인 

주도형 

나카메구로 역中目黒역 
      ●  ●           ●  ●          관주도형 

거주지 
호시다커먼씨티(星田H
UL‐1地区)        ●                        UR  + 주민 

복합 

쿠마모토 역(熊本駅)     ●             
● ●

           관주도형 

하카타 역（博多駅）  ●                
 
● 

 
● 

        
  
  관주도형 
  

참고 1> 긴급도시재생정비구역 중 애리어매니지먼트 관련 조직이 있는 곳 

참고 2> 도시환경개선지원사업(애리어매니지먼트 지원사업조직사례집)  

참고 3>国土交通省、都市整備計画を活用した官民連携方策検討調査 /  

国土交通省,エリアマネジメント推進マニュアル 

참고 4> 東京都都市整備局、市街地整備における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手引 

참고 5> 小林 重敬, 『エリアマネジメントー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 学芸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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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도시 성장 이론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공간의 분화 

3.1.  도시화의 인프라 확충과 메가스트럭쳐의 제안 

3.2.  고도 성장기의 도시 중심 이동과 역세권의 양적개발 

3.3 일본역세권 대형화 및 복합화와 물리적 지역 연계 공간 형성 

3.4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역공간 재생과 지역 연계 

3.5 새로운 공공성과 역세권의 ‘Area Management’ 

 

일본은 빈번한 지진에 의한 도심 재개발과 전후 파란만장한 경제 성장 및 버블경제 붕괴 그리고 경제적 

암흑시기의 다이나믹한 도시개발의 싸이클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본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 개발의 다양한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인프라 확충이나 필요에 따른 교통 확충이라는 차원이 아닌, 무수
히 많은 자본 세력이 도시개발에 관여하면서 급격한 도시경제의 확장에 따른 상업적 거대화와 불필요한 자
본의 경쟁적 개발로 인한 무제한적 복잡화의 폐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본은 철저히 철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상류층조차도 도심내에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는 대신 철도
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중심의 생활은 사람과 화물의 이동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업공간 및 거대
한 도시 자본의 집적화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본의 역세권 개발은 한국 역세
권 개발에서 복합화, 입체화라는 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참고 사례로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버블 경제 붕괴 

이후 하드웨어적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 개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빠른 도시정책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변화속에서 지역의 안전적 성장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온 

마을 만들기 조직은 점차 성숙단계에 이르러 행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의 차별화 및 친환경적 기술기반의 도시재생의 주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조직의 성장은 

곧 공익적 차원의 도시개발이라는 ‘새로운 공공성’에 바탕이 되었으며, 최근의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물리적 

팽창과 경쟁적 자본유입의 거점이 아니라, 지역의 편의시설을 재배치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공익적 개발의 

거점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심개발에 의해 외곽으로 빠져나갔던 공공공간이 역세권을 중심
으로 다시 재배치되고 있는 현상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역세권 주변의 공공공간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다양한 도시자본의 흐름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시설과 오래된 시장의 경계,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다양한 지역 이익 단체의 교차적 경계공간 등의 의의를 가진다. 즉, 현대의 수요에 맞게 변화해가는 컴
팩트씨티의 개념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 것이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역세권은 일본도시개발 역사의 총체적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역세권 개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어가는 시설로서의 역세권의 기능과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관리 방
안으로서의 역세권 내 공공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순한 제도의 분석이 아닌 그 근거가 되는 이
론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이론과 실천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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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세권이 재개발의 대상에서 ‘Area Management’의 대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관련 정책과 법규 와
의 관계속에서 연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생성되고 축척되어 온 역세권 공공공간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도시화의 인프라 확충과 메가스트럭쳐의 제안 

 도시화와 민간기업의 획일적 패턴의 역세권 개발 3.1.1.

일본 역세권 개발은 곧 일본 근대 도시 개발의 총체적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동경의 역세권
은 선진적인 도시개발 정책이 가장 신속하게 적용되고 변화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이다.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1868년에 에도에서 도쿄로 개칭한 동경의 철도망 역사는 1872년 10월14일 일본의 

철도개업과 함께 신바시1-요코하마를 잇는 미타도선으로 시작되었다. 에도에 이어 메이지 정부의 수도가 된 

동경은 1884년 동경시구 개정의견서를 제출한 이래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역세권 개발은 동경 전체의 도시구조를 재편성 하는 기본적인 축을 담당하였다. 중심부에는 관공서, 대기
업 및 문화기관등의 건설이 진척되었고, 시가지도 시타마치에서 야마노테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
정에서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시가지가 초토화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교외 방향으
로의 철도가 증설되고, 교외 시가지 확장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전후 부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46년에 특별 도시계획법이 공포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의 복구를 위해서는 토지 정비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토지정비의 과정속에서 지하상가와 철
도역을 정비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급격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30년 우에노에 일본 최초의 지하상가가 출현한 이래 1955년부터는 지하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
가 건설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이러한 패턴으로 급하게 진행된 구획정리 사업은 결과적으로 

재해를 입은 지방도시 역 앞의 풍경을 비슷한 토지이용 패턴으로 동화하는 결과를 낳았다.2  여기서 비슷한 

패턴이란 역 앞에 사각형의 비슷한 역전 광장이 들어서고, 철도에 직각 방향으로는 주요 간선도로가 펼쳐지
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첫번째 주요 간선도로를 지나 두번째의 도로를 축으로 지구를 분할하는 획일적인 패
턴이 이에 해당한다.3  

전후의 혼란기 속에서 급하게 계획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양적 팽창을 위
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역앞 광장을 중심으로 역세권이 틀이 형성되어졌
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50년대 국철시절에는 부대사업이 없었으나, 2차 세계대전 후 피해복구를 하면서 민
간기업이 출자하여 역빌딩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철도 회사들이 토지개발권을 가지

                                                            
1
  이때 신바시 역은 이후 화물역이 된 시오도메역(汐留駅)이며, 요코하마역은 현재의 사쿠라기초 역（桜木町駅）이다.  

2
 北村隆一、鉄道でまちづくり ―豊かな公共領域がつくる賑わい、学芸出版社、2004, p.22 

3
 石田頼房 ,  日本近代都市計画の白年、自治体研究社、1987,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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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세권을 개발하였다. 왜 당시 이렇게 많은 역주변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는가를 제도권 변화를 미
루어 짐작하면 높이 제한에 적용되던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역세권은 그러한 제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통하여 고밀개발이 가능해진 역세권이 점차 복합적 용도개발로 나아가는데는 초기 도
시개발시기의 용도지역제가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2년 도시계획법 4차개정에서는 용도지역을 주거계 , 

상업계, 공업계. 3종류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높이 제한치와 건폐율 제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중 상업지역
은 건폐율이 약 70%, 높이제한은 31m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절대 

높이 제도는 1963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라 용적지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비슷한 사이즈의 대규모 역세
권을 양산하는데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건축학회의 고층화 연구와 지하공간의 확장 3.1.2.

역세권 개발이 대량으로 이뤄지기 시작한데는 일본건축학회의 이론적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 1950년 전
반까지 건물의 총용적률은 약 600~700%인데 반해 1950년대 후반에는 1,000~1,300%의 건물이 생길 정도
로4 용적률이 전후 인구 증가의 수요에 대응하여 용적률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의 

용적률은 뉴욕의 경우 1,200%, 런던 550%, 파리 350%, 베를린 150%등으로 다양했는데 당시 파리와 런던
은 용적률은 용도 지역과 연동되어 있었다.  또한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는 절대 높이 제도도 병행되어 있었
고, 최고 높이 제도는 베를린은 20m, 파리는 37m, 런던은 30m였다. 이러한 고도경제 성장의 배경과 함께 

나타나는 무절제한 용적률 증가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건축 이론 분야에서도 다양한 실험적 계획들이 나타
나고 있었다.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였던 아사다 타카시5는 일본 건축학회의 고층화 연구위원회로 활동하
면서, 1950년대에 평면효율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서 고층 건축의 형태를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6을 

발표하였다. 이는 효율성에 기반한 역세권개발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이에 따라 고층
빌딩의 용적률과 지하용적률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5년에는 [도심부 건축물의 고층화에 관한 연구보고II 도심부의 일반건축물의 고층화에 관한 연구] 에
서 도심 지구의 도시적 공간, 건축적 공간의 기술적, 경제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동경 도심에서 용적율이 최
대 600%의 건축이 세워지고, 당시 법규에서는 900%까지 용인될 수 있었으나, 무통제적인 고층밀도화의 문
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고도 제한은 곧 형태를 제한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공공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적으로 고층가능한도까지 용인하고, 도시 계획적으로는 용적율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4
 大澤昭 彦、日本における容積率制度の制定経緯に関する考察―容積制導入の背景：1950~1961 年 土地総合研究. 

2001.p52 

5
 浅田孝(1921~1990) 단게겐조와 많은 작품들을 함께 함. 후에 오사카 박람회를 주도하는 건축가 디자이너 그룹 

메타볼리즘의 주축 멤버이기도 함. 

6
 浅田孝, 高層建築平面評価の一基準、日本建築学会研究報告、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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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심의 도로 면적이나 경제
적 상황으로부터 용적율은 

300~400% 전후가 적절한 제
한이다. 따라서 도심의 재개발 

및 도시계획적 규제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입체 환지 및 발
전형태로서 슈퍼블럭을 검토
하고 있었다. 당시 고층화는 

20층까지였다. 그리고 그 형
태는 기단층의 저층부위에 타
워를 얹히는 분리형7이 유효
했다.  이는 이후 1963년의 건축기준법 개정과 신주택시가지 개발법에서 용적지구 제도 도입 및  31m 절대 

높이 제한 철폐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아사다 타카시 공공공지의 관점에서 공원과 연계된 시설로서 고층건축의 대지 면적 내에 사유 공지
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56년에 [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의 경제적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마루노우치 지구(동경역주변, 저층부 용적률 50~100% 이하, 고층부 400%이하인 분리형 고
층건축의 4개블럭)를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공지와 함께 도심부의 고층빌딩 및 주택 

고층 공동화를 지역적,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개발 계획 과 고층화에 의해 생겨나는 자유
공지의 적극적 활용 및 임대료가 높은 지하층을 활용하는 인공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그는 1958년에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타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재개발을 촉진하는 세제를 검
토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이질적인 건물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개발은 곤란하며, 이전의 권리가 존중되는 토
지구획정리법의 입체 환지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1969년 제정된 도시 재개발 법의 개발 허가 제도나 용적률 

제한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중요한 선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63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용적지구제가 도입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용적지구제는 이전의 절대높이 규제와 건폐율이라는 철저히 물리적인 틀에 의해 관리되었던 도시의 경
관들을 보다 자율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게 하였고 건축 및 도시설계에 있어서도 자유도의 확장이 이루어졌
다. 이러한 바탕에서 등장한 메가스트럭쳐의 개념은 1970년대 버블경제의 중심도시인 신주쿠, 동경역 주변
지역등의 대도시 고층빌딩군에 대한 이상형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메가스트럭쳐의 지하에는 지상만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지하공

                                                            
7
 浅田孝, 高層建築平面評価の一基準、日本建築学会研究報告、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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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용의 역사는 지하 상점을 중심으로 한 지상과 지하의 연결 공간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2차 세계대전 이
후 개인 권리 주장의 심화에 따라 지하철 공사등과 관련하여 지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1957년에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1960년대 동경에서 처음으로 공공 지하 주차장이 공원 아래 건설되
었다. 당시 대표적인 역세권 지하상가 개발 사례는 동경역 야에수 (1963, 69)구치주변과 JR나고야(1955-70)

역을 들을 수 있으며 대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초기적인 지하도로 네트워크의 틀을 형
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게된 지하공간에는 이후 도심부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자동차
가 집중되는 터미널 역 부근이나 지하철 역 부근에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었다. 

 

 세계디자인회의 조직화와 메가스트럭쳐 3.1.3.

1950년 중반에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 키쿠다케의 해양도시를 컨셉으로 

한 해상도시, 탑상도시(1958) 등의 작품들과 쿠로가와의 캡슐타워 등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메타볼리
즘 건축가그룹에 기반한 다양한 실험적 제안들은 신주쿠역, 동경역등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실제 역세권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성장의 문제와 국제화의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1955년부터 10년간 동경에는 인구가 약 30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1960년대에는 도시로의 집중에 대응하
여,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종전 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달과 함
께 국제회의 등의 교류에 따른 건축 도시 이론의 발전이 있다.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열렸던 세계 디자인 회
의가 1964년에 일본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스페인 회의에 공업디자이너로 참가했던 소리야
나기(柳宗埋)와 사무국 차장이었던 츠네세소코(瀬底恒) 는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그 준비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8소리야나기가 처음으로 독립하여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사무소에서 오오타카세이진(大高成人)

과 마키후미히코(槙文彦)는 디자인 회의를 위해 [군조형]의 신주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신주쿠터미널
재개발’(1960)은 세계 디자인 회의용 프로모션 프로젝트였다. 이 신주쿠 계획은 철로를 넘어 장대한 인공지
반을 설계하여 그 위에 건축군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디자인의 기반이 되었던 [군조형]이란 컨셉은 도시화 시대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전에 오오타카가 종전 직후 제출했던 “건축군과 인프라스트럭처의 관계”라는 졸업 논문과 연계되어 있다. 

오오타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공 지반, 즉 건축이 부지 자체를 형성하는 개념에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건축학회 및 일본미술협회(日本旦伝美術協会), JIDA(일본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협회)등의 지지를 구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JIDA의 불참가를 계기로 산업디자인이 아닌 건축가 그룹을 중심으로 세계디자인회의

                                                            
8
 ケン石井 外, 瀬底恒を巡る 100 人のボーイフレンド・ガールフレンド―戦後日本のデザイン界を支えた瀬底恒さ

ん, 発起人太田徹也 AD・デザイン、 2004 



123 
 

준비국이 개설되었다.9 사무국장을 맡은 아사다 타카시(浅田孝)는 메타볼리즘 그룹 결성의 주요 인물이다. 

그리고 마침내 건축으로부터 도시와 환경을 논하는 비평가로서 1961년에 환경개발센터를 창설한다. 세계디
자인 총책임자를 맡은 단계겐조를 필두로 단게겐조 연구실 출신이었던 쿠로가와 기쇼와 함께 1964년 세계
디자인회의 임무를 맡게된 아사다 타카시는 디자이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키쿠다케, 쿠
로가와 키쇼, 가와조에(川添), 오오다카세이진, 마키후미히코를 중심으로 메타볼리즘이 형성되었고, 세계 디
자인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당시의 인구문제를 실현하기위한 거대도시 디자인이 현실적
인 장소, 특히 인프라스트럭쳐와 연관된 인공지반 대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3.2. 고도성장기의 도시중심이동과 역세권의 양적개발 

 인공 토지 개발론 3.2.1.

빠른 도시개발로 절대면적이 부족해지면서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도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체적인 인공토지를 개발하여 부족한 토지면적을 대체하고 특히 지상철로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3년 [인공토지-성립조건, 효과 및 계획]에서는 인공 토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토지는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나게 된 개념으로 건축물을 시작으로 한 각종 도시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의 베이스’가 되는 영구적 건축물로써 지상 몇미터 공중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큰 스팬의 다리로 지지
되는 거대한 1층 혹은 2층의 평평한 판(平板)으로 설명된다.” 10.  

인공토지는 이처럼 데크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분배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인공토지 위에는 정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와 함께 건축과 토목 또는 랜드스케이프를 통합하는 도시계
획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공 토지가 토지와 같은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1962년의 구분소유법, 공중권의 

논의를 뉴욕 사례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건설성은 전국의 재개발사업에 인공토지방식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11 그리고 실제적인 사용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간에 대한 

사용권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정규모의 토지위에 몇층의 공간에 대하여 사용권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 토지에 의한 토지 이용의 입체화에 대하여 현황 지반을 기반으로하
는 평면적 도시계획의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것 (용도지역의 입체적적용)]을 지적하고, 현행의 법제도와 재개

                                                            
9
 八束はじめ , 吉松秀樹 , メディアデザイン研究所、メタブリズムー1960 年代日本の建築アバンギャルド、ＩＮＡＸ

出版、1997.01, p.10 

10
 浅田孝, 高層建築平面評価の一基準、日本建築学会研究報告、1950,p.51 

11
 地区の再開発―人工土地計画、日本建築学会名古屋大会「地区の計画」都市計画研究協議会資料、1967, 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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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수법을 분석하여 인공 토지 및 인공 택지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 방법과 관리 처분 방식, 권
리 설정, 제한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7가지 유형의 인공토지에 대하여 분석12하였다. 

유형1: 지형의 경사가 급하여 도시 기능이 평탄부에 집중하는 장소/ 유형2: 토지가 없는 경우에 토지를 만
드는 것/ 유형3: 인구, 건축이 고밀한 저지대(下町)/ 유형4: 지반 침하 등으로 도심 기능이 마비되는 장소/ 유
형5: 도심부, 부도심 및 고속 교통기관의 역, 터미널, 고속도로 주변지구와 같은 기능 집적지구/ 유형6: 기존 

건축군을 활용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 토지(입체 도로, 옥상주차장, 옥상정원, 옥상광장
등)/ 유형7: 인공 택지(대도시의 교외 주택지에 입체화된 기둥, 바닥, 벽, 천정의 주요 구조부와 설비를 건설
하여 후에 사용자의 자유에 따라 바뀌는 시스템, 현재의 Skelecton Infill System) 으로 정의된 7가지 인공적
인 토지유형을 정리하였다.  

 

당시 이에 해당하는 토지 유형은 간다오테마치(현재의 동경역주변, 20ha, 유형5)지구, 동경 K지구(4ha, 유형
3) , 오오사카 도지마지구(堂島地区, 6.5ha  유형5) , 사카데시인공토지(坂出市, 유형)등의 사례가 있다. 

이중 사카데시의 인공토지(1963-)는 위의 유형 중에서 도로주변의 상대적으로 비싼 택지는 그대로 두고, 

안쪽의 저렴한 택지를 매수하여 앞측의 비매수지에 인공토지(상공 9m이상)를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사용하는 70년간의 권리(개량주택의 법정내용년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다. 사카데시는 

인공토지 구조비와 옥상권 보상비만으로 지가 높은 도로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옥상권 보상비를 인공 토지 아래 부분의 내장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
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당시 인공 토지의 구조에는 상부 건축물에 대하여 (1)건축물 배치의 자유도 (2)공지에 신축 (3)건물의 증
축(4층까지) (4) 건물철거 (5) 기둥수가 적은 큰 스팬 (6) 약 40센티 두께의 구급차 도로 등에 대한 기준들이 

설정되었다.  

 

                                                            
12
 浅田孝, 高層建築平面評価の一基準、日本建築学会研究報告、1950,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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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데 인공 토지는 당시 도시 재개발법 제정을 위
한 로드맵으로서 다양한 실험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
는 인공토지 위의 공원이 개량 주택으로 변경되어 지
상권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토지소유자의 불
만으로 교섭이 어려웠던 데 있었다. 즉 이러한 인공 

토지의 입체적 연계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
권을 획득한 임차인의 사용 권리 간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   

1970년대 이후에 인공 토지에 대한 논의는 

Skelecton Infill의 인공 택지론으로 지속되었으며 이 

이론은 교외를 만드는 20세기의 집합 주택 계획에 적
용되었다. 그리고 도심 업무지구 및 기차역 앞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형성되어 역세권의 모습을 입체적
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용도가 불확실한 인공대지
의 대량공급은 곧 상업자본과 연계되어 거대개발로 

이루어졌고, 역세권에는 사용성이 불분명한 익명적 

공공공간을 양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단위 주택개발에 따른 역세권의 3.2.2.

분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 성장은 삼대 

도시권(首都圏・中京圏・近畿圏)13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집중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주택개발이 도시근교에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역세
권이 도심부에서 도심 근교롸 확장되어 가면서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거대 역세권을 등장시켰다. 일본 주택 

공단에 의해 주택 개발 계획이 활발해져 기성 시가지와 일체화된 정비의 방법으로서 도시재개발의 붐이 일

                                                            
13
   일본의 삼대도시권은 수도지역, 츄쿄우지역, 킨키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정비법(1956 년), 킨키정비법(1963 년) 

1966 년 중부권개발정비법(1966 년)에 의해 그 범위가 정의되었다.  

수도권(首都圏): 東京都・神奈川県・埼玉県・千葉県・群馬県・栃木県・茨城県・山梨県 

츄쿄우지역(中京圏)：愛知県・三重県・岐阜県。 

킨키지역(近畿圏)：오사카(大阪府), 교토(京都府), 兵庫県・滋賀県, 나라(奈良県)・和歌山県.  

 

 

[표 3‐1]  1960 년대의 인공토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  참여건축가 

本圧新幹線駅 1999 

千葉ちはら台駅前広場計画 大高正人 

坂出人工土地 1967 大高正人 

多摩センター駅 大高正人 

  

多摩ニュータウンのモデル設計 1965年 
ランドスケープは上
野泰,大高正人

多摩ニュータウン・マスタープラン 1966年 大高正人 

多摩ニュータウン・住宅地開発基本計画 1967
年-1968年

大高正人 

新宿副都心計画・群造形（） 1960年 槇文彦ら,大高正人 

くば市 筑波新都市記念館・洞峰公園体育館 大高正人 

つくば市 つくばターミナル・つくば駅中央
自転車駐車場 (現存せず)

大高正人 

人工宅地計画 1961年。1963年再検討 大高正人 

南大沢（多摩ニュータウン中央地区）センタ
ーペデストリアンデッキ1971年-1977年 

大高正人 

常盤橋地区再開発計画 1963年 大高正人 

Movement System in Boston 1965 黒川 

小田急奥たてしま観光開発計画 1965   

小田急奥蓼科あけぼの計画インスタントビレ
ッジ

黒川紀章 

川崎駅前再開発計画 
黒川紀章 
(마스터플랜)

鳥取駅前再開発 黒川紀章 

 丸の内業務地域再開発計画 1961年 - 黒川紀章 

根岸駅前再開発計画 1969 黒川紀章 

東京海上都市 1959 大高正人 

1961年 - 東京計画1961＜ヘリックス計画＞ 黒川紀章 

1987年-東京2025計画（グループ2025） 黒川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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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된다. 14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에 점차 심화되어 과밀문제, 주택부족, 스프롤개발, 교통문제, 공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시켰다. 1958년 제1차 수도권기본계획의 책정과 함께 1962년 전국종합개발계
획이 책정되었다. 이는 전국 레벨로 분산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경에서도 신주쿠와 이케부크
로등의 부도심의 분산배치가 계획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위계 변화와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에 의해 (신)도시
계획법(1968년), 도시재개발법 제정(1969년)으로 개발 허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규모의 프로젝트들
이 난립하던 시기가 바로 1960년 초중반이다.  

1963년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을 기점으로 대단위 주택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역세권이 보다 분
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시가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존 시가지의 중
심 역할을 하는 구시가지 중심의 역과 신시가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가지역, 그리고 신시가지와 기존 시
가지의 매개 역할을 하는 시가지역으로 분류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에도전철 스즈란다이역 (神戶電欽鈴蘭台馭)주변의 지구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계획
의 초점은 단순히 신규주택개발이 아닌, 기성시가지 및 도시계획도로와 어떻게 일체화하여 계획하는가에 있
었다. 이에 대하여 도로 계획뿐 아니라,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스즈란다이지역의 도로망을 제안하고, 지구 

내의 간선 도로를 스즈란다이역앞에 연결해서 지역환형도로15로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구 내에
는 새로운 역(니시스즈란다이역)을 설계함으로써, 스즈란다이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공단 주
택이 계획되면서 인구 집적이 가능해지고 생활 시설이 신역 주변에 정비되었다. 이 역 주변에는 현재에도 

대형 점포나 생활 시설의 집적과 같은 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시가지의 역할 분담 및 그 관계에 적절한 위치를 갖는 역세권 정비는 불
필요한 집적의 완화 및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지속적인 생활지원과 지역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족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도시부로의 인구 집중에 대한 대안이 단순히 거대 건물을 만드는 

것으로 끄탄는 것이 아니라, 마을조성 그리고, 고용, 경제, 복지, 교육등, 도시 생활의 모든 면에 걸치는 주민 

                                                            
14
 共益社団法人日本都市計画学会,  60 プロゼックトによむ日本の都市づくり、朝倉書店, 2011, p.18 

15
  당시 이러한 지역인프라와 연계된 지역환형도로는 콜렉터 도로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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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정적 서비스의 증대는 곧 주
민참에 의한 도시설계의 패러다임으로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고베와 동경의 세타가야구 등지에서는 방재 마
치즈꾸리를 기반으로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역의 공공공
간이 도시재해나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공간개발과 수평적 확장- 지하도시로서의 독립적 지하공간의 형성 3.2.3.

1970년대에 이르러 지하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지하가와 지상건물의 지하층 및 지하철 역등의 

유기적 연결이 강화된다. 1972년 동경 내 지하백화점 화재를 계기로 건설성, 소방청, 경찰청, 운송성이 함께 

[지하로의 관리에 관하여]를 발표하면서 지하가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지하신설에 대한 엄격
한 규제와 사업 수법, 사업 주체, 구조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지하가의 

대규모 가스폭발 이후 지하가 개발에 대한 규제가 한번 더 강조되었다. 하지만 80년대 말에 이르러, 편이성 

향상 및 경제 활성화 추진, 방화 기술 향상 등의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1988

년 6월에 ‘종합토지 대책요강’이 발표되면서 대심도 개발이 더욱 본격화되어 지하공간에 대한 보다 다양하
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50년대에서 60년대 초창기에 세워진 많은 역들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부분
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합화되어 갔다. 역주변의 용지 매수에 의해 역을 평면적으로 확
대하였다. 다른 방식으로 용지를 확장하지않고, 2층을 고가화하는 안 등 다양한 시도에 의해 기존 역들을 확
장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기존 도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공공간은 상업 용도의 지하가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의 

가용지 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일본에서 이러한 개발은 블록단
위로 이뤄지고 최하층에 지하철이 위치하면서 저심도로 개발되며 주차장이 부설되기도 한다. 지하철을 상호 

연결하되 기타 공간을 주로 빽빽한 상점으로 채워두어 환기 및 채광 등 환경적인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단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는 아베티카 지하가 및 쿄토역 포르타(1980), 동경역 다이아모르 지하상
가(80년 계획추진, 1995개장)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하 1층의 공공 지하보도 

및 지하 2층의 교통 네트워크 주차장, 그리고 수많은 지하상가들은 지하공간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과 같이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지하 쇼핑몰이 늘어가면서 도심의 보행 공간으로서의 지하의 

연계 통로의 도시적 의미도 점차 확장되었다.  

내부 광장은 주 통행로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
하에서 길찾기에서는 유리한 면을 갖고 있다. 또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용이한 ‘길찾기’와 관련한 

다양한 패턴의 바닥, 장식된 천장 등이 활용되고 신호(Sign)와 조명방식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시설의 연계라는 면에서는 지상과 지하가 일관적으로 설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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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를 지상과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지하 공간을 하나의 독립된 환경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
체적 장치들, 예를 들어 실내정, 분수, 포켓 광장 등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치들은 비단 환경적 영
향뿐 아니라, 대규모 지하공간 내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인지성을 높이며, 동선을 분배하는 교차점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지상 건물의 일부로서 지하 시설이 계획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시설의 공
유로서 밀접한 연계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하의 보다 독립적인 공간 및 환경의 설계를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용지 매수가 평면적으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지하공간의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사례로 오사카 「우
매다역 대개조계획」16 이 있다. 역을 국철(현 JR 서일본) 고가의 북측 용지 매수비를 포함한 거액이 필요했
으나, 국철고가의 북측으로 200m 확장하여 대규모화하였다. 이 계획은 1961년에 시작하여 1977년 완성될
때까지 약 16년을 필요로 하는 대공사였다. 이 역은 터미널과 인접되어 있으며 내부 수변공간과 세개의 몰
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당시 고가화로 생겨난 역 밑 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의 도입이 활

발해지기 시작했다. 역 아래 공간, 그리고 지하에 대규모의 쇼핑센타(한큐삼번가阪急三番街)를 설치하는 것
은 일본에서도 처음있는 시도였다. 가끔 지하수의 처리 문제가 생겨서 그 대책으로 처음 계획했던 점포의 

수를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여 폭 2.8m와 길이 90m의 인공하천이 있는 광장을 정비하였다. 이는 물이 흐르
는 지하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최초로 무빙 워크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지원시설
도 정비되었다. 특히, 공공공간으로서 선큰 광장정비와 한큐백화점과 한큐그랜드빌딩사이에 폭 18m의 보행
도로, 그랜드돔 등의 보행공간 정비, 역 상부를 이용한 600대 수용의 주차장 도입 등이 실현되었다. 

이처럼 이러한 지하공간에는 매우 초기의 공공공간으로서 몰과 몰사이의 포켓광장, 무빙워크등이 형성되
었다 이러한 공공공간은 그 자체가 공익적 목적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단지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
과 공간 상의 휴식의 의미로서의 공공공간으로 이해된다.  

   

                                                            
16
 鉄道でまちづくりー豊かな公共領域がつくる、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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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역세권 대형화 및 복합화와 (1970 년대말-80) 지역연계 공간 형성 

 

 철도민영화와 버블경제에 따른 역세권의 복합화 3.3.1.

지하상가, 그리고 인공데크를 통한 입체적 지상공간들을 발판으로 철도회사들은 빠른 민영화 추진을 통수
익모델을 중심으로하는 거대개발에 참여하였다. 1987년 4월1일에 발족한 국철분할민영화에 의해 일본국유
철도 JR을 6개 지역별로 분할하여 민영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부분 민영화는 JR동일본(2002년), 

JR 서일본(2004), JR동해선(2006) 를 완전 민영화함에 따라 현재는 전부 민영화된 상태이다. 이처럼 1980년
대 중반의 경쟁적 민영화는 난개발을 가져와 전체적인 지역의 개발상을 그리지 못한 채 상가 중심으로 개발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민영화는 물론 개발의 다양성과 쇼핑 공간과 보행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좋아
진다는 측면에서 그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적정 균형이 깨어
지게 되어 민간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부작용은 다시 원래로 되돌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
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개발의 권력이 민간과 자본으로 이미 분산되고 난 후에는 이를 다시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일본이 80년대 중반의 민
간 자본 개발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언급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일본의 방법과 달리 상하분리 방식으로, 경영주체를 인프라와 열차운행으로 분리해서, 전자
를 국가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자본중심의 투기적 민간화가 어느정도 제어되는 효과를 갖는
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초창기부터 사철이 많았고 급기야 1980년 중반 이후에는 JR 몇 개 노선을 제외한 

국철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면다. 그리고 철도 인프라 자체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권이 

기업에 있었다. 그 결과 경쟁적인 도시개발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박내선(2004)은 환승역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한 원인은 일본의 토지이용 규제가 "피라미드적 성격"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순도가 높은 주거 지역을 정점으로 기능의 복합도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타용
도의 입지를 유연하게 허용하게 된다. 즉, 주거지역에서 타 용도가 허용되기 어렵지만, 상업지역에는 주거용
도의 혼합에 대한 별도 규제없이 개발밀도로 1200%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으
로 지정된 환승 역세권의 경우 용도와 개발밀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 민간철도 사업자의 환승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 대중교통 지향적 도시개발의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 주거, 상업, 문화시설등
이 혼재된 복합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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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주변 도시거점 종합정비사업과 입체적 시가지 재개발 사업 3.3.2.

이러한 민간화의 물결속에서 공급된 대규모의 공공공간들은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1985년 수도 개조 계획과 1986년 제4차 수도권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도심의 기능을 명확
히하는 한편, 오래된 철도시설의 개조와 함께 철로 주변의 적지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업무지구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업무, 주거지구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새로운 지구들은 동경으로의 

집중이 아니라, 다핵권의 중심 업무, 주거 지구로서, 오오미야-우라와시（大宮ー浦和市）, 하치오지- 타치가
와(八王子-立川), 요코하마―가와사키〔横浜―川崎〕,  치바〔千葉〕, 츠쿠바（筑波）등 동경주변의 5개의 새로
운 권역이 설정되었다. 이 이외에도 가와구치(川口市)를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업무, 주거지구에는 기존의 

인공토지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 설계상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지역과 역공간의 보행공간으로서의 적극적

인 연계적 공공공간들이 등장하였다.  

1985년에 건설성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신도시거점정비사업(新都市拠点整備事業)을 실시하여 富

山駅, 秋田駅 , 姫路駅, 日立駅, 大宮・与野・浦和駅地区、二条駅、難波駅등이 지정되었다. 1980년대 말에
는 신도시거점정비사업(新都市拠点整備事業)의 종합정비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공모등이 대거 이루어지게 

되었고, 역주변도시거점종합정비사업 (駅周辺都市拠点総合整備事業)을 통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도시
정비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 토지구획 정리에서는 건설성의 「고향의 얼
굴만들기 모델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다. 이는 역 건물을 대표로 주변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그 지역의 대
표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공시설들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1989년 2월28일의 「종합 정비 계획」의 건설대신승인에 의해, 개발지구에 관계되는 토지이용, 

공공·공익시설, 고차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비의 기본방침이 세워졌다.17 그중, 「철도역종합개선사업」은 

철도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재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자유통로의 

정비 등 도시측의 사업과 일체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사업, 예를 들어 철도역의 홈이나 콩코스(concourse)

의 폭을 넓히는 등의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성 철도국에서는 이러한 철
                                                            
17
 1998, 国 土 庁,２１世紀の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地域の自立の促進と美しい国土の創造－, 全国総合開発計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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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종합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철도역의 개선사업과 지역 정비가 

일체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요구에 맞는 생활 지원 기능을 갖는 철도역 공간의 고
도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역의 개량, 정비 및 보유를 업무로 하는 제3섹터를 대상으로 종합개선사업의 경
우는 경비의 1/5이내, 제휴계획사업의 경우는 보조대상경비의 1/3이내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중
반에는 인구분산 정책과 다핵거점 분배라는 국가적 공적 책임의식에 따른 철도역 중심의 재개발이 진행되
었다. 이는 역중심공간에서 다양한 데크의 연계 방법과 입체적 도로, 그리고 지상 지하의 동선분리에 따른 

지역과의 직접 연계 및 부족한 녹지를 중심광장을 통해 확보하는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공간에는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익명적 다수를 위하고 지역 전체를 위한 통로 공간으로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공공공간
이 확보되었다. 

 

 인공지반의 입체적 연계  3.3.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0~70년대는 인공대지이론들이 역세권에서 구현되고 실체화되는 시기로 다양한 

보행자 네트워크의 실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JR과 같이 지상을 운행하는 기차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 지반의 실험들은 보행자 데크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상업 공간과 보
행 동선의 연계, 자연녹지와 보행동선의 연계, 업무공간과 보행동선의 연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험적 인공지반의 연계는 제2차 도쿄도 장기계획책정(1986)과 임해부도심개발기본구상 결
정(1987)과 이루어져 해안가의 매립을 통해 확장된 지역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중 상업 공간과 보행 동선의 연계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21지구가 있다. 도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보행자 공간을 설정하였고, 퀸축, 킹축, 그랜드몰축의 세 가지 몰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를 정비하였다. 이 계획은 1981년의 [도심임해부종합정비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1983년 미나토미라이 21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항만정리사업등의 기반 

사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중 지구내 보행자 데크 중에 도로횡단부는 도시재생기구(UR)가 중심이 되어 토
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요코하마시로 이관되었다. 당시 요코하마시, 도시재생
기구, 토지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21마치즈꾸리협의회(21まちづくり)가 조직되었고, 그 협의회에서 [미
나토미라이 21마치즈꾸리기본협정]검토가 실시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토지소유자간의 마치즈꾸리에 관
한 룰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공유하고 마치즈꾸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마치즈꾸리의 이슈, 토지이용계획, 물과 녹지, 스카이라인, 경관, 공용스
페이스(コモンスペース),건물저층부, 색조, 광고물, 주차장등의 마치즈꾸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
져있다. 또한 건축물에는 부지규모, 높이, 보행자 네트워크, 외벽후퇴등의 기준이 세워지고, 고도정보화
사회에의 대응, 도시방재, 환경, 주변시가지 배려 등 도시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미나토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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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치즈꾸리 협의회]는 이 협정을 운영하고, 협정을 보완하는 각종 기준, 지침, 가이드 플랜등의 관련세칙

들을 책정하였다. 이중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 설치지침](1992)는 기본사항과 데크의 폭, 높이, 통행성능, 

디자인 등을 자주적으로 책정하여 민간부지 내의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데크에 대하여 룰에 기반한 정비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18 

또 다른 사례로 대표적인 업무복합 빌딩들을 데크로 연결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치바현의 마쿠하리신도
심(幕張新都心)이 있다. 치바현기업청이 1973년부터 해안매립으로 조성해왔던 토지에 국제교류기능, 국제
업무기능, 연구개발기능, 학술, 상업, 문화기능,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기능, 주택기능 등의 다기능을 일체적으
로 집적하여 개발했다.19 1983년에 치바현생산삼각구상의 기간프로젝트로 시작되어, 1991년에 치바현업무
핵도시의 업무시설집적기지구로서, 지구내 15개의 시설들이 대부분 스카이웨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1988년에 [마쿠하리신도심중심지구 지구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중 [지구시설의 정비방침]에서 편이
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같은 스카이웨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당시 학자, 치바현 및 치
바시에서 구성된 [마쿠하리신도심환경디자인매뉴얼]을 책정하여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당시 마쿠하리 신도심 환경디자인 매뉴얼에 있어서, 공공스카이 웨이에 대하여 [도로 및 공공공간에 설치
되는 주요한 스케아웨이는 원칙으로서 공공 스카이웨이로 한다]는 규율 하에 도로 구조물로 정비되었다. 민
간부지내에 있는 스카이 웨이에 대해서는 [공공적 스카이웨이 이외 부지내 도로 혹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스
카이웨이를 정비할 경우 보행자공간에 맞추어 입체적인 보행자공간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란 지침이 있다. 

즉, 행정이 데크를 정비하고, 환경디자인 매뉴얼에 의해 지구내 민간사업자와 연계하여 대상지구 전체를 일
체적으로 스카이웨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8
 財団法人 道路新産業開発機構、道路空間の有効活用と道路管理における民間活用部会、新道路利用研究会報告書、

2010. P.15 

19
 財団法人 道路新産業開発機構、道路空間の有効活用と道路管理における民間活用部会、新道路利用研究会報告書、

201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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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카이 웨의의 효율적인 이용은 역공간을 중심으로 각 지구로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촉진할 수 있
는 동선 분배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역세권의 대형 상업빌딩들이 거점공간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웨이의 보행데크는 데크 하부공간
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 동선의 배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는 곧 역공간에서 지역으로 향해 나아가
는 이용자들을 지역의 주요 공간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주요한 동선계획이 이뤄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다른 사례로 보행자 동선과 대형 녹지 공간을 연계한 시나가와역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토지소유자들
이 주도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관리하는 사례이므로 4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하와 지상을 연계하는 중간적 공공공간의 다양화  3.3.4.

1980년대초에 대규모로 계획되었던 독립된 대형 지하공간의 확장은 곧 방문객들이 지하에서 방향을 잃
거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80년대에 들어 지상공
간과 지하공간을 연계하는 중간 공간들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가역의 세타가야 비즈니스 스퀘어(1993) 나 에비스가든 place(1994)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층에 쾌적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광장 시설들과 역의 지하와 지상 공간을 연계하는 중간 공간에 작은 폭
포나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환경적인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지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는 아레나형 광장을 계획하여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휴식 공간 혹은 작은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확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곧 역공간을 단순히 교통을 위한 통과 공간이나 상업 시설의 

연계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지역 문화를 흡수
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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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시가로로서의 연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도시가로는 한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이동하는 단순한 역할의 도로가 아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는 포괄
적인 공간이다. 이를 위해 외부와 연계되는, 혹은 지상 광장과 연계되는 아레나를 갖고 있다. 이는 내, 외부 

공간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와 함께 건물 외부 공간의 명료한 이미지 창출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적
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선큰 광장은 입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건물의 채광문제 해결과 외부로의 조망을 제
공하며 어두움이나 폐쇄감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여 준다. 선큰 중정을 통한 진입은 인상적이고 또한 

지하 건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연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큰 중정이나 아트리움 공간을 이런 내부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
인 중립 공간으로서 식사, 휴식, 만남의 기능시설과 함께 시각적 기념성 또는 중심성을 잡아주는 요소(시계
탑, 풍차, 연주무대)들을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매개 공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날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지하공간에서 입구는 진입 공간이라는 기능 외에 외부로의 조망 및 채광이 가능한 공
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역세권의 지하 입구부는 지하와 지상이 연결되는 유일한 장소인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하 환경에 빛과 개방감을 주고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심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에서는 건물 배치의 분명한 

목적 의식 및 이미지가 존재한다. 지상의 동선 시스템과 부응하는 지하 동선 시스템이 연계적으로 구상됨으
로써, 지하의 길찾기에 있어 상부가 오픈 혹은 밝은 자연채광이 보이는 지상과 연계된 오픈플레이스가 중요
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복합용도 개발의 핵심은 도시 기능의 집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고밀의 효율적인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네트워크화는 도시내 장소의 단순한 물리적 연결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지고 단절된 도시 기능 및 용도들을 통합하고 유기화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주변은 다양한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한 기능들을 조율하고 매개 할 

수 있는 도시의 중간영역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상업 건물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공공공
간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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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변이 오피스 건물인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의 성향에 따라 공간의 특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왔던 소유주들의 경우는 지역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
고 지역공헌에 도움이 되고자 협조함으로써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익성을 위한 공간활용을 고려하
게 된다. 여러 종류의 다른 업체가 있는 경우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하여 개발지구의 계획을 의논한
다. 하지만 넓은 부지를 소유하는 대표성 있는 한가지 기업이 있는 경우는 행정 못지않은 공적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개발에 임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이 되는 공장단지와 역을 보행로로 직접 연계하여 도시재생으로서의 역세권개발을 구
현한 사례로 에비스가든(1994 완공)을 들 수 있다. 원래 삿뽀로 맥주공장이 있던 장소에 1988년에 에비수지
구정비계획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준공업지역으로서 200%였던 용적율이 도시계획도로를 부지내에 통하게 

함으로써 거주의 300%용적률로 변경되었다. 즉, 재개발 수법으로서 건축기준법에 의한 종합설계제도를 적
용하여 최종적으로 478%의 용적률을 확보한 것이다.  

토지소유주인 삿뽀로 맥주 회사의 지역을 위한 공익성은 부지 전체의 약 60%를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
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양측에 5m에 해당하는 보도상 공개공지(삿뽀로맥주소유)를 확보함으로써 식재
를 2열로 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로수는 플래터너스로 일체화하였다.20 건물은 상업용도와 임대주택, 그
리고 오피스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택밑에는 가든 시네마의 문화시설도 들어있다. 이러한 복합용도 개발
과 함께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 이러한 공개공지와 공공공간의 경관형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
가 가능했던 것은 삿뽀로맥주회사의 개발에 대한 공적책임 의식과 공익적인 환경을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오랜시간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앞
으로도 삿뽀로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지역 환원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

                                                            
20
 サッポロピー地味式会社都市開発本部担当部長, 声 部 之 真  「恵臆轟感騨デ沙宮脇凋認牒事業概要」 土地総合研究

1995 年冬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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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역공간에서 에비스가든 플레이스로 직접 연결되는 스카이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였
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쇼핑몰을 관통하며 지나감으로써 상업성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옛 공장 그대로의 건
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있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현하였다.  이 스카이 웨이는 역공간과 

주거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인공지반을 통합적으로 흡수하여 도시의 도로역할을 담
당한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로 Osaka Business park(1990) 는 공원안에 비즈니스 거리를 조성한 사례로 

산책로, 중앙광장, OBP중앙 skyway가 전체 공간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역과 강 사이를 잇는 공중보행데
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Habor land (1992)는 역 양쪽의 지하 광장, 공공 지하보도, 중앙 광장, 공공 지하
보도 등의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지역적 공공공간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나토미라이 지구 개발이 있다. 미나토미라이 지구는 미츠
비시 중공업요코하마조선소(1979년이전)가 있던 자리로 1965년부터 요코하마시 대사업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공장의 이전 문제와 함께 히가시요코하마역의 화물역, 야드 공간, 도크 공간과 요코하마역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재정비(1983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재정비된 도크야드가든은 요코
하마 개항 이후 1896년에 만들어진 제2도크이다. 이는 현존하는 도크 중에 상선용(商船用) 석조형 일본최고
의 도크였다. 이 도크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서 1993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요코하마의 랜드마크로서 

시민에게 오픈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도크야드가든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미나토미라이역이지만(약 200미터 거리), 당시 도크가 재생될 때는 요코하마역 주변지역(요코
하마역으로부터 1km이내)으로 재정비되었다. 당시의 요코하마역의 가장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공간
으로 재생되었던 도쿄야드가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다른 신역
(미나토미라이역)을 개발시키는 중심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기존 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지역문화재를 재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거꾸로 새로운 신역인 미나토미라이역(2003년 오픈)을 개발시켰다
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이 단순한 상업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문화를 차별
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지역적 공
공공간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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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역세권개발에 따른 중심시가지 쇠퇴와 생활 공공공간의 재배치 3.3.5.

역세권에는 자잘한 작은 공공공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의 공공공간을 떠올리면 익명의 많은 사
람들이 모여드는 광장과 보행데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 공공공간들이 활용되지 못하
고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규모 상권중심의 역세권 개발에 따라 공공, 공익시설들이 역세권을 떠
나 교외로 나가버리는 현상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규모 자본중심의 역세권 객발은 재래 상권에 있어 상
대적인 쇠퇴와 단절감을 가져다 주면서 역세권 주변의 공공공간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
다. 즉 대규모 쇼핑공간에는 방문자의 동선을 끄는 익명적 공공공간들이 대량으로 생겨나고 협소한 역세권 

이면에는 공실이나 공지와 같은 빈 사유공간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이나 

대형 자본에 의해 형성된 대형 점포들이 역세권 주변에 몰려들면서, 기존 지역의 상가는 더욱 쇠퇴되었다.  

 

 이러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는 곧 거주의 편의를 지탱하던 공익시설들의 쇠퇴와도 연결되었다. 위의 국토
교통성 자료에 의하면 공공 공익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교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1970년에 1980년대 사이에 

급증하였다. 중심 시가지에 자리잡고 있는 공공시설은 관공서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그 외의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교외로 이전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외 이전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
설은 문화 시설과 병원 시설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일상 생활을 지원하던 공공시설들이 역세권에서 소멸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
대 커뮤니티 상징이었던 공중욕장이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물론 각 가정 내에 욕실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
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심 시가지의 쇠퇴 현상과 함께 이러한 일상 편의 시설들보
다는 상업 시설 중심으로 역세권이 재편되는 현상이 압도적이었다는 데 기인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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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의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 침체, 행정 재정의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이후 10년 넘게 정지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일본은 그동안 민간 자본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하여 

일상 생활마저 그러한 자본 원리로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21. 또한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발
생하는 빈부 및 사회 격차의 문제는 개인적인 격차뿐이 아니라, 지역의 격차, 즉 동경과 지방의 격차를 발생
시켰다. 

지방 분권화가 1990년대 후반에 가속화되면서, 1999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삼위일체의 개혁]슬로건이 

나타나게 되었다. 적자 재정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금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불황이 지속되었고, 고령화 세대의 증가의 문제와 함께 지역 사회 복지 등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성의 논의는 재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재정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22  

 

토츠카구의 남서쪽에 개발된 드림 하이츠지역은 이러한 공공공간이 주택시설 주변으로 재배치되는 과정
을 보여주는 대규모 중고층단지이다.  요코하마시의 토츠카구(戸塚区)의 드림하임은 가까운역 (ゆめが丘駅, 

戸塚駅)에서 약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당시 하이츠 주변은 공공 시설이 초등학교밖에 없었는데, 이는 고
통 불편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 증진 및 자주 보육(たけのこ会, すぎのこ会)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동보육, 장애 아동과 함께 노는 수요 모임이 연속되면서 지역커뮤니티가 형성되었
다23. 드림하이츠 현주택관리조합이 관리 운영을 맡고 

있으며, 단지전체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 급식 모임에 의한 식사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고령자 커뮤니티(夢みん)를 중심으로 가사, 간호 서비
스등의 거점 시설이 정비되었다. 이처럼 복지공간이 

주택 시설 주변에 들어오면서 지역복지가 생활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도시 재생 초기의 공공공간은 역에서 거리
가 다소 떨어져있는 주택가 주변이나 교외로 공공공간
을 재배치하여 생활공간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의
도를 담고 있다. 한편 역 주변에는 공공공간 대신 대규
모 상업시설들이 대체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21
 鈴木浩、日本版コンパクトシチィー地域循環方都市の構築、学陽書房、p.11, P.37 

22
 森野美徳 、交通空間の利活用による都市活性化, 国際交通安全学会誌, Vol.30, No.4, 2005, p.17 

23地域から築く新しい公共―身近な地域から公共世界、 調査季報、vol 158, 2006.03、p.23 [그림 3‐12] 요코하마시의 토츠카구(戸塚区)의 드림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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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상업 공간들은 역 공간내에서 사람들의 위치 인식이나 방향성 마저 인식하기 어려운 복잡한 공간
들을 형성해가기 시작하였다. 버블 경제 시기에 이루어진 용도의 종합적 설계의 입체화의 경향으로 많은 쇼
핑공간들이 겹겹히 쌓인 거대공간으로서 역세권의 형태가 개발되었다. 그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공
공간들은 공공의 이름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상업적 시설을 지원하는 쇼핑 동선, 통로 공간 이상의 

도시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증은 도시의 공공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쿄 도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91년에 

신주쿠로 도쿄 도청이 이전되면서, 신주쿠역에서부터 도쿄도청까지 연결되었다. 도쿄 도청에서 가까운 역인 

도쿄도쵸마에역(1997)이 신설됨과 함께 이 두 역을 연계하는 지하도로가 형성되었다. 당시 상업적 활용으로 

활성화된 쇼핑몰의 지하 도로와는 달리 매우 음침하고 광활한 지하 도로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공공공간이
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의 활용이 없이 죽어있는 대형 공공공간으로 현재도 남아있다. 이는 공적 책임을 갖
는 도쿄 도청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 사례이다. 이는 적정 규모의 활용이 없는 필요 이상의 대
형 지하도로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공간이 아닌 폐쇄적인 특정 집단의 점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경도청의 경우는 신주쿠역에서 지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에 대규
모로 버려질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나 도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4. 



140 
 

3.4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역공간 재생과 지역연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따른 도시 상업공간의 변화 3.4.1.

앞에서 언급했던 1980년대 말의 「철도역종합개선사업」은 철도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이성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재래 상권에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 조정에 관한 법률이 1990년에 완화24되면서, 대형점포의 출점수가 증가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대형 개발과 대형 상권들에게 편리하도록 재정비된 역중심공간은 재래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잃게 했다. 결국, 역세권과 지역의 일체화된 지역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 개성과 특성의 상
징이었던 재래 시장과 상점가를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함께 중심시가지의 정비 개선, 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1998) 」이 제정되었고, 2000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구조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대규모 상업자의 입지를 억제하였다. 

이 법의 배경은 역 앞의 대형상가들인 백화점, 슈퍼마켓등의 새로운 유통업태가 기존의 중소 소매업과 마
찰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유통구조의 근대화라는 시대적 수요와 기존 상권의 보호라는 양측면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소매상업진흥정책]은 도시 속에서 대형 상업 집적을 멈출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
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중소 소매상점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소 소매상업 진흥정책은 중소 소매상의 공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래 상점가 내의 상인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부활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개
별 사업자가 도시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성을 행함으로써, 상점가가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과 공공공간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거점정비사업과 도시재생긴급 정비지역25 3.4.2.

경제불황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쇠퇴하고 부동산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자금 회전 속도를 중시하
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행정 측에서도 적절한 세수의 확보를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돌
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종래의 공공 측의 권한을 기반으로 민간에게 기반정비 등 

                                                            
24
 1990 년 2 월에 미국이 [대규모소매점법]을 철폐하도록 요구하였음. 1990.02.23 朝日新聞。이에 1991 년에 

[대규모소매점포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상공회의소가 설치된 대형점포의 출점을 관리하던 상업활동조정협의회가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대규모소매점법]의 운용은 크게 완화되어 각지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출점하게 되었음. 

25
 内閣官房地域活性化総合事務局、内閣府地域活性化有為寝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esaku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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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공 측에서도 부담하도
록 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종래
의 기반 정비 등에 많은 부담을 지우던 방법에서 거꾸로 

민간이 여태까지 정비해왔던 건물, 시설등을 유효하게 활
용하는 ‘Area Management’로의 방향 전환을 이끌게 되었
다. 26 이는 행정중심으로 갖고 행정적공공성의 사고방식에
서 이루어지던 종래의 공공성이 시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수준의 공공성 혹은 새로운 공공성을 생각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의 도시계획법개정(도시재생특별배치법)으로 도
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제도를 창설하고, 다양한 컨트롤 방법
을 추가하였다. 구역구분제(線引き)를 선택제로 도입,  준
도시 계획 구역의 창설, 시가화 정비구역에 대한 개발 허가 

조례의 적용,  특정 용도 제한 지역의 창설, 특정 용도 지역
의 유연화, 주민으로부터 지구 계획 신청 제도 창설 (都市

計画法、提案制度)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도시 계획
법 개정은 곧 주민의 수요에 따른 지역컨트롤의 방법론을 

수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도시의 구역제도가 더욱 다양하
게 분화되었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들을 수 있다. 

 2002년의 도시 재생 특별지구의 창설하여 기존 도시 계
획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발 유도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게
된다. 내용으로는 용적률 최고한도(400% 이상) 및 최저 한
도 조정,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의 최고 한도. 벽면의 배치 제한.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적
용 예외 조항은 용도 지역의 용적율 제한, 사선 제한, 고도 

지구의 높이 제한, 일조 규제, 용도 지역 및 특별 용도 지구
의 용도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유
도하고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하는 도시 재생 특별지구를 

활성화한다. 

 

                                                            
26
 小林重敬 ﾈ エリアマネジメント、 、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学芸出版社、p.248 

[표 3‐2] 일본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 리스트 (2002‐2007)

시 별 도 시 재 생 긴 급   정 비 지 역   지 정     지 역

東 京 都 

東京駅・有楽町駅周辺地域、環状二号線新橋

周辺・赤坂・六本木地域、秋葉原・神田地域、
東京臨海地域、新宿駅周辺地域、環状四号
線新宿富久沿道地域、大崎駅周辺地域 

横浜市（神奈川県） 
横浜山内ふ頭地域、横浜駅周辺地域、横浜

みなとみらい地域、戸塚駅周辺地域、横浜

上 大 岡 駅 西 地 域 
仙 台 市 仙台駅西・一番町地域、仙台長町駅東地域 
さ い た ま 市   さ い た ま 新 都 心 駅 周 辺 地 域 
川口市（埼玉県） 川 口 駅 周 辺 地 域 

千 葉 市 
千葉蘇我臨海地域、千葉駅周辺地域、千葉

み な と 駅 西 地 域 
柏市（千葉県） 柏 駅 周 辺 地 域 

札 幌 市 
札幌駅・大通駅周辺地域、札幌北四条東六丁

目 周 辺 地 域 

川 崎 市 
川崎殿町・大師河原地域、浜川崎駅周辺地域、
川 崎 駅 周 辺 地 域 、 

藤沢市（神奈川県） 辻 堂 駅 周 辺 地 域 
相模原市(神奈川県）  相 模 原 橋 本 駅 周 辺 地 域 
厚木市（神奈川県） 本 厚 木 駅 周 辺 地 域 
岐 阜 市 岐 阜 駅 北 ・ 柳 ヶ 瀬 通 周 辺 地 域 
静 岡 市 東 静 岡 駅 周 辺 地 域 

名 古 屋 市 
名古屋千種・鶴舞地域、名古屋駅周辺・伏見

・栄地域、名古屋臨海高速鉄道駅周辺地域 
京 都 市 京都駅南地域、京都南部油小路通沿道地域 
向日市（京都府） 京 都 久 世 高 田 ・ 向 日 寺 戸 地 域 
長岡京市（京都府） 長 岡 京 駅 周 辺 地 域 

大 阪 市 
大阪駅周辺・中之島・御堂筋周辺地域、難波

・湊町地域、阿倍野地域、大阪コスモスクエ
ア 駅 周 辺 地 域 

堺市（大阪府） 堺鳳駅南地域、堺東駅西地域、堺臨海地域 
豊中市（大阪府） 千 里 中 央 駅 周 辺 地 域 
高槻市（大阪府） 高 槻 駅 周 辺 地 域 
守口市（大阪府） 守 口 大 日 地 域 
寝屋川市（大阪府） 寝屋川萱島駅東地域、寝屋川市駅東地域 

神 戸 市 
神戸ポートアイランド西地域、神戸三宮駅
南 地 域 

尼崎市（兵庫県） 
尼崎臨海西地域、西日本旅客鉄道尼崎駅北

地 域 
岡 山 市 岡 山 駅 東 ・ 表 町 地 域 
広 島 市 広 島 駅 周 辺 地 域 
福山市（広島県） 福 山 駅 南 地 域 
高 松 市 高 松 駅 周 辺 ・ 丸 亀 町 地 域 
北 九 州 市 小倉駅周辺地域、北九州黒崎駅南地域 

福 岡 市 
福岡香椎・臨海東地域、博多駅周辺地域、福

岡 天 神 ・ 渡 辺 通 地 域 
那 覇 市 那 覇 旭 橋 駅 東 地 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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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의 활성화와 공공시설 정비 촉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영국도 일찍이 일본과 같이 행정 기관에 의존한 공공사업의 병폐를 깨닫고, 민간 자본의 전면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함께 공공사업에도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수법으로서 PPI를 채택
하였다.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통상적인 업무까지도 민영화하고자 하는 것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다.  이러한 PFI 방법은 1999년도에 일본에도 도입되었다. 그 요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
공자산을 확보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주는 방식이었다.27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 방법이다. 이는 사업 전체의 리스 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

시공/유지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통해 사업 비용의 절감이 기 

대된다. 아울러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개발이 가능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꼽자면, 재개발 사업과 구획 정리 사업, 시빅코아지구정비
제도, 중심 시가지 교류의 장 정비등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생겨났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도 민간 자본은 

투입 자본의 조기 회수만을 추구한 나머지 시민에게는 기만적인 것이 되거나 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
가 많았다.  

 

□TIF(Tax Increment Finacing) 

종래의 공공기관이 부담자가 되어 시장 원리에 따라 사회 자본을 정비하고, 주민은 수익자로서 사업에 소
요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불린다. 이러한 수익자 부담 방식을 대신하여 수익
자의 부담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자 수익’ 개념이 도심부 재개발 사업등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 공공단체가 도시의 쇠퇴한 지역을 복구할 때, 그 사업으로 얻게 되는 재산
세의 증가분을 기반 시설 정비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 외국계 펀드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
는 불량 채권 회수 사업과 같이 불량 자산화된 지구를 개선하여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고, 투자자본을 회수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장래의 세수입 증가를 예상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을 투
입한다는 방식이다. TIF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식
은 일본에서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것이다. 그 결과 공공 사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7
 마쓰나가 야스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  국토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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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2002- 2007) 

도시 재생 본부는 2001년 5월, 버블 붕괴후의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로부터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
하여 민간 투자의 유도, 토지 유동화의 방침과 함께 지방 도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
이기 시작하였다. 

도시 재생 본부는 이에 따라 2001년 [동경임해부의 기간적광역방재거점정비], [대도시권의 쓰레기제로형
도시재구축],[중앙관청시설의 PFI에 의한 정비]등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구온
난화대책, 열섬대책의 전개]사업까지 약 18항목을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민간 

도시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도시 재생 특별 배치법(2002년, 법률제22호)에 기반하여, 도시 재생긴급 정비 

지역(2003)을 지정하였다. 이는「도시재생거점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긴급히 혹은 중대하게 시가지 정
비를 추진해야할 지역」28으로서 이러한 입안은 내각에 설치된 도시 재생 본부에서 실시하였다.  동경, 오사
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권에서 지방의 중핵도시까지 63지역, 총 6,424ha가 지정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긴급 정비 지역에 지정된 과반수 이상의 사례가 철도역 및 고속 버스 터미널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쿄(東京)역이나 지하철의 여러 선이 교차하는 오테마치,마루노우치, 유락조지
역(大手,丸內.有樂町), 지하철과 JR소부선(總武線)이 지나가는 니혼바시(日本橋), 신칸센신역이 개업한 시나
가와(品川)역 주변, JR사이쿄선(埼京線)과 쇼난(湘南) 신주쿠(新宿) 라인의 이외에 도쿄(東京) 임해부도심을 

잇는 「린카이선」이 타고 들어가는 오사키(大崎)역 주변 등 철도의 광역 거점에 해당하는 역세권 지역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는 JR나고야(名古屋) 역 앞에서 초고층 빌딩이 건설하였으며, 오사

                                                            
28
 森野美徳 、 交通空間の利活用による都市の活性化, 国際交通安全学会誌 Vol.30, No.4,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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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大阪市)에서도 우메다(梅田) 니시(西)지구나 JR화물 이적지인 우메다(梅田) 북지구가 지정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교외지역에서 민간 개발자들이 건설, 분양하는 맨션(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건설도 철도역
에서 도보 6~8분 이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9 

이처럼 지역 거점이 되는 역 주변을 재조직함으로써 지역 활동을 위해 도로 등의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미이용 공간들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을 헤쳐나가고 지역의 마
치즈꾸리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 재생 관련 조사비 및 마마치즈꾸리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침 작성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마치즈꾸리 활동에 기반한 지
역의 경제 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NPO), 시민 그룹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면서 역세
권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 종합 설계 제도와 특별 용적율 적용 제도에 의한 역세권 주변 고층화 양상 

종합 설계 제도는 처음에 1970년대 창설된 것으로 500㎡ 이상의 대지에서 대지 내의 일정 비율 이상의 

공지가 있는 건출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지 내에서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통행 혹은 이용 가능 

하도록 공개 공지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시가지의 환경 정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행
정청의 허가에 의해 용적율 제한이나 사선 제한, 절대 고도 제한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특별 용적율 적용 지역 제도(2000년)는 상업 지구 내의 일정 지역에 있어 관계자들 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다른 토지의 미이용 용적율을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규모 도심부의 상업 지역 및 도로, 철도, 

상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정비된 지역에서 공통의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 해당한
다.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기반하여, 특정 행정청이 대지별 용적율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실례로 동
경역의 마루노우치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중 시가지 주택 종합 제도(1984)는 주택 비율이 1/4 이상의 경우에 기준용적율의 1.64배 혹은 3배이내

                                                            
29
 森野美徳 、 交通空間の利活用による都市の活性化, 国際交通安全学会誌 Vol.30, No.4, 2005.12 

[그림 3‐14] 왼쪽부터 종합설계제도（1970 년 창설） 특별용적률적용구역제도（2000 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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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화되며, 도심 주거형 종합 설계 제도(2005)는 주택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 용적율의 2

배에서 4배로 완화된다. 또한 대지 규모형 종합 설계 제도(2007)는 대지 규모에 비례하여 용적율을 할증한
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종합 설계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사례가 에비스역의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와 이케부
꾸로 역주변의 타워 그랜디아이다. 이처럼 종합 설계 제도에 따라 역세권 근교에 주거 시설이 일체적으로 

설계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된 사례 중에 특징적인 것으로는 사이타마(2002), 타치가와 이전적지(2004), 시오도
매(2002), 록봉기힐(2003) 등이 있다. 이 중 사이타마는 테마별 지구 개발이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대형 

슈퍼아레나, 녹지광장, 인공 지반에 의한 세미퍼블릭 광장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공간 조성으로 고층화에 따
른 부족한 공공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타치가와 이전 적지는 보행자 데크, 옥외 퍼블릭 아트와 

가로의 일체화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구성된 지역과 연계되었다.  특히, 시오도매는 고밀의 업
무 고층군과 입체적으로 연계되면서 1층은 도로, 2층은 보행 네트워크, 3층은 유레카모메를 설치하였다. 이
를 통해 교통기능별 입체적 조닝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였다.  

 

 지역연계를 위한 입체도로제도 정비 3.4.3.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부각된 도시 문제 중 하나로 지역 분절을 꼽을 수 있다. 철로를 기
준으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분리되어 개발된 역세권은 지하 공간이나 공중 데크를 통해 지역과 밀접하게 연
결된다. 하지만 여전히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갖는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양측
의 두 얼굴을 가진 거대 공간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서 혹은 남북간의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특히 관련된 커뮤니티조차 분리되었다. 이는 역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분산적으
로 형성되면서 지역 갈등을 초래하였다 

[표 3‐3]    역세권 개발규모에 영향을 미친 설계제도 및 용적률한도 

제도  용적율 한도  비고 

종합설계제도(1970)  기준용적율의 1.5 배 혹은 200%이내   

시가지주택종합설계제도 (1978)  기준용적률의 1.75 배, 혹은 300%이내 주택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도심주거형종합설계제도(1995)  기준용적률의 2.0 배 혹은 400%이내  주택비율이 3/4 이상인 경우 

부지규모형종합설계제도(1997)  위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한도내에서  부지규모에 대응한 용적율을 

분할하여 

특별용적율적용지구제도(2000)  상업지역내 일정지구에 대하여 

권리자의 합의에 기반하여 다른 

부지의 미이용 용적을 활용하는 것. 

Ex) 동경역 지정용적률 900%, 1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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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세권에서 나타나는 지역 분절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경에서는 입체 도로 제도를 활용해 도시
의 골격을 형성하고 동경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한편, 필요불가결한 환상제2호선을 정비하고 그 도
로의 상하부를 건축물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속 입체 교차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국 130여 장소에 실시되었고, 그 중 동
경은 17개 역이 포함되어있다. 30 이를 통하여 도심부에서의 거주 기능, 상업과 문화, 교류 기능, 업무 기능의 

질적 고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지상 부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넓은 보행자 데크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도쿄 역시 도시 정비국을 통해 [지상부도로계획검토회]가 2006년 창설되면서, 동경도와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하여 공간의 배치 및 디자인 방침 등의 검토가 진행되었다.31   

동경도 내 철도역 구내의  대규모 건축물은 동경도 도시 계획국이 2001년에 정한 [철도역 구내등 개발계
획에 관한 지도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역 구내 및 일체화된 토지 구역 내 면적 1평방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자는 사전에 동경도 도시 계획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에 따라 도에서는 [철도역 구내 개발 계획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검
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철도 입체화 검토 대상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약 1,200개소 동경 전체의 지상 철도 교차로 중 

일차적으로 연속 입체 교차 사업 등의 사업 중단 장소에 있는 교차로 약 140를 선정하고, 두번째로 2025년
까지 중점적으로 대책을 실시해야하는 중점 교차로를 390개 추가한다. 세번째로 신설 예정인 도로(도시계획
도로) 와 철도간 교차 예정 장소 중 선별하여 [중점교차예정지] 19개소를 지정하였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
해 추출된 대상지 중에 중점 교차로 및 중점 교차 예정지를 입지 상황 등에 따라 그룹핑하여 검토 대상인 

103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철도입체화 검토대상구간] 추출 지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철도입체
화의 검토대상구간 (20개소)를 추출하였다. 즉, 도로와 철로가 교차하는 지점 중 안전성, 편리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대상지를 선별하였다. 

 이에 대한 동경도의 대표적 사례인 신주쿠역 남쪽 입구의 경우는 JR선 상공에 새롭게 인공 지반을 창출

                                                            
30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toshi/toshi_gairo_tk_000020.html 

31
 財団法人 道路新産業開発機構、道路空間の有効活用と道路管理における民間活用部会、新道路利用研究会報告書、

2010. P.11 



147 
 

하여 보행자 광장 및 고속버스, 택시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을 위한 교통거점을 정비하였다. 1983년부터 건
설성, 운송성 및 국토청의 국토종합사업개발조정비조사에 의해 기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신주쿠남구
재구기반정비계획에 의하여 공공 주차장과 JR역 건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기본 합의가 이루어져 2000

년 2월에 착공하였다. 

또 다른 예로 오이타(大分)역 부근 연속 입체 교차 사업(大分駅付近連続立体交差事業, 2007 )을 들 수 있
다. 중심 시가지인 오이타(大分)역 주변 지구는 철도로 남북이 분단되어 전체 시가지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
루기 어려웠으며, 건널목의 차단에 의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도시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입체 교차 사업에 의하여 도로와 철도를 입체 교차화하였다. 그리고 도시 교통을 원활히 하고 관련
되는 도시 계획 도로의 정비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등의 시가지 개발 사업을 오이타(大分)역 주변종합 정비 

사업으로서 일체적으로 정비하였다. 

 

3.5. 새로운 공공성과 역세권의 ‘Area Management’ 

 마치즈꾸리 삼법과 지역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지역갈등의 양상 3.5.1.

고도 경제속에서 도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가 정비되면서, 생활이 풍부해졌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도 양적 증가에서 질적변화로의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품 경제의 붕괴, 출생률 감소, 고
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문제는 일본의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
한 배경은 이전에 이미 급속히 개발되어버린 도시 인프라 스트럭쳐의 재구축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침내 1992년의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마을 단위에 따른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제도
가 창설되었다. 아울러 그 책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가가 의무화되었다.32 

역세권 주변의 대규모 상권과 그 배후 지역이 되어버린 재래 시장의 갈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권 간의 

갈등은 지역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도시 계획법의 세 

가지를 마치즈꾸리 삼법으로 명칭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심적 체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2006년 

5월, 마치즈꾸리 삼법이 개정되면서 총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쇼핑센타 및 대규모 집객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70년도에 마구잡이로 지어지던 백화점이나 도심형 상업시설 등의 건설이 사
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시 계획법에서는 시가화 조정지구（市街化調整地区） 및 비지정 도시 계획 구
역(非線引き都市計画区域)에서의 쇼핑센타 입지는 물론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왔었던 공공시설 

등의 개발 및 입지에 대한 인허가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시설의 교외 입지 및 시가지 확대는 기본
적으로 억제하고, 중심시가지로 입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33  

                                                            
32
 伊藤 雅春 外 5 人、都市計画とまちづくりがわかる本、彰国社、2011. 11, p.42 

33
 鈴木浩、日本版コンパクトシチィー地域循環方都市の構築、学陽書房、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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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쿠마모토시의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 규제에 따른 허가 거절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본 도시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토지 이용 기본 방침과의 정합성, 혹은 광역 교통거점의 접근성 등, 

당 개발 계획이 미치는 쿠마모토 도시권의 교통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쿠마모토시 계획구역에 있어서의 

계획적인 시가지화를 이루는데에 장애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에 허가할 수 없음”34 

대규모 상업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교통 환경, 경관 환경, 지역 상권 경쟁력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상권이 

위치하는 주변 재래 상권은 자발적으로 특화된 상품이나, 홍보 활동을 벌이지 않아, 경쟁력에서 밀려나 쇠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조례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그 예로 카나자와 

마치즈꾸리 조례의 “계획에 기반한 입지규지, 상업환경형성 마치즈꾸리조례(2005)35”  나가노시의 “상업환
경형성지침(2004)”, 홋가이도의 “대규모집객시설의 입지가이드라인(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자
체 나름의 마치즈꾸리 조례에 기반하여 대규모 상업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지역 상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도시 계획법에 기반을 둔 마치즈꾸리 삼법은 각 

지역의 주체적인 지역 특성을 보호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적 규제로 작용하였다. 이러
한 마치즈꾸리를 민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성은 2004 마치즈꾸리 교부금(4월1일) 36을 시행하
였다. 그리고 도시 재생 특별 배치법에 따라 역사, 문화, 자연 환경 등의 특성을 활성화하는 개성있는 마치즈
꾸리를 실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즉, 마치즈꾸리 삼법이 지역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상에 대한 채찍이
라면, 마치즈꾸리 교부금은 상인, 소유주, NPO단체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단체에 대한 

당근이 되는 셈이다.  

 

1)마치즈꾸리 회사구상 

일본 경제 전체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유통에서도 국제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전개 양상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도시간 경쟁의 양상이나, 집적된 상업시설간 경쟁의 심화 등의 문제
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마치즈꾸리 회사에 대한 구상이 등장하였다. [마치즈꾸리회사 구상]이란, 중소 소매
                                                            
34
 熊本市長記者会見。インターネットＨＰより、2006.5 

35
 카나자와시 상업환경형성지침 존의 설정개요를 살펴보면, 용도 및 지역 특성별로 존을 나누어 대규모 상업시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존은 2 만~3 만제곱미터이하, 역주변 업무집적존의 경우는 1 만제곱미터 

이하(가구 일체이용은 2 만제곱미터 이하), 지역거점형성존은 간선주변은 5 천제곱미터이하, 그 이외에는 

1 천제곱미터이하,  역사 및 관광특화존이나 근린상업육성존, 생활환경정비존, 산업집적존의 경우는 간선주변에는 

3 천제곱미터이하, 그 이외에는 1 천제곱미터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36
  2008 년도 마치즈꾸리 교부금 예산은 약 2510 억엔정도로 각종 사업이나 계획을 일체적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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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및 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가하는 제 3섹터(주식회사 나 공익단체)가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의 인정을 

받고 상점가 또는 새로운 상업집적지역에 커뮤니티 시설 혹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점포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시설이란 기존의 아케이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목적 홀, 쉼
터, 지역의 박물관 등의 교양 문화 시설, 수영장, 스포츠 시설과 같은 건강 증진 시설 등을 포함한다.37즉, 다
양한 도시주체가 참여하는 마치즈꾸리 회사가 이러한 재생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
는 개인적인 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지역속의 상점가의 가치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
양한 스케일과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상점가의 재생 계획들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마치즈꾸리 회사의 설립에 따른 공공공간의 창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점가를 포함한 중심 시가지의 재생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의의를 갖는
다. 단순히 상인들을 구성원으로하는 조합이라는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장소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공간의 만들기가 그 소유주나 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곳을 이용하
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재인식된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로 도시의 재개발을 위한 준비 위원회의 개념이었던 상점가 진흥 조합의 비전을 단순히 물리적 개발
을 위한 조합이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도시를 재구축하는 조직으로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의 커뮤니
티는 단기간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가진 도시의 구조적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지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종래의 점포 면적을 중심으로 하
는 양적 상업 정비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도시 전체적 구조와 연계하고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하여,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개성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성은 기존의 조합 제도 이외의 조직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조직과의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회사 제도는 마치즈꾸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한 책임의 

출자자들을 모으는 개념으로 조직으로서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조합 제도보다는 융통적인 방법이다. 또한 

목적이 단순한 물리적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닌, 공간과 내부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보다 유동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많은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조합과는 다르다.  이처럼 새로운 조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 상점 공간의 컨트롤이 가능해
지고, 빈점포나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점가 전체나 지역 전체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 기획할 수 

있는 융통적 조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에서는 TMO를 설치하고, 그것이 작성하는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구상의 인정
                                                            
37
 日本建築学会、まちづくり教科書、第９券、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会社、日本建築学会編、丸善株式会社、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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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자체가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중소 소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도시의 행정, 사업자, 주민이 일체가 되어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38 2002년에 실시한 ‘TMO활동실태에 관한 조사’39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계속적인 사업의 실시라는 기본적 사항과 함께 사업실시에 대해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당시 중심시가지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상가 상공인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측면과 리더적 인재가 없다는 지역내 인적 자원의 문제를 들고 있다. 상인들의 경우는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단발적인 사업이 많았고, TMO구상 책정과 사업후 효과평
가간의 편차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곧 성숙한 ‘Area Management’를 조직하는데 밑거
름이 되었으며, 많은 중심시가지의 재래시장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TMO조직을 바탕으로 지역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새로운 공공성 선언과 ‘Area Management’의 등장 3.5.2.

일본에서는 2008년 국토형성계획40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경제 사회 정세의 대전환과 국민의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 새로운 시대
의 국토 구조 구축을 위해 자립적인 광역블럭 형성을 향한 지방의 협력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
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내놓았다. 여기의 8장에 보면, [새로운 공、新しい公]

에 의한 지역만들기 실현을 향한 기본적 시책이 제시되는데, 참가주체의 확대에 의한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국토기반의 매니지먼트가 바탕이 되는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역할을 정
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의 개념은 이후 일본 내각의 총리대신에 의해 선언된 2009년 6월4일 새로
운 공공 원탁회의41 (새로운 공공 新しい公共)선언(「新しい公共」宣言)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구체화하
고 있다.  

국민은 이처럼 새로운 공공의 주역이며 [상위]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을 갖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마치즈꾸리 조직에 있어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주민의 상위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민이 자립적으
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은 시장을 통해 움직인다. 하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을 높이는 존재로 

언급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일본의 기업은 이러한 절대가치(사회적 선)을 추구하는 경쟁에서 소외

                                                            
38
 日本建築学会、まちづくり教科書、第９券、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会社、日本建築学会編、丸善株式会社、

p.45 

39
 （株）ソフトクリエイション, TMO の活動実態に関する調査 , 中小企業庁委託事業, 2003. TMO254 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자료회수률이  99.6%에 달함 

40
 国土交通省、国土形成計画, 2008.07.04、 http://www.mlit.go.jp/common/000019219.pdf 

41
  回新しい公共 卓会議 会議資料、新しい公共宣言、第８回新しい公共 卓会議,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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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의 문화화로 사원이 사회적, 문화적 시야를 넓혀, 사회 전체의 사회와와 

다양화에 맞춰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에 관여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공무원의 제도
개혁 및 새로운 예산 편성과 함께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언급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 규제 개혁, 지역 주권 

등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단체 중 지역 활성화와 마치즈꾸리 분야에서는 지역 자치단체
(認可地縁団体), 상공 회의소, 지역 만들기 활동 단체, 도시 재생 정비 추진법인(마치즈꾸리회사)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42  

2010년 당시 지역 자치 단체 수는 35,564개이고, 약 5년에 한번 이러한 자치 단체의 구성 및 내용을 조사
하는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사무의 상황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공 회의소에 대해서는 

각 기업간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제언 및 부흥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중소기업 활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마치즈꾸리 삼법을 활용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 2012년 

당시 상공 회의소는 전국에 514개이며 전국 조직인 일본 상공 회의소는 하나이다. 지역 만들기 활동 단체의 

경우는 국토 형성 계획 속에서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포함하는 사적 영역이나, 공과 사의 중간적 영역을 통
해 생활을 지지하고, 지역 활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도시 재생 정비 추진법인(마치즈꾸리회
사)는 지자체 대표가 마치즈꾸리 추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NPO 등 중에 서 행정의 보완적 역할
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지정한 법인을 의미한다.   

이렇듯 [새로운 공공]을 위한 지역 활동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역할과 지원 상황, 그리고 이
들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다. 그 중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공공에 의
한 커뮤니티 창성지원모델사업 (『新たな公』によるコミュニティ創生支援モデル事業)] 43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로 [새로운 공공]의 이념에 맞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마치즈꾸리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재생 정비 추진 법인을 지정하
고,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행한다. 특히 국가나 시 및 기구로부터 지원금이나, ‘Area 

Management’ 융자 및 세제 혜택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재생 정비 협의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원 사업은 [새로운 공공을 담당하는 지역 만들기 활동에 대한 비자금적 지원모델사업]44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 단위의 수행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과 다르게 인적자원 및 조직을 지원하는 

                                                            
42 各行政分野における新しい公共の担い手の活動状況等について, p.27  http://www5.cao.go.jp/npc/pdf/kakubunya.pdf 

43
 2010 에서 2012 년까지  지원모델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이며, 동경에서는 세타가야구(세타가야 

마치즈꾸리 지원공방‐세타가야 아이들을 기르는 넷트), 쿠니타치(CESA 쿠니타치), 타마지역(주식회사 타운키친)만 

지원받고 있다. http://www.mlit.go.jp/kokudokeikaku/aratana‐kou/index.html 

44
 「 新しい公共」の担い手による地域づくり活動に対する非資金的支援のモデル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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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원모형이다. 지역 내의 마을 만들기 활동과 다른 다양한 활동들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지원 및 인재 육성등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인 및 임의 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 공공단체가 아닌 코디네이터 사업을 여러 번 실시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공이란 가치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및 마치즈꾸리 단체들을 지원하고있
다. 이들은 지속적인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Area 

Management’를 구성하는 조직 및 그간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촉진될 수 있었다. 

 

 대형상점과 재래상점가의 갈등과 구조적 개선노력 3.5.3.

역세권의 한 블록 안쪽에는 재래 상점가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래 상점가에서의 주요 문제
는 빈점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빈점포를 메꾸는 것은 체인계 상점들, 예를들어 100엔, 200엔샵, 편의점, 패
스트푸드점, 휴대폰대리점 등 상점가의 성격을 균질화시키고, 다양성과 개성을 잃은 공간으로 변화한 상점
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질적 상점들은 상점내 운명 공동체를 와해하고 그 지속성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결과로 그동안 연계되어 왔었던 지연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붕괴되고, 장소성을 잃게 하는 파편적
인 공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중심 시가지 쇠퇴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특히 지방의 중심 시가지에서 

매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본 건축학회에서 편집한 [중심시가지활성화와 마치즈꾸리회사]45에는 이러한 중심시가지의 정비 개선
의 방법과 Store 와 Shop에 대해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다.  

                                                            
45
 日本建築学会、中心市街地活性化とまちづくり会社、日本建築学会編、第 9 券、p.14 

[그림 3‐16]  새로운 공공의 비자금적 지원체계 –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新しい公共」の担い手による地域づくり活動に対
する非資金的支援のモデル事業募集のお知らせ, http://www.mlit.go.jp/kokudokeikaku/aratana‐kou/page2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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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은 Store가 아니라 Shop인 것이 바람직하다. Store에는 상점 이외의 창고, 저장 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품을 받아 단순히 고객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Store이다. 그러나 Shop에서는 수작업, 공장의 

의미가 있다.  들어온 상품을 무언가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Shop이다.” 

결국 발전 없이 손님만 기다리는 Store와 같은 형태의 상점은 문을 닫게 되고, 계속 발전적인 아이템을 찾
고 서비스 개발을 하는 Shop의 경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경제 산업성 상무 유통 그룹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실에서 조사한 보고46 에 따르면, 당시 전국 중
심 시가지에 대형 빈점포가 214건, 공지가 10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대형빈점포 34건, 

공지11건은 시, 군,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27건은 구분 소유 빌딩등 권리 관계의 복잡성, 

노후화 등으로 재이용방법이 미정인 경우이다. 이러한 증상은 재래 시장이나 재래 점포가 즐비한 상가주변
에 대형점포등이 새롭게 생기면서,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서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빈 점포들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을 벗어나 그 주변 상가들의 상권 활력까지 잃
게하여 전체적인 상권의 쇠퇴를 일으키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점가 진흥조직에서 빈 점포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가나자와 타테마치(金沢市竪町商
店街)상점가를 들 수 있다. 또한 마치즈꾸리 회사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이러한 빈점포를 활성화시키는 사
례로, 가나자와 활성화센터(金沢商業活性化センター), 시가현 나가하마시 쿠로카베 (長浜市（株）黒壁) , 

다카마츠시 마루가메마치 상점가(高松市丸亀町商店街), 이와테현 오슈시의 미즈사와메이플(奥州市,（株）
水沢メイプル)등이 있다. 

 

 교통거점에서 지역생활 거점으로의 공공공간의 증진을 위한 노력 3.5.4.

2006년에 주생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부의 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거주 추진책이 실행되었다. 후쿠야마시나 호쿠이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조성 제도 및 마을

                                                            
46
 経済産業省、商務流通グルプ、 地方都市の空洞化が進行される中心街の再生事業に対し,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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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 환경 지침 등을 세웠다. 한편 카나자와의 경우는 전통적인 건설 기법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
생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지역 내의 생활에 관심이 모이면서 보다 지역 특징적인 도시 재생 방법과 커뮤니
티 활성화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과 연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동경도에서는 2003년에 [동경의 세련된거리만들기추진조례]를 제정하여 개성있
고 매력있는 지역 경관을 추진하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의 하나인 [마치즈꾸리단체 등록제도]는 지역 

특성을 활성화하여 마치즈꾸리 활동을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단체를 등록해 지원하고 있다. 그들의 지역 마
치즈꾸리 활동은 [마을경관만들기활동]과 [공개공지 등 활용에 의한 지역활기 향상 활동]의 두 가지 활동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등록 단체는 이에 따라 공개 공지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기반으로 유로 이벤트나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사전 신청 수속 등이 간략화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단체의 활동 대상 지역 중에 도시 개발 프로젝트(특정 지구, 재개발 촉진지
구, 종합 설계 제도, 도시 재생 특별 지구)의 구역 면적이 1ha 이상 포함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또
한, 활동 가능한 공개 공지 등
의 면적이 약 1,500제곱미터 

이상(활용 가능한 공지 면적은 

공지의 합계의 25%이상)일 것, 

그리고 법인격(NPO법인, 일
반사단법인, 주식회사등)이 있
을 것 (도시재생특별지구는 제
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가 추구하고자하는 전체적인 도시 계획의 방향과 실
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Area Management’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그 안에 관여하는 주민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 계획을 재설정해나간다는 의의
를 갖는다. 

이렇듯 국토교통성은 주민들이 공공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공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에 의한 거리관리地元による街の管理]라는 컨셉으로 지역 공동체가 손쉽게 거리를 활용할 수 있
다. 그리고 거리를 사용하는 비용도 지역공동체가 직접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Area Management’

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시설은 도로, 공원, 공개공지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 활용에 관한 허가 및 규
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47 그 중 가장 활발한 사용이 필요한 도로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는 도로 

                                                            
47国土交通省 都市局 , 高質な都市空間の維持管理における効果的な官民連携手法の検討調査 ‐ 大阪駅周辺地区エリア

マネジメント検討会 2013.02.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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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48 즉,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민간이 오픈 까페 등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신주쿠를 들수 있는데, 도로 점용 허가의 특례 적용 지구
를 적용하여 오픈 까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체 조례로 책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가 높아(예
로 오사카우매다지역의 경우는 월평균 1만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공
개 공지에서는 동경도의 [동경의 세련된거리만들기추진조례]에 따라 주민 자치체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
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 공지 활용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불법 자전거 주차나 불법 간판 등에 대한 관리도 민간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대응하기를 원하더라
도 권한이 없어서 겪는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도시의 공공공간의 활용에 있어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
제들은 곧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조례를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안목으로 협조해나가야 한다.   

 

 포괄적 참여의 ‘Area Management’를 위한 지원정책  3.5.5.

‘Area Management’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존의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성과 그들의 포괄
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와 관계없는 관 중심의 ‘Area Management’의 구축은 또 다
른 행정의 간섭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도 있
다. 

도시 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자 중심의 조직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를 육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 관리를 위한 밑거름이다.   

 

1) 관민연계제도의 창설- 마치즈꾸리 조직지원제도 

2011년 4월에 도시 재생 특별 배치법이 개정되어 “시정촌과 연계한 마치즈꾸리조직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및 “도로공간을 활용하여 활기있는 마치즈꾸리를 실현하는 제도등” (이하 관민연계제도) 이 새롭게 추가되
었다.49   이러한 관민 연계 제도는 공공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관리해왔던 도로 등의 공공 시설
에 대하여 민간 주체의 수익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있는 공공공간을 일체적으로 정비,운영하
는 협정에 의하여 지역의 활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익의 일부를 청소 등의 관리비로 

충당하는 등, 민간 주체에 의해 공공공간의 관리를 유도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정촌에서는 마을 만
들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운영 체제와 인재를 가진 마치즈꾸리 단체에 공적인 위치를 부여
하여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48
 国土交通省、道路占用許可の特例について、 도로활용을 위한 특례제도운용은 2012 년 11 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실험을 통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도로상에 오픈까페와 광고판을 설치할 수있게 허용하였다. 

49
 伊藤伸一、民間連携制度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の促進に関する研究、一般財団法人国土技術研究センタ、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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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 자치 단체는 지역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온 단체들(NPO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배치법에 기반하여 도시재생추진법인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
직이 아닌, 기존의 활동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재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인 단체들을 구
축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 [주민참가형 마치즈꾸리펀드]를 설립하였다. 그
리고 도시 재생 정비 계획에 기반하여 공공 공익 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
을 단위로 [시정촌도시재생정비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0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만이 아
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생하는 도시공간의 주체성을 증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생활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공공, 공익시설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나타낸다. 

 

2) 민간마치즈꾸리 활동 촉진사업과 도시환경개선지원사업(都市環境改善支援事業（エリアマネジメント

支援事業） 

주민 참가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Area Management’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는 [민간마치
즈꾸리 활동촉진사업]과 [도시환경개선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전자가 ‘Area Management’의 조직에 대한 

지원이라면 후자는 ‘Area Management’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마치즈꾸리 활동촉진사업]은 지역 마치즈꾸리계획, 협정의 책정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회 실험 

및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조직 육성을 위한 사람과 실험적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반면, [도시환경개선정비사업]은 계획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단계 , 도시 환경 유지, 개선 계획의 작성 단계, 

사회 실험 및 실증 사업 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 참여의 시기적 단계를 고려하여 단
계 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곧, 각 단계별 상대적 경쟁을 

의미한다. 이는 한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이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규로 생성되는 사업들도 

코디네이터 육성단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역세권 정비와 마을 만들기의 일체적 정비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2005년 8월에 개통한 츠쿠바 

익스프레스 철도선 상으로 진행된 마을 조성 사업(일체형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카시와 (柏市) 시내에서는 

카시와노하(柏葉) 캠퍼스 역을 중심으로 추오지구(中央地區)와 카시와 타나카역과 카시와 북부의 동쪽지구
를 그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총면적은 약 443헥타르, 계획인구는 합계 4만 3천명정으로 도시재

                                                            
50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치즈꾸리추진과,  도시재생계획을 활용한 관민연계방책검토조사보고서, 2012.03, p.10 



157 
 

생기구(UR)에 의해 시행되었다. 51 민간 개발자가 아닌 도시 재생 기구(UR)가 이러한 공공사업을 확장하면서 

단순한 역세권의 물리적 개발이 아닌, 도시의 환경 및 지역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마을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3) 민간 제안제도 52  및 전문가 파견사업 53 

2002년 도시 계획법 개정 및 도시 재생 특별 배치법 제정에 따라 주민 등 자주적인 마치즈꾸리 추진 및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마치즈꾸리 NPO단
체, 민간사업자 등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도시 계획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처럼 민간에 

의해 도시계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관리 단체들은 좀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 조
직들과 이전에 비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내각의 사업중에 지역 만들 기지원 전문가 파견사업과 지역 활성화 전도사 사업이 있
다. 이는 모든 지역에 마치즈꾸리 리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의식
과 함께 관에서 보유하는 전문인력을 각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상황
을 살펴볼 수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내각 지역 활성화 통합 사무국54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전국 8개의 지역의 블록을 기본으로 한 체제로 지역 활성화에 관한 통합적인 상담을 위해 조직 횡단적(성,청) 

시책 회단적인 상담이 가능한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조직횡단적이란 의미란 그동
안 각 부서의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되던 같은 지역의 여러 장소들을 장소를 기반으로 전문가를 

파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공동체들과 함께 만들고 기획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 진흥을 위한 전문가(지역활성화전도사)의 정보를 제공하
여 현지의 산,학,연을 연계한 현장지도 및 조언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4월 총리대신 직속 임명에 의
한 지역활성화 전도사 선정은 2010년부터 업무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전국 20개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그 

전문 분야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8가지 분야로 나누어 현장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협동, 조직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 전도사 전체가 304명인데 이 중 전문 

분야는 복수로 조사되어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마치즈꾸리, 관광교류, 지역 산업 혁

                                                            
51
 치바현 카시와시 팜플렛, 国際学術都市づくりー知の拠点 , 

http://www.pref.chiba.lg.jp/seisaku/event/h20/documents/panfu.pdf 

52
 民間提案制度、 内閣官房地域活性化総合事務局、内閣府地域活性化有為寝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esaku_index.html 

53地域づくり支援事業―専門家派遣事業 、内閣官房地域活性化総合事務局、内閣府地域活性化有為寝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ien.html 

54
 地域活性化伝道師, 内閣官房地域活性化総合事務局、内閣府地域活性化有為寝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ouent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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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야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도 건축 전문인들이 많이 관여할수 있는 분야는 마치즈꾸리와 관광 교류 

분야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기존 마치즈꾸리나 NPO활동에 관여했던 건축 전문가들이 지역 활성화 전도사
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55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 자치체 및 단체등이 관제해결을 위한 전도사를 선
정하여, 임의로 초청 및 상담을 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에서 [통합컨설팅 지
원]의 조직이 성숙단계의 활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활성화 전도사를 당 지
역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단계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 전도사의 강의를 받아 조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실행 플랜의 함께 기획하고, 조직의 실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로, 조직의 실행단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실행 플랜에 맞추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스킬과 필요 능력을 배양하는 연수 등을 실
시한다. 셋째는 조직의 사업화단계에 있어서는 지역리더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산,학,관의 연계로 상품개발
을 진행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경영 및 광고, 선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넷째는 판로 확대 및 채용 

창출을 위한 단계로 마케팅, 판로 확대의 지원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정착하는 방법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델이 되어 지역간 연계에 의한 광역적인 파급 효과가 있도록 계획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행정 기관의 직할 사업이거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 주로 

남의 힘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지금까지 공공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부담자가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자본을 정비하고, 주민은 수익자로서 사업에 소유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형
식으로 추진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지역경제 그 자체가 공공사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업을 따
기 위하여 무언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곧 공공공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다. 특히, 주민의 욕구와 사업의 목적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자본의 추가적인 정비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56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역세권의 의미도 기존의 대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쇼핑몰을 중심으로 물리적 

                                                            

55 참고, 지역활성화전도사 리스트 참고, 수상관저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genki/pdf/dendoshi.pdf 

56
 마쓰나가 야스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  국토연구원, 2006 p.176~177 

[표 3‐4] 지역활성화전도사등록수 (304 명, 2013 년 4 월 1 일현재),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ouentai.html 

1.지역산업, 
이노베이션, 
농상공연계 

2. 
농,림,수산업 

3. 
관광,교류 

4  
환경 

5. 
마치즈꾸리 

6.지역커뮤니티 
집락재생 

7.지역의료,복지,간호,교육  8.지역교통,정보통신 

95명  43명  109명  15명  136명 53명 15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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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지역의 소규모 점포 시설이나 재래 상가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기가 2000년대라고 할 수 있겠다. 

 

3.6. 소결 

 

3장에서는 역세권이 일본 도시 개발 역사의 총체적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역세권 개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뀌어가는 시설로 보았다. 그리고 역세권의 기능과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관
리 방안으로서의 역세권 내 공공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역세권이 재개발의 대상에서 ‘Area Management’의 대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관련 정책과 법규 

와의 관계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적 바탕 하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생성되어온 역세권 

공공공간의 형태와 지역 환경 및 용도에 따라 다변화된 유형을 파악하였다. 

초기 역세권 개발에서 공공공간의 핵심은 인프라의 분배라는 철도의 본질적 속성 이외에 지역의 얼굴이 

되는 도시의 광장을 만든다는 역전 광장 계획에 치중해 있었다.  70~80년대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세권 공간들은 대형 상점과 연계될 뿐 지역과 지역을 서로 연계하지 못하고 단절을 초래해왔다. 

하지만 80년대에는 입체적으로 지역간 연계, 지하와 지상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공공간이 형
성되어 갔다.  

 1992년부터 지역 마스터플랜 지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유도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개발의 

중심 공간인 역세권의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변 상인들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일본은 마치즈꾸리의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그간 민간자본의 개
발이 중심으로 만들어 낸 역세권 대형화, 컴팩트화의 폐단들, 특히 공공공간의 부족 현상을 재인식하게 되었
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나타나는 역세권 재생 프로젝트를 보면, 그간 알기 어려운 공간 계획을 알기 쉽게 

연계하는 대형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역세권을 재
조직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형성되면서 타운매니지
먼트와 NPO단체가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을 중심으로 ‘Area-management’조직이 형성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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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 역세권의시계열적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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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개발된 역세권의 사례들을 역세권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및 지하와 지상의 연계 관계를 살
펴보았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발 유형들을 광장의 분화와 보행자 네트워크라는 관점으
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시기적으로 크게 여섯 가지 단계 (지하상가형, 건물연계형, 지하도시형, 입체연계형, 

지역연계형, 지역거점재생형)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지하상가형에서는 평면적으로는 초기의 정면 광장과 후면 교통 광장이라는 이분법적인 대형 공공공
간이 형성되면서 지상과는 관계없는 독립적인 지하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건물 연계형에서는 민간 자본이 역세권 개발로 유입되면서 점차 메가스트럭쳐와 고층화된 빌딩군이 

생성된다. 이와 비례하여 지하 공간도 대규모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하 공간에 유기적 공공공간이 형
성되지는 않는 단계이다.  

세번째 지하 도시형은 대규모 가스 폭발 정면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점차 지하 공간과 메가 

스트럭쳐가 생기게 되면서 주변으로 확장하게 된다. 지하 공간이 마치 도시와 같이 여러 공공공간들을 수용
하여 사람들의 휴식 공간과 쇼핑 센터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하 공간의 보행 네
트워크 측면에서의 공간적 확장은 다양한 내부 광장과 동선 체계의 계획 등으로 지역의 거점을 지하 도시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네번째, 입체 도시형에서는 도시 재개발법으로 역세권의 재개발이 급증하게 되었다. 기존의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입체 도시 수법이 나타나게 된다. 입체 도로, 옥상 정원, 보행데크, 

스카이웨이 등을 통해 지상의 건물들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수직적으로 여러 레이어를 통해 역세권의 공
공공간들이 다양하게 변화된다. 

다섯번째, 지역 연계형에서는 분절된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동서 자유 통로와 지하철 입구의 선큰가든, 

지역의 입구로서의 역세권의 재정비가 일어나게 된다. 가로 활성화, 광장의 분화, 입체적 시스템의 개발, 친
자연적 환경도입, 다양한 중간 영역의 삽입 등의 디자인 기법을 통해 지역 시설과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획
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여섯번째, 지역 거점 재생형은 아레나 광장, 녹지 광장, 교통 시설의 유기적 연계, 배리어프리 연계 등 지
역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비되었다. 이는 점차 물리적 정
비에서 소프트웨어적 정비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보다 공공적인 역
할을 수행하였고, 이벤트나 커뮤니티가 생성되게 되는 대규모 공공공간들을 창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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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유형에 대해서는 초기 용어정리에서 정의한 역세권의 공공공간 분류에서 CABE제한사항의 공공
공간의 유형을 참고하여 역세권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보완하였다.  

 

[표 3‐6]  역세권 공공공간의 분류  <용어정의의 역세권 공공공간 분류를 기반으로 2 장의 시대적 지역적 공공공간, 3 장의 

역세권 공공공간의 분화 및 CABE 의 공공공간 분류를 분석하여 재정리하였음> 

 

 부족한 도시 가용지의 공급과 도시기능 분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역세권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과 

그 이용은 이렇듯 필연적으로 점적 개발이 아닌 Network형의 개발형태를 요구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
하부분 외에 상당한 범위에서 개인소유토지의 공간이용을 필요로 한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사이의 지하공간(중간영역)은 본 논문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장차 다양한 시설이
용(공원, 광장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공공적인 시설지원에 관한 도시계획차원의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지하공간개발로 시작한 역세권 도시의 주변시설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또 다른 도시적 해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상업적, 고밀의 개발이라는 경제적 해법에 의해 개발된 물리적입 입체 복합도시에서 벗어나 보다 휴
식, 여가 및 문화적 공간과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거점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은 물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던 

기존 공공공간의 연구와는 달리 2장에서 살펴보았던 Carmona(2014)의 좋은 공공공간에 대한 속성이나 

PPS와 CABE에서 제시하는 좋은 공공공간의 Quality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새로이 공공공간을 분류하는 기
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간의 분류  공공공간의 세분류  

광장 및   교통지원 공공공간  역앞 광장, 교통광장, 도시광장,   교통광장(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교차점광장) 

녹지 및 가든  포켓 공원,   공원 녹지, 그린웨이,  지상선큰가든, 선큰광장, 아트리움,  녹지공간, 조경공간 

상가연계공간  시장, 상점가, 아케이드
보행도로 및  입체적  연계공간  도로, 생활가로, 옥상주차장, 옥상정원, 옥상광장, ㆍ보행자데크, 스카이웨이, 아케이드, 무빙 워크, 동서자유통로,

지하공간  지하도로, 지하상가, 지하가든.

공공생활 지원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커뮤니티거점, 근린공공공간
생활지원 근린공간  생활가로, 골목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광장, 휴게공간, 쌈지공원, 놀이터)

유휴공간  건물 주변 자투리 공간, 건물내부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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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세권의 지역관리 수법을 통한 공공공간의 창출  

4.1 사례분석의 틀 

4.2  역세권의 권역별 ‘Area Management’의 지역적 공공공간 

4.3 관리 주체별 대표사례 ‘Area Management’의 지역적 공공공간 

 

이번 장에서는 대표사례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역 관리 기법의 전략과 이를 통한 지역적 공공공간의 

창출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시가지 정비 기본 계획과 장기적 

도시 계획의 실천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재개발 사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는 지속적 지역관
리의 결과로 지역 특유의 개성있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들
은 기존의 행정 주도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행정과 민간의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주체적인 민간의 역할이 도시계획과 설계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이 ‘Area Management’의 활동을 통한 행정과 지역 관계자가 

연계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rea 

Management Manuel’에는 주민, 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공간을 구축하게 하는가에 대한 방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
소를 통하여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사례들을 분석, 평가하여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성의 세요소인 공적 책임, 공동체, 공익성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68년의 (신)도시 계획법과 1969년의 도시 재개발법이 시행된 후 약 40년이 경과하였고, 이 도시 재개발
법에 근거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786개 지구(地區)(2011년9월 기준)에서 실시되어왔다. 1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노후화된 지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마을 만들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주민과 민간 사업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익적 재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地區)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전 광장, 주차장 등이 정비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상업, 주택, 문화, 복지 시설 등의 기능 집적을 연계하는 계획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본 장에서는 재개발 빌딩의 재정비 사례 중 역 건물이거나 역세권 내의 (500m)반경 내의 역
과 연계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노후한 기존 역세권을 재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에서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역세권의 지역 관리 기법을 각 권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각 

사례는 어떠한 도시 문제를, 그리고 어떠한 도시주체가 관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안의 갈등 관계를 해
소하고, 공공공간을 구축해 나갔는가에 대한 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4.2에서는 4.1에서 보이는 

                                                           
1 ㈳全国市街地再開発協会,  再開発ビルの再整備事例集, 市街地再開発技術研究所, 2012.0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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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공공공간의 대표적 형성 주체의 유형 중에서 연대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관리의 변천을 보여주는 

네 가지 대표 사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 및 토지 이용을 둘러싼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각 대표 

사례들이 어떻게 지역 관리 조직을 형성하고 지역의 이슈들을 담고 해결하는 거점으로서 ‘Area 

Management’를 형성해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사례분석의 틀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4장의 사례들은 2.4.2 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대
표적인 정부 보고서와 연구 문헌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다루고 있는 역세권의 ‘Area Management’를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2.3.4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공공성의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한 지
역관리는 조직의 유형과 도시의 유형에 따라 그 활동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대표 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들의 도시 유형과 ‘Area Management’의 중심 주체를 

분석하였다.  많은 대표적 사례들이 대도심 중심 지역과 신도심, 부도심 지역에 위치한다. 그리고 행정과 기
업 중심의 사례들이 수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표적 보고서들이 행정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순수히 주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에리아메니지먼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지
원이 없다는 점에서 완성도 있는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던 것이다.  4.2 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권역 별
로 특징있는 활동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Area Management’ 활동 중에서 특정 소규모 영역을 대상으

[그림 4-1] 실행주체와 도시유형으로 살펴본 분석대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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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4.3절은 비교적 역세권의 전체 영역을 다루
고 있는 ‘Area Management’ 사례중에서 비교적 다른 유형의 거점적 특성과 다른 유형의 실행주체를 갖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표 4-1] 대표사례의 개요 - 대표사례 역세권 도시계획도 (용도지역구분)                                                                          

노란색(제 1 종주거지역), 녹색(중저층주거지역),  분홍색(상업지역), 연분홍색(근린상업지구),   보라색(준공업지역) 

 오오사키역 동경역 
주소 東京都品川区大崎１丁目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１－９－１ 
용도지역 복합용도지역( 준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상업지역 
역세권유형 중심시가지형- 대규모적지형 증심시가지형 
AM주체 민간주도(토지소유자)+ 공사기관 관주도  

 

  
 아키하바라역 코가네초역 
주소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1丁目 神奈川県横浜市南区白金町一丁目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 
역세권유형 중심시가지형- 혼재시가지형 성숙시가지형- 교외주택지형 
AM주체 관주도+ 민간주도 민간 전문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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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심광역거점이며 행정과 기업주도인 동경역과  부도심의 대표사례중에서 그 실행 주체가 다른 오오사
키역(기업+UR)과 아키하바라(주민, 상인, NPO), , 그리고 중소 도시 유형으로 코가네초 ‘Area 

Management’(주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4.1.1.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지역적 공공공간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첫번째 분석 요소로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
았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 ‘Area Management’가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특히 어떤 영
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계기로 시작하였는지를 짚어보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그 역세권이 어떤 

역세권인가와 같은 전체 지역의 특성을 의미하는 광역적 의미와 함께, 역세권의 권역 중에서 특히 그 장소
가 갖는 작은 장소적 의미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Area 

Management’ 활동이 왜 그 역세권의 영역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각 권역별로 어떠한 공통의 공간적 문제의식과 장소적 특성이 있었는지,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고찰한다.  

 

4.1.2. 공공성 3 요소의 분석 

다음으로 공공성의 3요소인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이어그램의 위
쪽 방향인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단계를 중심으로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살펴
보도록 한다. ‘Area Management’를 통한 이러한 3요소의 변화는 2.4절의 소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2-26] 

이론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필수 요소 및 의미’에서 공공성의 필수 요소별 ‘Area Management’의 활동 유
형을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에 의한 공적 책임의 변화는 재개발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정”이 소
유하던 일방적인 정책이나 법규에 의하여 “유도”되던 공적책임이 점차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들과 공유되었
다. 그리고 여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행정과 협동하는 “협의”의 단계를 거친다. 이후에 주민 협
정이나 지역룰을 공동체가 직접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등의 “자치”단계에 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적 책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의 과정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어떠
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여 공적 책임에 관여하게 되는지의 계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는 행
정의 정책 및 지침과의 소통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나 지역 룰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초기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이나 마치즈꾸리조직의 형성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의 운영체계 및 운용자금 확립을 통하여 “자립”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연계”단계를 거
쳐 공공철학을 공유하고 지속적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교육하고 “육성”시키는 단계까지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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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이러한 단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분화되어갔는가를 바라보는 시점과 함께, ‘Area 

Management’가 기존의 조직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차별성의 파악, 그리고 공동체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의 측면에서는 초기의 특정 단체나 조직의 사적 이익을 기반으로하던 활동에서 벗어나 

환경의 쾌적성 “유지” 및 미화 활동의 단계를 거친다. 공공재 등의 공익 시설과 다수의 사회적 이익을 고려
하는 “개선” 활동으로 확장된다. 결국은 스즈키히로시가 언급한 지역 공헌이나 지역 순환이 가능한 지역 순
환형 경제 시스템과 같은 지역으로의 ”환원”적 공익활동의 단계로 발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적 공공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된 활동들이 

지역적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데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들의 성숙도를 평가하고자 한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2.4.1에서 정리한 바 있는 [표 2]의  이론의 공공성의 필수 요소 및 의미 및 

[ 표 3] 공공공 간의 속성별 좋은 공공공간이 갖추어야 할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4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례별 공공성 분석 다이어그램에서 공공성 3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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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소별 체크항목                                                                                                                     

<[표 2-26]의  공공성의 필수 요소 및 의미에서 종합도출항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공공성 
요소 

공공성 
요소별 
단계 

기존 보고서 
자료를 통한 

가치기준 도출 

지역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지역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크항목 근거 데이타 

공적책임 
(Authority) 

유도 
행정과의 협동(協動) 

기능(제3기능 

지역의 장래상, 플랜의 

책정 및 공유화) 

지역의 비전과의 정합성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정비방침에 적합한 

‘Area Management’ 사업을 

구상할것.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전체의 비전이 있는가 시 

마치즈꾸리 계획에 부합하고, 마치즈꾸리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별 정비 방침에 합치되는 사업인가 

■ 지역을 차별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인가. 

■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인가. 

프로젝트 제안서, ‘Area 

Management’의 비전. 

협의 
경관규제 및 유도 

이해조정 

 

마스터플랜, 경관협정의 상호 

소통 및 지역내 여러 조직간의 

상호 연계성을 구축할 것. 

■경관협정, 마스터플랜 계획과정에 영향을 주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소통 관계를 갖고 있는가. 

■ 제안자와 행정과의 역할분담은 명확하게 적절히 나눠지는가. 

■ 마치즈꾸리협의회, ‘Area Management’ 조직등에서 지역의 

이해조정을 위한 규칙적인 회의등이 열리고 있는가. 

■ 한지역의 여러 공공프로젝트의 관계자 상호 연계성 

■ 사업주체와 기타 시민 단체와의 연계성 

협정 가이드라인,, 건축협정 또는 

녹지협정,   지구계획,  

마치즈꾸리  조례 

사업제안서, 마치즈꾸리협의회, 

‘Area Management’ 조직의 회의록 

자치 

지역룰의 운용체계구축 

생활의 룰만들기 

정보공유방법 

 

지역내 생활의 룰을 마련하여 

자치적인 운용체계 및 정보 

시스템 구축할 것. 

■ 지역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의 룰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신문/ 정보공유게시판 등 ‘Area Management’의 활동과 

지역의 일반인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는가. 

내부의 룰. 운영룰 

지역신문발행/ 정보공유게시판 

공동체 
(Common) 

자립 

행정과의 협동(協動) 

기능(제3기능) 

조직의 자발성 

조직의 자립성 

주민 스스로가 활동하고 지속적 

활동재원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외부지원없이 자립적으로 

운용할 수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 주민스스로가 활동하여 이루어내는 사업인가 

■ 조직구성내에 지역거주자의 비율이 어느정도 인가. 

■ 외부 단체의 활동에 치중, 의존되지 않는가 

■ 이웃트러블의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는 이해조정기능을 

갖는가. 

■인적자원, 물적자원등이 지역내부에서 이뤄지는가. 

■단체로서 자립하고 있는가(조직체제, 활동년수, 구성원수, 

년간예산) 

■ 일정기간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있는 활동 재원이 

있는가. 

■ 회비등의 운용상황이 자립적인가 

자금운용상황 

자금 조성 내역 

연계 

이웃 트러블의 예방 및 

해소 

도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커뮤니티 형성 

조직간 네트워크 

사회적 포괄성 

커뮤니티 연계성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할수있는 

사회적 포괄성을 가질 것.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지역 

활동단체들 및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것. 

■ 특정개인 및 단체의 이익활동이 아닌가 

■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가. 

실제로 많이 참여하는가. 

■ 주변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는가. 

■ 회원내부의 친목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가. 

■ 지역의 기존 마치즈꾸리 단체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행사시 참여도(방명록등) 

마치즈꾸리 협의회등 기존 

조직과의 관계 

관련 도시주체 다이어그램 

행사관련 사진자료 

외부단체의 활동내역 

육성 
각종 세미나, 

차세대 지역인재육성 

도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새로운 

사업구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와 연동하여 새로운 활동전개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가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있는가 

교육 자료 

프로그램 내용 

공익성 
(Public 
interest) 

유지 
지역방범성 유지향상 

청소활동에 의한 

미화,지역쾌적성 

유지향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가를 

우선으로 하되 외부집객력을 

가져야하며, 지속가능한 활동 및 

이벤트가 되어야함. 

 

■ 이벤트는 단기간 완료로 종료되는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있는 아이템인가. 

■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쾌적성을 향상시키는가. 

■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가. 

이벤트 내용 

단기간 활동 내용. 

환경 미화 활동내용. 

방범활동 내용. 

개선 

지역의 편리성 유지향상, 

지원서비스제공 

이벤트개최등 

편리성유지 및 

지역서비스제공 

지역자원의 활용성 

사회적 실험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인구, 소외인구, 청소년등의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할것.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가. 

■ 수익은 적절히 분배되고 있는가. 

■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하는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실험인가. 

■ 역사, 문화, 자연, 환경등의 지역자원이 충분히 활용되는가. 

■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지역정보의 공유에 이바지 하고 

있는가. 

장기적 활동 계획과 지역 문제의 

관계성. 

복지 및 사회사업(홈리스, 청소년, 

직업훈련등) 

지역내부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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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의 프로세스 그리고 지역적 공공공간을 둘러싼 공공
성의 삼요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형성의 측면에서는 어느 영역에서 시작하여 어
떠한 방식으로 확산되어갔고,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한편, 관리의 측면에서는 ‘Area Management’의 조직이 형성되기 전과 후의 활동 차이를 파악한다. 그리
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환원 

도시를 PR 하는 정보발신 

지구환경문제의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 

광고 및 편의 시설,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증진하는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갖도록 

할 것. 

■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가 

■ 경제적 생산증가 또는 산업연계 시너지 기대가능한가 

■ 지역의 환경 생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광고, 홍보방법 

녹지화, 식재등 

사업비 지출내역. 

재원입출입표,광고,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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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세권의 권역별 ‘Area Management’의 지역적 공공공간 

 

4.2.1. 역 공간의 지역관리기법 

역 및 역 연계 공간은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 민자 역사를 제외하고, 역세권 개발 초창기에 세워진 

많은 역의 경우에는 도심의 여러 공간중에 가장 표준화되어 있다. 즉, 무개성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Carmona(2014)가 분류한 여러 공공 공간의 분류 중에 균질한 공간(Homogenised Space)이 이러한 역 

및 역 연계공간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의 속성이다. 특히 버려진 철로나 고가 하부는 방치의 공간(Neglected 

Space)및 격리된 공간(Segregated Space)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역 및 역 연계 공간의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개성을 창출하고, 형성 후 운용, 관리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로공간을 활용한 지역농원형성 - 세이죠(成城) 가쿠엔마에(學園前)역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오다큐 전철(小田急電鐵) 의 오다와라선(小田原線)은 동경 야마노테의 고급 주택가를 지나간다. 오다큐전
철이 2017년까지 지하화되면서, 지상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한
사례가 세이죠가쿠엔마에(成城學園前)역이다.  

기존 철도 상부공간은 역세권의 균질화된 공간(Homogenised Space)임과 동시에 새로운 재개발 계획으
로 인해 버려지는 공간(Neglected space)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상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고, 동시에 수익활동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철로 공간은 철도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다른 도시 주체에 의해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철도 회사의 공익적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2년에 노선 상공에 인공 지반 공사를 시작으로 면적 5000

제곱미터에 2005년에 인공지반에 주차장(2000대 자전거, 10대 주차)을 오픈하였고, 2006년부터 임대 회원
제 운영으로 채원시설을 시작하였다. 총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로, 300개 구획이며, 1구획의 연간사용료는 

13만 6500엔이다.  참여자는 대부분 30세 이상의 주변 거주자들이다.  

② 공공성의  3요소 분석 

우선 공적 책임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재단 법인 동경 공원 협회의 [동경도도시녹화기금]의 녹화사업인 

[특정 프로젝트 녹화지원사업]에 지정되어 조성금1호로 지원받았다. 세타가야구의 해석상, 철로 위의 인공 

지반은 옥상 시설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농지용 이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사업은 농원이 아니라 옥
상 녹화 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행정과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경도와 구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은 만큼, 지역의 녹지 확보라는 환경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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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그 활용 목적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공동체 관점에서는 세이죠 가쿠엔마에 옆 앞의 노선 윗부분을 녹지, 정원화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여 

요리를 함께 나눠먹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참여하는 공간으로 토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 오다
큐 전철은 주식회사 오다큐랜드프로라 (株式会社小田急ランドフローラ)를 설립하여, 식재관리, 채원구획정
리, 프론트 업무,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주변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기존 지역 공동
체의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임대 정원제를 통한 공통의 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새
로운 주민 커뮤니티가 새로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 4-3] 세이죠가쿠엔마에(成城學園前)역 역공간`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특히 정비가 끝나고 땅을 장기 임대나 분양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회사인 오다큐 랜드프
로라를 만들어 되도록 많은 지역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채원 구획 정리
나 작물 수확, 특히 각종 채원 기술과 관련된 각종 강좌 운영 등은 곧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마치즈꾸리 기획 컨설팅을 통해 지역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오다큐랜드프로라로 귀속되는 수익활동에 의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공적 활동
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다. 

공익적 관점에서는 지역 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임대농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반 토양의 보수성
과 배수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토양 저층부의 저수 배수 보드와 인수필터 등을 설치하고 토양 유출을 방

애리어 세이죠(成城) 
가쿠엔마에(學園前)역 역공간 

 

역세권 
공공공간의 유형 

유휴 철로의 상부 공간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 및 관리 

식재관리, 債원구획정 
(협의적 운용형) 

공적책임 연속입체교차사업 
동경도도시녹화기금 

공동체 오다큐랜드프로라 
공익성 채원기술강좌 및 마치즈꾸리 

기획 컨설팅. 
동경도 도시녹화기금 

LPS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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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과 같은 정비를 통해 인공 지반의 배수 설비를 확보하였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오다큐랜드프로라의 활동은 그림과 같이 협의적 운용형의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 중 본 프로젝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속에서 드러난다. 오다큐선
의 공적 책임의 마인드이다. 우선 형성 과정에서는 개발자이자 토지소유자인 오다큐의 공간 활용 마인드와 

동경도와 지자체의 녹지 확보라는 두 수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임시 시설로
서 실험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배수 설비와 같은 것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위한 접근이 아닌 개발자의 공적 책임을 보여주는 부분
이다. 

  

2)  철로공간을 활용한 녹지벨트화 - 시모키타자와역 

④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표 4-4] 시모키타자와역 녹지벨트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시모키타자와역  역공간 

 

공공공간 
유형 

철로 상부공간 

LPS활용 철로를 활용하여 녹지벨트 및 지역생활 
서포트 거점으로 활용 

LPS유형 환원적 기획형 
공적책임 연속입체교차사업 

세타가야구 지원 워크샵 
공동체 NPO법인 마치즈꾸리 디자인 서포트 

지역 대학교수, 학생,  도시디자인 
회사연계 

공익성 지역의 환경성 개선.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 지역커뮤니티 거점형성 등 

LPS분포    



175 
 

오다큐선 지하화에 따른 또 다른 사례로 시모키타자와역 녹지벨트형 활용 사례가 있다. 앞의 사례와 마찬
가지로 기존 철도 상부 공간은 역세권의 균질화된 공간(Homogenised Space)임과 동시에 새로운 재개발 계
획으로 인해 버려지는 공간(Neglected space)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타가야구는 오
다큐선인 히가시키타자와역, 시모키타자와역, 세타가야다이타역이 지하화되면서 생성되는 유휴철로를 3개
의 존으로 나누어 상업시설 및 임대주택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모키타자와 그린웨이 프로
젝트는 아직 기획 단계에 속한다. 본격적인 착공은 2018년 연속입체교차와 복선화 사업이 종료되면서 시작
될 예정이다. 2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재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광장 및 녹지 계획으로 여기에는 세타가야구의 밀집한 주
택지로서의 불충분한 대규모형 공공 녹지 시설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바탕에 깔려있다. 세타가야구가 중심
이 되어 연속적인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학생들과 지역의 도시관계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나
가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2012年7月 21日～29日에 시모키타자와역 오다큐센 이전 적지의 활용을 위해 

2.2km 연속된 공공공간 디자인 워크샵을 열었다. 전국에서 응모로 참가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사전 답사 및 워크샵 그리고 지역 거점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
었다. 

⑤ 공공성의  3요소 분석 

우선 워크샵 자체는 세타가야구에서 NPO법인 마치즈꾸리 디자인 서포트에 의뢰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로
서 공적책임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 프로젝트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
럽게 교류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의 참가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의적 공
적책임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워크샵 기간 중 여러 번의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여
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민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기획 과정의 폭넓은 

협의적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下北沢駅周辺、商業・住宅・文化区域に 小田急と世田谷区, 日本経済新聞、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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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는 NPO법인 마치즈꾸리 디자인 서포트이다. 이 공동
체는 전국의 필요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샤렛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소와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지역대학 교수인 메이지 대학의 코바야시
교수가 본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다만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워크
샵에서 직접적으로 마치즈꾸리 협의체나 초카이(주민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 

워크샵을 진행하는 가이드 라인에서 마치즈꾸리 협의체와 초카이의 의견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워크샵을 통한 단계적인 의견 수렴의 방식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단발적 주민 설명회의 형식적인 과정을 대
신한다. 이는 초기부터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계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설계자가 바뀌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주 설계안이 변경
된다. 그 결과 발생하는 통일된 계획안의 부재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부족한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지역 환원적 큰 그림의 공익적 의도와 구
간별로 특성화하여 지역에 필요한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된다. 세가지 존 중에서 시모키타자와역주변의 기존의 상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히가시
키타자와역앞은 문화발신존으로 지역에 풍부한 패션, 예술 등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그
리고 세타가야다이타역 주변에는 세타가야 생활정보 발신존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의 수요에 맞춘 편의 시
설과 지역 활성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⑥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세 가지 공공성 요소의 관계성으로 살펴보면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은 ‘환원적 기획형’이다. 세 가지 공
공성 요소중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공익성이다. 이는 초기 아이디어부터 방재 시설의 확
충 및 그린벨트 계획은 지역의 환경적 개선과 함께 지역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환원적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기획 단계이므로 프로젝트 성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획 단계 상에
서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구
의 의도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실제로 시공과 운영상에서 실제
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 협의회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3) 고가밑 공간을 활용한 지역편의시설 확보 -  치바미나토역 보육원 

① 발생 배경 및 지역적 특성 

철도의 고가 하부 공간은 역세권의 균질화된 공간(Homogenised Space)임과 동시에 공간의 협소함과 소
음등으로 버려지는 공간(Neglected space)에 해당한다. JR동일본철도그룹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HAPPY CHILD PROJECT”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1996년 고쿠분지의 [역형보육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에는 사이타마현내의 전역에 보육지원시설을 개설하였고, 타치가와에도 역안에 보육원을 개설하였다. 이러
한 [역형보육원]사업은 역에서 걸어서 약 5분내에 배치하는 편리성을 기반으로 역사건물의 녹화스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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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역사 내부 혹은 고가 다리 하부 등을 활용하여 보육 지원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역형 보육원 사업은 68개소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은 철도 기업에 의
해 조성되었다. 하지만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는 지역 보육원 시설이 함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3를 확인하였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15세 미만 인구수와 65세 인구수가 적은 편
이고, 그 사이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적 활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세대의 

적극적 사회 활동을 위하여 보육 지원 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측된다.  

② 공공성의  3요소 분석 

이 사업의 공적 책임은 JR동일본 철도 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공기업이었으나 1980년 대 민
간화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 변화된 후 도시 개발의 민간 업체로서 많은 사업들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된 후 암흑기였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철도 주변의 공공공간을 활용하였다. 그 후에 공익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가진 철도 기업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체 주체는 JR동일본도시개발이라는 철도 기업이 중심이 되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육 시
설과 노약자 시설과 연계하여 다른 시스템과 지역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활동 주체는 JR동일본
철도그룹과 지역 보육 시설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적 공동체와 연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기업이 주체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都道府県・市区町村別主要統計表（平成 22 年）, 平成 22 年国勢調査（総務省統計局） 

[표 4-5] 치바미나토역 고가밑(のぞみ保育園)-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H 치바미나토역 고가밑(のぞみ
保育園) 

 

공공공간의 유형 역 및 선로공간 
LPS 활용 고가하부를 활용한 보육원, 

철로유휴비를 활용한 운동트랙 
LPS유형 개선적 운용형 
공적책임 복지문제, 정보공유 
공동체 주식회사 JR동일본도시개발 
공익성 지역정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의 중심적인 보육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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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보육 시설에 초점을 맞춘 공익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역사
의 보육원 (送迎保育ステーション)을 지역 내의 보육원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침에 역의 보
육원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난 후, 저녁에 다시 지역의 지정 보육원으로 보내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육을 

맡아 돌봐주는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통근에 맞추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저녁까지 아
이들을 맡길수 있다. 즉, 맞벌이 부부의 생활패턴에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보육원 입장에서는 연장 보육 프로
그램을 집약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수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아이들 입
장에서는 여러 보육원을 다니면서 적응해야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보육원 내 커뮤니
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이렇듯 본 프로젝트에서는 공공성의 요소 중 공익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어 개선적 운용형의 LPS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역 공간의 고가 아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버려지는 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
으로 활성화시킨 지역적 공공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고가 밑 보육원은 지역의 보육원과 연계
하여 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보육이라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부모를 위한 커
뮤니티 카페4와 철도 역사 내에서 보육원에서 그려진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5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 시설은 

철도 회사만으로는 그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지역 보육원과의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
라서 지역 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차후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4 JR 동일본의 [오야꼬 커뮤니티까페]는 그 명칭을 [키즈나 937]로 붙였으며, 현재는 高崎線籠原駅前「イーサイト籠原」의 

2 층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5 사이타마시 철도박물관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1 도 6 현에 설치되어있는 [역형보육원]에서 함께 참가하여, 

2013 년 8 월 24 일부터 9 월 9 일까지 열린 제 4 회 [아이들철도작품전]에서 약 600 점가까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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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교차사업에 의한 역공간의 통합적 계획 - 미야자키현의 휴우가시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입체적 교차사업의 통합적 계획으로서의 대표적 사례는 미야자키현의 휴우가시(宮崎県日向市)가 있다. 

휴가시역 주변의 공공공간은 입체 교차 사업에 의해 교통과 보행공간이 교차되는 공간(Invaded space)이다. 

역 공간의 균질한 공공공간은(Homogenised Space)은 무개성한 익명적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과
거의 휴우가시역 주변 상업 진흥 계획이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 상인들의 의욕 저하와 함께 상가 쇠퇴 

현상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민간의 대규모 공장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복부의 거점으로서 마치즈꾸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 책임: 휴우가시역 재정비에서 중요한 사항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학계 관계자 (도시계획, 토목, 건축), 사업자(미야자키현
도시계획과장, 휴우가시건설부장), JR큐슈(시설, 건축부장)에 의한 협의조정의 장으로 “철도고가 역사디자인
검토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휴우가지구도시디자인회의, 2001]가 설치6되어 현,시, JR의 삼
자 협정 체결에 따라 역 주변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가 체계화되었다. 이
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는 행정에 치중되어있던 공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연속 

입체 교차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상업 집적 사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
리고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나갔다. 역 주변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속 입체 교차 사
업, 토지 구획정비 사업, 상업 집적 사업을 일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개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가 개
입을 통하여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전문화하는 과정을 통해 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처 

럼 협의적 구조는 초기 디자인 계획부터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하
는 만큼 주민들의 자치적인 주도에 의한 계획이나 제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우가시역 

정비사업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체:  공동체 형성의 계기는 행정, 상업자, 상공 회의소에 의한 매주의 [마치즈꾸리 정례회]였다. 1994

년부터 약 20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다. 이후 중심 시가지법(1998)

에 의해 복수의 마치즈꾸리 사업이 전개되면서, 시민, 상인, 상공회의소 -공적 책임: 휴우가시역 재정비에서 

중요한 사항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연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학계 관계자 (도시계획, 토목, 건축), 사업자(미야자키현도시계획과장, 휴우가시건설부장),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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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시설, 건축부장)에 의한 협의조정의 장으로 “철도고가 역사디자인검토위원회]가 열렸다. 역공간을 설계
한 건축가, 구조가, 역앞광장을 설계한 토목설계가, 스트릿퍼니처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계획의 정비를 진행
한 도시계획가, 및 학계관계자 등 이러한 전문가의 능력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별개로 존재하
기 쉬운 행정,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와 시민 및 상인들간의 협력체계가 [마치즈꾸리 정례회]와 같은 만남
의 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건축이전보상금에서부터 역주변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조직간의 참여의욕이 증진시켰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연속입체교차사업에 의해 새
로운 휴우시역 건설과 그 주변역앞광장정비를 통해 새로운 시민참가형 토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사례는 

역세권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교차할수있다는 장소적 특성을 공간디자인과 인적네트워크의 재조
직을 통해 설계하고 있다.7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휴우가지구도시디자인회의, 2001]가 설치8되어 현,시, JR의 삼자 협정 체결에 따라 

역 주변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가 체계화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
력 체계는 행정에 치중되어있던 공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연속 입체 교차 사업, 토지 구
획 정리 사업, 상업 집적 사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나갔다. 역 주변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속 입체 교차 사업, 토지 구획정비 사업, 

상업 집적 사업을 일체적으로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개조
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가 개입을 통하여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전문화하는 과정을 통해 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협의적 구조는 초기 디자인 계획부터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치적인 주도에 의한 

계획이나 제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우가시역 정비사업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협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휴우가시역의 공동체는 그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충분히 연계시킬수 있는 타운매니지먼트
기관의 설치를 통해 주민,상인, 전문가 및 컨설턴트, 대학교수와 행정등의 지역의 주요 도시주체들을 역세권 

계획을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역주변의 상업기능을 역내부 상가들과 차별화하여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행정과 상인(상공회의소)들의 중개에 의한 상업 집적을 지원하면서 상인 커뮤니티를 ‘육성’시켰
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공익성 :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들과 주민간의 자주적 경관마치즈꾸리가 이뤄져 지역의 전체의 조
화로운 경관을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인들과 주민이 특정 사익을 위한 목적이 아
닌, 공익적 목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휴우가시 역주변마을만들기연구회” 가 구성되는 조직단계

                                                           
7 小野寺 康, 地域づくりの実践としての都市デザインプロセスー日向市駅前広場, 景観デザイン研究講演集、No.5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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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그리고 생활 문화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세권의 장래 도시상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또한 이와 긴밀하게 움직이는 “마치즈꾸리정례회”

에서는 매주 개최되는 모임을 통해 구획 정리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 상인, 행정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주민을 통해 지역의 문제와 개선안을 소통하는 거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의 문제가 충분히 조사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가 중심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휴우가시의 사례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과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협력
을 기반으로 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육성적 공동체를 통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육성적 형성형)의  의의를 갖는다. 역사를 디자인했던 전문가들이 역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속 입체 교차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상업 집적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휴우가시 역 주변 마을 만들기 연구회를 통하여 지역 마치즈꾸리에 관한  

[ 표 4-6 ]  휴우가시역 정비사업-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휴우가시역  역세권 중심공간 

 

공공공간 유형 역앞 광장, 역공간 
LPS활용 지역재료를 활용한 역공간 
LPS유형 육성적 형성형 
공적책임 연속입체교차사업, 토지구획정비사업, 

상업집적사업 을통하여 전문가와 
행정이 공유하던 공적책임을 점차  
마치즈꾸리로 확대 

공동체 마치즈꾸리정례회(행정, 상업자, 
상공회의소)à 휴우가시 
역주변마을만들기연구회 

공익성 지역의 목재기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여 지역을 
특화시킴. 

건축가의 관여 시에서 주최한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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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을 공유하고 협력에 의한 실천적인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2000)을 만들어나갔다. 마치즈꾸리 가
이드라인은인터펜스존의 벽면정비, 저층부 경관관리, 공지활용 지침 및 장소별 인터펜스모델, 경관형성요소
(색채, 녹지, 조명, 유니버설디자인, 광고물 등)에 대한 지침등이 책정되었다. 특히 주요 공공공간에 대한 모
델플랜(각 도로의 위계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등)이 협의회와 행정간의 검토조정회의를 통해 지정되고 공공
공간과 사유공간의 협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계획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벤치에 사용되는 타일제작이나 

녹지정리등 상세디테일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아이들이 참여하여하였다는 점은 미래의 참여주체를 육성시
키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마치즈꾸리 협의회가 제안하는 마치즈꾸리 가
이드라인이 행정에서 제안하는 지구계획이나 경관정비지침에도 상호 조정의 역할을 갖는다는데 의의가 크
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된 균형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
역적 공공공간의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마치즈꾸
리 정례회가 없었다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더라
도 결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의 진행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특히, 역사 공간의 재료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드
러난다.  휴우가시역 공간에서 구조재로 활용된 삼나무(杉)는 당시 실외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발 과정 중에 지역의 목재 관계자 및 철물 관계자가 모인 미야자키현의 목재 이용 

기술 센타에 의해 기술 개발이 실현되었다. 즉, 지역 기업의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역 공간이 지역의 주요 

자원인 삼나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프로젝트는 지역 내의 기술 축적과 인재 육성이 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성
적 운용형’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왼쪽부터   인터펜스존개념도(미야하라지구마치즈꾸리협의회, 마치즈꾸리가이드라인),  지구계획에 의한 

벽면후퇴(미야하라지구지구계획), 인터펜스존 적용예(미야하라지구경관정비지침), 

보행자사인(미야하라지구마치즈꾸리협의회), 아이들이 제작한 타일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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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공간을 대형 녹지공원으로 조성- 시나가와역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시나가와역은 국철의 철도 화물 기지 이전으로 1984년에 민간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게 되면서 시나가와
역 동구와 서구를 동서 자유 통로로 연결하는 구상이 실시되었다. 이후 일본 도시 계획 학회의 [시나가와역
주변지역정비기본계획조사]를 기반으로 1990년 [시나가와역동구재개발지구계획책정위원회]가 동경도, 미
나토구, 시나가와구,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등에 의해 설치되었다. 그리고 정비방침이 책정되었다. 시나가
와 그랜드 코몬즈는 업무 기능, 숙박 기능, 상업 기능, 주거 기능의 복합 개발로 2003년에 착공하였다. 이 사
례에서의 주요 공공공간은 보행자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스카이웨이가 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동선으
로부터 분리된 적절한 차량 교통 동선을 위한 지하 차로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있다. 

이 공간은 대형 화물기지 이전에 의해 형성된 ‘방치된 공간(Neglected space)’과 역 공간의 균질한 공간
(Homogeneous space)’과 같은 대규모의 미이용 토지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
었다. 지역이 가진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과의 경관 연계 및 바람의 길  연계 등이 마스터플랜의 

주요 축으로 기능하였다.  

 

② 공공성 3요소 분석 

-공적책임: 시나가와구는 동경 역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도쿄도, 시나가와 구와 매우 적극적으로 마치즈꾸
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쿄도에서는 [시나가와주변지역도시거주환경정비기본계획]과 [시나가와역 

타마치역주변 마치즈꾸리가이드라인(2007)]을 통해 전체적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지이용의 

기본방침]에서는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공 공간 및 부지 내 공지를 일
체적으로 계획하고, 안전, 쾌적하며 녹지가 풍부한 보행자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 

등 정비의 빙침]에서는 보행자 교통 동선에서 분리된 적절한 교통 동선을 확보하고,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지하 차로 네트워크를 정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등 정비방침]에서는 보행자 전용
도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수의 건축물기능과 공간의 일체화를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책임의 공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가 기업인 만큼 자발적인 마치즈꾸리 

협의회라기보다는 관 중심으로 디자인 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마치즈꾸리 조직을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역을 중심으로 양쪽의 협의회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비전을 제
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은 동경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보아도 동경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환경적 도시정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 초기단계에서부터 민과 관이 일체가 되어 [시나가와역 동구지구개발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
고 분과회에서는 디자인 조정, 부담 조정, 공사, 인근 지역에 대한 대응 등이 협의되었다. 지구 계획으로 6개
로 분할된 지구에는 각 지구를 소유하는 민간사업자 10회사들에 의해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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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과회가 구성되어 마치즈꾸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2년에 서구지구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나가와역 서구 측의 21헥타르를 대
상으로 미래를 위한 마치즈꾸리를 위하여 철도 회사, 주변 대형 기업(토요다자동차, 일본코무시스), 중소형 

제작 소기업이 참가하였다. 이들 사이의 컨설턴트 역할은 니소켄 건축사사무소(日総建)와 도시환경연구소
(都市環境研究所)가 담당하고 있다.  시나가와 역의 지역 공동체는 이처럼 동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행
정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립적 공동체이다.  

-공익성: 이 프로젝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공공간의 공익적 활용은 풍부한 녹지 공간 및 바람의 길을 활
용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는 공공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배분 차원의 활동은 없다. 다만, 공간 계획상에서 최소한의 쾌적성 유지를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 스카이웨이의 상하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단체를 위한 공익성이라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위한 쾌적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시나가와 그랜드 코몬즈의 주변 지구에는 먼저 개발된 시나가와인타시티가 있고, 남북 약 400미터, 폭 45

미터의 녹지(센트럴가든)이 정비되었다. 이 대공간은 스카이웨이와 지하 차로로 연계되어 여러 가구들을 일
체적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스카이웨이는 주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루트로서 이용된다. 모두 민
간투자로 정비되었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스카이웨이의 상부와 하부 모두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역
으로부터 거주지로 바로 연계되는 알기 쉬운 대형 공공공간의 형성으로 지역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도로나 운하 등의 경관을 형성하는 공공공간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여 특정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예가 시나가와역의 동서 연결 통로를 정비한 동경사우스게이트이다. 이를 통하여 교통 결절 기능
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서 자유 통로의 서측에 보행자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역세권 중심 공간 전체를 아우르
는 녹지 보행 공간을 창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행정 주도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형성된 

공공공간이며, 사후 공공공간의 관리 측면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적 운용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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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카미가야 역앞 광장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카미가야 역앞  역중심공간  
애리어유형 역앞 광장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환원적 관리형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지역이벤트거점으로의 
역앞광장관리,    

공적책임 1999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관관리비를 통한 
역앞빌딩임대자들의 간접적 
공적책임증대 

공동체 KAO모임(건축가중심)à부동
산주식회사à 
카미야역앞고향만들기추진
협의회 
(상인협회, 주민자치체연합) 

공익성 역앞광장관리, 
역앞빌딩임대관리, 
지역이벤트 주최,  

건축가의 관여 KAO모임 대표가 건축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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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역세권 중심공간 지역관리기법 

역 광장, 공공 통과 도로, 고가 활용 등에 해당하는 역세권 중심 공간의 지역 관리는 역과 시가지와의 접
점이 된다. 주로 지자체와 철도 사업자가 적절한 협력으로 정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점차 민간 사업자 (철
도사업자)에 의해 적절한 공적 시설의 정비, 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지방 공공단체와 민간 사업자간의 각 프
로젝트에서의 분업은 교통 기능이나 도시 기능의 내용, 개발로부터의 발생하는 수익, 공공에 의한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중심 공간은 민간 자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부동산 가치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지역의 미래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개발의 과한 경쟁이 일어나
는 경우가 많다. 

1) 역앞 광장을 지역 교류거점으로 활용- 카미가야역 동구앞 광장(鎌ヶ谷駅東口駅前-ＫＡＯの会の活

動)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카미가야역 동구 앞 광장은 카미가야의 대표적인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건축업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에 의해 설립된 KAO모임(Kamigaya Amenity Organization)을 주축으로 하여 주변의 상인 협회와 자치화가 

협력하여 광장 운영 및 역 앞 빌딩 임대 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익성 및 지역적 공공공간의 관리
체계를 확보해가고 있다. 이 사례는 발생 배경이 지역 특유의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문가인 KAO모
임의 대표와 지자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99년 11월에 토부(東武) 

카마가야역(鎌ヶ谷駅)동측 역전 공간 정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문서화9하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역 앞에 반환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이 공공공간의 특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광장이었다는 점에서 Homogenised 공공공간의 개선이 지역적 공공공간의 발생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성 3요소 분석 

-공적책임: 카오모임(ＫＡＯの会)은 카마가야역(鎌ヶ谷駅)의 동측 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상점과 광장의 

일체적인 도시 공간으로서 정비하고 유지 관리해나가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토지 소유자의 [마치즈꾸리간
담회, KAO모임]이 발족하였다. 이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들은 역 앞 광장(도로, 

다목적 스테이지)의 청소 및 화단 등의 관리와 도로 점용 허가 수속대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광장 주변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분담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반인들과의 정보 교류의 거점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자치형’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에 있다. 

-공동체: KAO모임 조직 내에 이미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다. 이 중 과거 NPO법인KAO회의 설립자이며, 사
무국장을 맡았던 시모다 요시히로(下田 祥 裕)씨는 미츠이 건설에 오래 근무했던 건축전문인이다. 시모다 

                                                           
9 ＫＡＯの会, 「東武鎌ヶ谷駅東口駅前空間整備に関する覚書」,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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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히로(下田 祥 裕)씨는 [NPO법인KAO회]를 설립하면서 공공공간 관리 및 민간개발조정등의 ‘Area 

Management’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시가 책정하는 공간정비 지침의 제안 및 공동화 

사업을 코디네이트하며, 공공 공간(역앞 광장등)과 사유지의 협조적인 정비를 주도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소
규모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KAO모임(건축가중심)에서 부동산 주식회사를 거쳐 카미야역 앞 고향 

만들기 추진협의회로 진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성장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이후 [NPO법인KAO회]는 부동산 주식회사(真砂不動産株式会社)의 영리법인 형태로 바꾸었다. 이러한 조
직을 통하여 행정, 자치회, 상점가진흥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KAO모임의 회원은 11명으로 

특별히 회원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활동의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주요 멤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10 또한 이러한 사무소를 

2012년도부터는 역 앞 자치회 사무소와 병용으로 사용하여, 역 앞 자치회로 배정되는 사무실사용료의 예산
을 KAO모임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KAO모임을 카미가야역 앞 자치회와 상점가 진흥 조합과 

[카미야역앞고향만들기추진협의회, 鎌ヶ谷駅前ふるさとづくり推進協議会]를 설립하여 보다 강력한 지
                                                           
10 国土交通省まちづくり推進課  , まちづくり会社などの活動事例集―活動類型別の代表的な３０事例の紹介、  2012 

[표 4- 8]  카미가야 역앞 광장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카미가야 역앞  역중심공간  
애리어유형 역앞 광장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환원적 관리형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지역이벤트거점으로의 
역앞광장관리,    

공적책임 1999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관관리비를 통한 
역앞빌딩임대자들의 간접적 
공적책임증대 

공동체 KAO모임(건축가중심)à부동
산주식회사à 
카미야역앞고향만들기추진
협의회 
(상인협회, 주민자치체연합) 

공익성 역앞광장관리, 
역앞빌딩임대관리, 
지역이벤트 주최,  

건축가의 관여 KAO모임 대표가 건축가임 
 



188 
 

역플랫폼을 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사업의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공동 사업을 각 사
업 주체가 운영상 책임을 맡는 것으로 분리하여 각 사업 주체 운영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역할을 명확히나누고, 공공공간의 운영 책임을 분담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는 측
면은 공동체가 확고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성: 카미가야역앞 사례의 특징으로서는 공익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익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카미가야시 로부터 받는 업무 수탁비
와 역 앞 빌딩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관유지비이다. 2001년부터 카미가야시와 계약하여 역 앞 광장의 관리 

업무를 수탁받았다. ＫＡＯの会의 대표자도 거주하고 있는 역 앞 빌딩 3동의 입주자로부터 각 빌딩의 관리
조합을 통해 1호당 수백만엔(월)의 경관유지비를 받아 역앞 광장 관리등의 공익적 사업을 행하고 있다. 

즉, 주민은 직접적인 참여라기보다는 금전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가 역 앞광장 관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 앞 빌딩 1층에 사무국을 설
치하였다. ‘Area Management’에 의해 운영하는 모습을 주민의 눈에 보이게 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관 유지비로 임대료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임대료 중 

공익비의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한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익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카미가야역 앞 여름 축제, 카미가야역 주변 크리스마스이벤트 등
의 운영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카미가야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역 앞 광장을 이벤트에 활용하
고 있다. 여름 축제에서는 카미가야역 앞 자치회, 역 앞 상점가 진흥 조합과 공동 주최로 하여 역 앞 광장을 

연주, 퍼포먼스 및 실험 점포 설치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이벤트에서는 카미가야시
의 후원을 통해 역 앞 광장을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한 공연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 스스로의 수익 활동은 그 내부에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지역 전체를 위한 이벤
트 및 역앞 광장 활용 활동을 통해 실험적인 사회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익성 측면에서 지역 

개선 단계를 넘어 지역 환원적인 공익성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전체적인 공공성의 3요소 분석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은 지역전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환원적 관
리형’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 측면에서는 1999년도부터 카미가야역 동측 공간 정비 

사업이 실천되는 단계에서부터 각 애리어의 활용과 역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한 매니지먼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공간과 사유지를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간담
회의 민간 멤버를 위해 NPO법인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설립 초기부터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나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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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곧 이들의 활동이 물리적 형성이란 측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물리적 형성 이후의 공간관리, 컨설팅, 환경 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인 관리로부터 

시작한 단체임을 의미한다. 활동의 영역은 주로 역세권 중심 공간 내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화단 

관리와 광장 관리에서 시작하여 주변 빌딩의 임대 관리까지 사업이 확장되었다. 이는 초기부터 광장을 중심
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범위로 확장되어 나가는 영향력은 없으나 현재 역 앞 

빌딩 1층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역 앞 빌딩을 중심으로 역 중간 영역
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광장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2) 역앞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상점가의 주체로 광장활성화- 고구료우역(国領駅)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고쿠료우역 사례는 지역 상점가의 활동에 의해 역 앞 광장을 지역 공생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
는 사례이다. 특히, 동경 외곽 지역에는 대형 점포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는 소형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다. 일
상 속에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재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초입의 역전 광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의해 정비된 역전 광장은 균일한 공간임과 동시에 (Homogeneous 

space) 일상 속에서 어떠한 특성도 갖지 못하고 버려지는 공공공간(Neglected space)의 문제를 갖고 있다. 

지역의 얼굴과도 같은 역 앞의 광장은 새로운 대형 상권과 기존 상권을 연계하는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에 쇠퇴된 재래 시장을 광장의 활동과 연계시켜 지역적 공공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② 공공성 3요소 분석 

-공적책임: 동경도 고구료우역(国領駅) 주변에는 각종 업무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 건설을 통해 새로운 지
구가 형성되었다. 특히 역 앞에는 작고 오래된 도로가 많아 토지의 고도 이용 및 주환경 악화라는 지역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1995년에 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고쿠료우역남쪽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으로 남쪽 광장이 정비되었고, 2004년에는 고쿠료우역 북쪽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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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역세권 개발에 의해 대형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기존 상점가로서는 경제활동에 큰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자치회, 상점회(고쿠료우상점회) 및 초후시가 주체가 되어 [고쿠료우 역주변
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를 설립하였다. 2006년에는 고쿠료우역 주변지역마치즈꾸리기본게획안보고서를 초
후시에 제출하는 등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도 관여하였다. 현재는 [고쿠료우역주변마치즈꾸리준비회]로 조
직을 발전시켜 케이오선 지하화 사업과 역앞 광장의 재정비를 위하여 초후시와 협의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익성: 주요 활동으로, 고쿠료우 상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상점가는 역 앞에 가까이 위치하는 기존 

상점가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즉, 남쪽광장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에 의한 이벤트의 거점으
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상점회인 고쿠료우상점회(1955설립)는 코코스퀘어 초후와 협력하여 고쿠
료우 남쪽광장을 회장으로 매년 여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초후시에서도 일정금액을 지원하
고 있다. 또한 고쿠료우 상점회는 초후시와 협정하여 고쿠료우남구 광장과 연계된 도보에 설치되어있는 화
단의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특히, 주목할 점은 재개발 빌딩과 지역 상점회가 협력해서 재개발사업에서 정비한 공공시설(역앞광장)과 

재개발 빌딩의 필지 내 공지를 활용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개발 빌딩이 단순히 대
형 상권의 점유 공간이 아닌 공공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기
존 상권과의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리어 고쿠료역 중심공간 

 

공공공간
유형 

역전 광장 

지역적 
공공공간 
유형 

연계적 운용형 

지역적 
공공공간 
활용 

화단유지관리, 광장관리 

공적책임 시가지재개발사업 
공동체 고쿠료우상점회(1955), 주변자치회, 

초후시 
공익성 지역전체를 위한 여름축제, 화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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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역상 의 확장이 광장 이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정 상에서도 적극적인 관
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벤트를 통해 자립적인 수익구조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지속적인 행정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계적 운용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역 근처 빈공간의 활용- 후쿠이역 주변 중심상가지역 

 역 주변영역은 인프라의 집중으로 인하여, 인프라 사이 사이에 연계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고가 도로와 JR을 중심으로 한 지상 역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그 아래 부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하는가가 이러한 지역 활동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후쿠이시는 정주 인구의 감소, 대규모 소핑몰 등장, 공공공익 시설의 교외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진
행되면서 상점가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징 없이 균질(Homogeneous)하고 일상적 공간(Insular 

space)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의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늘어나는 공실 문제 등이 주요한 지역의 문제
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점가의 유효한 자원들을 조사하고,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
티 스페이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후쿠이시는 역 앞 공공공간을 재정비하고 있다. 즉, 후쿠
이시는 교외로 빠져나가는 공공 공익시설 및 주택의 교외화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성 시기에는 연속 입체 교차사업에 의한 공공 시설의 정비를 그 목
적으로 두었다. 오픈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기본계획부터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지
역상인협회가 중심이 되는 마치즈꾸리 후쿠이 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행정의 공적 책임을 민간과 공유하
면서 상인을 위한 공익 활동과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 활동을 확장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빈 점포 공간의 활용과 보행자 천국 거리 등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측면
에서 모두 균형적인 지역적 공공공간의 발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사례이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 책임:  1999년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서는 후쿠이역 주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교통 체제 해소 및 역 광장 정비와 역 주변 입체 교차 사업에 의한 동서 교통의 원활화, 그리고 주택, 병원, 

케어하우스, 도서관, 시민홀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다.11 이러한 초기의 계획들은 공공 시설의 정비
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차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 있어서 포괄적인 아이디어 수렴과 여러 도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후쿠이역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성과 함께 후원하여 [마을 활성화, 도시디자인 경기（2013.09）]에서도 보인다. 이 경기는 

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도시 만들기 퍼블릭 디자인 센타12의 주최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11 加藤雅和 、福井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画について、市の都市、Vol62,No5, 2008.05 
12 財団法人都市づくりパブリックデザインセンター、 http://www.udc.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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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통하여 후쿠이역 공공공간의 디
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건축 회사들13과 대학 연구소였다. 여
기서 국토교통성 대신 상을 수상한 타이세이 건축의 작품은 역 앞 광장을 지역의 역사 자 

원과 연계하여 명확한 도시 디자인의 축을 형성시키고, 새로운 프로미나드 축을 형성하여 LRT통하는 새로
운 도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때의 심사 평가서의 의견들을 살펴보면14, 주변 연계성 및 개념의 실천성을 

매우 중시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전문가들의 포괄적 참여가 가능하게 된 데에는 후쿠이시

와 지역 상인 협회의 노력이 있었다. 우선, 일방적인 행정 중심이었던 공적책임을 민간과 공유하도록 전환점
의 계기가 된 것은 마치즈꾸리 후쿠이 주식회사의 설립(2000) 15이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도시재생특별배치법) 의한 도시 재생 정비 추진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13 국토교통대신상-大成建設株式会社、도시만들기퍼블릭디자인센타이사장상- 清水建設株式会社, 장려상- 

동경대학대학원사회기반학전공 
14  第 16 回 「まちの活性化・都市デザイン競技」の結果概要, 主催、まちづくり月間全国的行事実行委員会、財団法人
都市づくりパブリックデザインセンター,  後 援：国土交通省、福井市 
15 まちづくり福井株式会社、http://www.ftmo.co.jp 

[표 4-9] 후쿠이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후쿠이역  역중심공간  
주변 중심상가지역  

 

공공공간 주차장, 역주변공간, 빈점포 
지역적공공
공간의유형 

균형적 운용형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주차장관리 , 공동점포, 집합점포 운영 
상점가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역주변빈공간 개방활용 

공적책임 연속입체교차사업 
시가지형성을 위한 마치즈꾸리 기획 
및 컨설팅 활동 

공동체 마치즈꾸리 후쿠이 주식회사 
(시+상점가) + 마치즈꾸리 협의회 

공익성 부동산판매, 교환, 임대 및 중개관리 
커뮤니티 버스 운영, 특산품 판매점 
경영 , 입장료, 티켓등 판매 , 
마을걷기맵(まち歩きマップ)작성 
건물의 유효이용에 관한 조사 

건축가의 
관여 

시에서 주최한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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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들이 각 조직의 의견을 공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제안해나가는 과정은 협의회나 마치즈꾸리 간담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가지 연계추진회의, 중
심시가지활성화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전체를 고려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즉, 마
치즈꾸리 후쿠이주식회사의 설립을 기반으로 행정에서 담당하던 공적 책임이 민간과 공유되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이 실천되고 거꾸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만남의 장
을 통해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량이나 버스이용, 판매 동향 등 지역 내의 구
체적 동향을 조사, 파악하고 이를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즉, 행정에서는 기존의 직접적인 정책과 행정적 

제안들을 후쿠이 마치즈꾸리 주식회사라는 조직을 통해 간접적인 의견 조율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 주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마치즈꾸리 기획이나 마치즈꾸
리관련 컨설팅을 통해 민관협력을 확보한다. 

-공동체의 분석으로 마치즈꾸리 후쿠이 주식회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민관이 협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후쿠이시, 후쿠이 상
공회의소가 상점가 대표연합에 의해 설립되었다. 후쿠이 마치즈꾸리 주식회사가 이렇게 행정과 민간이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출자금 구성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후쿠이시 출자가 약 50%

이며, 상공회의소, 상점가, 사업협동조합, 중소상점가, 대형점포 등 포괄적인 상인들의 협력으로 조직되었다. 

철도, 전력과 관련된 공익 회사 등도 함께 구성되었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활동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마치즈
꾸리 후쿠이 주식회사의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행정과 매우 긴밀한 관계로 구성된 마치즈꾸리후쿠이 주식
회사는 이미 정책 연계된 공적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지역의 특정 공간을 점유하여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익성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과 상인 조직을 위한 공익 사
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 사업으로는 커뮤니티 버스 사업과 마을걷기맵(まち
歩きマップ)작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을걷기맵은 지역의 공간 활용을 위한 기초 조사단계에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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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상점내 유효활용 건물조사 및 꾸준한 지역답사 등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홈페이지 및 

서적, 인쇄물 등 출판으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하도록 유도하였다. 시와 마치즈꾸리후쿠이 주식
회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 공익적 활동 사례 중에 “후쿠이 마치나까 문화시설 히비끼노홀”(2004)을 들 

수 있다. 이는 후쿠이시가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유한회사인 레브커뮤니케이션즈 회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
다. 오픈 당시부터 지역연극단체가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오감으로 느끼는 장소라는 컨셉으로 연극공연 

및 음악 라이브공연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상인조직을 중심으로 한 빈 점포 활성화를 위해 중심 시가지 챌린지 개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빈 점포에 들어올 개업자들에게 임대료 및 사업경비를 보조하였다. 그리고 JR후쿠이 역 주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촉진하는 활동의 장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점포가 새롭게 오픈하였다. 이들
은 단순히 사적 비지니스로 끝날 수 있는 점포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실험 공동체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적 공공공간화 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후쿠이역서구재개발사업 공
사로 한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역 서측 광장 대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 공간으로서 “보행자천국애리어”를 지
정하였다. 그리고 현립 미술관의 전람회와 협력하여 회장에 직접 갈 수 있도록 루트를 연계하였다. 이는 공
사 기간 내 지역 내의 활기를 잃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와 함께 공개 공지를 활용하여 지역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역세권의 메인 길에서 지역의 특정 장소들을 연계할 수 있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또한 지역인들과 방문객들을 자연스럽게 지역 거점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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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공공성의 3요소는 행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공적 책임의 공유와 함께 여러 

규모의 상인 조합 및 철도 회사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과 빈 점포 활용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 요소 모두 균형 있는 관계를 맺어 ‘균형적 운용형’ 지역적 공공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빈 점포의 수익 창출을 통하여 차후 지역 경제의 환원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 육성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역세권 중심 영역에서 시작하여 중간 영역의 안쪽까지 깊이 있게 확장된 사례이다. 시작부터 다양한 

유형의 상인 협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상점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후쿠이시의 출자가 50%나 되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런 확산효과가 더 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실험 점포의 개수는 이러한 영역
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미술관의 전람회와 연계하여 

루트를 연결시켜준다. 이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연계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중간 영역의 내부 공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4) 텐진역 주변의 이벤트 활성을 위한 공공공간 관리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1960년대 이후 텐진 지구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급속한 지하가 개발에 의해 지하공간 네트워크를 중심으
로 한 물리적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었다. 특히 1988년에 현청의 적지 이용이 문제가 되었고 2000년대에 이
르러 대형 상업 시설이 지구의 서측과 남측에 대거 개업하게 되면서 상업면적이 대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개발 이후 40년에 걸친 무분별한 상업 유입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 등이 지역의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사회 실험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공공공간은 무장소정 상가 공간 (Invented Consumption space)이다. 이
들은 급격한 지하 네트워크 연계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지상공간의 공공공간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Area를 설정하는데 있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첫째 

단계는 Area내 관계자에 의한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중점관리애리어]와 도시 기능의 연속성 및 일
체적 전개를 발전을 필요로 하는 [‘마치즈꾸리연계애리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 마치즈꾸리 조직을 연계하고, 쾌적환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이들은 지역내 민간 단
체와 후쿠오카시의 사이에서 합의 형성의 유도 및 의견 전달 등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에는 쿠마모토시와 카고시마시의 Area Management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큐슈의 마치즈꾸리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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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기 위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스스로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책정(2007)16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적인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있다.  

-공동체 : 2004년의 사회 실험과 약 3회에 걸친[ I love천진포럼]을 통해 [We Love 마치즈꾸리선언]의 설립
을 계기로 [일반사단법인 We Love 천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 구성 멤버로는 역 주변의 지역 주

민, NPO단체, 임대자 등이 가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 회원으로서 행정과 학계, 연구 기관이 관여되어 있다. 

특히 역할에 따라 조직을 양분화하고 있는데 일루미네이션이나 청소 활동 등이 현장 작업은 [일반사단법인
We love 천진]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인 등이 관민 협력과 관련된 일은 임의 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을 이원화하는 이유는 물론 역할의 분배의 편리성에 있다. 아울러 사단 법인일 경우 행정
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필요하다. 임의 

단체 역시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크게 지역 연계회와 마치즈꾸리 추진부회로 나누어 그 밑에 상세 

분류17의 워킹그룹을 구축하고 있다. 조직은 연회비와 건물 규모에 따른 자치활동비, 사업 협찬비, 후쿠오카
시 행정 부담금 및 배너 광고 및 자동 판매기와 같은 자주적 재원 사업을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 되고있다. 

이처럼 공동체 내부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수주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행정과의 긴
밀한 협력 관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외부와의 지역 연계도 추진
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마치즈꾸리 세미나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육성형’공동체로 파
악된다. 

-공익성 : 크게 나누면, 실천적 참여로서 이벤트를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 마치즈꾸리에 포럼 활동을 통한 

지식 축적 및 마치걷기맵 작성(2006)등과 공공공간 광고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16 We Love 天神協議会, 天神まちづくりガイドライン、2008 
17 지역연계부회내에는 공공공간활용 WG, 집객향상 WG, 교통 WG, 자전거자동차공생 WG, 호스피탈리티 WG, 

커뮤니케이션 WG, 마을걷기사업 WG, 방범방재 WG 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치즈꾸리 추진부회는 메인길 활성화검토 WG, 

교통전략 WG, 경관형성 WG, 공원재정비검토 WG 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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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의미와 함께,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마치즈꾸
리에 대한 검토 및 실천이 시행됨으로써, 지역 개선적 차원의 공익성이 실현되고 있다. 특히 외부 ‘Area 

Management’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큐슈 전체를 고려한 마치즈꾸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환
원적 공익 활동과도 연계된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인 천진피크
닉 (2006)이 있다. 역세권 중심 및 중간 영역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공개 공지등을 오픈 까페로 사
용하여 공공공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오픈 카페와 스트릿 퍼포먼스, 베이비카 임대, 가이드워크 등의 

구체적인 공공공간 활성화 대안뿐 아니라, Area내 자동차 교통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구입 금액
에 따라 주차장을 할인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들도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청소활동, 자전거위험주행대
책. 방치 자전거 대책. 방범대책강연회, 방범 패트롤.  녹화활동. 방재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공공성의 3요소 간 관계는 다양한 워킹 

그룹과 사단 법인의 실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자치적안 공적 책임과, 공동체의 연계 및 육성, 그
리고 지역 환원적 공익성을 두루 겸비한 “균형적 관리형”의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볼 수 있다.  

[표 4- 10] 텐진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텐진역 중심 및 중간영역 

 

공공공간 공개공지 및 도로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 

균형적 관리형 

지역적공
공공간의
유형 

이벤트를 위한 공개공지 및  도로 
공간의 활용, 

공적책임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책정(2007) 
합의형성의 의견조정 

공동체 일반사단법인 We Love 천진협의회 
공익성 참여로서 이벤트를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 마치즈꾸리 포럼 활동을 통한 
지식축적 및 마치걷기맵 작성(2006)등과 
공공공간 광고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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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역세권 중간영역의 지역관리기법 

2.1.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세권은 시간에 따라 공간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 역 중심 공간과 역 중간 영역은 그 지역의 시대적 중심성의 변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힘
이 작용하는 역세권의 중간 영역과 현대적 힘이 작용하는 역 중심 영역은 현대와 과거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간의 연계를 통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세권의 중간 영역에서 역 공간과 주거지 공간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역 중
심영역의 대형 상가들과 경쟁하는 역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재래 상가군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역 

주변의 상업적 분위기와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중간 완충 역할을 한다.  대규모 상권과 재래 상권이 가까
이 맞붙어 있는 경우 재래 상권이 빠르게 쇠퇴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심 도로가 재래 상권과 연계되어 활성
화되는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경우는 독립적인 새로운 컨셉으로 메인 

도로를 활성화하는 시도들이 보인다.  

 

1) 산업프라자 메인스트릿 정비 – 미타카 역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메인스트릿 정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미타카 역을 들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역 중간 영역의 메인 도
로를 축으로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켰다. 이를 통해 소호 집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미
타카 역은 1996년에 시에서 미타카시 산업 진흥 계획, 미타카 역전 지구재개발 기본 계획 등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미타카 역 앞 약 17ha에 해당하는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 1998년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의 시
행에 따라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미타카 산업프라자의 건설 및 소호를 집적
시켰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 이러한 공적 책임의 확보를 통한 전체 도시상의 결과물로 “SOHO CITY 미타카 구상”을 내놓
았다. 그리고 지역의 소호사업자들의 집적을 통해 인베이션 기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로 구성된 지역성을 창출해나갔다. 재단법인 미타카시 마치즈꾸리 공사(현재의 주식회사 마치즈꾸리미타카
와 통합)의 미타카시 마치즈꾸리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하여, [소호 씨티미타카]에 대한 전략이 세워
졌다. 발표 당시부터 정보 통신 관련 기업과 소호 기업, 씽크 탱크로부터 많은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
인 사업화를 위하여 [소호 씨티 미타카 추진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파일롯 오피스 실험이 시작되었다. SOHO 

CITY 미타카 구상은 미타카 산업플라자, 미타카시 소호센타, 미타카시 소호파일럿 오피스의 세 가지의 소호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의 소호오피스를 거점으로 시내의 광통신망을 활성화하여, 정보 관련 기업의 집
적과 소호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치즈꾸리 미타카는 제3 섹터의 입장에서 행정 개혁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지역행정의 헬프 데스크 역할을 통하여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의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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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주민 자치 단체에 맞추어 컨설팅의 역할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공동체: 2000년 TMO로서 ㈜마치즈꾸리미타카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는 워크샵 방식 및 시민참가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주체의 마치즈꾸리 추진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마타카시 마치즈꾸리 공사가 해체

되고 전사업이 ㈜마치즈꾸리미타카로 통합되었다. 공사의 공익 사업들을 이어받아 행정이 갖고 있던 공평성, 

공공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미타카는 2002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기반으로 하
여 미타카시 제 3섹터인 TMO(타운 매니지먼트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이들의 자본금 비율을 살펴보면, 자본
금 2억 7,250만엔 중에 미타카시가 5,350만엔으로 약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타카상공회의소, 

금융 기관, 농협, 민간 기업, 상점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전체 회원 수는 50명이다. 2003년 4월부터 워크
샵 방식 및 시민 참가를 유도하면서 시민 주체의 마치즈꾸리를 추진했다. 이들은 미타카 산업 플라자를 시
작으로 소호지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다. 또한 미타카 상공 회의소 및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NPO

법인 미타카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소
호벤처컬리지 코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코스를 통하여 시민들이 학계 및 기업인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지
역의 미래인재로 ‘육성’되어, 공동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표 4-11]  미타카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미타카역 산업프라자 메인스트릿  

 

애리어유형 역 중심영역 
지역적 
공공공간 
유형 

공익적 운용형 

공적책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미타카시산업진흥계획, 미타카역전 
지구재개발기본계획 
SOHO CITY 미타카 구상 

궁동체 ㈜ 마치즈꾸리 미타카 
NPO법인 미타카네트워크 

지역적 
공공공간 

산업프라자의 건설 및 소호거점 형성 

공익성 소호회의장 임대  
렌타 사이클 사업 
벤쳐관련 강좌 



200 
 

-공익성: 공익성의 확보는 크게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과, 지역 산업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에 대한 노력으로서 역사적 유산, 문화, 자연 환경 등의 지역성
이 담긴 특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기업이 연계하여 광역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적 지역 활성화는 곧 지

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된다. 그리고 지역 전체로 환원되는 공익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마타카시와 미타카시마치즈꾸리 공사를 중심으로 하던 계획 업무가 ㈜마치즈꾸리 미타카의 설립
과 함께 관리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지역상공회의소 및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초기 시작은 공사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
지만 점차 ㈜마치즈꾸리미타카의 운영 방식이 주민 참가를 기반으로 한 워크샵 및 소호실험들을 통하여 개
성 있고, 주체적인 지역 민간 단체들과 연계해나갔다. 이러한 활동은 실험적 소호 창출 및 소호 지원 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같은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후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비즈
니스 칼리지 등의 공익 사업이나 회의장 임대 사업, 렌탈 사이클 사업 등을 통한 수익 확보를 기반으로 유지 

관리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확보해나갔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지역 산업을 위한 지원으로 미타카 산업플라자를 시작으로 소호 지
원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소호사업자 중심으로 오피스 및 회의실을 임대하고있다. 전체적
인 미타카 산업플라자의 관리 영업을 행하면서 세미나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소호 사업자들의 창업과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바탕으로 소호 사업자
들의 니즈에 대응하여 2003년부터는 NPO법인 미타카 네트워크 대학 추진 기구가 설립되었고, 소호벤처칼
리지라는 실습 강좌를 운영하였다. 한코스의 강좌(전부 15회)를 약 10만엔 정도의 수업료를 제공하는 사업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의 내부 수익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역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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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렌탈 사이클 사업은 주차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텝의 인건비, 자전거 정비비 등을 주차장의 관리 운영
비로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영비 충당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지
역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미타카시 예술문화 진흥 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전시 및 교류시설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미타카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 및 관리는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역 인재 육성이나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
원적 관리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아오모리역 

④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아오모리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전략으로서 도시전면에 도시교류축을 넣고 산업거점과 연계하여 아오
모리 바다와 아오모리 숲을 연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이너, 미드, 아웃터 영역에 의한 컴팩트 씨티 계획을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18에 적용하였다 . 이중에 역중심영역에 이너영역의 아우모리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점포의 균질화, 노후화에 따른 상권쇠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심시가지 쇠퇴의 문
제에 대해서 교외대형점의 출현, 주택, 공공시설의 교외화, 차 중심생활의 침투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너영역에 (역앞지역)에 공공시설의 확충과 노약자 중심의 상권의 복합화를 계획하였
다 

 

⑤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시에서는 컴패트 씨티의실현을 위한 기초로 시역을 세개의 존으로 분류한 토지이용계획을 책정
하였다. JR토호쿠선 및 환형도로를 기준으로 시를 [이너], [미드], [아우터]로 분류하여, 이너에는 상업, 행정, 

거주기능을 집중시키고, 미드에는 거주, 근린상업기능을, 아우터에는 농업, 자연을 배치시킨 계획을 설정하
였다. 공동체의 관여에 의해 이러한 행정의 공적책임이 어떻게 공유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예외적이게
도 아오모리시의 시장은 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긴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교적 실천적이고, 지역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지역비전수립
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아우터 존에 대해서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지역 내
부의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동체 

아오모리 지역에서의 중심시가지재생의 중심 지역공동체는 상공회의소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상 

                                                           
18 自治体都市計画の最前線、学芸出版社、2007.02.05、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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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의소는 지역 행정전반에 거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교적 행정과 균형잡힌 관계를 갖고 있다. 이에 중심시가지활성
화기본계획에도 현, 시, 상공회의소, 상점회, 시민이 협동하여 작
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벤처지원사업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아오모리PMO]는 민간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상점가 관계자가 출자를 모아 설립된 것이다. 개인 20인, 3

가지 상점가진흥조합, 1개의 협동조합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상점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NPO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확장시키고 있다.  

 

-공익성 :  파사쥬 구상은 역세권의 거대 개발에 따른 지역내부 

상권의 약화를 보호하고, 지역내부 상권의 이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파사쥬내 가설점포는 시가 [PMO]에 위탁하여 운
영하여 상업벤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NPO조직인 [산넷트 아오모리]와 연계해서 중심시가지 활
성화를 위한 여러 공익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동스쿠타 임
대사업, 장애인 교류의 장[후레아이광장] 및 탁아소운영, 부인회
활동등이 활발하다. 

 

⑥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이에 복합형 상업 빌딩인 아우가(青森県青森市駅前再開発ビル
「ＡＵＧＡ」アウガ)빌딩은 아오모리역전재개발사업으로서, 시민
도서관, 300인규모의 다목적홀, 남녀공동참여 프라자, 노약자를 

위한 쇼핑점포, 어시장등이 입점되어있다. 단순한 상업중심의 쇼
핑몰이 아닌, 공공을 위한 다목적 시설과 일상 생활에 밀착한 점
포,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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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거점으로서 역할을 재정비하였다.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에서는 파사쥬 구상을 통해 지역내부를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워커블 타운의 창
조]라는 컨셉으로  아오모리역에서부터 연결되는 작은 골목길을 통해 신마치도오리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를 실현하였다. 직선의 대로가 아닌 곡선의 역사적인 길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상업지역을 거닐 수 있는 거리를 재정비하였다.  

이처럼 역은 노약자를 위한 쇼핑 공간으로 차별화하고, 일반 사람들은 역 주변에서 쇼핑을 끝내고 집에 가
는 것이아니라, 역에서 집으로가는 중간중간의 골목길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의 

분배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동선의 분배를 보여준다.  

특히 파사쥬라고 불리우는 중간도로에는 상업고교라고 부르는 챌린지숍을 통해서 지역내 새로운 상업아이
템을 발굴하고, 차세대 상인을 육성 시킬수있는 실험적 거점들이 위치하고 있다. 파사쥬 광장에 가설의 점포
를 설치하고, 출점한 상업벤처에 대하여 경영지도 및 개업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아오모리역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지역공동체 중심세력인 

재래상가를 중심으로 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에 중간도로인 파사쥬 활성화를 2000년에 시작하게 되
었다. 이후 노인들이 장거리 걸으면서 쇼핑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역 중심지역에 노인상권에 초점을 맞

춘 차별화된 아우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다른 역세권의 공공공간이 중심에서 중간으로 

확산되는 것과 달리,거꾸로 중간영역에서 중심영역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공공공

[표 4-12] 아오모리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아모모리역 중심시가지  역 
중심영역à중간영역 

    

 

공공공간 빈빌딩, 상가도로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균형적 관리형 

공동체 아오모리 PMO(상인조직) + 
NPO 

공적책임 행정 + 상인협회 
지역적  
공공공간 

아우가 (2002)à 파사쥬 (2000) 

공익성 벤처사업거점, 
중간도로활성화, 역앞 
노인타겟 쇼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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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초기 위치는 누가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인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있으며, 이후 

지역적 공공공간의 확산성은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확인하였다.  

 

3) 분산된 지역거점의 분배- 후쿠시마역 중심시가지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후쿠시마의 교외형 대형 점포의 증가와 공공 시설의 교외 이전, 도심 거주자의 감소 및 거주자 고령화 등
에 의해 도심 거주 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시의 중심 시가지에 공동화가 진행되었다. 버블 경제 

붕괴 후 후쿠시마 지역의 상업 활동은 중심 시가지에 입지하는 대형 상점의 매출 부진 및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공실의 문제나 공공 시설 및 공공공간의 부족현상은 지역적 공공공간을 발생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버려진 공간(Neglected)들은 환경을 악화시키고 방범이란 측면에서도 취
악한 환경으로 인식된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이러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후 쿠시마시는 도심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도심부
의 주택 병합과 거주 환경의 정비를 위해 1991년 ‘후쿠시마시 24시간도시구상’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92년
에는 [특정상업집적정비법에 의한 기본구상책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9   2000년 3월에 후쿠시마시 

TMO구상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역전 중심 시가지의 상업 지역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었다. 20  

이러한 배경에서 상인 중심으로 형성된 마치즈꾸리회사는 이러한 상업지역활성화의 문제를 공유하였다. 그
리고 후쿠시마 시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 의해 TMO기관으로서 지정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활
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모이는 곳, 상업활동이 활발한 곳, 쾌적하게 살수 있는 곳이란 가치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형성: 1991년 마치즈꾸리 회사 및 각종 조성 제도 등을 연구하는 임의 단체로 젊은 상업자 20명에 

의해 자아킨도쥬크라는 조직이 설립된다. 이후 그 멤버를 중심으로 [마치즈꾸리회사구상책정위원회]를 발족
하여, [마치즈꾸리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 행정과 관계 단체의 삼자에 의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
기서 마치즈꾸리 관점에서 지역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수요에 대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갔
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단체의 공동 출자에 의해 [마치즈꾸리회사[의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1994년에는 사
무소로서 [마치즈꾸리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제3 섹타 방식을 통해 마치즈꾸리회사로서 

[후쿠시마 마치즈꾸리센타]가 설립되었다.  

- 공익성: 활동 초기에는 실질적인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중심상점가공통주차서비스권
                                                           
19 ‘Area-management’, 지구조직에 의한 계획과 관리운영, p.164 
20 <후쿠시마 마치즈꾸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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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상품구입포이트 카드나, 지역내 광장이벤트 사업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복지와 공익 

활동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시영 임대 주택의 저층부에서 임대자믹스사업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상점가 

리노베이션 사업에 따른 간판을 정비하였다. 이후에 소호 집적에 의한 산업 플라자 형성으로 역세권 이핵 

지역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분산되어있는 빈 점포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점포를 활용한 거점은 커뮤니티 육성을 위한 거점, 장기적인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거점, 교육의 거점,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산업 활성화 및 중소 기업 지원 거점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상공 

회관 및 지역 공방을 구축하였다. 특징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심 시가지의 대형 점포를 빌려 초등학생
들의 사회, 경제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슈퍼, 은행 등을 가공으로 구축한 거리를 설치하여 ‘스튜던트 사티’를 

구축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활동의 중심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는 단기간 이벤트로 보여주기 식의 거점활동이 아니다. 거점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3] 후쿠시마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후쿠시마역 중심시가지  역 
중간영역à중심영역 

   

공공공간 빈점포, 빈빌딩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균형적 관리형 

공동체 후쿠시마 마치즈꾸리센타 
공적책임 행정과의 협력으로 

마치즈꾸리 운영 
지역적  
공공공간 

상점활성화 창업공방거점 
빈점포 대책사업 

공익성 중심상점가공통주차서비스
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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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산업 플라자의 빈 점포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거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튜던트 시티는 미래의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동체의 ’육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
역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공익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창업공방 모모리하우스] 지역 상점 주인들과 주차장 소유자 등의 협력을 얻어 상점가 입구에 챌린
지숍 시설을 기간 한정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개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업 활
동의 장을 제공하고 상업 경영의 실적을 쌓는 연습이 가능한 장소로서 활용하고 있다. 

보통 다른 사례들의 경우에는 역세권 중심 영역에서 시작하여 주변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
다. 하지만 본 사례는 초기 주차장이나 빈 점포를 활용한 공방사업에서 점차적으로 역 중심 영역 주변의 커
뮤니티 거점 및 복지 거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이 확산되어 나갔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한 두 가
지 사례를 통해 입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되지 않는 도시의 빈 공간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장기적 활성화 

전략을 추구하였다는 면에서 후쿠시마의 중심활성화 전략과 공적 책임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
역 내 생활의 규칙이라던지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안하고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는 협의적 차
원의 공적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공동체 측면에서는 어린 아이들부터 사업가들에 이르는 다
양한 계층을 포괄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실제 체험과 교육을 통한 ‘육성’의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공익성 측면에서는 빈점포를 유지 및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원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갖는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역 주변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육성-환원적 관리형’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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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적 상공업경관의 역사적 가로를 활성화- 시마다시 역참마을(宿場町)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마다시(島田市)의 역참마을(宿場町)은 근대적 상공업 경관을 활용하여 역사적 가로
를 활성화한 사례이다.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 자원을 배경으로 목재 관련 산업이 발전되어있던 곳이다. 그
리고 차 재배의 산지로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 1985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업 거점으로서 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거점으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1996년의 고향의 얼굴 만들기 사업 21이후 

1997년에는 개성 있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지구계획을 책정하여 사유지의 적절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정비에 대한 제한(벽면후퇴 및 일본식건축물형성)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경관 형
성 조직 방법을 확립하였다.22 이들은 [TMO구상II]을 책정하여 시마다시가 제안한 기존의 [시마다시중심시
가지활성화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구상하였다. 이처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유도적’ 공적 책임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 이렇듯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이 중심이 되었던 공적 책임은 2002년에 설립된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에 의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중심인 공동체로서 2002년에 설립된 TMO㈜
마치즈꾸리 시마다는 시마사 중앙 상점가 진흥 조합의 주체로서 시의 중심 삭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시마다 시를 포함하여, 시마다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상업 기업, 은행 등을 모은 제3섹터이다. 이처럼 

지역의 전체적인 공동체의 연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프리 마켓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길 전체를 활용하여 약 100회가 넘는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만
들어가고 있다. 이에 ‘연계’적 공동체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히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사업구상이 도출될 수 있는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육성’차원으로 가는 데는 시간
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초기에 디벨로퍼가 들어와 건물이나 공간을 매입하고 권리자로서 조합을 

리드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벨로퍼의 의지가 지역의 육성이 아니라 상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었다. 공동체 육성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21  ふるさとの顔づくりモデル土地区画整理事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얼굴만들기위원회]가 설립되었고 

“宿場町、島田の風情を伝える楽しいくつろぎの街“를 테마로 공모를 실시하여 응모된 24 작품중 한 개한 선정하여 

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22 Urban design center,  특집 1   콤페, 프로포잘을 활용한 마치즈꾸리 

http://www.udc.or.jp/publication/kikanshi_back_no/kikanshi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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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이들이 실행하고 있는 공익적 사업들은 주차장 관리 운영, 시마다 시 지정 관리 운영(시마다시
지역교류센터), 시마다 시민 종합 시설 플라자 오오루리, 시마다 시민회관 등)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수탁 사업으로는 시마다 시 박물관의 접수처 관리, 체육 시설 관리 운영, 녹지공원 관리 운영 등을 맡고 있
다. 정보 관련으로는 문화 사업 개체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 발신 및 월간 오오루리 편집 발행, 그리고 다양
한 강좌 개설 등으로 문화 정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인 조합을 위한 활동으로는 상품 판
매 사업으로 시마다시 박물관 내 판매 전 사업및 이동 판매 사업, 자동 판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의 공익성 확보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공익 활동은 찾기 어렵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역사적 내부길인 오비도오리의 재정비 사업이다. 이는 “편하
게 쉴 수 있는 도로 광장”이란 컨셉으로 정비되었다. 북측 쪽 광장에는 역사적 건물이 있는 공간으로 모티브
를 하였다. 특히 작은 수로를 설치하고 일상적인 시민의 다목적 광장을 목적으로 천연목을 포장재로서 사용
하여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개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디벨로퍼의 이미지
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며, 실제적인 주민의 참여로 구축된 디자인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
간은 TMO마치즈꾸리 시마다가 있는 건물(시민종합시설프라자)의 2층에 위치하는 지역 교류 센타 ‘보보로’
이다. 다목적 회의실과 다목적 홀 및 육아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시민 활동이 일어나
고 있다. 다만, 건물의 관리 자체가 지정관리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유지 관리는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시마다 TMO는 타운매니지먼트로서 디벨로퍼에 의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계획으로는 

높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지역 기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공익성 및 연계적 차원의 공동체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협의적 관계 구축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의
적 관리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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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시마다시 역참마을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시마다시 (島田市 宿場町)) 
중간영역 

지역적 
공공공간 유형 

협의적 운용형 

지역적 
공공공간 

역사적 내부길 활성화  도시의 
역사축형성. 지역거점형성 

공동체 TMO㈜마치즈꾸리 시마다 
(상공회의소 중심) 

공적 
책임 

고향얼굴만들기모델토지구획
정리사업 
TMO구상 II 

공익성 프리 마켓 

 

 

5) 오픈 카페를 활용한 내부 길 매니지먼트 – 신주쿠역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상 이벤트로서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필요 이
상의 까다로운 신청 절차가 없다. 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상 이벤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활성화 및 도시 매력 창출을 위한 관점에서 지방 공공단체 및 지역 주민, 단체 등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등 지방 공공단체가 지원하는 노상 이벤트 실시 주체 등 그 명목과 단체의 신원이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일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허가하고 있다.  

특히, 광고물23 등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조직으로서 지방 공공단체, 공공 교통 사업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상점가 조직, 자치회 등 지역 활동 주체가 행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서는 교통, 

경관의 지역 상황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도로관리자가 탄력적으로 광고물의 도로 점용을 실시하는 것
이 가능하다. 

 

                                                           
23 地域における公共的な取組みに要する費用への充当を目的とする広告物の道路占用の取り扱いについて、国土交通

省道路局長通知、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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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도시 재생 정비 계획 및 도로 점용 허가 특례와 관련하여 유흥 상업 지역에 도로를 활용하여 오
픈 카페를 설치한 사례이다. 지역 상가 공동체가 모여 마치즈꾸리 협정서를 체결24하고 도로 활용에서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과 협의 단계를 거쳐 자치적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공동체: 신주쿠 역 오픈 카페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신주쿠 구와 신주쿠 역 앞 상점가 진흥 조합, 그리고 

교통 관리자 등이다. 자립적이면서 오픈 카페를 활용하여 주변 이웃트러블의 문제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
소하는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립적 공동체’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이외에 공동체 간의 연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공간: 신주쿠역의 가부키초애리어와 백화점이 줄지어있는 신주쿠역 동구애리어의 폭 2m, 길이 약 

100m 의 거리가 있다. 2005년도부터 지역의 신주쿠 역 앞 상점가 진흥 조합이 신주쿠구의 지원을 받아 도
로 상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형 식사 시설과 함께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오픈 카페의 사회 실
험을 추진하였다. 구로서는 도로 점용 허가의 특별 제도25 활용을 실현하는 계기로서 가설 점포에 의해 생기

                                                           
24 伊藤伸一、民間連携制度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の促進に関する研究、一般財団法人国土技術研究センタ、2013. P.2 
25 도로점용허가 특례는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픈까페가 법적으로 허가받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포의 건축확인 등의 수순이 합리화 되어, 노점과는 확연이 다름 

[표 4-15] 신주쿠역 동구지구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신주쿠
역  

 동구지구  역 중간영역  
(역에서 약 200미터거리) 

 

LPS유형 개선적 운용형 

LPS활용 도로상에 컨테이너형 가게과 오픈까페의 
사회실험 

공동체 신주쿠역앞 상점가 진흥조합 +신주쿠구 + 
교통관리자 

공적 
책임 

도시재생정비계획 
도로점용허가 특례 

공익성 광고수입 à자전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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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각 지대에서 나타나는 보행자의 보행 안전 대책, 설치 배치 등에 대한 작업을 경찰들과 함께 협의하였
다.  

 도로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26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민간이 오픈 

카페 등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점가 진흥 조합이라는 특정 활용 단체를 통해 오픈 

카페의 설치와 운영, 광고탑의 설치 등으로 활동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신주쿠구로부터 도시 재생 정 

비계획으로 인정받아 공적 공간을 활용하도록 최대 5년 이내로 허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보행을 방
해할 수 있는 자판기나 간판의 형태를 규제하여 되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
주쿠구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상에 도로는 곧“공통의 소중한 자산”이란 문구를 넣어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체 조례로 책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27가 문제이
다. 신주쿠의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므로 오픈 카페의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전체적인 공익성의 

확보는 지역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개선하였다는 측면은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공익성의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26 国土交通省、道路占用許可の特例について、 도로활용을 위한 특례제도운용은 2012 년 11 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실험을 통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도로상에 오픈까페와 광고판을 설치할 수있게 허용하였다.  
27 看板・日除け等の占用許可申請について 

현재 신주쿠구의 도로상 간판사용료는 1m2 미만의 경우는 무료이며, 1~2.5 의 경우는 4,140 엔, 2.5 이상의 경우는 

8,290 으로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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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종합적 시사점: 지역적 공공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장소를 활용하는 시기적 제한은 매우 결정적이다. 이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설치 기간에 대해서는 4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는 것으로 정하
였다. 이는 활동 단체들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배려이며, 프로젝트 실행 후의 

성과에 따라 연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오픈 카페를 상설로 설치하고, 점포 운영자가 단계적으로 광
고 등에 의한 수익을 통해 도로 관리를 진행하여 자전거의 위법주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공공도로를 활용
하여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익이 다시 지역의 주차 안전 관리 등
으로 환원되면서, 공익적 관점으로 유지관리 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공공성의 평가
를 살펴보면, 상인 공동체의 자립적 운용과 지역 보행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적 

운용형”인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였다. 

 

6) 재래시장의 관광화를 통한 공간정비사례- 다카마츠시 마루가메  상점가 

역 중심지역의 대형 상권이 개발되면서 재래 상권들은 차별성이 없는 경우 쇠퇴하거나 축소된다. 재래 상
권들은 이미 이전부터 상공 회의소를 시작으로 상인 협의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에 들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공간계획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발생 배경: 42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다카마츠시 마루가메상
점가(高松市丸亀商店街)는 1949년 설립된 [마 루가메상점가협동조합]

을 시작으로, 아케이드와 도로 유색 포장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주차장 운영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마루가메 부동산 주식회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버블 시기 지가 

폭등에 따라 시가지에 살지 못하게 되는 상인들의 업종에 변화가 생
기고, 교외에 생긴 대규모 상업시설로 점차 재래시장의 통행량이 줄
어들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의식과 함께, 1988

년의 상업 근대화 지역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에 따라 상점가의 청년
부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한 사업은 점포와 주택을 중심으로 재개발 

빌딩을 건설하여 하나의 쇼핑 센터를 계획한 것이다. 이 사례는 협동 

조합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 지속적인 활동의 진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영역이 오랜 기간에 거쳐 확장되었다는 점 역
시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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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다카마츠시 마루가메 상점가 지역적 공공공간을 둘러싼 공공성 요소분석 

애
리어 

다카마츠시 마루가메  상점가 
역 중간영역  
(쯔루야마치역에서 약 200미터거리 

 

  

LPS 
유형 

육성적 관리형 

LPS 
활용 

상점 메인스트릿, 포켓파크 

공
동체 

TMO 다카마츠 
마루가메마치즈꾸리(주식회사 
(상공회의소) 

공
적 

책
임 

88년 [상업근대화지역계획] 

공
익성 

모리비루가 사업협력을 전제로 
시로부터 증자(5억엔, 5%)받아 
공익적사업을 전개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 책임: 1991년 현, 시에서 재개발 사업으로서 기본 계획, 추진 계획이 진행되면서 A,D가구의 준비 조
합이 설립(94)되었다. 그리고 95년부터 사업이 구역별로 진행되면서, 97년에는 중심시가지활성화의 정책지
원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 입안되면서, 시는 기본계획과 TMO구상을 이루어졌다. 

-공동체 : 70년대 초 자동차가 급속이 늘어나면서, 상점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계획을세우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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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메부동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74년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을 통해 상공 회
의소는 TMO가 되고, 1999년에 [다카마츠 마루가메마치즈꾸리(주식회사)] 28를 설립하였다. 이들의 총 자본
액은 1억엔으로 10%는 다카마츠시의 지원을 받았고, 90%는 마루가메상점가가 출자하였다. 경제적 자립성
과 공동체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단순한 연계적 공
동체를 너머, 스스로 조직내에서 차세대 조직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단계에 까지  성숙하였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가 되면서 기존의 시설들을 재개발하면서 포켓파크, 마을 운영의 관광 가이드(町営テレビガイド)

등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88년 [상업근대화지역계획] 29이 입안되면서, 파리의 카푸치노길과 자매 결
연을 맺었다. 이후에 청년부에서 활동해 왔던 사람들이 관리자 위치로 바뀌는 세대 교체를 계기로 ‘시간소비
형’의 새로운 상점가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9년 중소 기업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연 구경험자들을 중심으
로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청년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다카마츠 마루가메재개발위원회]가 [다카마츠 

마루가메재개발계획]을 입안하였다.  

- 공익성: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시가지 재개발에 관한 계획 입안 및 설계 업무가 이루어진다. 그 영역으로
는 시설 개발에 관한 조사, 분석, 기획설계, 관리 및 컨설팅, 건물내외의 운영, 경비, 청소업무, 광고업무, 그리
고 기획경영사업에 관한 연수회를 통한 사업 정보 공유, 상점가 정보지 발행 및 판매, 정보처리 서비스 및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정기 임대 토지 권리 제도 및 테넌트믹스의 종합적 매니지먼트를 진행
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적 활동으로 임대 가격 상승 억제, 재개발 컨설팅 코디네이터, 재개발 이전 이후의 건
물 유지, 관리, 운영 등을 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체의 공익이라기보다는 특정 단체의 공익, 즉 TMO 조직
을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 해석된다. 공익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초기, 재개발 사업과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통해 지원된 금액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개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과 지속적인 조직을 형성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고, 상점가의 권익을 실천적으로 

보장하였다는 데에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러한 초기 수년간의 재원 투자의 결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
고, 상점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고정 자산세의 증가가 이루어져,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93년
에는 [다카마츠 마루가메상점가마을만들기신탁연구회]가 설립되면서 조합이 자립적인 공동체를 확보하고, 

마을만들기조직에 관해 연구하면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빠른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 복지 시설을 연계하였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맨션을 세우는 

등 보다 장기적으로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초기에는 아케이드나 도로포장, 주차장관리와 같은 점적이고 파편적인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위기 

                                                           
28 이로 인해 시로부터 약 500 만엔을 지원받는 자립적인 제 3 섹터가 되었다. TMO 는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의 

약자로 중심시가지의 상업 마치즈꾸리를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다.  
29  エリアマネジメント、小林重敬、地区組織による計画と管理運営、学芸出版社、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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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따라 상점가 전체를 일체적으로 재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의 영역도 전체 상점가를 7개로 

나눈 애리어 개념과 주제별 거리 개념으로 넓어졌다. 이는 상점가가 단순히 외관이나 쾌적성 측면에서 환경
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가 내부에서 용도와 프로그램을 조율하여 상권의 개성을 강화시키고, 거
리와 같은 도시 조직으로서의 상점가를 재구축하면서 생활권의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점가 조직이 확장되면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을 정리하여 [다카마츠 마루가메재개발계획]

을 입안하였다. 이러한 점은 시와 지자체의 역량이었던 공적 책임의 영역을 민간 단체와 공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사가 오래된 시장인 만큼 내부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루가메 

상점가 협동 조합에서 시작하여, 다카마츠 마루가메부동산 주식회사를 거쳐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인 다카마
츠 마루가메마치즈꾸리로 조직이 성숙해갔다. 이를 통해 지역과 장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확대하고 상점
가의 권익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상인 공동체의 관계에서 점차 역할을 분화하였다. 특히 실험적 프로젝
트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성의 확보는 “육성적 관리형”으로 보인다.  

 

7) 지역의 단절을 연계하는 공공통과도로 – 하루미역 

④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하루미 지역은 도심과 임해 부도심의 중간에 위치하는 혼재 시가지 유형으로 동경역에서 약 3km 정도 떨
어져있다. 1955년대에 주택 공단(현재 도시 재생 기구)가 정비한 하루미 단지 이외에 창고군 등의 물류 유통 

시설이 혼재되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시설이 노령화되면서 단지의 재개발과 창고 유통 시설의 토지 유
효 활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일체적인 재개발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⑤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 책임:  [하루미를 좋게 하는 모임]에서 제안한 [하루미아일랜드계획제안]은 토지 소유 자스스로가 

디자인한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루미 일정목 계획도 선행 파일 로트 사업으로서 책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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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루미 일정목 계획은 이후 동경도가 작성한 [토요수하루미재개발정비방침]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그리
고 대규모의 주택 시설과 업무, 상업 거점이 고도로 활용되는 정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활용
과 행정의 법 체계와 관리 상에서의 협의가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중 한 예로 입체 횡단 시설 기
술 기준(일본도로협회)에서는 [입체횡단시설]을 차로, 철로의 노면을 횡단하는 보행자 혹은 자전거 도로를 

철도로부터 입체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도로 점용에 대
해서는 도로법 32조에서 도로에 일정의 공작물, 건물 또는 시설을 설계하여 연속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의 특별사용으로 해석되어 도로의 본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하고 있다. 지하 점용에 대해서
는 차도 아래 부분은 피하고, 도로 교통 및 도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도로국과’ 협의’

해야30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체 : 하루미 역은 토지 소유자가 중심으로 조직된 [하루미를 좋게 하는모임]이 지구 전체의 재개발 

계획 검토를 시작으로 1986년에 전체 106헥타르에 달하는 애리어를 재조직하는 비전을 세워 [하루미아일
랜드계획제안]을 만들었다. 토지 소유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 하루미코포레이션은 도시 계획 결정 전부터 

개발추진의 역할을 담당31하였다. 그리고 사업 기간 중에는 조합 사무국의 기능을 담당하고, 완성 후에도 시
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 조직은 도시 재생 기구(UR)

이 중심이 되어 정회원 26개사와 준회원 6개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성: 하루미지구의 마치즈꾸리 계획을 책정하고,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바람직한 하루미 정비의 

방향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하루미 타운매니지먼트의 중심 조직인 하루미코포레이션은 착공 후의 공통 사용 

부분의 유지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트리톤스퀘어를 어필하기위한 홍보의 역할과 함께 경쟁하
는 주변의 동종 시설 및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과의 경쟁 관계를 조율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트리튼플레이스]라는 정보지를 13만 부 정도 발간하여 트리튼 스퀘어지
역뿐 아니라 주변 주택 지역에 널리 배포하여 주민 참여와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30道路の管理に関する取り扱いについて、建設省道路局路政課、 
31 東京都都市整備局市街地整備部 、市街地整備における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手引、 都内の事業における主なエリ

アマネジメントの実例、ｐ。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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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하루미 애리어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은 공공공간을 활용한 광고 사업, 부지 내 공개 공지를 활용한 

프로모션 사업,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및 교각 공간 활용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2 이 중 

주변 주민 자치회와 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포라타라는 강변 위에서 열리는 예술활동 이벤트는 주민자
치회 11곳과 함께 조직한 실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현재는 제작 역 시 주민 중심으로 500~600명 정도
가 자원 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루미 애리어는 하루미 1정목부터 5정목까지 다섯 개 애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루미역 보행자 

전용 도로는 이러한 역 공간의 편리한 보행 연계를 위해 지하 도로 및 입체도로를 활용하였다. 이는 역 공간
의 개발이 선로를 중심으로 두 지역으로 양분되어 개발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반대 편으로 거쳐가야 한다. 

혹은 대규모 지하 공간을 가로 질러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 소비를 요구한다. 최근에 

재생되는 역세권의 경우는 이러한 동선을 편리하게 재조직하기 위하여 동서 자유 통로와 입체 교차로를 설
치하고 있다.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가 에 따라 보행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여 피난로의 확보, 보행 환경 개
선 커뮤니티 도로의 조기실현, 지역간 교류 향상, 지역 전체로서 회유성 향상, 교각위 공간 활용 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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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시하였다.33  이러한 활동들은 곧 주변 지역의 주민 자치회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큰 

영역으로 확장되어갔다. 그리고 강변 주변의 공간을 예술 활동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역 주변 

인프라공간에서 역 주변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17] 하루미지역 -  지역적 공공공간을 둘러싼 공공성 요소분석 

애
리어 

츠키시마역 중간영역  
(츠키시마역 에서 약 300미터거리 

 

 

 

 

 

LPS 
유형 

육성적 관리형 

LPS 
활용 

교각위 공간활용 
동서자유통로와 입체교차로 

유지관리 
공

동체 
하루미를 좋게 하는 모임 

공
적 

책
임 

하루미 아일랜드 계획 

공
익성 

공공공간을 활용한 광고사업  
공개공지를 활용한 프로모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및 교각 

공간활용사업 
 

 

                                                           
33 第１回朝潮運河周辺における良好な歩行環境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における質問の回答等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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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역 주변영역의 지역관리기법 

역 주변영역의 경우는 역세권에서 가장 먼 공간으로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모호하지만, 여려 역세권의 영
향을 받거나 특정 역세권의 영향에서 멀다는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택가가 많으며 일상생활을 서포
트하는 편의시설(포켓공원, 편의점, 생활점포, 등)들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지역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역 

주변영역의 주요 이슈는 사용성이 떨어지는 빈 공간(빈집, 버려진 공원, 지저분한 화단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속에서 관리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1) 공터의 임대정원화- 카시와역 주변영역 

① 발생배경과 지역적 특성 

카시와 역의 대화재(1959)로 이후 카시와 역 재개발(1973)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카시와 중심시설들이 

역주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구카시와 시청을 중심으로 발전된 구도시는 점차 쇠락해지기 시작하였다. 조
성되었던 구도심의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서 공간관리가 되지 못하는 토
지가 증가되었다.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원이 부족해지는 현상 등을 맞이하게 된다. 시민에게 이용되지 

않는 공원이나 관리 및 운영에 재정적으로 큰 금액이 소요되는 노후화된 공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소에 따라 공원녹지를 둘러싼 방범, 안전 문제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공공공간들에 의해 경관 악화 등의 지역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 공적 책임: ‘Area Management’는 지역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활동이 적극적인 지역은 공동체가 먼저 움
직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경우는 제도에 의해 에리어마네지멘
토가 유도되기도 한다. 치바현 카시와시는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임대 정원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다. 임대 정원이란 현재 부족한 도시 내 공원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방치된 사유지(공터)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행 법제 중에는 이와 관련한 지원 제도가 없다. 카시와 시에서는 시 자체의 녹지 

기금을 조성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서 카시와 시가 담당하고 있는 

공적 책임으로는 정보 관리를 들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고자, 활동 장소를 찾고 있는 시민 단체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소유자들을 [카시니와 정보뱅크]에 등록시켜 상호 정보 매칭
을 통해 연결시켜주고, 시민 단체가 토지를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는 중개 

활동을 지원할 뿐 토지 자체의 활동 방법은 전부 관리 운영 주체의 자주성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룰
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의’적 공적 책임으로 판단된다.  

- 공동체: 카시와 시에서 정의하는 임대정원은 카시와시 안의 사유지, 공유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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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가 직접 관여하여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와 오픈가든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활용하지 않는 공터를 대상으로 “카시와시의 공공정원”뿐 아니라 개인정원 공개를 대상으로한 “오픈가
든”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34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원래 이 제도의 대상은 카시와 시 전역인데, 오픈 가든의 대부분은 카시와 역에서 약 2km정도 동떨어져
있는 역세권의 주변 영역이다. 이들은 주택지나 소규모공장들이 인접해있는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 현재 시
가화 구역이 46개소, 시가화 조정 구역이 12개소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임대 제도를 통한 지역
적 공공공간의 활용은 오픈 가든과(지도의 노란점), 지역의 정원(지도의 붉은 점), 카시니와 정보 뱅크 협정 

녹지(지도의 초록점)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오픈 가든의 경우는 개인이나 음식점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의 정원은 지자체와 NPO법인이 중
심이다. 또한 카시니와 정보 뱅크 협정 녹지는 아직 관리 주체는 정해져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관리 주체를 

                                                           
34 도시미래연구소 http://www.toshimirai.jp/machidukuri/t24/t2_kashiniwa.pdf 

[표 4-18] 카시와역 주변영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
리어 

카시와역 주변영역  

LPS
유형 

협의-개선적 운용형 

애
리어유
형 

역 중간영역  
(카시와역에서 약 2km거리)  

공
동체 

지역자원봉사단, NPO법인, 
주민자치회 

공
적 

책
임 

임대정원제도, 카시와시 녹지기금 

공
익성 

자율적 운영확보를 통한 다양한 
녹지확보와 지역환경개선 

공
공 

공
간 

오픈가든, 공공공의 정원, 정보뱅크 
협정지역 

공
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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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시켜줄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임대 정원제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실제적인 수요층을 고려한 사용 주
체의 다양화와 사용 주체에 적합한 운영 관리의 자율성 확보 수단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적 공
공공간의 형성 이후 관리의 측면에서 단체의 자발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시로부터 활동에 대한 제약을 전
혀 받지 않았다는데 그 큰 원동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확산의 방향성에서는 특정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
으로의 확산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임의의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수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확산의 원동력
이 특정한 지연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고 제도에 의한 정보 뱅크의 매칭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에 의한 제도가 역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것을 통
해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시켜주는 사례로서 ‘협의-개선적 운용형’으로 판단된다.  

 

2) 분산된 공공건축 거점 만들기 -  쿠마모토 아트폴리스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발생 배경은 지역 내에 특별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계기로 좋은 퀄리티의 공공건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자체의 공적책임 의식으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초기부터 후세에 문화적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질 좋은 건조물을 창조하였
다. 그리고 생활 문화의 향상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마모토(熊本) 특징적인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베를린의 IBA를 탐방하면서 쿠마모토 아트폴리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 초기 커미셔너로 아라타 이소자키를 지명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공공공간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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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뛰어난 건축물을 지어, 2000년 10월에는 67건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35 

초창기에 설립된 작품 사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가 공공 주택 단지를 설계하는 작품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공공 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공공 시
설들이 많다.  쿠마모토키타 경찰서(1)나 공원 화장실(6)들이 그러한 사례이다. 오히려 사업 후반기로 갈수록 

쿠마모토 역 중심 영역인 광장이나 역 앞 화장실, 역 앞 파출소 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9] 쿠마모토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쿠마모토역 역중심공간-역중간공간 
LPS 
유형 

자치적 운용형 

지역적 
공공공
간 

경찰서, 주택단지, 공공화장실, 광장, 
공원  등 전체적인 영역 

공동체 역주변지역도시공간디자인협의- 
WG(Working Group) 

공적 
책임 

아크로폴리스 사업(1988~) 
쿠마모토역 주변사인계획(2002) 
우리들의 마을만들기사업(2000~) 
쿠마모토역주변지역정비기본계획(20
05) 
도시공간디자인 가이드(2006) 

공익성 쿠마모토역 주변 견학회 
 

 

 

② 공공성 3요소의 분석 

공적책임 : 초기에는 행정과 건축가가 중심이 되어 공공공간의 기획 및 형성을 주도하였다. 설계 과정 중
의 특이한 사항은 설계자의 선정은 행정에 의한 공모가 아닌, 건축, 디자인에 뛰어난 견식을 가진 커미셔너
(commissioner)인 건축가에게 설계자의 선정을 의뢰하였다는 점이다. 커미셔너인 아라타 이소자키는 사업
주로 받은 자료와 건설 예정지 조사를 기초로 계획되는 시설에 어울리는 건축가를 국내외에서 선별하여 사
업주에게 추천하였다. 사업주는 이 추천을 통해 선정된 설계자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그 설계자와 단독 

                                                           
35 작품리스트 참조 http://www.pref.kumamoto.jp/site/artpolis-en/artpolise4.html 

쿠마모토 가이드 맵 http://www.pref.kumamoto.jp/site/artpolis/artpoli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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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방식은 종래의 공공 사업 발주 시스템을 근본으로부터 바꾸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너머,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창조성을 더 우선 순위로 둔 결과이다 

그러나 버블 경제 붕괴 후 공공 건축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생활을 무시한 디자인 중시의 계획에 대한 비
판적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36그 후에 쿠마모토 아트로폴리스 역시 계획 방향을 수정하여 2000년도부터
는 [우리들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건축가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가, 주민, 행정이 대화를 거듭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
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1999년도부터 진행
중인 [우리들의 마을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 및 시정 촌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정비를 시행하는 계획
이다. 이를 통해 현에서 건축가를 파견하여 지역 주민, 건축가, 행정직원이 워크숍을 하면서 참가형 계획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기획 초기의 전문가(건축가, 학계)와 행정의 공적 책임을 공유하는 기본적인 디자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워크샵을 통하여 더욱 외연적으로 많은 도시 주체들을 참여시켜 나
갔다. 

특히 도시 공간 디자인 가이드(2006)를 구축하면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는 마을을 스스로의 디자인으로 조성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자치적인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2005년 [쿠마모토역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쿠마모토역주변도시공간
디자인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디자인 회의
에는 대학 교수 세 명을 중심으로 지역의 젊
은이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결성하였다. 그
리고 166회가 넘는(2013.04당시) 회의를 개
최하여, 테마 및 컨셉 설정에서 상세한 디자
인 결정까지 학계, 행정, 컨설턴트가 자유롭
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결과
물로서, 사업자 및 주민과 함께 도시 공간 

디자인인 [도시공간디자인가이드]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역주변이 역이자 

공원이자 가로로서 일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구축되었다. 어메니티 축과 4개의 

게이트, 오래됐지만 새로운 풍경인 [경 景 ]

등의 공공공간 조성에 대한 디자인을 실천
                                                           

36 公共建築の建築プロセスにおける参加型ワークショップの可能性―くまもとアートポリス私たちのまちづくり

事業の分析をとおして、原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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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갔다.  

이처럼 행정과 건축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쿠마모토 아트로폴리스사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며 공적 이슈들을 알렸다. 2005년에 새로운 조직을 통해 지역 대학과 공적 책임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도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구성된 WG 작업의 결과로 설정되었던 만남의 풍경, 

수변의 풍경, 숲의 풍경이라는 세 가지 어메니티 축을 기반으로 분절된 지역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전체
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워크샵을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을 조정하였고, 구체적인 소규모 디자인들을 

만들어나갔다. 이에 따라 6지구를 선정하여 주민이 참가하는 다양한 워크샵을 사용하여 공공 건축의 기본 

계획을 세워나갔다. 이 여섯 지구의 공공 건축은 홀 겸 커뮤니티 센터, 문화 시설, 역사 및 주 변정비, 소학교 

옥내 운동경기장, 거리 환경 정비 관련 시설, 공동 주택등 6개 지구에 해당한다. 현에서는 각 지구에 파견된 

건축가들은 공공건축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면서, 워크샵을 통한 코디네이터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동시
에 담당하였다. 쿠마모토 역 아크로폴리스 사례를 공동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한 ‘Area Management’ 
주체가 성립되어 운용되기 보다는 행정과 건축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도시주체참여자들을 포괄적으로 

이끄는 방식이다.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학계와 건축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디자인 회의가 워크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디자인 회의에 비하여 지역 공동체가 그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등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및 주민 자치회나 지역 NPO 등과의 보다 밀접한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
주도의 도시디자인 실천의 사례는 요코하마시와 같은 선진적인 사례들도 있다. 37  쿠마모토 역은 요코하마
시처럼 도시디자인 내부조직을 다양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행정과 학계가 주도적으로 포괄적인 주체
의 만남이 장을 구성하여 의견을 조정하여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쿠마모토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정비는 [쿠마모토역주변지역도시공간디자인협의]에서 디자인을 조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는 지역 학계로 구성된 [도시공간디자인워킹]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공간, 

사유 공간을 총괄하여 디자인 조정을 하고 있어, 전체적인 조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디자인 워킹 시스템은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우선 디자인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생
각들을 사업자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디자인 조정 및 참가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함께 지구 계획이나 

경관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워킹 시스템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이 매우 

                                                           
37増山晃太外、 熊本駅周辺整備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の 戦略と展開に関する研究 、景観都市デザイン研究講演集、

No.4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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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아울러 건축가들은 공공건축을 만들고 지속적인 지역적 공공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포괄적 참여를 유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공익성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 단체가 관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 비해 그 주체나목적이 분
명하지 않아 누구를 위한 공익성인가라는 그 범위가 불확실하다. 그 이유는 역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
가하지 못하고, 워크샵의 참여자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활용방안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림 4-26] 구마모토 아트로폴리스의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들                                                                                                                          

왼쪽부터, 미술관겸 공민관,  파출소,  아케보노 보육원,  마미하라 다리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공공성 분석 다이어그램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건축가와 행정이 중심이 된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 구성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회의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쿠마모토 아트로 폴
리스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목적을 잡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간다는 점이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아트로폴리스 사업은 형성과 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
면 형성 쪽에 기울어져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한 계획안인 “만남의 풍경, 수변의 풍경, 숲의 풍경” 역시 계획  

단계에 해당할뿐 실천적인 관리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쿠마모토현 건축과장은 쿠마모토아트폴리스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화적 자산으로 남기기 위한 뛰어난 건조물을 만드는 KAP의 발상은 마을 조성에서 지방의 주체성, 창
의 연구에 근거하는 문화적인 자산을 남기는 것에 있다. 단지 뛰어난 건조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문화적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현민이 자산이라고 느끼는 문화가 동시에 자라지 않으면 안 된
다.” 38  여기에는 건축가들이 전문가의 역할과 행정이 담당하던 공적 책임의 역할이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화적 자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시키는 것이라는 철학을 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에 관한 철학은 있지만, 이러한 육성을 현실적으로 조직화하는 시스템은 찾아보
기 어렵다. 이러한 육성에는 워크샵 기획 및 운영과 같은 노동의 공유를 통해 인식된 지역의 문제 인식을 통
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행정의 역할도 변화하는데, 기존의 관리적 차원에서, 관계성

                                                           
38 熊本県土木部建築課 課長 中尾憲征, 後世に伝える文化を創造する熊本アートポリス 

－個性的で魅力あるまちづくりの新しい手法に, 月間地域づくり、一般財団法人地域活性化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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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율하는 역할로의 의미 변화를 말한다. 

이에 쿠마모토 지역적 공공공간의 종합적인 공공성의 확보는 “자치적 관리형”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판단
된다.   

 

3) 시민녹지형 오픈스페이스 만들기 - 산겐자야역 타이시도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공원 및 녹지의 경우,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거나 활
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한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할 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공공 용도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관리 부분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빈 땅 활용의 이유이다. 더불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터의 경우는, 토지 및 빈 

집의 소유자가 허가를 얻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산겐자야역 주변영역에 위
치하는 타이시도우(太子堂)지역은 마치즈꾸리로 동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있는 곳이다.  타이시도
의 경우는 특별히 ‘Area Management’라는 컨셉으로 지역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마치즈꾸리 협의회에서 주
도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시키는 사례이다. 보통 마치즈꾸리만으로 지역적 공공공공간을 형성하는
데는 공간을 점유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나, 세타가야구는 적극적으로 마치즈꾸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빈 

공터와 쓸만한 빈건물을 구의 소유로 구입하여 두고, 39 필요시 NPO나 주민단체를 지원하여 공간을 활용하
고 있다. 

 

② 공공성 3요소 분석 

-공적책임 : 우선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세타가야구는 도시 녹
지법의「시민녹지」제도를 바탕으로 녹지 공개를 통한 오픈 스페
이스 만들기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세타가야 트러
스트 마치즈꾸리 재단의 프로젝트로 작은숲 프로젝트가 있었다. 

5㎡ 이상의 정원이나 작은 녹지를 대상으로 세금 우대 혜택 없이, 

관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타가야 트로스트 마치즈
꾸리 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자원봉사자 등의 관리 작업을 지원받
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은 숲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이는 마치즈꾸리 협의회의 공감과  

 공적 책임의 공유로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지속적 관리는 시민 협의회, NPO의 소통에 의해 실현될 

                                                           
39 太子堂まちづくりリーダ、梅津政之輔さん, Interview.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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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타가야구 조성사업은 세타가야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의 연만들기 활동조성
(2005-2006), 세타가야구 자연체험놀이터모델사업수탁(2005-2007년도), 세타가야구 오데카케 놀이터
사업보조(2007년~), 닛세이재단 방과후 아이들의 놀이터만들기사업조성(2007-2008), 동경마이코프시
민활동조성기금(2007년도), NPO법인 SAHS(지역화장실을늘리는 프로젝트 모금, 2008). 등의 장기적 지
원이 있었다. 

- 공동체 : 멤버는 학부모들 및 주변 이웃들과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운영방안에 아이디어를 모
으고 있다. 2002년4월 임의단체로서 시작되었던 노자와3초메 놀이터만들기 모임은 2010년 2월에 NPO법
인으로 되었다. 이곳에서 점차적으로 공간의 활용뿐 아니라,지역 리더들이 성장하고 커뮤니티를 창조적으
로 만들어가는 자발적 힘을 키우는 곳이 되고 있다. 즉, 적절한 정부지원으로 지속성을 갖춘 지역커뮤니티
는 NPO법인이라는 지역공동체로서 육성되었
으며, 그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자발적으로 운
영하는 단체로서 성장해나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익성 : : 운영자금은 세타가야구의 오데카
케광장사업의 위탁으로 400만엔과 사회복지
협의회살롱 사업조성금 12만엔 등의 보조를 

받아서 주민의 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
년 공익신탁세타가야마치즈꾸리 펀드조성금
을 받은 프로젝트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
롭게 모이고 만나는 데이트광장으로 활용하
고있다. 아래 그림은 10*50m의 작은 놀이터
로 다양한 보물과 이벤트들을 찾을수있으며, 
년2회의 바자와 데이까페등을 운영하고있다. 

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주민에 의해 형성된 오픈 스페이스는 불특
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적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
리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지역 커뮤니티간 

만남을 유도하여 또다른 활동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초록색 사각
형들은 1980년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온 주민협의회의 관리와 참여로 형성된 공원이
다.  

[그림 4-28] 세타가야구 타이시도지역의 마치즈꾸리에 의한 광장 

정비 분포도(초록색) <출처:타이시도마치즈꾸리협의회> 



228 
 

가장 초창기에 형성된 톤보히로바는 약 100~200㎡에 해당하는 작은 공원으로 이곳을 시작으로 약 14개
의 작은 포켓광장들이 정비되어갔다. 우선 공지로 방치되어있던 땅을 구가 취득하였으나 잡초가 무성해지고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켜보던 마치즈꾸리협의회가 적극적으로 구에게 요청하여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
하였다. 이에 자주적 관리를 기반으로하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설계하고 

이후 청소 및 식재관리, 벌초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14개 포켓공원 뿐 아니라, 실개천을 따라 조성한 세세라기 공원의 경우는 1970년대에 개
천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물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주민협의회의 제안으로 아이들이 뛰어놀수있는 공원
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같은 1000 ㎡ 이상 규모의 공원이 2개 더 형성되면서 전체 16개의 공원이 주민의 

손으로 형성되어갔다. 만드는 과정에서 워크샵을 통해 (공원의 경우는 특히 파크샵으로 부르고 있음), 의견
을 수용하고 자주관리를 진행하면서 작은 공원이나 공터에 꽃을 심는 [악동클럽]이라는 주민조직이 탄생되
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구축된 지역적 공공공간은 그 영역성이 점차 시간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
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여러 장소로 확장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세타가야구의 포켓광장 만들기와 같은 사례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익적 의도의 활동에 의해 만들
어진 공간이 다시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환원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역 커뮤니티
를 발생시키는 육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정과의 협의를 기반으로한 자치적인 관리를 통해 30년
이 넘는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리형으로 판단된다. 

 

[표 4-20] 산겐자야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산겐자야역  주변공간 타이시도우지역 
공공공
간유형 

공원, 공터 

LPS 
유형 

자치적 운용형 

공동체 마치즈꾸리주민 협의회,+ NPO,  
공적 
책임 

세타가야트러스트 마치즈꾸리 
재단지원사업 

공익성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만남의 
장, 아이들 돌봄, 공공공간 관리 

지역적 
공공공
간 

아이들 만남을 위한 데이트광장, 
육아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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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토부키초 역 – 복지 지원형 생활거점 만들기 

 

① 발생 배경과 지역적 특성:  

고토부키초(壽町)가 일본대 도야가라고 불릴 만큼 간이숙박소(도야)가 밀집해 있는 배경으로는, 고토부키
초(壽町)의 역사가 있다. 고도 경제 성장 기에는, 날품팔이 노동자의 자유노동 시장(직업 알선을 하는 장소, 

주로 항만·건설업의 직업 알선)으로 날품팔이 노동자의 도시인 고토부키초(壽町)는 주요한 노동력 공급 땅
이 되었다. 전국의 많은 단신 노동자가 날품팔이 노동자로서 고토부키초(壽町)에 유입되었고,  많을 때에는 

8000명 이상의 노동자로 붐볐다고 한다. 

1950~60년대 요코하마 항만의 배후 지역으로 2차 대전 후에 항만에서 부두 노동자로 종사하던 뜨내기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쪽방촌이 형성되었다. 6만㎡의 면적에 직업 소개소만 120개가 있을 정도로 번
성했던 마을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2004년 이곳의 인구는 6500명으로 감소되었다(고령자 50%, 생
활보호수급자 80%, 독신남성 95%).  

"가장 무서운 건 고령화였어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게 급
선무였죠.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야만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고민하던 중 '빈방 개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일 월드컵 당시 

이 근처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숙소가 없어 젊은이들이 고생했다
는 걸 듣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40 

생산성은 떨어지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주민들은 고립되면서 빈집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역
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물을 개조하여 복지의 기능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 사례이다.  

② 공공성 3요소 분석 

-공적 책임: 비록 이 당시 요코하마시가 설립한 복지 시설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나기다치는 “주민의 손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조건으로 (만약 이 룰이 깨지면 폐쇄하는 것으로 술, 담배, 폭력을 금지하는 조건) 1999

년 주민들의 휴식의 장소인 [크레이지 살롱]이 오픈하였다. 이를 거점으로 지역 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홈리
스들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활동을 유지하여 2001년에 NPO법인 번데기들이 탄생하
게 된다. 이후 크레이지 살롱은 [사나기의 집]으로 개명하였고, 지금까지 홈리스들의 ‘자치’적인 커뮤니티 거
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동체 : 고토부키 지구의 경우는 기초 수급자, 전쟁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 급격한 경제 

성장기 외부에서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이주해온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다. 이에, 주거
자 내부간에도 많은 의견 대립 및 갈등들이 있다. 따라서 주민 간의 자치회를 구축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것
                                                           

40 고토랩(Koto lab)' 오카베 도모히코(岡部友彦·35) 대표 인터뷰,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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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노인들이 많다는 지역 특성상 고토부키 진료소나 고토부키 노동자 복지 

협회와 함께 노인데이케어 서비스 및 복지관련 지원 및 이벤트를 많이 주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복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NPO단체가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의 대표적인 중심 단체인데 이
들은 NPO사나기다치 이다. 또한 건축과 예술과의 연계 활동인 얼터너티브(alternative)·네트워크를 중심으
로 지역 단체나 거주자, 지역 활동에 흥미를 갖는 아티스트나 건축가 등 다양한 도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카나가와 대학 소가베(曾我部) 마사시(昌史) 연구실과 자치회를 비롯한 현지 

단체가, 고토부키 지구의 공간 재정비에 관한 설계안을 검토해 온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시된 것이다.  

-공익성: NPO법인 사나기다치 활동의 시작은 1983년 요코하마에서 일어난 “홈리스 습격 사건”에서 시작
했다.  홈리스 습격사건은 중학생들이 홈리스들을 폭행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넣은 사건으로 당시 미디어로 

보도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나기다치(NPO)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기초 수급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목요패트롤”이라는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우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알고 점차적으로 그들이 최소로 필요로 하는 거처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이들은 거처 지원 이외에도 자원 봉사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번데기식당]을 운영하여 저렴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 자원 봉사
를 하고 있다. 아울러 사나기다치 직원의 협력으로 고토부키초의 고독사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하고 있다. 

 

[표 4-21] 고토부키초역 –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분석 

애리어 고토부키초 – 주변공간 
LPS 
유형 

공개공지활용, 빈점포활용. 
빈건물활용. 

지역적 
공공공
간 

커뮤니티 거점, 커뮤니티 식당.  
호스텔 빌리지 

공동체 NPO 사나기다치 + 호스텔빌리지 
공적 
책임 

지역 복지체제 

공익성 홈리스와 최저임금수급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외부인을 유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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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차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스텔빌리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여 호스텔로 활용하면서 한 부분은 최소 임
금 수급자들의 거주공간으로 다른 한 부분은 외부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집 주인을 설득
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빈방을 개조하여 젊은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호스텔로 쓰도록 했다. 건물 수리 비
용은 집주인이 지불하고, 리더인 오카베씨는 청소, 홍보, 고객관리 등의 운영을 담당. 수익은 주인과 절반씩 

배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절대가면 안되는 위험한 곳’이었던 고토부키초의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었
다. 그리고 홈리스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연계가 가능해졌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 요코하마의 

‘자립 조건부 아파트 임대사업’ 시행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아파트 내부 전면 리모델링을 의뢰한 것이다. 이
는 2년 간의 조건부 임대계약을 맺고 활용하는 사업이있다. 이는 ‘2년 안에 생활 보호를 받지 않고 자립한다
면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이다.  

또한 NPO사나기 다치들에 의해 형성된 복지연계 거점 형성 사업이 있다. 이에 대한 초기 프로젝트로는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퇴락한 지역 이미지 변화를 위해 거리와 건물의 옥상에 화단을 가꾸고 벤치를 제작한 

‘1평짜리 평상만들기’가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NPO간이 파트너쉽에 의하여 구축한 [사나기의 집]은 

지역의 홈리스들에게 그날의 일거리를 찾아주거나 혹은 생활 정보를 얻는 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나기식당]을 운영해서 저렴하고 영양가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으로 2007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 자원 봉사 및 사나기다치 직원
의 협력으로 고토부키초의 고독사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공익성은 곧 최저 생활 수급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이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확보와 운영이 시급하였다. 또한 홈리스와 최저 임금 수급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외부인을 유입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
키고,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선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복지와 지역의 복지를 실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환원형’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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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리 주체별 지역적 공공공간 

4.3.1. 공공회사(UR)에 의한41 ‘Area Management’-오오사키(大崎駅) 역세권 

1) 오오사키역 발전 과정과 공공공간의 형성 

① 1단계 : 기반시설 정비기 

오오사키역 주변은 1901년에 철도 역이 개업한 이래 많은 공장이 개설되면서 1910-20년대에는 많은 공
장들이 지어지고, 케이신 공업 지대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의한 공습으로 지역이 

파괴되면서, 50년대 이후 이 지역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공장이 집중되었다. 최첨단의 가전제품이 연속
적으로 이 지역에서 개발되면서, 일본의 대표적 산업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59년 공장
등제한법(工場等制限法)42 제정 이래, 공장의 신설이 억제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 공장이 조금씩 

이전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기반 시설 정비기에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도시 구조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70년대 중
반부터 역 서측 부분에 공장이 이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이 건설되는 모습이 파악된다.  

시나가와구는 이러한 토지 이용 전환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적 마치즈
꾸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나가와구장기기본계획(1978)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오오사키역 주변은 

동경 부도심의 하나로서 시가지 정비를 시작하였다. 

 

② 2단계: 재개발단계 

198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오오사키역주변의 대규모 공장들도 이전
하고, 야마노테선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주택 및 오피스등의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43  1982년에 도쿄의 

부도심구상은 오오사키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오오사키 계획은 동측과 서측의 분
리를 물리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오오사키 뉴시티(1987), 게이트씨티 오오사키(1999)등이 

시공되었고, 오오사키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연결 데크인 [유메상바시]의 완성을 계기로 새로운 오오사키 계
획이 시작되었다. 이후,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역 재생의 큰 그림을 그
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에 오오사키역 주변 지역이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 지정되면서부터이다..  

                                                           
41 http://www.ur-net.go.jp/toshisaisei/urbanr/ 
42 国土交通省、国土審議 会 , 工場等制限制度をとりまく現状と課題について, 2003.11.  

도시의 무계획적인 발전 및 생활환경의 악화, 교통상황의 악화등 대도시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증가의 

주요원인인 공장이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써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9 년 수도권에 대해, 

1964 년에 긴키권에 대하여 공장제한법에 제정되었음.  
43 浅見 泰司, 環境貢献都市東京のリデザイン、清文社、2010.11,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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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사키역 서구지구 지구 계획(2002, 사나가와구 오오사키2정목 및 오오사키3정목의 각지)에 의하면, 순
환메 갈로 폴리스 구조를 구성하는 센터 코어로 중핵거점을 배치하는 부도심을 형성하고, 시나가와 구에서 

구성하는 도시 활성화 거점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형 산업을 중심으로 업무 지구의 집적 및 상
업 기능, 거주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조화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과 연계하는 공공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컴팩트 시티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고밀 고효율의 계획과 함께, 교통 광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와 JR오오사키역 동측 

시가지를 일체화하는 보행자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고도화된 기능집적 및 교통 결절 기능을 강화한 도시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지구는 동지구와 서지구로 구분된다. 동지구는 구화물역 이전 적지로 동경도
의 소유이다. 서지구는 기성시가지로서 약 70명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도시 

구조적으로도 이러한 동서 측의 이분적 구조는 오오사키역의 태생적인 특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절적 구
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당시 큰 이슈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3단계: 지역관리 조직단계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2002년의 코이즈미 내각이 도시 재생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세우면서다. 오오사
키에서는 긴급 정비 지역 지정 이전에 오오사키 뉴씨티, 게이트씨티 오오사키, 오펄코트오오사키의 세 개의 

지구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역 주변의 오피스 빌딩 및 초고층 맨션이 집적되어 있었다. 이후 긴급 정비 지역
에 지정되었고, 추가적으로 12개 지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발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44 2002년 도시 재생 

특별법에 따른 [오오사키역주변지역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과 함께 2003 [오오사키역주변지역마치

                                                           
44 浅見 泰司, 環境貢献都市東京のリデザイン、清文社、2010.11,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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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꾸리연합회]발족되면서 [도시재생비전]책정에 착수한다. 마치즈꾸리 연합회는 마치즈꾸리 성과를 연계하
여 진행하고, 장래 도시상을 공유하면서, 도시 재생 특별 설치법등을 활용한 마치즈꾸리를 전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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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 요소별 분석  

 

① 공적책임 

지역 관리의 공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우선, 도시 재생의 전체적 그림을 그린 것은 오오사키역지역 마치즈
꾸리 연락회의 [도시재생비전]이다. 긴급 정비 지역 내의 터미널 기능 강화 및 대규모 미이용 토지의 이용을 

통해 기성시가지를 재구축하였다. 즉, 신 산업 및 업무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오오사키의 미래의 도시상을 제
안한 것이다. 그러나 오오사키역 마치즈꾸리 연락 회의 구성 요소가 토지 소유주들과 구청(시나가와구 마치
즈꾸리 사업부)에서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전체를 위한 공적 책임을 기업들과 함
께 나누어 마치즈꾸리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강력히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제시
하고 있는 5가지 도시 재생 비전의 전략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많은 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이 마치즈꾸리 연락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동측 마치즈꾸리(히가시고탄다 마치즈꾸리협의회, 1992)와 서측 마치즈
꾸리협의회(오오사키역 서측지구 마치즈꾸리협의회, 1999)를 오오사키역 마치즈꾸리 연락회로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 서측지구 마치즈꾸리만 연계하는 것으로 끝나고, 동측은 독립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보통 역사가 오래된 마치즈꾸리 조직의 경우 행정과 독립적으로 별개의 조직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
우가 많다 그래서 2003년에 설립된 오오사키역마치즈꾸리 연락회로 당시의 신생 조직이었던 서측만 협력
했던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측 마치즈꾸리 협의회의 연속이 ‘일반사단법인 오오사키 Area 

Management’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동측의 경우는 ‘오오사키 고탄다 타운매니지먼트’라는 명칭
을 택하였다. 즉, 오히려 당시 신생 조직이었던 서측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행정과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대
표성을 갖는 지역 관리 이름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고탄다 타운매니지먼트보다 Area 

Management 쪽이 더 작은 영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역세권 중심 영역에서는 지역적 공공공간과 관련된 사
업들을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 도시재생비전- 도시재생을 향한 5 가지의 전략  <참고: 環境貢献都市東京のリデザイン> 

도시재생을 향한 5 가지 전략 가이드라인 

전략1 동경의 모노즈꾸리산업을 선도하는 거점만들기 - 

전략2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전략3 지역전체로 협조하고,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 

전략4 메구로강을 환경자원으로 활용하기 환경배려가이드라인 

전략5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제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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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도시 재생 비전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분산된 광
장 녹지를 오픈 스페이스의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어메니티 

거점을 만드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오오사키 Area Management센타의 야마구치 요시오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쾌적한 어메니티의 공간이 부족한 것이 바로 오오사키역세권
의 문제이다.  
 

 

 

[표 4-24] 오오사키역 주체별 공적책임의 성과 

기관 구성 공적책임의 성과물 목표 공공공간 형성 및 활용 

시나
가와구 

 시나가와구 시가지 정비 
기본방침 

중핵거점으로서의 
부도심을 형성 

 

 오오사키역 서구지구 
지구계획(2002-현재) 

환형 메갈로폴리스 구조의 
센터코어 

(중핵거점부도심) 

-교통광장정비 
-구획도로의 네트워크정비 
-도로주변 보도상 공지를 보도와 

일체화하여 보행자공간형성 
-주요공공시설과 보행자네트워크 연계  

-분절된 지구를 연계하는 보행데크 
네트워크 형성 

마치
즈꾸리 
연락회 

시나가와구청장
(회장),, 시나가와구 
마치즈꾸리 사업부, 
도쿄도도시정비국,  

시가지재개발조
합, 지역기업, 
빌딩관리조합, 
대기업(마츠이부동
산)  

오오사키역주변지역 
도시재생비전(2004) 

긴급정비지역내의 
미래도시상공유와 일체적 
마치즈꾸리 

공공적 공간의 자주관리(보도교, 광장, 
데크, 공원),  

공공 및 공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자주적 식당운영, 제조산업관련시설운영 
및 지원 (기업가 지원확대, 인재육성, 
비즈니스 도서관등), 편의시설운영(주차장, 
종합체육관), 공공공간에서의 
수익사업(점포, 광고) 

지역내 상점가활성화지원 
환경배려가이드라인, 메구로강을 환경자원으로 

활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역전체협력하는 
개성적도시경관형성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지역연계강화하는 
도시기반시설정비 

효율적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교통광장이나 도시기반 시설정비 등 JR 
오오사키역동서시가지를 일체화하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 

‘Area 
Manage
ment’ 

주변대기업 오오사키역서구지구재개발
계획 

  

지역
내 

서측지구마치즈
꾸리협의회) 

오오사키역 서구 
디자인가이드라인 (2004,  

  

 히가시고탄다마
치즈꾸리협으회 

히가시고탄다어반디자인가
이드라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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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관리를 위한 공동체  

○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지역별 마치즈꾸리 협의회 설립 – 공통적 도시이미지화. 

오오사키역 주변으로 대표적인 지역의 마치즈꾸리 협의회로는 오오사키역을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동
측고탄다지구마치즈꾸리추진협의회]와 [오오사키역서구지구마치즈꾸리협의회]가 존재하였다. 1986년의 [오
오사키주변지구 시가지 정비 구상]에 따라 1992년에 [동측고탄다지구 개선계획(東五反田更新計画]이 책정
되어 히가시 고탄다마치즈꾸리가 시작되었다. 1993년에 개발이 본격화된 다섯 지역을 중심으로 [동측고탄
다지구마치즈꾸리추진협의회東五反田地区街づくり推進協議会]가 창설되면서 구체적인 마치즈꾸리 활동이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다섯 지구 간에 [동측고탄다지구마치즈꾸리협정]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살고싶은 

거리, 가고싶은 거리, 걷고싶은 거리(住みたい街、行ってみたい街、動きたい街)]라는 기본컨셉에 기초한 

마치즈꾸리가 추진되었다. 그 후에 1998년에는 어반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책정되면서, 구체적인 도시 설계
의 이미지에 대한 공통인 식의 단계에 접어든다. 

한편 오오사 키역 서측 지역에는 역 앞 대규모 공장 지역이었던 明電舎지구, 소니지구, 그리고 그에 주택, 

상업, 공업의 복합 밀집 지역인 중앙지구(中地区)、남측지구(南地区)와 같은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었다. 

1999년에 이 네 지역의 사업자들과 구가 중심으로 [오오사키역 서구지구마치즈꾸리협의회]를 설립하여 조
정을 위한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2003년 서구 지구 전체의 정비방침 및 공공 시설 배치 등을 지구 계
획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각 지구의 계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나갔다. 

이러한 오오사키역의 동서 두측의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정
비되고, 공적 책임을 갖는 지자체로부터의 정책에 의견을 교류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성되면서, 지구 협정 및 가이드라인 책정
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각 지역별 가이드 라인과 의견 조정이 가능했을 

뿐, 큰 그림을 위한 지역 간의 통합적 의견 교류를 위한 체계
는 구축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가이드 라인이 추진
되고, 동서 두 측의 협의회 간의 교류나 전체 지역을 위한 협
정 등은 추진되지 못하는 단계이다. 

 

 ○공적 책임의 확장으로의 마치즈꾸리 연락회 조직  

도시 재생 특별 배치 법에 기초하여 도시 재생 긴급정비 지
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오사키역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을 긴급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오오사키역
주변지역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마치즈꾸리연합회]가 2003년 2월에 조직되었다. [오오사키역주변지역
마치즈꾸리연락회]발족되면서 도시 재생 비전 책정에 착수하게 된다. 마치즈꾸리 연합회는 그때까지의 마치
즈꾸리 성과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장래 도시상을 공유하고, 도시 재생 특별 설치법 등을 활용한 일

[표 4-25]  오오사키역 마치즈꾸리 연락회 조직 

회장 
(13명) 

시나가와구부구장 
고탄다2정목제2지구시가지재개발조합 
북시나가와5정목제1지구시가지재개발조

합 
동양제 주식회사 
주식회사명전사 
소니주색회사 
오오사키역 서구중지구시가지재개발조합 
오오사키역서구남지구 시가지재개발조합 
주식회사치요다아라비야 
아트빌리지오오사키단지관리조합 
동경도도시정비국도시만들기정책부 
시나가와구방재마치즈꾸리사업부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 

사무
국 

미츠이부동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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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마치즈꾸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시나가와구부 구청장이 회장이며, 지역 내 재개발 및 토지 이용 전환을 진행하는 시가지 재개발 조합과 

지역 기업들, 그리고 빌딩 전체 관리 조합, 그리고 이 지역의 마치즈꾸리와 지속적으로 관계된 미츠이부동산
주식회사와 같은 대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였다. 동시에 도쿄도 도시 정비국도시 만들기 정책부, 도시 재생 기
구(UR)가 사무국에 협력하는 관공민 일체의 조직을 형성하였다.45 이를 기반으로 약 60ha에 달하는 일체적
인 마치즈꾸리 활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말 그대로 경제 불황의 상황을 직면하여 긴급하게 도시
를 재생하기 위한 공공과 공적 기관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중심이 된 것이다. 즉, 공적 책임의 지역적 조
직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직 결성의 첫 결과물로 2004년 11월에 [오오사키역주변지역 도시재생비전]이 책정되었다. 이 도
시 재생 비전은 긴급 정비 지역 내의 장래 시가지상을 공유하고, 도시 재생을 향한 일체적인 마치즈꾸리를 

전략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존의 마스터플랜처럼 목표를 설정하기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체 간의 연계를 통해 개발 과정 중에 실현 가능한 실행 전략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
펴보면, 동경의 모노즈꾸리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만들기,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도시 기반 시설 정비(유
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지역 전체에 협조하는 개성적 도시 경관 만들기(디자인가이드라인), 메구로천을 

환경 자원으로 활용하기(환경배려가이드라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제 만들기 등 5가지 전략을 세워놓았
다.46 

당시는 [재개발은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모노즈꾸리산업을 망친다]는 지역 중소 기업들의 개발에 대한 반
대 의견이 강해지면서, 단계적 시간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12개 지구가 재개발 및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2013년에 완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발 찬성파와 개발 반대파가 지역 커뮤니티에 갈등을 일으키
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이 다른 커뮤니티를 어떻게 수용하고 협의해나가는가에 대
한 과정에서 차후 분리된 공동체가 생성되는가 아니면 통합된 커뮤니티가 생성되는가의 상이한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 오오사키 마치즈꾸리 연합회는 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지역의 이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오오사키역주변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도시의 갈등을 조정하는 쉽지 않은 과
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계를 갖는 점은 그 구성 멤버에서 기존에 활성화 되어있던 오오사키역을 중심으로 한 두 지역의 

마치즈꾸리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 중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관과 토지 소유자들이 중심
이 되어 재개발 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장이 오오사키 지
역의 지역 주민 대표가 아니라 시나가와 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점 역시 행정 및 관료의 직접적인 영향이 강
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곧, 지역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아닌, 긴급 정비 지역을 위한 지역

                                                           
45 오오사키역 주변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마치즈꾸리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ity-ohsaki.jp/index001.html 

46 浅見泰司, 『環境貢献都市 東京のリ・デザイン―広域的な環境価値最大化を目指して-』 、清文社、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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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적 대표자들만으로 구성된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대
표성을 갖는 마치즈꾸리 조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곧 관공민이 일체화된 조직이긴 하지만, 결국 그 

주도권이 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아울러 연락 회의 운영 사무국조차 시나가와 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적 실행의 주체는 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Area Management’ 조직 

오오사키역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치즈꾸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유한
책임중간법인오오사키’Area Management’]와 [일반사단법인 오오사키, 고탄다타운매니지먼트]라는 두 조직
이 설립되었다. 

 [오오사키역주변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의 결과물로 형성된 [도시재생비전]을 지원하는 체제로 2007년에 

[오오사키’Area Management’(Oosaki Area Management)]를 설립하였다. [오오사키 ‘Area Management’]

는 2009년에 오오사키역 서구에 입지한 기업에 의해 설립되어 JR상공을 동서로 연결하는 자유 통로(유메상
바시)와 서구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초기 자본금은 총액 400만엔이다. 설립 당시 메이덴샤(明電舎), ㈜소니, ㈜세계무역센타빌딩, ㈜일본토지
건물 의 네 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 공익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운영, 마치즈꾸
리에 관한 정보 발신 활동 등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발신 활동을  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치즈꾸리의 모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47 특히 설립 멤버들은 당시 그 지역에 

                                                           
47 일반사단법인, 오오사키 ‘Area-management’ 홈페이지. http://www.ohsaki-are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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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오오사키역주변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

에서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Area Management’설립을 기점으로 관
을 중심으로 한 협동 체제에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협동 체제로 재정비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런
데 Area Management의 사무국장인 야마구치 요시오(山口芳雄)씨는 이전에 오오사키역 서구지구마치즈꾸
리 협의회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보면, 기존의 마치즈꾸리 협의회의 인적 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긴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년에 역 동구에 입지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오오사키, 고탄다타운매니지먼트]는 2010

년 7월에 완성된 메구로강변의 친수공원과 그 가운데 정비된 레스토랑, 갤러리 등의 유지 관리 운영을 행하
고 있다 . 오오사키역 타운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동경도로부터 공공 시설 관리의 위탁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각 토지 소유자의 부담금으로 이러한 지역 관리 조직의 활동 재원 조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보다 자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조하여 노동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③ 지역 관리의 공익성  

○재개발의 갈등을 완화하는 모노즈구리(제조를 통한 창조산업)의 거점 만들기 

전 후, 격변기의 경제 성장 시대에 동경의 산업 발달의 주역을 담당했던 오오사키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연락회 중심으로 모노즈꾸리(제조를 통한 창조산업)라는 목적으로 오오사키의 새로운 지역 브랜
드화를 추구하였다. 기존의 지역 자원 중에서도 인적 자원은 그간 쌓아왔던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
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시대에 따라 변천된 지역 산업들, IT관계의 연구 

개발소, 제조, 정보 서비스, 기계업 등 새로운 모노즈꾸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있다. [오오사키역주변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를 중심으로 신구의 모노즈꾸리관련 기업이 함께 모여 비지니스의 

[표 4-26 ] 오오사키역 주변지역 ‘Area Management’ 조직 

조직명 오오사키역 히가시 고탄다지구 마치즈꾸리 추진협의회 오오사키역 서구지구 마치즈꾸리 협의회 
 

과제 인식 지구 개발 과정의 도로정비 공장이전에 따른 적지이용 
발기인 사업자 전원, 미츠이부동산 중심. NOW연구회(소니,  메이덴사) 
장래상 넓은 도로공간의 확보 공공공간의 정비 
지역과의 의식공유 기본적으로 회원간에 공유 주민협의회의 회장등은 사전에 연락.  

지구계획에 대하여 주변주민에게 설명 
타협의회와 연계 구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은 없으나 회수나 내용은 보고함. 구의 유도에 의한 회의 발족. 

구입회 아래서 유도항목등을 결정 
전문가 지원 대학교수 지원있음. 지원없음. 
협의회내의 의식공유 개발동향에 대한 연구회가 있음 마치즈꾸리 연락회로부터 자료제공 및 협의결과 보고 
협의회수 UD가이드라인 책정시에는 주1회,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책정시에는 월1회 
월1회협의 

활동계획 GL책정후 협의 연속 없음. 
[해바라기[라는 정보발신 활동이 있음. 

가구별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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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살롱즈꾸리를 제안하고, 실현화를 위한 검토를 실천하고 있다. 

재개발이 공장 이전을 촉진하고, 모노즈꾸리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중소 기업 토지소유자들의 

초기 걱정과는 달리 기존의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치즈꾸리 연락회에서 

이러한 재개발 반대파들의 우려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였다. 이는 지역자원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모노즈꾸리 산업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재개발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개발 찬성에 서있는 주민들의 이권과 

재개발 반대에 서있는 주민들의 이권 간에 놓여있는 갈등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재개발 과
정에서 많은 주민의 여론들이 무시되고, 특정 집단의 수익성을 추구하여 형평성을 잃은 공공개발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오오사키 사례에서 보여주는 공익성이란, 재개발을 찬성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
대하는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모노즈꾸리 산업을 

재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재개발의 부작용을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전환시켰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48또한 신, 구의 모노즈꾸리 관련 기업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모노즈꾸리 비즈니스를 구축였다는 것은 신, 

구 기업 간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재개발의 갈등 관계를 함께 만들기를 통한 공생 관계로 승화시켰다는 것
을 의미한다. 

                                                           
48 일반사단법인, 오오사키 애리어매니지먼트, 사무국장, 야마구치요시오 (山口芳雄)씨 인터뷰.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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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세권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의 관리  
 

[표 4-27] 도쿄리디자인 p.82 표를 참고하여 역세권 권역별로 재정리 

    개발단계  ‘Area Management’ 활동내역 

역 
공간 

오오사키역   교통광장 상공 데크, 
엘리베이터 

일상적인 청소, 보수등 
오오사키역 서구지구의 
개발사업자로부터 경비 징수등 

역 
중심 
공간 :  
 

동측 
오오사키 
뉴시티 

약 3.0ha 고도이용지구사업소제1종 
시가지개발사업 

사무소3동 
호텔 
점포 
주차장, 파출소등 

오오사키역 서구 교통광장 지하에 
정비된 공공 주차장을 운영 
동서자유통로의 일상적인 청소, 
보수등 

서측 Thnk Park 약2.4ha(
E동) 
약0.7ha 
(E남) 

재개발등촉진구를 정한 지구계획 
도시재생특별지구 

사무소, 점포 
호텔 
주택 
 

역에서 Thinkpark 방면으로 가는 
동서자유통로철로상공부분의 갤러리 
보드 운영 (A0판) 
건물주변에 대규모 녹지(오오사키의 
숲), 교통광장, 보행자 데크 정비 

역 
중간 
공간 

동측 
게이트씨티 
오오사키 

약 5.9ha 재개발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2동(B4F.24F)  
문화시설 
주택(20F. B2F) 
사무용 공장동 
기타(청소사무소, 화장실) 

공원(약 1400제곱미터), 새로운 
개찰구정비에 맞추어 오오사키역과 
연결된 자유통로(유메상바시)정비 

서측 
소니지구 

약 2.0ha 재개발등촉진구를 정한 지구계획 사무소, 공동주택, 
지역활동거점, 공익시설등 

목조밀집시가지개선 및 주변도로, 
보행자통로, 보행데크 정비등, 
도시계획공원 

동측 
아트빌리지 
오오사키 

약 2.5ha 재개발 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센트럴타워) 
분양주택(오오사키씨티타워) 
임대주택 

메구로 강변을 따라 공지와 
보행자공간의 일체적 정비, 
오오사키역과 연결되는 입체보행도로 
정비 

서구 남 지구 약 1.1ha 재개발등촉진구를 정한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 상업, 공동주택, 
공익시설 

도시계획공원, 보행자데크정비 

역 
주변 
공간 
 

동측 
오팔코트 
오오사키 

약 1.9ha 재개발 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 (마크웨스트) 
분양주택(파크타워동경사우
스) 
임대주택(뷰프라자) 
사무소(마크이스트) 

고층건축물의 저층부는 개성있는 
경관연출, 점포배치를 통한 
지역매력창출. 지구 남측의 
공원확장정비 

동측 
고탄다지구 
구민주택시
설과 
도쿄야서가
든 

약 
125,900
m2 

재개발 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주택, 오피스, 보육원, 점포 지구간선도로의 확장정비 및 
보행자공간, 메구로강의 경관을 
활성화하여 친수광장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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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 공간 

¡지역 단절을 연계하는 페데스트리안 데크 및 동서 자유 통로 

오오사키역에는 대규모 개발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에 따라 분리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및 구역의 특성은 점차 지역 간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건설 공사의 크레인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도로 및 다리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통
행 가능한 루트가 계속 변화해왔다. 그래서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루트의 인식이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이를 알기 쉽게 역 공간에서 직
접적으로 연결49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했을 것이다  

이에 오오사키역에서는 역 공간에서 

지역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지리적으로 또한 커뮤니티적으로도 

단절된 동서 간의 공간을 동서 자유 통
로와 역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해주었다.  

오오사키역 동측 입구에 연계되는 시
가지 재개발 사업의 거점인 게이트씨티
오오사키 지구와 계속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서측 지구의 재개발 영역을 연결하
고 중간의 JR선로상에 오오사키역개찰구
와 직접 연결하는 자유통로를 계획하였
다. 통로폭은 15m이며, 양측부분에 지붕
을 얹고 중앙부는 채광을 확보하였다. 이
를 통해 변화하는 날씨에 쾌적한 도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양측 부분을 넓게 하여 개구부와 유리벽으로 구성된 개방적인 디자인을 구성
하였다.50 

이러한 초기 아이디어는 2004년에 책정된 도시 재생 비전 전략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동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지역 연계적 보행자 데크 정비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역에서부터 메구로강의 다리
까지 연결되는 보행자 공간 연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당시 페데스트리안 데크를 형성하는 자금은 

[오오사키역 서구지구 마치즈꾸리 협의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교통 광장 및 도시 기반 정비를 실현하였

                                                           
49 環境貢献都市―東京のリデザイン、清文社、 p.85 
50 카지마 건설주식회사, 건설뉴스, 特集:駅再生, 特集:駅再生, Chapter2 

駅を中心としたまちづくり http://www.kajima.co.jp/news/digest/mar_2003/tokushu/toku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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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서 시가지가 연계되는 페데스트리안 데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동측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당시 페데스트리안 데크의 공사 대금을 협조하지 않아, 데크 위
의 지붕 부분이 동구지구와의 연결 데크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구지구마치즈꾸리 협의회는 초기 재개발 시기에 비용 부담을 하면서 역세권의 중심공간의 데크 

연계 부분에 대하여 소유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동서자유통로와 데크상의 광고 및 홍보가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는 서측으로 더욱 편리한 환경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광고 수익 

등의 여러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내 입지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교통 광장 상공 데크의 청소, 보수 등 점차 공공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공공간의 자주적인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나가와구와 함께 [일반사단법인 오
오사키 Area Management]를 설립하게 되었다. 역 공간에서 역 중심 공간에 이르는 보행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서구지구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행정과 함께 본격적인 공익적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구 주도
의 페데스트라인 데크 연결 계획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참여했던 서구지구 마치즈꾸리는 건설 비
용 및 관리 부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Area Management 조직을 구성
할 때 구로부터 운용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부가 적인 광고수익이나 이벤트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5] 오오사키역 동서자유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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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중심공간  

서측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일반 사단 법인 Area Management에서 제시한 오오사키 서구지구 디자인 가
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서구 지역의 동선을 정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엔트런스 존을 구성하는 것과 생활 서포트 시설을 구축하
는 것,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 시설을 고려하여 거주의 수요를 생활 서포트 시설로 풀어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지구의 환경 축을 설정하여 기존 식재와 조화된 가로수를 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공간
과 광장 등을 재정비하여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료 삼고 있다. 
 

 

③ 

[표 4- 28] 오오사키역 주변지구의 지구계획 및 용도 

Area 관리 영역 규모 지구계획 용도 세부규모 
동측 게이트씨티 
오오사키 

약 5.9ha 재개발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2동(B4F.24F)  
주택(20F. B2F) 
공장동 
기타(청소사무소, 화장실) 

292,000㎡ (B4F, 24F) 
20,000 ㎡ (20F. B2F)  157호 
2,100㎡ (3F) 
5,700㎡ 

서측 소니지구 약 2.0ha 재개발등촉진구를 정한 
지구계획 

사무소 100,000  ㎡ (24F,B2F) 

동측 아트빌리지 
오오사키 

약 2.5ha 재개발 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센트럴타워) 
분양주택(오오사키씨티타워) 
임대주택 

82,451 (22F, B1F) 
33,103 (27F, B2F) 254호 
32,956 (28F, B2F) 325호 

동측 오팔코트 
오오사키 

약 1.9ha 재개발 지구계획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 

사무소 (마크웨스트) 
분양주택(파크타워동경사우스) 
임대주택(뷰프라자) 
사무소(마크이스트) 

29,237㎡ (17F, B2F) 
35,746 ㎡ (30F, B2F)  239호 
7,804 ㎡ (10F, B1F) 149호 
29,608 ㎡ (14F, B1F)  

동측 고탄다지구 
구민주택시설 

  임대주택시설 
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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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중간공간  

¡역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편의시설 접근성 확보 

특히, 동경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정비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오피스 이외 용도의 

용적율을 20%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복합개발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공공
공간들에 대한 관리는 동서 마치즈꾸리협의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Area Management’ 조직들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측지역은 미츠이부동산을 중심으로 1987년 [개발동향연락회]를 설립하면서 [거리 기본구상
(街のあり方基本構想)을 책정하고, 지구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 마치즈꾸리 협
정을 체결하고 [넓은 도보공간만들기]를 중심으로 공공공간 정비를 유도해나갔다. 특히, 2005년 책정된 경
관형성가이드라인은 도시경관을 배려하고 사유지에 대한 건물디자인 및 용적률완화등 인센티브등을 제안
하였다. 이는 이후 히가시고탄다 마치즈꾸리 추진 협의회로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안해나갔다. 역 

중심영역에서 주요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구 협의회와 달리 동구 협의회는 초기 시작자체가 역 중간지역
의 도로를 중심으로 공간정비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역 중간지역의 경관형성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 지역에서 전체 네트워크로의 단계별 

변화 

도로나 강변의 자투리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모일 수 있는 버를릭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연속될 수 있
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분산된 공공공간이 서로 축
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 모여 더 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④역세권 주변공간의 재조직 

¡메구로강변 연계를 통한 녹지확보 

지구내를 흐르는 메구로 강을 오오사키지 역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민이 협력하여 메구로강변을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녹도 및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복수의 지구가 협력하여 1층에 점포를 개장
하도록 유도하여 2010년 7월에 친수 공원과 함께 오픈하였다. 

메구로 강을 건너는 다리는 재개발 사업과 맞추어 지역의 상징으로서 새롭게 계획하였다. 이는 북측의 야
마모토 다리(山本橋)는 중앙부에 벤치를 설계하여, 걷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밤에는 야
간 조명으로 경관을 연출하고, 남쪽의 오제키바시(小関橋)에서는 바람과 녹지와 관련된 상징물을 설치하여, 

바람을 느끼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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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역세권 내에 부족한 자연 환경이 역세권 주변공간에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주택환경과 함께 

녹지 및 보행도로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개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분 부분 작은 영
역이 아닌, 큰 규모의 녹지관리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따라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자원 봉사 및 관리비가 

수요된다. 이러한 관리와 인력의 문제를 [오오사키, 고탄
다타운매니지먼트]에서 관리 운영하여, 프로젝트 사후에
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과 공동체
의 활동이 함께 운영되어야 도시의 전체 비전에 맞춘 지
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며, 정체성있는 이벤트와 창조
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거점형성 

오오사키역 동구 애리어를 중심으로 메구로 강 구역을 중심으로 29ha는 지역에 대하여 시설건축물 및 풍
부한 녹지를 갖춘 가로등을 정비하는 [가든시티스 구상]을 진행중이다. 2014년 5월 준공 예정인 북시나가와 

5정목 제1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사무동(초고층, 고층), 주택동(초고층, 고층), 점포동과 지역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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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동 및 작업소동 등 7종의 건물을 5개 지구에 분배하여 세웠다. 이는 시행 구역 면적이 약 3.6ha에 달하
는 대규모 복합 시가지 구역이다.  

히가시 고탄다 지구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내고, 어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과 주민 협의회가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공공공간을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공공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용도와 수
요가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4) 종합적 분석 

오오사키역 주변지구의 대표적인 지역관리 조직은 [사단법인 Area Management(서측)]와 [오오사키 고탄
다 타운매니지먼트(동측)]이다. 역사적으로도 대립적으로 역공간의 동서 측을 담당해온 두 조직인 만큼 지역
적 공공공간 관리에서도 대립하고 있다.  

우선, 공공성의 3요소에서 분석으로 [사단법인 Area Management(서측)]는 행정과의 협력에 의한 공적 

책임 요소가 가장 강하다. 그러나 행정
과의 협의 그 이상의 자치적인 생활의 

룰이나, 지역 정보 교류를 위한 적극적
인 활동은 찾기 어렵다. 아울러 공공공
간의 퀄리티에 대한 관리라기 보다는 

단순한 청소 및 유지에 해당하기 때문
에 운용에서 멈춰있다. 따라서 ‘협의적 

운용형’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오사키 고탄다 타운매니지먼
트(동측)]의 경우는 공익적 활동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강 주변의 수변 

경관과 광장을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
를 실시하는 것과, 생활 거점으로서의 

카페 및 레스토랑의 운영이란 측면은 

단순한 운용의 단계를 너머, 관리 차원
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
익성의 측면에서도 단순한 개선이 아닌 

새로운 활동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환원
적 관리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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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평가는 공공성의 확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지역적 공공공간의 양적 확산을 보여주
는 지표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성 차원에서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한다. 실제로 오오사키 서측 지
역의 Area Management가 지역적 공공공간의 더 많은 면적을 담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성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으로 환원되어 더 많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측 타운매니지먼트에 비해 더 낮은 평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오오사키역 주변 지역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크게 강까지의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와 수변 공간의 공개 

공지 및 광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유형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명확히 분
리되어 있다. 이는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오사키 ‘Area Management’]는 2009년에 오오사키역 서구에 존재했던 서구마치즈꾸리협의회를 이어 

행정과 협력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은 JR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자유통로 및 서측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역동 측에 설립한 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된 [오오사키,고탄다 타운매니
지먼트]는 2010년 7월에 완성한 메구로강 주변의 친수 공원과 그 안에 정비되는 레스토랑, 갤러리의 유지관
리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51 이를 통해 두 조직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의 관계가 곧 지역적 공공공간의 거리를 결정한다. 이는 관리의 권역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곳에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계는 행정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행정과 밀접한 관계일수록 역세권의 중심 영역에 가깝게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운영 비용을 어느 정도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간 주도형의 지역 관리의 경우는, 특히 그 민간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관리를 통해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활발한 지역 관리가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이 지역 관리를 추진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운영 자금의 확보이다. 동경역과 같이 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츠비시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역에 베이스를 둔 민간 기업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관으로
부터 지원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관으로부터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
이 많다.  

오오사키역의 경우 초기에는 서측 마치즈꾸리협의회의 민간 기업이 관으로부터의 부담(비용부담 및 유지
부담)을 받고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관리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광고 

수익 사업까지 확장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관으로부터의 압력에 상대적으로 멀리 있었던 히가지고탄
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자발적인 지역 관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지역 생활에 적합한 생활 밀착형 기능을 중
심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51 環境貢献都市―東京のリデザイン、清文社、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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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오오사키역 지역적 공공공간의 단계별 공공성 3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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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통합적 관주도형의 ‘Area Management’ - 동경역  

1) 발전과정과 시기별 공적책임의 변화 

 

④ 1단계: 기반시설 정비기 

1888년 도쿄의 시구개정사업과 함께 동경의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는 황
궁 주변에 위치한 병영을 교외로 이전시키고 그 이전 적지를 미츠비시 그룹에 불하하였다. 그리고 서양 근
대 양식의 오피스 거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동경역 주변 개발의 시초이다. 당시 베를린 도심선 고가의 건설
에 참여했던 헤르만 류무슈테르521889년 마루노우치 상업지 이용의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붉은 벽돌 길로
부터 근대적 빌딩군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최초의 근대 비즈니스 센터로 발전되어갔다. 동경역 개
업(1914)과 함께 역세권이 형성되었고, 1959년의 미츠비시지쇼에 의한 마루노우치 종합 개조 계획은 미츠
비시1호관(1894), 마루노우치 빌딩(1923)과 같은 고도경제 성장을 이끄는 고층 빌딩군을 만들어갔다. 이는 

현재에 이르러도 근대 오피스의 상징적인 건물군을 대표하고 있다. 

 

 
[그림 4-42] 동경역 마루노우치역사 완성직후의 전경사진, 1914. 「図説 駅の歴史 東京のターミナル」 p.92 

1963년에 건축 기준법이 높이 제한 및 용적률제를 개정하여 100m의 건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해상 미관논쟁53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후 결과적으로 100m의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52小野田 滋 ,『高架鉄道と東京駅[上]』  p.119 高架鉄道と東京駅〈下〉― レッドカーペットと中央停車場の源流, 交通新

聞社新書, p.119 

53 도쿄해상일동빌딩(東京海上日動ビルディング)은 황궁의 매우 가까이에 자리잡은 초고층빌딩으로 건설당시부터 

미관논쟁, 고도제한논쟁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마루노우치지구에서는 전쟁전이 미관지구규제 및 건축기준법(1964) 

이전의 규제에 의해 31m 의 높이제한의 빌딩이 줄지어있는 경관이었으나 동경해상화재보험이 1966 년 10 월에 

동경도에 제출했던 제안이 30 층으로 높이 127.768 미터가 되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황궁 주변의 미관지구지정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황궁을 내려다보는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쟁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건설의 추진측은 건축주 및 

관계단체였으며 반대측은 미츠비시지쇼였다.  결과적으로는 당초의 30 층을 25 층으로하여 높이 99.7 미터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승인받았다. 朝日新聞 東京 昭和 45 年（1970 年）9 月 25 日 朝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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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결국 31m의 건축물과 100m의 건축물이 혼재되는 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54  이는 도시의 미적 기준은 

시대와 수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어느 형태의 건축이 옳은지는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관계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에서 언급했듯이,  1950년대는 전후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한 수
요를 담아낼 수 있는 고층과 높은 용적률의 빌딩의 건설이 시급하였다. 당시의 도시미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이와 같은 근대의 고밀에 대한 수요와 신재료들을 어떻게 역사적 건물군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가이었다. 또한 부족한 공공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이는 1956년에 [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의 경제적 원인에 관한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마루노우치 지구(동경역
주변, 저층부 용적률 50~100% 이하, 고층부 400% 이하인 분리형 고층 건축의 4개 블럭)를 대상으로 절대
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공지와 함께 도심부의 고층 빌딩 및 주택 고층 공동화를 지역적, 정량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초고층 지역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공공간의 부족 현상을 이슈
화하였다. 

 

⑤  2단계: 재개발계획단계 

동경역을 둘러싼 역사와 신건축의 경관 문제는 60년대 재개발 당시뿐 아니라, 1980~90년대에 이르러 재
개발 시기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사전에 타협하고 이해시키는지에 따라 그리고 

그 이슈를 둘러싸고 어떠한 관계자들이 관여하는가에 따라 재개발의 건설 시간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54大国道夫、大手町丸の内有楽町地区における公民調節型まちづくりづに関する研究、横浜国立大学博士論文、

2007 

[그림 4-43] 동경역 역사의 개발과정 

 

 

➀ 최초계획(1914),  1926: 돔앞의 처마와 도로포장을 확장함 광장주변의 상가형성 

➁ 화재 후 재개발(1946) : 대기실, 레스토랑, 4 층 오디토리움확장 

➂ 소부선 오픈(1972)  : 보안시설 , 하트버스와의 유기적인 교통연계 

➃ 현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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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경역 주변 개발의 중심 개발자인 미츠비시는 이러한 소비적인 재개발의 과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일체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8년, 지구 내 민간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오테마치마
루노우치유락조지구재개발계획추진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동경도의 도시 재개발 방침과 치요다구의 마치즈꾸리 방침에 맞추어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중심으로 기획
한 [마루노우치 재개발 계획]이 치요다구보다도 먼저 구체적인 개발안이 나올수 있었던 이유는 토지 소유자 

중에 미츠비시지쇼라는 도시개발 전문그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1985년 수도 개조 계획에 의하여 동경도 도시 재개발 방침이 세워졌다. 그리고 다이마루유지구는 1986년
에 동경역주변재개발유도지구로 지정되었다. 마루노우치지구는 도심 업무 지구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경제,문화 중심지구로 정비한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경역 주변의 토지유효활용을 위한 계획이 제안되었
다. 1985년 당시 다이마루유지구 전체의 용적률 소화율은 대량 80%정도였다. 치요다구는 [치요다구 마치즈
꾸리 방침]으로 지진, 재해 등의 도시 방재에 대한 전략으로 지구 내 용적률을 재조정하고, 재개발 방침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의 협력으로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大手町、丸の内
、有楽町地区, 이하 다이마루유 지구) 재개발 계획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이어 1988년에는 미
츠비시지쇼에 의해 [마루노우치재개발계획-마루노우치 맨하탄 계획]이 제안되었다. 이 계획은 현재의 마루
노우치지구가 형성되는 것에 기반이 되었다. 그 내용은 용적률은 2000%로 높이 약 200m의 초고층 빌딩 60

동을 건설하여 세계 굴지의 국제 금융 업무 센터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메가스트럭쳐디자인 계획은 

당시 시민, 행정, 학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츠비시처럼 큰 기업의 경우도 동경역에 높은 관심을 갖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러한 사전의 

비판 의견에 대한 수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토지 

소유자 50명의 법인으로 시작한 협의회의 회원 수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60개사에 해당하는 큰 조직체로 

육성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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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단계: 지역관리 조직단계 

1994년 3월에는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초 지구마을조성검토조사]의 제언을 토대로 [다이마루유지구
마치즈꾸리조성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행정 기관의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도심재개발의 

모델에 맞는 관민협조 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1996년 9월에 협의회, 동경도, 치요다구, JR동일본으로 형성된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랍조지구 마치즈꾸리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기본협정]의 마치즈꾸리(街づくり)는 주민 참여 개념의 마치즈꾸리(まちづく
り) 와는 다른 개념으로 거리를 조성하는 개념의 용어이다. 이는 기본 협정의 마치즈꾸리이념(街づくり理念)

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일곱 가지 개념이 제안되어있다. 

 1)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마루노우치다움 재구축 2)국제업무센터 현성 3)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 4) 토지
소유자의 공통인식에 기반한 종합적 일체적 마치즈꾸리(街づくり) 5) 사회적 공헌(주변지역과의 조화) 6) 관
민협조의 마치즈꾸리 (새로운 파트너쉽형성) 7) 단계적인 마치즈꾸리(街づくり) 추진 시스템을 통하여 매력
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시기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은 “지역다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다이마루유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1994년의 협의회에서 결정한 [마치즈꾸리 기본협정]에서 그러한 지역성 개념을 구체화한 바 있다. 

협정 본문에서 “마루노우치 다움 丸の内らしさ“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곧 일본의 고유한 도심이미지로서 

마루노우치를 형성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지만, 곧 동경역 주변의 지역성은 

마루노우치 지역다움이 아닌 일본다움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들은 일본의 전통성을 동경역의 복원과 동경역과 황궁 앞을 연계하는 지구의 경관특성을 정비하는 것으
로 “마루노우치 다움”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성의 개념 정립은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조지
구 마치즈꾸리 간담회]를 통하여 가이드 라인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간담회의 주요 구성원인 미츠비시, 동경도, 치요다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 간담회는 실제
로 마치즈꾸리 조직으로 볼 수 있을까. 동경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정과의 긴
밀한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오피스 지역에는 주택 지역과 달리 자유로운 지
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역커뮤니티가 약한 오피스 중심의 대도심 지역은 이
처럼 개발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선호하는 개발사와 이를 규제, 관리하기 위한 행정간
의 관계성으로 지역 관리 조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1996년에 치요다구의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동경도 및 협의회의 기본 방침과 정합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즈꾸리 간담회를 설립하여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된다. 또한, 1997년에 동경도에서 

[생활도시동경구상]과 함께 [구중심부정비지침]이 책정되면서, 도심 복합기능을 지역에 필요한 기능으로 개
선하는 지침이 나오게 되었다. 이는 도심 업무지의 계획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심 거주를 촉진시
키기 위한 지침이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업무 센타라는 기능과 함께, 쾌적한 도심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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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상지하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녹지와 광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변 지구가 공공, 공익적 시설 정비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사회적 공헌으
로 연결되는 마치즈꾸리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관민 협조의 마치즈꾸리가 필요하며, 그를 구
체화하기 위하여 결국은 마치즈꾸리 추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곧 간담회
와 ‘Area Management’ 조직 구축의 배경이 된다. 

일본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함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ABC(Amenity Busienss Core)로의 변환을 그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동
경도에서 1998년 제시된 [구부중심부정비지침(区部中心部整備指針)] 에 이미 CBD에서 ABC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이는 곧, ‘Area Management’의 중요한 공간에 대한 관리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간을 양적, 혹은 기능적 확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쾌적성과 퀄리티의 차원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8가지 목표55에서도 이러한 철학은 나타나고 있다. 

  

 

2) 공공성 요소별 분석  

① 공적 책임 

동경역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 동경도, 치요다구, 다이마루 추진 협의회, 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간담회
(1996), 다이마루유 ‘Area Management’ 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만들어낸 공적 책임의 성과물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다이마르유 재개발추진협의회에서 ‘Area Management’조직으로 연계되어 발전된 조직을 이루
었다. 이를 중심으로 행정과 구, 마치즈꾸리 간담회가 협력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마치즈꾸리 간담회는 협의
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도, 치요다구, JR동일본 등의 행정 및 철도 기관이 포함되어있는 보다 광범위한 

조직이다. 이렇듯 다이마르유 재개발 추진 협의회와 마치즈꾸리 간담회의 역할에서 초기 설립 과정의 두 관
계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상호보완관계임은 다른 지역관리 상황과 다른 측면이다. 다이마르유 재개
발 추진 협의회가 토지 소유자들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 체계라면, 다이마루유 간담회는 이를 지원하
고 지역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며 서포트하는 관 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의 공적 책임을 이 두 가지 조직에서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크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책정 역할은 마치즈꾸리 간담회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조직 육성이나 사업 시행 및 방향 검토와 같은 역할을 다이마르유 재개발 추진 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55  [구부중심부정비지침(区部中心部整備指針)]의 8 가지 목표.   1) 시대를 리드하는 국제적 비즈니스 타운 2)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 3)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정보교류 및 발신의 마을 4) 풍격과 혈력이 조화하는 마을 5) 편리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마을 6) 환경과 공생하는 마을 7) 안심, 안전한 마을 8) 지역, 행정, 방문자에게 협력하여 육성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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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공적책임의 결과물 –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형성시기 관리시기 
주체 공적책임의  성과물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 공적책임의  성과물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 
국가 1919도시계획법제정 

1919 시가지 건축물법 
지역제도입(주거, 상업, 공업등 
3분류) 
미관지구높이 31m규제 
용적제도도입 

1995 동경도심의그랜드디자인  

1963 건축기준법개정 용적지구제도도입, 
31m절대높이제한철폐  1963-1966  

2000 도시계획법개정 특별용적율적용구역제도 창설 
셋백(線引き）을 선택제 
주민으로부터 지구계획신청제도 창설 

2002 도시계획법, 
건축법개정 
도시재생특별배치법 
제1차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지정 

용적률 1300%,  용적률, 건폐율, 
건축면적, 높이등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규정 . 벽면의 배치제한 
특례용적률적용지구운용/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운용기준 
종합설계제도의 허가완화 

  

동경도 1986동경역주변재개발
유도지구지정  

 경관조례(동경도경관계획)  

1994업무상업시설마스
터플랜 

 동경의 세련된 가로만들기 
추진조례 

 

위기돌파전략플랜  경관마치즈꾸리기본방침  
치요다
구 

다이마루유지구 
지구계획,  

종합설계제도 1998 치요다구 경관만들기조례 
(미관지구가이드라인)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지구계획(2002) 

 2002 미관지구가이드라인  

다이마
루재개
발추진
협의회(
1988) 
Area 
Manage
ment’협
회(2002) 

1994 다이마르유지구 
마치즈꾸리 기본협정 

적정한 도심기능의 방향성 검토.  
가이드라인 대상구역의 일체적 
정비 검토. 

동경역 주변 방재대책방향 검토 
위원회 (2001-2002). 
동경역주변 재생정비에 관한 
연구(2001) 

방재조직 설립(2004) 

1998 동경역 주변지구 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유도방침검토조사 

 2006 마치즈꾸리의 공적공간의 
관리등의 방향검토위원회  
2007. 에콧세리아 
협회설립(환경전략거점). 
2007 마루노우치 퍼블릭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설립 

공공공간의 관리조직의 형성 

1996 [마루노우치의 신생] 
제언 

 2009 다이마루유 CSR레포트 다이마루유의 경제사회적 문제, 
채용이나 탁아, 보육시설, CO2배출량, 
열대야와 같은 지역이 같는 문제 

   
2012 오테마치 보도매니지먼트 
설립 

 

  2013.10 다이마루유 서스티너블 
비전 책정(에콧세리아) 

사람이 모이는 외부공간, 공적공간의 
체계적 활용 (옥상, 노면, 공개공지등 
외부공간, 공적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 
정보 키오스크, 재해시 유효한 활동 
스페이스 확보) 

마치즈
꾸리간
담회(19
96) 
‘ 

1998 마치즈꾸리 
기본협정체결 
느긋한 
가이드라인(ゆるやか） 

구역설정, 장래상, 정비테마, 
정비방침,  

2007 미래를 연결하는 마치즈꾸리 
다이마루유 환경비전 

환경공생형 도시모델디자인 , 체제관리, 
시대에 대응하여 자기진화 

  2008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개정 
(未来へつなぐまちづくり) 

환경공생방침책정 
공적공간관리 
 종합적 마치즈꾸리 활동 추진 방향성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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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방침 
2000, 2005, 2008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2010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운용개시 
2011. 유락조 마치즈꾸리 비전 책정 
2011 도시관광 비전책정 

 

  2012 다이마르유 지구 
마치즈꾸리가이드라인  
다이마르유 디자인 매뉴얼 

경관 마치즈꾸리룰 구성, 공개공지 
네트워크형 마치즈꾸리 룰.   
하이퍼 블록 룰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이 많은 가이드라인이 마치즈꾸리 간담회를 통해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다이마르유 협의회는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 및 체제확립, 공공공간부터 환경적 공간정비와 

기술적 지원 그리고, 마치즈꾸리 활동 추진을 위한 계획등 지역 전체의 계획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마루유 간담회와 협의회는 상호 긴밀한 역할분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이마루유 재개발 협의회(Area Management조직)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은 유도, 협
의 차원을 너머 스스로 지역을 경영하는 ‘자치’적인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동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적인 기술의 적
용이나 환경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지역적 공공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
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방문객과 오피스 등 지역의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의식이나 개선안을 치열
하게 논의하고 있기보다는 친환경적인 대안이나 지역 환경 전체를 고려한 거시적인 방안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기술을 선점한 대형 회사가 많은 동경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이 가진 

인적 자원으로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대안을 제안한다는 점은 역시 동경역 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간담회 및 행정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언이나 조직을 형성하였
고, 이들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적인 운용 체계 및 전문적인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레벨의 ‘자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개발자가 곧 토지 소유자이기도 한 이 지역의 특성 상 개발에 대한 수익의 기대치가 곧 공적 책임으로 전
환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인 미츠비시 지쇼가 스스로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개발계획안을 함께 만드
는 과정을 추진하였다. 개발자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도심마치즈꾸리의 문제로서 행정에 의한 도심의 업

[표 4-30]   다이마루유 지역 공동체  

공동체 다이마루유 재개발계획추진협의회(1998) 
다이마루유 ‘Area Management’ 협회(2002) 

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 간담회(1996) 

목적 토지소유자에 의한 마치즈꾸리 조직 관민협조형 마치즈꾸리 추진을 위한 조직 
회원 토지소유자(69개사, 미츠비시지쇼, 동경전력, 동경미츠비시은행, 동일본전신전화), 

특별회원, 오브저버(10조직) 
이후 Area Management 조직에  기업, 단체 및 임대자(취업자), 그리고 학계, 변호사등이 
추가됨. 

동경도, 치요다구, JR동일본, 그리고 협의회 

지역적 
공공공간과 
관련된 
주요업무 

도시환경 및 취업환경개선(지구내 미화, 녹화, 퍼블릭 공간활용등), 이벤트에 듸한 
지역활성화 (거리 가이드, 세미나, 광고, 모니터 사업등) 
 

하이퍼 블록 룰 
지상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방침 

가이드라인 마치즈꾸리 기본협정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책정(1998. 2000. 2005.. 2008 
환경공생형 도시모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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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능의 집적과 분산 정책 및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용적률]과 [도시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회수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점은 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이러한 

공적 책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리더로서의 행정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한편, 다이마루유 간담회의 경우는 다른 어떤 사례보다 행정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행정과의 

역할 분담의 측면에서도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다이마루유 간담회의 주요 역할은  [다이마루유지구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경관에 관한 [디자인매뉴얼]

등을 책정하면서, 지구 전체의 디자인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마치즈꾸리 간담회에서는 지구의 장래상과 그 

실현을 위한 필요한 룰의 책정, 그리고 수법을 계획하여 이를 기반으로 2008년에 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 가
이드 라인(2002, 2005)56이 정해졌다. 여기서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57. 마치즈꾸
리 가이드 라인은 지역의 공적 책임을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2000년 책정에서 2005

년 구역변경내용, 2008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책정되어왔다. 이러한 점은 다이마루
유 간담회의 공적 책임 의식이 지자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간담회의 역할이 협의회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였다. 아울러 한편으로 오히려 행정보다 선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역의 비전을 선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
만 토지 소유자들이나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부분은 협의회에 비해서 미약한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서 언급할 공동체의 구조적 성향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②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측면에서 다이마루유 지역의 공공성은 쉽게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토지수유주가 일반적인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이므로 얼마나 기존의 지역
공동체를 수용하며 지역관리를 해갔는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토지 소유자의 이권을 대변하는 조
직을 다이마루유 협의회라고 본다면, 주민 스스로가 활동하는 자립성이란 측면에서 또한 새로운 사업 구상
이나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는 대부분의 평가 요소들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지역에는 1950년대에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마을회(町会), 미화협회(1966)등 지역의 

커뮤니티에 의한 방범, 방화, 미화조직으로 자발적인 지역 활동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초카이(町会)에 의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1988년에 [다이마루유마치즈꾸리협의회]가 지구의 토지소유자의 

재개발 협의회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역 전체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의 협력 관계

                                                           
56 大手町・丸の内・有楽町地区大手町・丸の内・有楽町地区まちづくり懇談会, まちづくりガイドライン２０１２ , 

2012. 11 http://www.aurora.dti.ne.jp/~ppp/guideline/pdf/guideline2012.pdf 
57국토교통성,  ‘Area-management’ 추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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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 공동체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디벨로퍼인 미츠비시 지쇼가 지구 내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를 위해 가까운 곳부
터 차례로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함께 조직을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단체를 위
한 것이 아닌 대표적인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두루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회장 회사는 미츠비시지쇼, 부회장 회사는 동경 전력, 동경미츠비시 은행, 동일본 전신 전화 등이었다. 그
리고 이렇게 해서 모인 일반 회원 회사는 약 70개 사, 관찰자로서 10개의 조직(여객철도주식회사, 동경상공
회의소, 경찰청마루노우치경찰서),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9개조직(치요다구, 동경소방청마루노우치 소방서)

으로 조직되었다. 마루노우치 지역에는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 거의 없고, 오피스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내 소유자들의 전체적 동의를 얻어 임의단체인 [다이마루유 지구재개발계
획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지구 내 토지 및 빌딩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마르
유 지구에는 빌딩 1동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아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소유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체로 100%의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7년기준) 반년에 한번 열리는 전체 보
고회에는 치요다구, 국토 교통성도 참가하여 행정으로부터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공
유한다. 58   

연간 운영자금은 1,000만엔정도로 회비 연간수입은 440만엔, 리서치 및 세미나사업, 엽서판매등으로 490

만엔, 기부금으로 280만엔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59 이는 이들이 30%의 해당하는 기부금 이외에는 자립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1988년에 설립된 초기의 재개발 추진 협의회는 이처럼 재개발에 대한 방향을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
하고, 설득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공적 책임 의식을 민간기업들
이 자주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의 확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계적인 관계성을 이미 

시작부터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곧 미츠비지 지쇼와 같이 개발사가 토
지 소유자로 있었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 자사의 개발 이익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이러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개발자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마치즈꾸리 간담회를 결성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계획된 기본 협정 체결을 보다 구체화하여 도시 계획과 건축 계획에서 기본이 되
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과 토지 소유자 간의 의견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되어 실천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일반 민간인들과 개인 사업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다이마루
유 ‘Area Management’ 협회라고 할 수 있다. 간담회가 협의회를 포함하여 동경도, 치요다구, JR동일본등 

                                                           
58 一般社団法人大手町・丸の内・有楽町地区まちづくり協議会, 大手町丸の内有楽町地区まちづくり基本協定, 1994. 

03.31 

59 国土交通省 ,  , 事例番号 048 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まちづくり, 내부보고자료,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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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역 주변의 직접적인 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관계자가 함께 모여 지역의 문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라
고 한다면, ‘Area Management’는 이보다 포괄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있는 학계, 임대자, 관련 변호
사 등이 참여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이 협의회에서 Area Management로 진화되는 특성은 조직 자체의 유연성과 연계적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지역 외부와의 ‘연계’성이란 측면에서도 치요다구의 남녀 협동 참여 센타와 공동
으로 세미나 활동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마루노우치 내에 입지하는 문부 과학성과의 협력 관계로 [마루노우
치원기문화프로젝트 丸の内元気文化プロジェクト]에 참여하여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였다. 이처럼 지역 

근처에 위치하는 마치즈꾸리 단체인 神田学会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측면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 활동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의 속성이 ‘육성’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현재의 기업회원들의 이익과 미래의 비전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에콧세리아나 매니지먼트 소그룹의 경우 다양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새
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급 기술을 겸비한 기업들이 모여 미래를 위한 대안
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되어있어, 추가적인 조직형성을 위한 육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협의회 

내부에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세부조직을 두고, 공공공간이나 환경전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사업구상을 위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성’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마치즈꾸리 간담회는 조직 연계란 측면에서는 Area 

Management(협의회)와는 달리 비교적 고정적이고 보수적인 멤버구성으로 유지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적인 조직구성은 가이드 라인 형성과 같은 지속적인 업무 및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구축하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에 설립된 다이마루유마치즈꾸리간담회는 다이마루유재개발추진협의회를 비롯하여 동경도, 치요
다구, JR동일본이 함께 구성된 협의 의장이다. [다이마루유 재개발계획 추진 협의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간담회의 회원임과 동시에 마치즈꾸리 간담회에 참석하여 협회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
다. 즉, 간담회는 협의회를 포함한 동경역 주변 지역과 관계된 행정관계자, 교통관계자 등 직접적인 정책에 

관여하는 관계자가 함께 모여 지역 전체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인 것이다. 

또한 실험적인 대안과 거점 활용에서 토지 소유자들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이익과 상관없이 주민
의 입장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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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지역공동체 분석 

조직 NPO법인 ‘Area Management’ 협회  
구성원 개발자(미츠비시지쇼) 
자본금  
관련 
협력단체 

다이마루유 ‘Area Management’ 협회 (2002),  
다이마루유 지구재개발계획추진협의회 
다이마루유지구 마을만들기협의회(1988) 
다이마루유 환경공생형 마을만들기 
추진협회(2007) 
마루노우치 퍼블릭스페이스 매니지먼트-
공공공간관리운영조직(2007) 

주요활동 이벤트, 세미나, 가이드투어, 모니터링 및 
리서치,  마치즈꾸리조례작성 
공개공지활용 활동  
셔틀 및 택시운행지원, 등. 

 

③ 공익성 

공공공간의 공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다이마루유 협의회의 다이마루유 

환경 공생형 마을 만들기 추진 협회(에코쎄리아,2007)와 마루노우치 퍼블릭스페이스 매니지먼트(2007)이다.  
다이마루유 Area Management에서 형성된 일반 사단 법인 다이마루유환경공생형 마을 조성 추진 협회

는 「다이마루유 환경비전」이나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마을조성 가이드라인」을 행동 지침으로
하여 다이마루유 지역 내외의 제휴나 협동 및 산학 연계를 촉진하고, 환경 공생형의 마을 조성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이다. 이들은 이 전략 거점을 축으로 환경 면의 세미나나 이벤트, 인재 육성, 

기술개발·도입 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워크샵, 세미나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협회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기업 네트워크인 [마루노우치 지구 환경클럽]은 세계유수의 비지니스 센터인 다이마루유 지역
이 「지속가능한 환경공생형 도시」가 되기 위한 씽크 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업의 인재
들이 모여 지역 환경 및 공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미츠비시지쇼가 주체가 되어 중간 법인을 설립한 퍼블릭스페이스 매니지먼트(2007)는 마루노우치 

내 광장과 연계된 지하통로(미츠비시지쇼 소유)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유지 관리 업무
(감시, 보안, 청소, 보수점검), 광고 및 활기 창출 업무, 그리고 일반 사단 법인 업무(동경도에 보고)등으로 이
뤄져있다. 대규모 지진 시에 많은 인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동경역주변
방재이웃조직,東京駅周辺防災隣組] 60은 치요다구와 연계하여 귀가 곤란자 피난훈련을 연습하고 있다. 이처
럼 이들은 방재 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재해시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점점 

확장되어 2006년 02월에는 전국의 업무지구의 방재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재이웃조직전국회의, 

                                                           
60 치유다구의 방재행성장 명칭은 

[동경역,유락초역주변지구귀가곤란자대책지역협의회東京駅・有楽町駅周辺地区帰宅困難者対策地域協力会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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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災隣組全国会議]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도쿄 역은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해 

재난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마루유 협의회는 공공공간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는 도시 환경 및 취업 환경 개선(지구내 미화, 녹화, 퍼블릭 공간활용등), 이벤 트등의 지역 활성화 (거리 가
이드, 세미나, 광고, 모니터 사업등)가 있다. 이외에도 [마루노우치 리서치닷컴], [마루노우치셔틀운행지원]등
을 실행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마루노우치 리서치닷컴]은 약 600명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조
사한 것이다. 이는 컴비니엔스첸(コンビニエンスチェーン) 및 제지회사로부터 조사를 수탁 받은 것으로 협
회로서는 귀중한 자금원이 되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지역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
행의 주체가 아닌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수탁해서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은 차후 사업의 연계와 지역 

내 정보의 축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동경역의 경우 워낙 조사 규모가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
점을 인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역적 공공공간을 관리하고 형성하는 주체들이 지역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유효할 것이다. 
 

[거리가이드]는 외부에서 오는 견학을 유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 및 자치체의 견학 뿐 아니라, 소,중학
교 학생들의 사회견학도 받고 있다. 지구 내 기업을 방문하는 [여름방학오야코 산책회 夏休み親子散策会] 

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약 100명의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거리가이드]는 2003년 9월까지 1년간 13건으
로 총 635명이 다녀갔다. [연속세미나]에서는 쿠킹 및 메이크업 등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치요다구의 남녀

협동참여센타(男女協働参画センター)가 협력하여 개최하였다. 즉, 이러한 수익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은 인력확보 및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환경 개선 활동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수익원은 모두 치요다구로부터 도보 청소 등을 수탁받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이 빌딩 앞 도보미화를 자주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수익활동으로 연결되지
는 못하였다. 광고의 경우는 홈페이지 및 메일 메거진(월2회, 약 600명에게 송신)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지 등으로 지구 내 빌딩에 배포하여 치요다 구내 광고 활용, 광장 및 휴식 공간 활용, 옥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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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활동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광
고 및 수익 활동들은 곧, 활동단체-공간이용자- 방문객-행정 간의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의 존재와 활동 내역이 알려지고 또 다른 수익 활동으로 연계된다. 즉, 이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가
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관리 단체가 그 운영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는 행정과의 관계에 의한 지원금이나 수탁과제를 통한 영리 사업 등이 그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
에 지나면서 조직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이를 통해 그 조직의 대외적으로 

더욱 알려지고 공적 위치를 확보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코쎄리아(ECOZZERIA, 一般社団法人 大丸有環境共生型まちづくり推進協会) 

CSR 아이디어 기획 연구회 

협의회, ‘Area Management’의 여러 회원 기업들은 연합체를 구성하여 [에콧세리아]라는 [다이마루유 서
스티너블 포탈]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원 기업의 CSR 담당자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마루노우치를 

위한 지구환경클럽워킹그룹]의 연구회를 통해 아이디어 교류 워크샵을 열고 있다. CSR은 비즈니스 센터지
구의 기업문화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워킹 그룹으로 동경역 주변 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실시를 위한 스토
리구성 및 각 지역과의 연계 및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 한 예로 4회 워크숍에서는 11개 

기업의 참여자들이 모여 이벤트 기획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11개 기업 중 3개의 기업은 일본 굴지의 

건설 및 설계 회사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질 좋은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또 각 기업은 JR동일본이나 

JR동해와 같은 철도회사들의 협력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실제 정책화하는데 

긴밀한 조직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1년에는 다이마루유의 협의회, 간담회, ‘Area Management’의 3단체가 [에콧쩨리아]에 모여, 전국 각
지의 도시 단체 전문가를 모아"환경 조성 살롱"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선진 사례나 과제의 공유, 현황의 활
발한 논의를 통해 대도시 주요 역들이 안고 있는 교통 결절점 지구에서의 지역 관리의 문제 및 공통의 과제
를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61 

 

                                                           
61 小林 重敬, 大丸有のまちづくり, 環境と防災の一体化で次代の大都市エリアマネジメントをリードする, 

ECOZZERIA, 大丸有 CSR レポート, 2012.   http://www.ecozzeria.jp/about/interview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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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노우치 워크가이드 

‘Area Management’에서 운영하는 가이드투어 [마루노우치 워크가이드]는 외부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마루노우치지구의 주요 명소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기업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루노우치 야구대회], 사원들에 의한 합창단 등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
한 마루노우치 지역 내 주변 역사, 문화 등의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마루노우치검정]이벤트 등이 있다. 62  

이는 지역의 물리적인 관리뿐만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를 기반으로 외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특히, 선전적인 환경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서 지
역전체의 환경에 공익을 가져다 준다는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이
는 지역의 공적 ‘환원’의 가치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다.. 다만, 이러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지역에 환원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 기업들의 이미지 혁신과 선진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것인지 모호하다. 활발한 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의 결과로 얻어지
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뿐 아니
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이마루유 협의회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공성(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의 요소 간 균형이 적절하기 때
문에 ‘균형적 관리’ 에 해당한다. 한편, 다이마루유 간담회의 경우에는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계획 검토 등을 

다룬다. 즉,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적용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자치적 운용형’에 해당한다. 

 

3) 지역관리에 의한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① 역 공간 

○융통성 있는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이전을 활용한 고층 빌딩 재조직 

역공간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동경역주변 광장 보행자공간의 정비방침]에 의하여 동경역을 중
심으로 공공공간의 재조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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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수요에 맞는 복합 기능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법으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이전을 들 

수 있다. 2002년의 도시 개발자 제도 운용의 기본 방침 개정 및 종합 설계 허가 요망(특정가구운용기준개
정,2002)에 의하여 일정한 업무 상업 중점 지구의 복수의 건축 계획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의 적절한 집약
과 배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사무 용도였던 건물이 비사무소용도를 집약시켜 일동형 숙박시설로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특별 용적율 적용 지구 제도를 2001년에 창설(2002지정)하면서, 지역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부지 간의 용적 이전이 가능해졌다. 첫 번째 적용 사례는 동경역이다. 복원 계획에 있는 동경역 마루노우치 

측 미이용 용적률을 다른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1년의 도시 재생 본부의 설치를 위해 도시 계획법 개정하여 기준 용적률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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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를 1300%로 바꾸어, 추가적인 용적률 증가가 가능해졌다. 이는 버블 경제 후 오랜 시간 개발이 없었
던 일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지침으로 나온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률적 용적
률의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활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용적률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
실을 줄이고,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의도로 보인다.  

 

[그림 4-49] 왼쪽위:  종합설계허가에 따른 용도재조직, 왼쪽아래: 특별용적율적용지구제도, 오른쪽: 동경역  주변의 광장, 

보행자 데크,등의 공공공간 재정비 

② 역 중심 영역 

우선, 다이마루유 중심 공간의 전체적인 조닝의 골격이 나오게 된 바탕은 재개발 추진 협의회의 [1998 마
치즈꾸리 기본 협정 체결 느긋한 가이드 라인(ゆるやか）이다. 여기에서 개념적으로 조닝과 거점, 네트워크
에 의한 정비 방침과 스카이 라인이 결정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축과 스카이라인은 다이마루유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경관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축은 역사적인 31m의 스카이 라인의 표정선을 기준으로 역사
적 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31m (근대건축물의 하단부높이) 를 새로 짓는 건물에도 적용하여 

하단부를 통일성 있게 하였다. 아울러 그 위에 고층부를 짓는 2계단 구조를 통일시켰다. 저층부는 다양한 기
능을 도입하면서 평균 5m로 층을 고정하였다. 그리고 고층부는 층고 4.2m를 기준으로 하여 맞추도록 하였
다. 이 가이드 라인의 의의는 이러한 지역성이 있는 역사적 경관을 활용하여 앞으로 짓는 건물에도 적용하
여 그 지역성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 그리
고 그 운용 기준이 되는 실제의 마치즈꾸리, 건축 계획에 대해 마스터 플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체적인 제안을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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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왼쪽부터  길을 중심으로한  축설정에 따른 마치즈꾸리 , 조닝설정에 따른 거점 마치즈꾸리 ,  다이마루유의 역사적 

경관을 기준으로한 스카이라인기준 설정  <참고: 大丸有再開発推進協議会、ゆるやかなガイドライン, 1998> 

○지하공간 매니지먼트를 통한 공익적 수익 사업 

다이마루유 지구(大手町、丸の内、有楽町)에서는 민관협의에 기반하여 다이마루지구 마치즈꾸리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상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신마루노우치 빌딩 앞의 [마루노우치내 지하광장]이 동경도가로사업과 미츠비시지쇼가 관계된 민
관협력으로 정비되었다.  마루노우치 퍼블릭스페이스매니지먼트의 유지관리업무의 대상은 동경도가 소유하
는 마루노우치 지하광장과 미츠비시지쇼가 소유하는 지하도로(行幸道路)이다.  

마루노우치 지하 광장은 동경도와 유지 관리 협정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의 일부
는 동경도가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기부담분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경도로부터 광고사업 허가를 받았
다. 동경으로부터 2007년 4월에 [동경도옥외광고물조례제5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용보행자의 일반교통을 

위한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광고 규제의 예외 구역이 되었다. 63 이러한 유지 관리 협정에 따라 동경도에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하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미츠비시 지쇼에도 비슷하게 광고게
시에 대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곧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공동체가 공간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광
고 수익을 확보하고 그 대신 공공공간 사용료를 주는 관계로 형성되는 윈윈 관계를 수법을 보여준다.  

 동경도, 치요다구, JR동일본, 동경메트로, NPO법인다이마루유’Area Management’협회로 구성된 [광고

                                                           
63国土交通省都市局まちづくり推進課、まちづくり会社等の活動事例集、活動類型別の代表的な 30 事

例の紹介、2012、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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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조사회]에서는 광고의 질, 내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행하여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지역을 위한 공
공성을 확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통행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관과의 조화, 단순한 기업선전이 아닌 지역의 활기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루노우치 지하광장은 대형멀티비젼을 설치하고 있는데, 동경도와의 협의에 의해 음량은 60데시벨 

미만의 조건으로 영상, 음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환경을 고려한 소음 제어는 실제로 여러 

다른 기업들로 구성된 공공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개
발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 있
는 것은 이러한 관리가 실제 수익과 바로 직결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
러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리가 곧 공익성으로 연계된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운영 관리에 관해서는 지하 공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 지관리와 다목적의 활동을 위한 소프트 면의 운
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중 소프트 면의 운영 관리는 관계자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 발신 등
의 공간 활용, 및 재해 시 일시 피난 장소로서의 이용 활용, 벽면이나 기둥을 사용한 광고 게재에 의한 수입
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협의로 결정하였다. 또한 NPO 및 방재 조직의 활동의 장으로서 지하 공
간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하 공간을 단순히 양적, 물리적 정
비의 대상이 아닌, 정보의 공유와 방재 등의 교육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입장이 아닌, 지역의 안전과 오픈된 활용을 유도하는 공적 책임의 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시사점이 있지만, 시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동경도 

전체의 상징적 역 공간으로 계획한 만큼 그 사용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공간을 누
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공간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 이는 개발자이자 공간 활용 기획
자인 미츠비시 지쇼를 포함하여 협의회 회원 전부가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적
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고, 일반 민간인들의 관심을 끌고 활용하게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하 공간들이 상호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간이어서 방향을 잃기 쉽다. 아울
러 동경도청의 지하도만큼 음산하지는 않지만, 시간대에 따라 사용도가 매우 다르다. 즉, 광활한 공간이 지
나치게 크게 개발되어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을 무
조건 크게 확장하여 연계하는 것보다 필수적인 지역의 거점을 연계하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물론 지상과 연계되는 중간공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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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동경역 지하광장의 활용, 왼쪽부터 동경역 지하광장, 지하공간을 활용한 방재활동, 각주의 광고를 활용한 

수익구조창출 

  

○지구 단위의 저탄소화 

1975년 전 후반기에 도입되었던 기존의 지역 난방 시스템이 교체 시기가 되면서 최신 시스템이 도입되었
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활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각각의 지역
난방 시스템을 네트워크하여, 운용 효율을 개선하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다이마루유 지역은 황궁이 위치하
는 지역으로 동경의 어느 지역보다도 주변 환경 계획에 깊이 있는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환
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성은 동경역 주변 재개발과 연동하여 황궁 애리어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는 가로수와 보수성포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의 

길을 창출하고 CO2 감소효과가 있는 녹화를 실시하
는 등의 사업이 그 내용이다. 이렇듯 다이마루유 지역
은 단순히 지역적 특성뿐 아니라 동경 전체의 상징성
을 갖는다. 이는 다이마루유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
서 지구 환경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 이러한 미래 지향적 선도 사업들은 이 

지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도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경역 ‘Area Management’가 많은 

기술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동경의 대표
적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역적 공공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
역적이란 의미 안에는 지역의 자원이란 뜻도 있지만, 지역의 인적 자원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다. 즉, 동경역 

주변의 기업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선진적인 엔지니어링 및 전기 회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기술을 통해 이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이란 측면은 여전히 ‘지역’의 기업들의 공생관계에서
만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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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페 및 밀레나리오 이벤트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자 협력을 실시해온 오픈 카 및 밀레나리오 이벤트 등은 참가자가 매우 많은 이
벤트이다. 이러한 오픈 카페 이벤트가 가능한 것은 [동경의 세련된 가로 경관 만들기 추진 조례, 東京のしゃ
れた街並みづくり推進条例]64에 의한 공개 공지의 사용 규제의 완화 덕택이다. 이는 앞에서 신주쿠 사례에
서 보았던 것처럼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달 매월 활용 계획을 동경도에 제출하여 활용 상
황을 검토받고있다. 본 지역이 단순히 오피스 건물만이 밀집한 장소가 아닌, 교류의 장으로서 변화하는 것에 

이러한 이벤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구 내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실행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우 퍼레이드, 에도천하제, 동경밀레나리오, 오픈 카페 등의 

운영을 실시하고있다. 동경밀레나리오는 2003년까지 280만명이 내방하였고, 협회가 운영하는 휴식소에는 

15,275명이 내방하였다. 오픈 카페는 2003년 5월 실시시에 7만 7천명아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65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이벤트의 특성은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아이디어가 기획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그리고 장소를 기반으로 방문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상권의 활
성화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역 중간 영역 

○ 공공경관 관리 

다이마루유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2005)에서는 도시 경관에 관하여 두 가지 형태 (경관조화형, 활기형성
형)의 경관 관리를 제안하였다. 경관상 중요한 공지인 마루노우치 역앞광장이나, 메인도로에 대하여 경관 연
속성을 배려하였다. 이를 위해 스카이라인을 통일화하거나 벽면의 연속성을 통일화하는  [경관조화형]에 따
라 정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내부길에 해당하는 나까도오리에서는 보행자동선의 결절점의 공간 등에다양
한 공지에 휴식 공간, 보행자 네트워크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저층부에서는 문화, 교류, 활성화 등의 기능이 

연속되도록 하는 [활기형성형]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활기 형성형 공공공간의 경우는 작은 도로에 의해 작게 분절되어있는 사유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64 이 조례는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공동재건축을 촉진하는 [가구재편마치즈꾸리 조례, 지역의 협의회가 

중심이되어 조직하는 일체적인 가로경관만들기활동을 지원하는 [마치나미경관즈꾸리 조례],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매력을 증진시키기위한 마치즈꾸리 활동단체를 등록하는 [마치즈꾸리 단체의 등록제도]등으로 정리할 수있다. 

이중 [마치나미경관즈꾸리조례]의 [마치나미경관중점지구]에 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조지구 및 시오도매지구, 

토요수지구 등이 지정되어  [수도동경의 얼굴로서 도심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새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65 特定非営利活動法人大丸有エリアマネジメント協会提供資料より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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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비를 적용한 도시경관 구축 – 열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드라이미스트 적용(2012. 마치즈
꾸리 가이드라인) 

동경역이 선진적인 기술을 확보한 대기업의 주류를 이룬만큼 그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진기술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가 물의 기화열을 활용해 도로를 시원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로에 적용한 것이다. 특히 보수성 포장 및 드라이미스트 적용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건축 옥상부의 태양
열흡수를 저감하는 고반사성 포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수, 지하 용수 등을 활용
해서 분수 설비나 식재 혹은 드라이미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열섬 현상에 대비하고 있다. 

○옥상, 벽면, 공개공지의 녹화율 향상(2012.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2012년 다이마루유 ‘Area Management’에서는 마치즈꾸리 가이드 라인을 통하여 옥상 녹화 및 벽면 녹
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건축물의 태양열 흡수를 감소시키고, 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녹화하여 

시원한 바람을 유입하였다. 그리고 빌딩 바람을 줄일 수 있는 상록수를 설치하여 공개 공지를 활용한 면적 

[그림 4-54]  왼쪽부터 :  연속적인 휴먼스케일의 도시경관을 확보,    경관형성형 마치즈꾸리의 이미지(왼쪽이 경관조화형, 

오른쪽이 활기형성형).  <국토교통성 ,’Area Management’ 추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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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공개 공지 네트워크를 계획하여 각 가구에서 공지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공지 연속형과 공지 집약형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전자는 

공개 공지의 연계동선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유형이다. 후자는 도로결절점을 중심으로 공개공지를 집약시
켜 지상지하의 일체적 정비를 추진하여,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건물 네트워크에 의한 집적 인프라의 정비 

여러 빌딩간 공동 집배 거점을 정비하여 물류 차의 진입을 최소한으로 관리하고, 물류의 효율화를 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정 애리어 내의 식재 물류에 관해서는 음식점, 호텔, 기업 식당 등의 수요처와 생산자
의 공급처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소비자 간의 공익과 함께 효율적 교통 동선 및 서
비스를 배분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지역의 공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물 네트워크에 의해 또 다른 인프라를 정비하여 수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자원
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은 곧 이용 목적에 따라 건물 단위뿐 아니라 가구 단위로 네트워크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우수 및 일반 저류조의 물을 활용하여 식재나 분수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우수와 중수의 저수된 수자원은 재해 시 음료수 및 화장실 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집적적 인프라의 활용은  ‘Area Management’를 통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곧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지역적 공공공간의 차이에 의한 결과
물이다. 즉, 행정에서 실행하기 불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 간의 타협으로 에너지를 절약
하는 것이다. 이는 흩어진 공간을 모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Area Management’를 통한 지역
적 공공공간의 특성이다. 

 

4) 지역적 공공공간의 지역관리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의 분석 

동경역은 협의회, 간담회, ‘Area Management’를 통해 지역을 통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유
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초기 미츠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광장과 대형 지하 공간의 활용은 방재와 정보 발신, 지역 홍보 등
의 공익적 활용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다양한 기업의 참여도가 늘게 되면서 분산적인 여러 공공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다. 특히, 동경역 주변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은 

관민 협력에 따른 간담회 조직에서 점차 포괄적인 참여관계로 나아가는 ‘Area Management’의 설립을 통
해 더 많은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적 공공공간의 활용으로 확장되어 갔다. 많은 기업
들이 위치하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재들이 서로 만나서 업무 환경 및 공공공간을 증진시키기 위
한 아이디어를 논하고, 기획할 수 있는 거점 공간들을 형성해나갔다. 또한, 지역적 공공공간이 대외적으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오픈 카페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이러한 오픈 카페를 기반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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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공공간이 구축되었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개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카도오리에는 도로에 면한 점포의 수가 10년전 5개에서 40개 정도 증가하였다. 66그리고 이는 ‘Area 

Management’가 실제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동경역의 영역적 확장의 계기는 더많은 도시주체의 참여와 장소성을 기반으로한 지역 커뮤니티 거
점의 형성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거점의 형성은 지속적인 지역 관계자들의 협의를 가능하게 하였고, 단
순히 형성에서 운용단계가 아닌 자치적으로 지역 전체를 위한 비전을 협의하고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마치
즈꾸리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은 지역적 공공공간들이 공적책임의 자치적 특성을 확보하엿음
을 보여준다. 대규모의 기업들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지역 공동체의 육성방식이 온전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
라고 보긴 어려우나, 기업의 이윤추구와 기술개발의 목적을 함께 하므로써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인재를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육성단계의 공동체의 가치를 갖는다. 종합적으로 공
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이 전반적으로 균형작힌 균형적 관리형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66 国土交通省 ,  , 事例番号 048 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まちづくり, 내부보고자료,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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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복합적 민간주도형 ‘Area Management’ - 아키하바라역 주변지구 

1) 역세권의 발전과정  

① 1단계 : 기반시설 정비기 

아키하바라지구는 전자, 전기 관련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890년 일본철도
의 아키하바라 화물 역으로 개업한 이후, 1945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역사가 전멸되었다. 그 후, 1951년에 

현재의 전기 상가 가로에 아키하바라 백화점이 개업되었다. 그리고 노점 정리 령과 함께 라디오상가들이 고
가 밑으로 모여들었다. 그 후에 근대적 형태의 상업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아키하바라 역 동쪽에는 옛 국철의 

화물 역사가, 그리고 서쪽에는 칸다(청과물시장)이 있었다. 이후 물류의 중심지로서 발전해온 아키하바라 지
역이 근대 시기의 물류 시스템의 혁명, 사회 경제의 변화로 1975년에 아키하바라 화물 역이 폐지되었다. 

1989년에는 칸다다 시장이 오오타 시장으로 이전하였고, 아키하바라 역 주변에는 6ha에 달하는 대규모 이
전 적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전 적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치요다구, 동경도를 중심으로1996년에 토지 구
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2단계: 재개발 단계 및 지역 문제 인식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도시기반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아키하바라 역에는 츠쿠바익스프레스 선로가 

개통되었다. 그리고 근대 유물이었던 아키하바라백화점이 폐점되면서, 새로운 역 빌딩과 아트레와 같은 새
로운 대형 상업 빌딩들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국가와 동경도, JR, 도쿄메트로, 개발사업자 간의 협력을 기
반으로 치요다구가 사업 주체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 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1998년에는 역을 중심으로 24ha의 구획에 대한 지구 계획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동서 시가지의 일체화와 

상업, 업무, 문화, 정보, 교류, 거주 기능의 도입과 환경 및 방재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 시가지 형
성에 대한 마치즈꾸리가 추진되었다.  

2001년 12월 도쿄는 이전 적지인 아키하바라 역 주변의 아키하바라 1블록 및 3블록(치요다 구 소토칸다 

1초메 및 소토 칸다 4가, 옛 칸다 시장 철거지)의 1만 5728m를 경쟁 방식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2002년 2

월에 NTT도시 개발(NTT都市開発) - 다이비루(ダイビル)- 카고시마 건설(鹿島建設)의 공동 계획 방안이 채
용되었다.   

동경도는 당시 아키하바라지구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2002)이 제시되었다. 관민 협력을 통한 개발의 기
본적 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마치즈꾸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아키하바
라역주변지구 마치즈꾸리 추진협의회(A 테이블)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마치즈꾸리 협의회는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정비를 중심으로 의견 협의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창
의적이고 활동을 주도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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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단계: 지역 관리 조직 단계 

2002년 4월부터 현지 주민과 상가 개발 사업자, 행정, 이렇게 3자가 함께 이른바, A테이블이라는 협의회
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에 동경 아키하바라 전기 상가에 국토교통성의 [아키하바라전기
가지구 TDM실증실험]이 시행되었다. 이 실험은 많은 관계자들의 교류를 통해 교통의 안전 및 편의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특히, 주차장 부족난과 불법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요다구가 중심으로 

주차장 효율 이용과 관련된 여러 시도를 해왔던 시기였다.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 단체로 두각을 낸 타운매니지먼트의 등장은 그 이후이다.  2005년의 츠쿠바 익스프
레스 개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아키하바라 역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범죄 및 풍기문란, 치안 악화, 

쓰레기 문제 등의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위법 주차, 방치 자전거 등의 교통 공간의 무질서
로 생활 환경이 저하되었다. 또한 대량의 상업 건물의 건설에 따라 기존 건물들의 고령화나 공실증가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역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이러한 지역의 문제 의식은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주체자들
의 새로운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의 풍기와 위생 향상을 위한 지역공헌활동은 주민 자치회(초
카이), 상점가 및 개발 사업자 등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 이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
영하자는 움직임이 촉발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가 2007년에 설립되었다. 이
를 설립하는 데 약 5년에 가까운 검토 기간이 필요하였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설립 준비회의 회의를 거쳐, 

2007년 [아키하바라 TMO발기인회]설립을 계기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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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공공성의 3요소분석 

① 공적책임 

국토교통성에서는 도시권의 공공 교통 이용의 촉진과 물류 효율화를 위해 TDM(Transportation 

DemandManagement) 사업67을 실시하여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차 및 도로이용방법 변경]에 대한 실험들
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 관계자인 학계, 지역 주민, 기업, 물류 사업자, 행정 

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키하바라 물류 효율화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지원을 받아 상업 밀집 시가지에 대한 물류의 활성화와 지역 내 교통 효율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
처럼 국토교통성의 TDM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과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아키하바라의 지역 공
동체와 기업,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연계 체계가 구성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008년 6월에 보행자찬국에서 발생한 아키하바라길 살인사건은 전국을 공포로 몰고 간 사건이었다. 25세
의 남성이 계약직의 인생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2톤 트럭으로 보행자를 무차별로 공격하여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범죄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도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를 바탕으로 [아키바21]이 탄생되었다. 치요다구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전, 안심패트
롤 및 청소 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변 쓰레기 투하나 자극적인 퍼모먼스 금지 등의 지역 규칙을 정
하는 지역 협정 [아키하바라협정]을 책정하였다.  

2008년에는 학계, 자치 주민회, 상점가, 전기상가 등의 지역 단체, 기업, 경찰, 소방, 행정이 포괄적으로 참
여하는 [마을매력향상을 위한 도로등의 공공공간활용검토회]가 발족되었다. 여기서는 안전, 안심 마을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마치즈꾸리의 종합적인 검토가 실시되었다. 방범 패트롤 및 캠페인, 방범카메라 설치 등의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키하바라협정]이 지역의 자주 협정을 통한 규칙으로 제정되었다.68  

어떻게 보면 관계없을 것 같은 패트롤이나 청소 행위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은 공간 

관리를 매개로 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공적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소통하여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것과 관련
된다. 이는 결국 지역을 유지하는 공통의 “룰”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러한 패트롤 활동은 단순한 공익적 활동을 너머 일반주 민들이 공적 책임을 갖고 지역을 지
키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지역의 위기와 범죄가 공동체를 움직여 지역인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부여한다.  

                                                           
67 TDM 실증실험제도는 2001 년부터 국토교통성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 사업법위는 물류의 공동화의 공간확보, IT 에 

의한 물류의 효율화,  보행자 우선공간 창출, 지구내 순환형 공공교통, 주차장 매니지먼트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경찰본부,  지방정비국 및 지방운송국이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있다. 国土交通省、TDM(交通需要マネジメント)실증실험, 

htpp://www.mlit.go.jp/sogoseisaku/tdm/tdm_.html  
68 치요다구 홈페이지/중심시가지 활성화, 아키하바라에 지역의 자주룰 [아키하바라협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02  

http://www.city.chiyoda.lg.jp/koho/machizukuri/toshi/shigaichi/chushin/jishu-rule.html 



278 
 

이처럼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룰을 세팅함으로써 지역의 공적 책임은 지역인 모두의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스스로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키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공적책 임
의 확장은 명확한 목표와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동 단체들에 의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규약을 자주협정으로 구체화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적 책임이 확산된 의의이다.  

 [지역연계협의회-아키바21]이 자주적으로 구축한  [아키하바라 협정]에서는 아키하바라의 지역특성을 첨
단 기술 및 비즈니스 집적의 문화 창조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는 이용자 및 방문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지
역 규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상 흡연 방지, 도로 사용에 대한 규제(광고물, 

간판, 위법판매, 방치자동차 및 자전거, 위험한 퍼포먼스 등)와 방범 방지를 위한 협력, 지역 환경의 미관 유
지(청소,유지관리), 이웃을 고려한 영업 행위(소음, 장애물, 야간업소의 관리)등 으로 구성된다. 69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의 규칙을 지정하고, 자치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자치적인 공적 책
임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지역 관리를 위한 공동체 (누가 참여할 것인가, 어떤 조직) 

○아키하바라역 주변지구 마치즈꾸리추진협의회(2002) 

아키하바라 지구의 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 치요다구, 마을자치회(地元町会), 개발 사업자가 참가하는 아키
하바라 역 주변 지구 마치즈꾸리추진협의회(2002)가 설치되었다. 당시 협의회의 참여자는 IT센터, 카고시마 

건설 사업자를 중심으로 카지마건설(⿅島建設), 후지소프트ABC(富⼠ソフトABC), 요도바시카메라 등의 

                                                           
69 아키하바라 인포메이션 홈페이지 http://www.akiba-information.jp/ 

 조성시기 관리시기 
주체 공적책임의  성과물 공공공간의 규제 및 변화 공적책임의  성과물 공공공간의 규제 및 변화 
국가   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주차장,  

동경도 2002아키하바라지
구 마치즈꾸리 
가이드라인 책정 

관민협력에 의한 개발유도의 기본적 
사항 
도시계획주차장 결정(2003) 
아키하바라역동구광장정비(2005) 
동서자유도로정비(2005) 

  

시나가와구     
마치즈꾸리 
추진협의회(
2002) 

   보행자 네트워크형성 
JR고가밑 활용, 보행자 안내,유도,  
주차장안내, 유도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
먼트㈜(2007) 

   미관추진사업 / 교통,치안유지사업 
시설, 지구정비사업 / PR,관광추진, 
산업창출사업 

아키바21    아키하바라협정 
 

안전, 안심패트롤 및 청소활동  
도로활용의 미관유지관리 
도로변 쓰레기 투하나 자극적인 
퍼모먼스 금지등의 지역룰을 정하는 
지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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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시작으로 소토칸다(外神⽥)지역의 주민협의회(町内)회장, 치요다구, 동경도 등 29명의 담당자와 

6명의 오브저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아키하바라역 주변지구의 마치즈꾸리에 관한 조정과 자주적 마
치즈꾸리 추진을 실시하였다. 

 

○’Area Management’ 조직구성 

아키하바라 TMO 애리어매니지머트 조직은 주식 회사로 설립하였다. 지역마다 이러한 ‘Area 

Management’ 조직 유형을 선정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가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関幸⼦専 인터뷰에서 출자자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환원할 수 있으며,  행정으로부터 자립적인 조직
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대답했다. 70 그러나 실제로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의 대표
는 치요다구부 구청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아키하바라 TMO가 관 조직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자금 출처
는 미즈호 은행과 산업 신용 금고 아키하바라 지점으로부터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관
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  

아키하바라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 대한 한 연구71에서는 기존의 마치즈꾸리 조직이 있었지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난 이유에 대하여 인구의 증가와 함께 초카이(町会)와 같은 지역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도시 변화에 따른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주민 자치회 회원의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의 새로운 이슈, 즉 새로운 아파트 주민 및 원룸 거주자 등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조직의 역할을 보완하고, 행정과 협조적인 관계에서 재개
발에 대응한 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이다. 여러 이해 관계
자들 사이에서 중재와 조율을 시도하는 조직인 만큼 많은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갖고 함께 활동해가고 있다.  

이들의 활동 목적은 거리의 미화, 교통, 치안과 함께, 아키하바라의 특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005년
에 연구회를 시작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초기 애리어를 선정하는 것에서 기존 전자상가 지역은 제외하
였다. 이는 기존 상권이 강한 지역의 경우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Area Management’를 실시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었다. 개발 애리어를 중심으로 한 영역을 ‘Area 

Management’의 대상으로 선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대기업의 개발 사업자가 영리 기업으로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관계자들도 고려하여 마치
즈꾸리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개발 이후의 마치즈꾸리의 주체가 되는 ‘Area 

Management’ 조직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개발에 따른 2,000대의 주차장 정비 및 교통 체제 

                                                           
70 行政はアキバをどうしたいのか――「前例のない街」に挑む千代田区 (1/2), 千代田区 まちづくり推進部都市計画課長 

山口正紀氏, ITMEDIA, 인터넷신문 
71 上前 隆行, 都市における地域貢献活動の空間的展開と地域住民・地域外住民間の媒介役としての役割に関する研
究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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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물리적인 도시 정비의 과제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공간(하드)을 활용한 마치즈꾸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2005년부터 지역 주민, 주민 자치회, 주민, 개발사업자, 상점가, 전기 상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제 3섹터에 의한 ‘Area Management’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조직 형태
에 대하여 NPO나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형태들이 논의되었다. 이러던 중에 치도야구가 주요주주가 되는 주
식회사로 하는 것으로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 주식회사(2007)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치요다구의 전
폭적인 출자에 의해 설립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출자금은 64,900천엔이며, 이 중 치요다구
의 출자비율은 64.2%로 가장 크고, 기타 출자자는 28명으로 지역기업이 53.8%에 해당한다. 종업원수는 총 

6명으로 아키하바라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마치즈꾸리 회사로서 시작하였다. 

법류상으로는 영리 기업이지만, 이익을 재분배하지 않고, 지역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주
식회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는 단계적으로 전자상가지역의 전기가 진흥회
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한편 기타 단체와도 연계를 구축해나가면서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그
러나 초기 영역 설정에서 재래 상가 지역의 상인들을 수용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새롭게 공동체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래 상가와의 포괄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의 영역 확장으로 어느 정도 갈등을 좁혀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
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은 역 주변의 대형 상가 군의 전략과 역 중간 영역의 소매 상인들의 전략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리어가 분리된 것이 관리 성격상 크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Area Management 조직처럼 지역전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
역룰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Town-management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활발한 활동
을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Area’에 포함되지 못한 소매상의 경우는 거꾸로 

커뮤니티가 분리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표 4-32] 아키하바라 ‘Area Management’ 조직의 개요 및 관계도 

   

조직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 (2007) 
법적근거 회사법 
구성원 지역관계자(치요다구 64.2%, 지역상점회, 단체, 

개발사업자등_ 
자본금 64,900,000엔 
관련 
협력단체 

아키하바라지역연계협의회 아키바21,  
쵸카이(주민자치회), 상점회,  
추자장관리회사, 자판기관리회사, 

주요활동 미관추진사업 / 교통,치안유지사업 
시설, 지구정비사업 / PR,관광추진, 산업창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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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계협의회-아키바21[秋葉原地域連携協議会「アキバ21」（旧：地域連携部会アキバ21） 

아키바 지역에 2008년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을의 매력향상을 위한 도로 등 공공공간활용검토회]

가 결성되었다. 참여자는 학계 연구자, 주민 협의회(町会), 상점가, 전기 상가로, 지역 단체, 기업, 경찰, 소방, 

행정 등의 협력으로 구축되었다. 현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치즈꾸리를 베이스로 종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검토회는 [아키바지역위원회]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지역연계부회[아키바21](구성원: 

주민협의회, 상점가, 전기상가)가 성립되어 방범 패트롤 및 캠페인, 방범 카메라 설치 등 방범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였다. 특히, 지역 연계 부회 아키바21은 지역 사람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자주규칙(自主ルール)이다. 

이들은 [모두가 협력하고, 안전,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아키바]를 모토로 [아키바협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은 기존의 지역연계부회[아키바21]이라는 이름에서 [아키바지역연계협의회-아키바21]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 협의회의 구성 멤버로는 주민 협의회(万世橋地区町会), 아키히바라 전기 상가 진흥회(秋葉原電気街振
興会), 아키하바라 중앙 통로 상점가 진흥 조합(秋葉原中央通商店街振興組合), 아키하바라상점가 진흥 조합
(秋葉原商店街振興組合), 아키하바라 역 앞 상점가 진흥 조합(秋葉原駅前商店街振興組合) 등이 있다. 이처
럼 대표적인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는 공공공간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들의 협력 없이
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키하바라의 사례는 비록 관주도형의 아키하바라 TMO와 주민주도형의 지역연계협의회 

아키바21로 Area Management 조직이 분리되어있지만,, 비교적 균형적으로 관민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관에서 Area Management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민간과 연구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협력관
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③ 지역관리의 공익성 (목표설정) 

○지역의 역사적 상징물인 아키바 백화점의 재생 사업(地域コンセンサス形成事業（秋葉原デパート） 

1951년부터 아키하바라의 상징이 되어왔던 아키하바라의 바라 백화점 (통칭 아키하바라 데파토)은 2006

년에 공식적으로 폐점하게 되었다. 이 백화점은 JR아키하바라 역과 연결되어 있어 전기 제품 이외의 여러 

상품을 취급하였고, 교통 박물관도 자리잡아 아키하바라의 명물이자 상징이었다. 그러나 암시장, 전자상가, 

PC타운, 오타쿠 거리 등 빠르게 변하는 아키하바라의 경제, 문화에서 도퇴되어 폐점하게 되었다. 

 

○ 지역 광고를 통한 산업 창출 사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익 활동은 애리어프로모션 사업과 광고 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이중 홍보와 관련
된 사항은 TMO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키하바라 전체의 공익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전자 상가 군의 진흥
회 조직과 협력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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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치요다 구 및 동경도와 협의, 연계하여 아키하바라의 공공공간에서 광고사업을 실시하였다. 동서 역
전 광장 부근에서 가로등을 활용한 광고 및 JR아키하바라역 쇼와도오리입구의 광장에 있는 디지털 사인의 

광고판 역시 정비하였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광고판과 홍보물로 지저분해지기 쉬운 도시의 경관을 정
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그리고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은 TMO의 운영, 유지비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새롭게 동경도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 모델 지
구를 지정 받아, 게시 내용 및 게시 장소등에 대한 사업들을 만들어갔다. 

 

○미관유지 사업- 청소(AKIBA Smile) 

매주 일요일마다 보행자천국실시와 맞추어 지역의 일반 자원 봉사자들과 아키하바라지구의 청소를 실시
하고 있다. 아키바 스마일은 2007년부
터 시작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청소 및 

환경미화(식재),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으로
부터의 봉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키하바라의 자원 봉사 네트워크는 점
차 증가하고 있다.72 이러한 미관 유지 

사업은 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 있다. AKIBA Smile에는 또한 Akiba Smile카
드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일반 교통카드인 PASMO와 SUICA,등의 시판되는 카드와 웹상의 시스템을 

연계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즉, 청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Akiba Smile Point를 웹 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경품을 받거나 아키하바라의 연계된 상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유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카드사들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반 년 

정도 10장소의 가게에 모델사업으로 적용하고 있다.  

 

¡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공익성을 확장시키기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는 환경 정비와 주차장 관리 및 치안 유지 등의 부동산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 지원 서포트를 통한 지역 내 인재 육성과 아키하바라 내의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키하바라만의 지역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73.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다른 ‘Area-manangement’조직에 비해 실험적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72 아키바 타운매니지먼트 홈페이지, 사업안내 Akiba Smile http://www.akibatmo.jp/business/beautification.html 
73 아키바경제신문,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의 성립배경과 이제부터,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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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아키바UDX 쪽에 해당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익성을 확장시키는 과정도 UDX에 비하여 지
역 환원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개선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판단된다. 

 

3) 역세권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의 관리 

 

① 역 및 철로 공간 

2002년부터 개발협의를 진행해오면서 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해왔는데, 이러한 활동의 범위는 그들의 모임장소와 활동 거점들의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의 

아키하바라역동구광장정비와 동서자유도로정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공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었다.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 주식회사(2007)의 위치는 동서자유통로내에 위치하여 교통치안유지 및 공공
시설활용을 통한 지역산업창출등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역과 직접 연계된 공간에서는 초기에 진행
된 출구간 연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과 주차장 정비 및 광고 및 홍보사업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역은 다양한 철도 회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지고, 출구가
틀릴경우 정산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민간개발의 폐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이전되는 폐
해를 아키하바라 역의 공간상으로도 파악할수 있다. 특히 철로에 의한 지역단절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 아키하바라역은 소부선〔総武線〕과 케이힌토호쿠선〔京浜東北線〕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출구를 잘못나갔을 경우 다른 출구에 나갈수 없는 등 불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아
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가 실행한 첫번째 사업은 JR역의 콘코스를 넓히거나 연속통로를 만들고, 4개의 출
구를 왕래할수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두번째로 재개발에 맞추어 조성된 2000대의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화물처리용 차량과 자가용차가 

혼잡된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도시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
웨어가 문제란 것을 파악하게 된다. 즉 주차가 가능한 위치확인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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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아키하바라역 지역적 공공공간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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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3]  아키하바라역  역세권의 ‘Area Management’ 조직별 활동체계 <저자작성> 

 공동체 공동체 구성 목적 및 대표사업 공공공간의 활용 
역 및 
선로공간 

마치즈꾸리 
추진협의회 

치요다구, 동경도 
주민자치회(6초카이) 
재개발협의회, 동부상점가 
개발사업자,  

치요다구가 중심되어 
지역관계자들과 일체가 되어 
아키하바라역주변의 매력있는 
지역을 창출하기위한 협의회구성 

보행자 네트워크형성 
JR고가밑 활용, 보행자 안내,유도,  
주차장안내, 유도 
 

역 
중심영역 

아키바TMO(주식회사
아키하바라타운매니
지먼트) 

치유다구, 역앞재개발기업 8개사, 
전기가진흥회, 상점가, 
지역주민자치회(町会) 

재개발완료시 방범, 청소등의 
마을의 소프트면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관리, 운영, 
미관유지 및 관리, 교통치안유지, 
시설지구환경정비, 관광촉진, 
산업촉진. 

아키하바라역 북구 역전광장에서 
집합, 역앞 광고스탠드 설치.  
주민자치회 게시판 게시, 
AKIBA Smile청소, 패트롤활동, 
카드사업(산학연계추진기구와 
협력) 

아키하바라UDX 신산업문화창출연구소   UDX오픈까페 
아키하바라역주변마
치즈꾸리연구회, 

「あきば通」実行委員会, 
아키하바라역주변마치즈꾸리연
구회, 아키하바라 it캠퍼스, 
、鹿島建設株式会社、株式会社
千代田園 

약 220명넘는 회원으로 
청소자원봉사를 모집하여 
년1회실시중 

아키하바라역 청소모임의 
집합장소는 역앞 빌딩인 UDX빌딩 
공개공지 
 

NPO리코리타 아키하바라 음식점포,  국토교통성의 긴자 PR사업을 
수탁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업개시. 마이백활동 추진, 
아키하바라환경회의 

아키하바라역앞 광장거점으로 
재개발지역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활동 

역중간 
영역 

치요다구합동패트롤 치요다구, 각자치회(町会), 각 
지구환경미화정화추진단체 

지역환경유지를 위해 미화조례를 
책정하고 패트롤 개시. 
치요다구생활환경조례를 
기반으로 노상장애물 및 
방치자전거의 주의 및 권고, 
청소활동시행 

집합장소는 역 앞뒤 
광장근처(중심공간) 
노상흡연지구를 지정. (2008) 
환경미화, 
환경정화추진모델지구지정(2008) 

NPO산학연계추진기
구 

아키하바라의 산학연계, 
산관학연계의 모체 

재개발집객, 오피스, 산학연계, 
데타센터등을 목표로, 
산업창출소재연계, 산업창출의 
리스크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한 
환경구축을 추진함 

 

아키바테크노그러브 산학연계플로어 입주자(대학, 
기업, 연구소, 독립법인)으로 구성 

[산학연계를 통해 상호교류의 
장을 창출하고, 활동PR및 
정보발신의 장으로서 세미나 개최 

 

아키바실증필드(秋葉
原先端技術実証フィ
ールド推進協議) 

첨단기술연구를 행하는 
대학,(동경대, 오사카대, 등) 
기업(히타치), 연구소등으로 구성 

아키하바라 테크노구상]중 
첨딘기술 활용을 목표, 테크노 
베드, 테크노 마켓의 장을 실천 

역 중심영역의 상업공간에 
지역정보단말기설치, 
아키바로봇운동회등의 이벤트, 
방범방재를 위한 
피난유도서비스의 전시  

일본투어리즘 
산업단체연합회 
동경부회 아키하바라 
프로젝트 

교통성, VJC사업본부, 
전기가진흥회, 
역앞상점가진흥조합, 전기점,  

상점회에 관광부회가 설립되어 
Yokoso Japan캠페인과 함께 
관광객유도 이벤트 및 투어, 
광고사업진행 

 

NPO아키하바라관광
진흥협회 

TIJ, 전기가진흥회, 
역앞상점가진흥조합, 전기점, 
관광업자 

TIJ동경부회상업부문의 활동을 
연속하여 주민중심의 NPO로 
전개됨. 지역내 연계강화에서 
지역브랜드향상, 

 

역주변영
역 
 

CET (2003~2010) 東京 R 不動産 , 아트, 디자인, 
건축복합이벤트,(台東デザイナー
ズビレッジ卒業生) 

지역의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건축 및 예술전시를 개최 

약 4000개가 넘는 직물, 의복관계 
가게들이 집적되어있는 곳의 
빈점포 및 창고를 활용하여  

 2k540 (2010) AKI-OKA 
ARTISAN 

주식회사 JR동일본도시개발(株式
会社 JR東日本都市開発) 

다이토구 디자이너빌리지 졸업생 
네트워크(台東デザイナーズビレ
ッジ卒業生) 

공방과 숍이 일체화된49개의 
새로운 점포 생성 

주차장과 창고가 있던 
아키하바라역와 
오카치마치역사이의 고가밑을 
활용한 아트리에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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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 타운 매니지먼트는 아키하바라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을 고려하여 아키하바라역 및 역앞 

공공공간을 매개로하여 광고 및 홍보효과를 기획하였다. 지역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의 안내뿐 아니라, 지
역 전체를 위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위해 설치되었다. 컨텐츠에는 단발적인 광고보다는 지역과 연되어 내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광고를 검토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광고내용과 사이즈, 과금등은 클라이언트와 타
운매니지먼트의 디자인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곧 타운매니지먼트가 시경관의 조정에 있어 민간과 행
정의 협의에 의한 상세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중심공간 

○주차장 관리를 통한 지역 정보의 공유 

 국토교통성의 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사업은 역세권 중심 영역에서의 주차장 관리
를 통한 ‘Area Management’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지역 관계자인 학계, 지 역주민, 기업, 물류 사업자, 

행정 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키하바라물류효율화실행위원회가 중심이 되
어 행정과의 조율을 통해 역세권 주변의 68개정도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율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사업자로부터 자
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부터 단순한 주차 정보뿐 아니라, 

점포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지역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주차장에 접근할 때에 좀더 알기 쉽게 주차장 입구
를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에 미리 만석여부를 표시하여 관리하자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74 2005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에서부터 학계, 교통 

관리자(경시청), 도로 관리자 즉, 기존에는 행정 내부에서 결정하던 이러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민간에 오픈하여 문제 의식을 공유하였다. 이는 실천 

                                                           
74池田佳代子、  交通を基点とした秋葉原のまちづくり、特集、富士通総研、 FUJITSU.59, 3, p.297~303,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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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공공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들은 아키
하바라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이나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교통 관리자(경시청) 

및 도로 관리자(국도사무소, 동경도, 치요다구)와 협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간 중에 설치하는 간판의 형
태 및 기록방법, 설치 장소 등을 조율하고, 각 장소의 조정을 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빈빌딩를 활용한 오픈 공연 실시  

아키하바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빈 점포를 활용한 라이브 하우스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아키바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는 연 1회 청소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집합 장소인 도유
지가 재개발 문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폐관하고 있었던 UDX빌딩의 공개 공지로 이전하여 활동을 개
시하였다. 
 

○아키바 브릿지 및 동서 자유 통로에 광고 관리 

초창기 아키하바라 TMO가 관심을 기울인 사업은 광고 사업과 환경 미화 사업이다. 광고 사업은 치요다구
와 연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MO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아키하바라 동서자유통로와 아키바 브릿지 및 

주차당 등과 같은 공공공간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료를 마을 만들기 사업에 순환 투자 하고 있
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지역적 공공공간의 차이가 될 수 있다. 개별 사업자의 수익 구조가 아니
라, 지역 전체를 위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고 내용이나 게시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 기
업이 독점하거나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역앞 인포메이션 센터 정비를 통해 정보발신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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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는 역 앞 인포메이션 센터 [아키
바인포]에서는 점포 정보 및 행정 정보를 정리하였다. 이것과 선진기술로
부터 전기 부품, 문화 이벤트, 전시회, 학회,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지역 정
보들을 일체화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방문객
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집객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위치가 아키하
바라역에서 연결되는 UDX건물 2층에 위치한다. 따라서 기존의 아키바하
라 UDX오픈까페등의 마치즈꾸리 네트워크와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그리
고 역에서 바로 접근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관리자 양측모두, 물리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가까운 위치
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보통의 지자체나 공사에서 만드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다른 점은 지역의 유명한 장소들이 보여주는 물리
적 정보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 이벤트, 전시회, 학회, 심포지엄 등 살아있는 지역정보들
을 공유하고 하고 있다는 점과 차별화된다. 또한 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지도 이곳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거리에 지저분하게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
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상가와의 긴밀한 타협과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NPO조직이 

이러한 의견 조율 및 홍보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둔다. 

  

○아키하바라 UDX 오픈 카페 및 컬리지 

 UDX오픈 카페는 아키하바라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는 매우 편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연계하고 교류시키는 지식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키하바라 UDX오픈 카페는 첨
단 과학과 기술, 미래의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첨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 활동 조직 

등에 의한 교류를 중심으로 워크숍, 세미나, 행사 등을 벌이는 창조 거점이다. 이들은 교육·연구 기능 및 마
케팅 기능의 워크숍,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워크숍은 이 지역의 특수성과 국제
화된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특화된 운영 방법이다.  

이들은 소규모 연구회, 연수회 강연회 스터디 그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쥬니
어 워크숍, .학술적, 업계적으로 전문적 지식에 의한 인재 육성 연수 등 전문가용 워크숍, 학계를 넘어 지식
의 교류에 의한 산업 창출과 문화 진흥을 위한 워크숍, 외국인을 위한 인터내셔널 대응형의 워크숍 등 아키
하바라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교류할 수 있는 워크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키하바라 

UDX가 관계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로는 리소나 은행이 출자한 신산업 문화 창출 연구소가 있다. 여기서는 

UDX와 같은 건물에서 거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림 4-625] 왼쪽: UDX 오픈 칼리지, 전자상가 주변의 정보제공을 위한 단말기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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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서비스의 연계 

이러한 국토교통성의 지원과 별도로 총무성에서는 위탁 연구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실증기술 연구개발]

이란 수탁 연구 과제로 아키하바라선단기술실증필드추진협의회의 [아키하바라신기한교류공간]이라는 지역 

정보 공유 네트워크 사업이 2007년에 실시되었다. 주식 회사 히타치 제작소와 NPO법인 산학 연계 추진 기
구가 중심이 되어 아키하바라 전기 상가 및 치요다 지구 등의 지역 주민관계자와의 협력을 통 

해 실증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아키하바라 역 중앙길(中央大通り)전자 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전자 제품을 사러온 방문객들에게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키하바라 거
리의 물리적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사이트를 연계하여 커뮤니케이션 지원사업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공공공간인  “실증적 모임공간”은 치요다구가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 개
발은 히타치 제작소와 대학들이 참여하여 개발, 그리고 서비스 운영은 히타치와 함께 NPO법인  

산학 연계 추진 기구가 관리하였다. 이러한 지역 공간과 지역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을 

위한 단말기의 제작 및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말기의 설치 협력은 UDX를 포함한 주변 상가들이 제공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컨텐츠를 풍부히 하기 위해서 NPO법인 산학연계추진기구는 지역의 여러 협
력단체와의 연계관계 형성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를 포함하여 아키하바
라 전기 상가 진흥회, 아키하바라 상점가 진흥 조합, 아키하바라 중앙 통상 점가 진흥 조합, 아키하바라 축제
2007, 아키하바라 UDX, AKIBA-ICHI, 아키바 경제 신문, 아키바가이드 닷컴 등의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협력
이 이루어졌다.  

또한 NPO법인 산학 연계 추진 기구는 이외에도 [아키바로봇운동회2007]와 같은 일반 주민들이 함께 참
여하여 즐길 수 있는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개발한 단말기를 

단순히 정보의 교류뿐 아니라, 주민들이 재해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의 역할도 담당
하고 있다.    

즉, 이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결국 지역의 공공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은 지역 상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지역 단체들의 도움이 있을 때 더욱 실증적이
고 실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등록제 자전거 주차장 

동경은 자전거 사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세권 어디든지 자전거 방치가 매우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 역세권 내에 방치된 자전거는 구에서 임의로 수거하여 외곽 지역의 자전거 보관소에 옮겨 삼천엔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에서는 고가 

하부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 등록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2시간 내 주차는 무료, 24시간마다 100

엔이라는 저가에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4,000엔이라는 무
거운 과태료를 징수하여 되도록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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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앞 도로변 가로등 및 광고물 관리 

역 앞에 놓이는 여러 종류의 광고물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치와 높이, 폭 등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거
리경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고 요금은 10개, 14일간 기준으로 1,500,000엔이며, 제작, 가공비, 운
반비등은 별도로 받고 있다. 또한 사이즈는 폭 600mm, 높이 1,100mm로 한정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사 및 디자인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선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의 엄격한 기준은 곧 

거리 환경과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 조정의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키하바라 

TMO에 의해 이렇듯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구청의 밀접한 관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시 경관문제에 대한 신속한 규제 및 관리의 가능성은 관주도형 ‘Area 

Management’ 조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키하바라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표현의 

매력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 다행히 이러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재개발되어 새롭게 생긴 공공공간들이다.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래 상권과 가까
운 지역에 대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체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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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간공간 

○ 츄오 도로 보행자 천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방재, 방범 활동과 Akiba Smile 

아키하바라 지역 연계 협의회 [아키바21]는 아키하바라 길 살 인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패트롤 활동은 단순한 공익적 활동을 넘어 일반 주민들이 공적 책임을 갖고 지역을 지
키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위기와 범죄가 공동체를 움직여 지역민에 의해 관리되는 지
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
먼트 주식 회사의 이키하바라 청소 실행 위원회가 중심으로 Akiba Smile이라는 청소 활동 및 이벤트를 실시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기업들의 사내 자원 봉사자들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재개발 지역의 애리어
매니지머트로서 설정된 중앙길을 중심으로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가 2008년에는 쇼와길측까지 

범위가 확장되어갔다.  

보행자 천국이란 용어는 한국의 차 없는 거리와 유사한 것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 차도 부분을 포함한 도
로 전체를 보행자가 걷도록 하는 조치의 통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일 및 시간대를 지정해 실시되는 

것 이외에도 연중 무휴 전일 실시되는 곳도 있다. 

 

④ 주변 공간 

¡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공방 형성 

아키하바라역 의 주변 공간이자 다른 역의 역세권에 포함되는 영역들에서는 다양한 분산된 지역 공동체
의 활동이 있다. 이 사례는 아키하바라 TMO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JR동일본 도시개발에서 개발한 사례
이다. 이는 아키하바라역과 오카치마치역의 고가 아래에 빈 공간을 활용해 아트리에숍을 형성시킨 공간이다. 

그곳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일반인도 제작체험이 가능한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을 통해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성 있는 점포들을 창출해내고 지역적 상업 문화
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공간이 다른 역세권의 공공공간과 다른 이유는 지역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다. [모노즈꾸리]라는 장인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변 지역이 전통적으로 가내 수공업과 종이, 공예 재료 등 재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장인문화를 현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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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 주체는 CET(Central East Tokyo)로, 이들은 디자인, 건축의 복합 이젠트이다. 이들은 크리에이터
로 활동하는 멤버를 중심으로75 지역 재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애리어 내에 점적으로 존재하는 빈 

빌딩들을 활용하여 디자인, 건축전시를 개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티스트에 의한 라이브 공연, 파티, 

프리마켓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애리어 전체 (神田・馬喰町・浅草橋・日本橋) 를 연결하는 문화 애리어
를 형성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철로 밑 공간을 활용한 2K540의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활동
이다. 이러한 활동의 주체들은 동경 디자이너 빌리지의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CET의 부동산팀을 담당한 동경R부동산은 리노베이션 및 컨버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 단체이
다. 이들은 이러한 빈 건물을 활용한 지역 거점 공간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는 대표적 단체이다. 이들은 전국
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묻어나는 건축공간들을 선별하여 리노베이션
하고 생활과 지역활동에 적합한 공간들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건축설계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단체의 활동과 네트워크, 그리고 활용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재탄
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종합적 고찰- 아키하바라역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키하바라 TMO가 행정과의 공적 책임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아키하바라 협의회 21은 행정으로부터 자립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 중심의 단체라고 볼 수 있
다. 비록 타운매니지먼트 쪽이 역세권을 코어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키하바라협의회 21

은 자발적인 참여로 중간 영역까지 관리 활동을 참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에 TMO가 행정의 협의 외 공적 책임을 중시하며 지역전체의 정보공유를 실천하는 ‘자치적 관리형’ 이
라고 한다면, 아키하바라협의회21은 공동체 연계를 중시 여기고 상인 회원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른 공공성의 요소도 비슷하게 만족시키는 ‘균형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와 오픈 대학을 실시하는 아키하바라 UDX의 경우는 지역내부를 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인적자원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UDX역시 인적자원을 중심
으로하는 공동체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육성적 관리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UDX의 경우는 장소가 건물 하나를 중심으로 그리 널리 퍼져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작은 범위 안에서 집
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었다. 

                                                           
75 許伸江、東東京エリアの地域活性化の現状と課題、跡見学院女子大学マネジメント、第１５号、2013.3,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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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하바라역은 동경의 대표적인 전자 상가라는 지역 특유의 특성이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꼭 지역 내부
의 주민이 아니라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체제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간이다. 실제 아키하바라 

역의 ‘Area Management’에 관여하는 활동 단체들을 살펴보면, 지역에만 한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다. 이들은 아키하바라라는 지역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여러 정류의 NPO와 지역공
동체가 혼재되어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공동체가 많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Area Management’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키하바라 ‘Area Management’주식회사는 다른 사례에서는 공간을 활용한 수익
구조가 발생되는 지역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 단지 간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연계하
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기업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재개발 이후의 지역 유지와 관계된 청소나 방범 패트롤과 같은 지역 전체의 쾌적성과 방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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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학 연계 추진을 통한 AKiba Town 의 활동은 이러
한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 기업과 상인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창출 

특히 전자상가가 밀집되어있는 공간적 특징은 기업과 상인의 협력이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기업의 홍보 효과라는 공익성과 지역 전체의 공익성
이라는 양 차원의 밀접한 관계를 전부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키하바라타
운매니지먼트 주식 회사를 포함하여 아키하바라 오소지 실행 위원회나 NPO법인 리코리타와 같은 지역 단
체들이 이들과 연계되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지역 방범이나 청소 그 이
상의 공간을 매개로 한 컨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아키하바라타운매니지먼트
의 형성이 치요다 구로부터 64.2%라는 출자를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첫 시작부터 자율성의 확보보다
는 행정의 필요에 따른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의 장점으로 부각되었던 출자자들의 연계는 곧, 행정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바뀌
었다. 이에 종업원 수만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초기 인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사업자체가 

다양하게 확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지역 자치회(町会)의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하려고 했던 그 ‘Area Management’의 조직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익활동을 주도하여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로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오히려 이러한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설립에 자극받아 기존
의 지역 자치회를 포함한 상권 조직들의 협의회를 기초로 지역 연계 협의회[아키바21]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아키하바라 지역협정]까지 그 영향력을 키워나갔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 두 조직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역 앞 광장 활용에 대한 이벤트의 공동주최를 실시하는 등 협조적인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조직의 비교는 운영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
트]와 같이 초기에 행정의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보다는 자발적인 연구회모임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
었던 [아키바21]과 같은 소규모 지역자치체의 네트워크가 작게 시작하여 크게 확장되어가는 성장패턴을 보
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Area Management’를 기획하는데 행정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지역의 조직
을 육성하는 간접 투자가 더욱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관주도형 Area Management와 분리된 자치단체의 Area Management 

아키하바라 Area Management에는 두 분리된 조직이 존재하였다. 이는 관 주도로 구성된 TMO조직과 주
민 및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마치즈꾸리협의체 조직이다.  

아키하바라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 두 조직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며 대등하다. 아울러 치요다구는 처
음부터 재개발 이후의 운영과 경영을 걱정하여 지역의 과제를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는 모토로 TMO를 설립
하였다. 그 이유는, 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주민의 협조를 구해 관리, 운영해야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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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행정으로부터 자립적인 조직을 구축하기를 원했다면, NPO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 준비과정에서 2002년부터 시작했던 주민 및 사
업자들과의 교류(A테이블)를 통해 관민 협력 체계가 시작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초기 재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신뢰를 얻는 작업은 이후, 관주도형 

Area Management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관과 민간의 협조관계의 형성은 자발적
인 지역조직을 형성시키는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아직 ‘조정’ 단계에 해당되지만, 이
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 지역 조직이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밑거름이다. 

 

¡ Area Management의 영역설정에 따른 지역 갈등의 형성 

아키하바라 역을 중심으로 아키하바라 주변 지역 전체는 전자 상가와 역전 재개발 지구, 그리고 요도바시 

카메라의 세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사업자와 상권에 따른 분류이며, 

이는 곧 커뮤니티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아키하바라 TMO에서 관리하는 애리어에는 아키하바라의 대표성을 띠는 전자 상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아키하바라의 Area Management는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태생적인 한
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했던 것처럼 관에서 중심으로 TMO를 구축하면서, 깊이 관여하기 어려웠던 

전자 상가의 상권 세력과의 관계를 초기부터 맺고 시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도 마찬
가지이다. 역세권 배후 상권은 전통 상권들과 역전 상권과의 갈등 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이유로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이라는 목적만으로는 이러한 상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처럼 아키하바라의 대표성을 갖는 상권이 Area Management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역전 상권과 재래상권의 공간 사이에 더 첨예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76. 그 이유는 

사람들의 동선이 Area Management에 의해 분절될 수 있고, 재래 상권은 이러한 지역 관리의 차이에 경제
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아키하바라 역에 가는 사람들 중 재래상권의 지리에 익숙
하지 않은 경우는 재래 전기 상가군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역에 근접한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쇼핑을 끝내던
지, 역앞에 위치한 AKIBA INFO에서 잘 정리된 Area Management 팜플렛을 보고, 광고물에 보여지는 Area 

Management 지역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아키하바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Area Management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재래 전기 상가 군의 커뮤니티 분리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생겨나고 있는 빈 상가이다. 재개발로 역 주변에 거대한 빌딩이 세워지면서, 재래 전기상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아키하바라에는 개성이 강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가가 많아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
                                                           

76古⽥雄介, 5 年後にようやくアキバは変わり始める-千代田区議会議員が語る秋葉原の未来 (3/3), ⼩林たかや⽒
Interview, ITmedia(인터넷신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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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주변 지역이 점차 유흥시설화 되어가는 문제 및 도시방범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의 아키하바라 Area Managemen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그림 4-673] 아키하바라역 지역적 공공공간의 단계별 공공성 3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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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주민주도형 ‘Area Management’  - 코가네초역 주변지구 

1) 코가네초역 역세권의 발전 과정과 공공공간의 조성 

  
[표 4-34] 역세권의 발전과정과 공공공간의 조성 

기반시설정비기 1930년 개업  
1958년 매춘방지법 시행 
1960년대  염색공장등의 설립으로 강이 오염됨 
1960년대말 환경보전활동으로 수질개선 

재개발계획단계 1992년 강변 프로미나드 정비 (大岡川) 
2002년 「풍속확대 방지 협의회」발족 
2003년 「하츠네초·히노데초(初音·日出町) 환경정화 추진 협의회」발족 

지역관리 조직 단계 2006년  소규모점포전용 모델 사업 
2007년 요코하마 시립대학 Kogane-X Lab.건물현황조사 

전국도시재생 모델 조사 
2008년 고가네초(黄金町) 바자 개최 
2009년 NPO법인 「고가네초(黄金町)【’Area Management’센타】」설립 

 

 

① 1단계 기반시설정비기 

코가네초( 黃金町) 는 요코하마시( 橫浜市)  나카구( 中區) 에 속하는 지역으로 케이힌 급행 전철
( 京浜急行電鉄) 의 고가네초( 黄金町) 역과 히노데초( 日出町) 역이 지나가는 곳이다.  요코하마시
( 横浜市) 의 개항지역인 칸나이 지구의 배후 지역에 위치하며 도보권 내의 지역임에도 외부인의 빌길이 

뜸한 소외지역이었다.  

아래 지도는 요코하마의 개항 지역과 그 배후 지역인 코가네초와 고토부키초를 보여준다. 이중 빨간 점은 

개항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전통마을이다. 그리고 큰 파란 점으로 표시된 지역은 개항시기 주요 관공서 

및 은행 건물, 무역 사무소들이 즐비했
었던 개항 지역과 항구 시설들을 나타
낸다. 그 아래 쪽에 자리잡고 있는 파
란 점의 고토부키초와 코가네초는 이
러한 개항 도시의 후면으로 개항 지역
과 후면 주택 지역을 연결하는 주 도로
들과 연계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
였던 전통마을과도 관련성이 보인다.  
 

코가네초역 주변은 개항 시기 무역 

관련 창고 시설과 노동자 시설, 유곽 

시설 등이 많았던 유흥지구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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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요코하마 중심부가 미군에 의해 관리되면서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케이힌 급행의 고가 아래
의 빈 토지가 있었던 하츠네초, 히노데초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어, 사창가 지역의 확산으로 고가 아
래 특수음 식점이 줄지어 있었다. 1단계의 기반 시설 정비기의 코가네초 역은 1930년 개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주변 상황은 개항 시기 무역 관련 창고 시설과 노동자 시설, 유곽 시설 등이 많았던 유흥지구였다. 

1958년 매춘 방지법을 시행으로 유흥 지구의 단속과 개선안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염색 공
장의 이전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는 주민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 주변의 지역의 분위기는 균질한 

공간(Homogenised space)이면서 중심가의 

경우는 특별한 특성 없는 형식적 공간
(Invented Space)이다. 하지만 주택가 쪽으로 

갈수록 기존에 윤락시설이 있었다는 편견으로 

다소 무섭고(Scary space), 소외된 (Neglected)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②  2단계: 재개발계획단계 

이러한 부정적 지역 이미지의 쇄신과 지역
의 실질적인 방범, 안전을 위하여 초기에는 방
범대와 주민이 함께 이러한 사창가 지역의 도
시 정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 

주변의 비어진 점포들을 활용하여 지역 활동
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가나가와(神奈川) 현 경찰서(県警)에 의한 

24시간 체제의 경계 및 단속이 행해졌다. 이는 
지역 주민, 대학, 행정 등의 제휴를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로 지역 재생을 시키는 것이 목표
로 하였다. 하지만 매춘 등과 같은 위법 점포
였던 곳이 빈 점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단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③  3단계: 지역 관리 조직 단계 

지구(地區)의 재생을 목적으로, 고가아래의 주변에 점재하는 특수 음식점을 아티스트의 제작을 위한 스튜
디오나 카페, 샵 등으로 컨버전(conversion) 하였다. 그리고 게이힌 급행 전철(京浜急行電鐵)의 고가 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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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스튜디오를 신축하는 등 예술을 중심으로 한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유흥가 지역 단속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 전용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 거점, 문화예술 거점, 
안전, 안심 마을 조성 거점을 정비하였다. 이어 2007년 9월 전국 도시 재생 모델 조사로 조사 및 실험을 하
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도시 재생 모델 조사의 한 방법으로 문화 예술의 마을 조성을 조성하였다. 이는 

「문화예술활동 스튜디오」와 2008년 요코하마(横浜) 트리엔날레(Triennale)2008에 맞추어 「고가네초(黄金
町) 바자」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코가네초의 경우는 전후 유락 시설의 급증과 지역 방범의 문제라는 위기 의식이 지역 자치회와 경찰 및 

행정을 초기부터 함께 결속시켰던 사례이다. 초창기 주민과 경찰이 함께 환경 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해, 유흥시설의 이전점포들을 활용하여 방범 공간들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학계 등의 지역 전문가들이 협동적으로 참가하여 현장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조사 및 마을 만들기 지침 등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와 사전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은 곧 환경을 정화시키고 물리적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예술가들과 외부코디네이
터(‘Area Management’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내부 주민과 외부 전문가 사이의 연계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후 코가네초 바자나를 통해 흩어져있는 거점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연계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간 관계를 만들어주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주민 자치회 및 학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 안전 및 미화라
고 하는 공익성을 위한 움직임은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역 고가 

아래 공간을 예술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2) 공공성의 세요소 분석 

① 공적 책임  

¡ 요코하마시의 조직 지원 사업 

요코하마시는 1970년대 전반부터 어반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는 요
코하마시 도시디자인 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조직과 실천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도시 디자
인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어반디자인 내부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 협의형 정비수법인 마치즈꾸리 협의
의 운용, 종합적인 전략을 세운 가이드라인 운용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77 어반 디자인 내부 조직 중 

대표적인 주거ㆍ마을 만들기 담당 지원 기구(住まいまちづくり担い手支機構)의 2009년 지원 사업을 살펴
보면, 건축 디자인, 마을 경관 향상 및 건축 자원 활용에 관한 부문의 활동지 원에 59개 단체들이 선정되었
다. 그 중 요코하마시가 위치하는 카나가와켄에서 선정된 요코하마 시의 사업은 NPO법인 코가네초 매니지
먼트센타와 이시가와초 마을만들기 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다. 또한 같은 지원 사업의 생활 일반 부문에서
                                                           

77 増山晃太外、 熊本駅周辺整備における都市デザインの 戦略と展開に関する研究 、景観都市デザイン研究講演集、

No.4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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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52개 단체들에서 요코하마의 사례가 NPO법인 요코하마플래너스네트와 NPO법인 코가네초 매니지
먼트센타, NPO법인콜렉티브하우징사 그리고 NPO법인 어반디자인 연구체, 우라시마쵸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 5개 조직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상호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중에서도 NPO요코하마 플레너스네트가 그러한 거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코디네이텅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지역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요코하마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다. 즉, 요코하마시는 직접적인 사업 단위별 지원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공동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간접지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이는 행정과 지역 조직 간의 연계 및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을 많은 참여자와 

공유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빈 건물을 유효 활용하는 지원 사업과 정보 공유 – 예술 부동산 모델 사업 

창조 활동의 중간 지원 사업은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 흥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아츠 

커미션」이다. 민간 임대 물건을 아티스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티스트 거점 형성 사업은 노화
한 빌딩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건물을 재생하고 아뜰리에 등의 창작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시범 사
업은 요코하마 다리에 있는 지어진 지 50년이 되었고 약 20여 년 간 방치되어 온 이 집의 입주자를 2008년
에 공모한 것이었다. '아티스트쪽에서 즐겁게 사용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유자의 희망에 의해 동(同)사업
의 일환으로 다시 보수하였다. 입주 기간은 2년간 집세는 시세보다 저렴하며 초기 비용의 일부로서 조성금
을 받았다. 

 

② 공동체 (누가 참여할 것인가, 어떤 조직) 

¡ ’Area Management’ 조직구성 

고가네초(黄金町) 바자 종료 후, 하츠네·히노데초(日出町)지구를 장기적인 시점에서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 책정을 위한 워크숍]을 2008년 9월∼3월의 사이, 4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공유,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매니지먼트의 필
요성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코가네초 바자행사나 Kogane X Lab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
가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시와 함께 도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NPO 법인 「고가네초(黄金町) 애리어 매니
지먼트 센타」 NPO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조성 협정이나 지구 계획을 위한 도시의 

룰과 플랜 만들기 등을 통하여, 지역매니지먼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역할은 마스터 플랜 초안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향 및 실현 과제·방책을 검토하여 마을조성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Area Management’ 센터의 리더인 야마노(山野) 신고(真悟)씨의 프로필을 보면, 1970년대부터 후쿠오
카(福岡)를 거점으로 활동한 미술 작가이면서, IAF 예술 연구실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사람은 다양한 연구
회 및 전람회를 기획하였고, 1990년부터 거리를 활용하여 미술전을 전개하는 사업인 「박물관·시티·프로젝



301 
 

트」를 발족하였으며, 그 후도 「도시와 예술」을 테마로 기획하여 워크숍등을 진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
한 그가 요코하마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후쿠오카시(福岡市) 문화 예술 진흥 재단 

[갤러리 아트리에]를 기획 운영할 당시, 「요코하마(横浜) 트리엔날레(Triennale)2005」 큐레이터로 스카우트 

된 것을 계기로 현재의 ‘Area Management’ 센터의 리더로 오게 되었다. 야마노 신고씨의 경우는 이렇듯 

행정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스카우트되어 지역 거점 전문가로 영입된 케이스이다. 하지만 초기
에는 외부인으로서 지역주민과 어울리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78  
 

 

¡ 학계협력을 통핸 실행위원회 

2007년 11월에 실행 위원회가 발족되어 Kogane-X Lab. 와 협업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립 대학(横浜市立
大学), 「문화예술활동 스튜디오」, 요코하마(横浜) 국립 대학과 카나가와 대학, 지역 주민, 게이힌 급행 전철
(京浜急行電鉄), 요코하마시(横浜市), 전문가, 기타 관계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예술 

전문가와 함께하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협의회도 다양한 단체와 제휴하며 협력하였다. 이러한 개최는 지역 

주민, 행정·경찰, 전문가·대학, 협력 기업 등이 제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  빈집수리관련 상담처 'NPO법인 요코하마 마치즈꾸리 센터'  

요코하마시 건축 사무소 협회를 모체로 하여 시내 건축가들에 의해 구성된다. 요코하마시의 집, 길, 마을
의 개선 사업이나 주택 환경 정비사업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내 진단 개수나 배리
어프리화를 시작으로 생활 전반적인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2003년 설립, 회원 79명)  

¡ 기타 협력 에이전트 

이 밖에도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에이전트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협의회 및 지역 경찰서와 지자체이다. 특히 지역 대학에서 이렇
듯 골고루 참여하는 사례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이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지속적인 관리와 활

                                                           
78   요코하마 코가네초 애리어매니지먼트 센터,  야마노신고씨와의 인터뷰에서, 2012. 12 월 

[표 4-35]  코가네초 ‘Area Management’의 조직개요 및 관게도 

조직 NPO 코가네초 ‘Area Management’센타 
구성원 예술코디네이터 야마노신고(대표) 
자본금  
관련 
협력단체 

NPO요코하마 플래너스 네트워크 
아트뱅크 
NPO요코하마 마치즈꾸리센타 

주요활동 마스터 플랜 책정을 위한 워크숍 
요코하마(横浜) 트리엔날레(Triennale)2005 
문화예술활동 스튜디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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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중 칸나이 지구의 역사적 무역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만
든 아트뱅크1929의 경우는 이러한 오래된 건물의 개조 사례 중 가장 초창기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 건물은 

이러한 빈 건물 활용에서 선진적 역할을 하며 다른 빈 건물 활용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요코하
마에서는 거점들이 형성되는 단계적 순서에 따라 초창기에 성립된 사례들은 이후 사례들을 위한 지원에이
젼트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79 

 
¡ 요코하마 플래너스 네트워크  

요코하마시의 지원으로 지역 거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요코하마 플래너스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전체
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분산된 지역 거점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요코하마 플래너스 네크워크의 경우는 카나자와현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일반 재단 법인, 주거ㆍ마을 

만들기 담당 지원기구(住まいまちづくり担い手支機構)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이들은 시내에 활동하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마치즈꾸리 코디네이터등 전문가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마치즈꾸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확보는 곧, 분산된 지역 거점이 컨설팅 역할과 함께 서로 간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콜레보레이션 요코하마” 
요코하마 플래너스 네트워크와 함께 “콜레보레이션 요코하마”의 운영협력, 방재마치즈꾸리활동지원

(2003년부터) 등, 지역마치즈꾸리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998년설립, 2006년법인화, 회원25

명) 이 두 단체가 협심하여, 2006년도부터 연구회를 개최하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빈집활용 상담창구」를 열어, 각종 단체들과 상호 지원 체제를 만들어냈다.  

코가네초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계, 주민, 활동가, 예술가, 행정이 매우 균형잡힌 관계를 형성
하고 서로의 역할 분담이 확실함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학계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현황 조사 및 지역정보를 구축하였다. 주민의 경우는 의견 조
율 및 방범, 지역 패트롤을 통해 지역 안전 확보를 실천하였다. 활동가와 예술가들은 지역에 없었던 새로운 

작품 활동을 통하여 외부인들을 지역 내로 유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과 애리어매니지센타는 긴
밀한 협력과 지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지
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지역 관리의 공익성  

                                                           
79 요코하마 아트뱅크 21  부대표, 타마키 호소부치씨 인터뷰,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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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네초 바자 및 예술 거점 

전국 도시 재생 모델 조사의 일환으로, 문화 예술 마을조성 「문화예술활동 스튜디오」가 구축되었다. 그리
고 2008년에 시행되는 요코하마(横浜) 트리엔날레(Triennale)2008에 맞춰서 하츠네·히노데초(日出町)지구에
서는 전람회 「고가네초(黄金町) 바자」가 개최되었다.  

고가네초(黄金町) 바자는 지역 주민, 대학, 아티스트, 기업, 행정이 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현대 예술의 

전람회이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바자)과 같이 의식주를 포함하는 상
업이나 음식과 같은 도시의 매력에 결부되는 자원이 되는 것 같은 새로운 상업 활동의 시도를 도시를 다시 

보는 아이디어로 받아들였다. 이는 방문자들 간에 교류하고,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내는 「장소」를 만들
어 내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이 가지는 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힘, 창조적인 「장소」
를 만들어 내는 힘을 활용하고 전람회 종료 후 사업 전개와 마을 재생을 연결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가 아
래로 신설된 「황금 스튜디오」와 「히노데(日出)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아티스트와 샵이 들어가고 작품 전시
나 상품 판매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참가형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지역의 PR및 홍보거점으로서의 지역서점운영 

코가네초 서점에는 실제로 그 지역과 관련된 간행물들을 팔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지역 ‘Area Management’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는 외부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찾아오
는 외부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이다. 외부인을 관리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실제 지역을 위한 

시간투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출간해놓는 방법으로 자료의 저작권 보
호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80 이러한 간행물들로 지역 소개를 대신하면서 지역의 활
동 상황에 대해 따로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홍보를 하는 시간을 절약하였다. 그리고 책을 통한 판
매 수익을 지역 활동을 위한 투자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객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NPO관리시설의 증대로 공익적 활동이 지역전체로 확산되고 있음. 

유흥 시설 등의 지역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개선시키는 의지를 여러 지역 단체들이 공유하면서 

역세권의 중간 영역을 중심으로 NPO의 공익적 활동들이 증대되고 있다. 요코하마에 예술관련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가 풍부함을 기반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관 관리라는 공
익적 활동들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익성이란 예술, 건축 등의 특정 관심 분야의 작업 공유를 통
한 수익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아울러 스튜디오, 카페, 작업실, 회의실등의 전체 프로세스를 기획하였다. 예
술계 활동의 홍보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공익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80  코가네초 지역서점 방문 및 인터뷰,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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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적 공공공간의 관리 

 

① 역공간 및 철로공간 

○ 코가네초 지역 예술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황금스튜디오, SHOP soho, 코가네초바자) 

지구(地區)의 재생을 목적으로, 고가 아래의 주변에 위치하는 음식점들을 아티스트의 제작을 위한 스튜디
오나 카페, 샵 등으로 컨버전(conversion) 하고 있다. 그리고 게이힌 급행 전철(京浜急行電鐵)의 고가 밑에
는 문화 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스튜디오를 신축하여 예술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고가 아래로 신설된 2개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고가네초(黄金町) 바자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증진시
켰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간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적 인력과 법
인을 갖춘 체계적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Area Management’의 조직이 형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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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 중심영역 

다른 역세권 사례와 달리 코가네초-히노데역 사례는 역세권과 역세권의 중간 영역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
체를 형성시키는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 중심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역 중심영역에
는 공실률이 역 중간이나 주변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임대료도 높아 상대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동 거
점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던 것에 있다. 

 

③ 역 중간 영역 

코가네초역과 히노데역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선로를 중심으로 그 주변 공간들을 활용하여 

지역 단체들의 활동 거점들이 분산되어있다.  

 

○ 코가네초 ‘Area Management ‘ center 

코가네초역의 지역적 공공공간 창출에 핵심이 되고 있는 Area Management 센터가 위치하는 거점이다. 

이 거점은 철로를 따라난 도로변에서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자체는 특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치적으로 여러 활동 거점들과 매우 긴밀한 위치를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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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의 활용을 위한 지역조사 및 학계 활동 거점 Kogane-X Lab 만들기 -'요코하마 시립대학' 

불법 영업하고 있었던 점포의 최근 상황은, 2005년에 시작된 단속으로 당시에 있었던 257개의 점포가, 

2009년 7월 시점으로 빈 점포 153개, 요코하마시(横浜市) 에 부채가 많은 점포가 20개, 요코하마시(横浜市) 

매입 점포가 3개, 철거점포가 81개이다. 이러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던 것은 Kogane-X Lab. 를 거점으로 하
는 요코하마 시립 대학(横浜市立大学)의 학생들이 「건물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8월부터 11월
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코가네초,히노데초(日出町)지구 내에 현존하는 591채의 건물의 종별,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 지역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지역 현황에 대한 조사
는 차후 빈 점포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Kogane-X Lab.역시 당시의 조사를 기반으
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지역 조사는 지역을 이해하는 과정이면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조사가 다소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지라 하더라도 외주를 

주거나 대행하지 않고, 되도록 활동 단체들이 직접 지역조사를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의 

인맥을 쌓는 방법이 안정적인 지역 활동을 구축해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지역 협의회에서는 게이힌 급행 전철(京浜急行電鉄), 경찰, 행정, 전문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였다. 그리고 마을 조성 선언(헌장)을 재검토하며 마을 조성 협정의 작성하였다. 그 

후, 2009년 4월에 고가네초(黄金町) 파출소가 개설되고, 같은 해 9월에 히노데초(日出町)지역 방범 거점인 

스텝쓰리를 개설하는 등 생활지원 거점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었다. 지역 협의회는 실제로 행동과 실천을 

기반으로 지역 활동을 실시하고, 방범 및 패트롤 활동 시 단체로 이동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경각심과 일
깨우고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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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를 코디네이팅 하는 ‘Area Management’ 센터  

 지역 전체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지역 연계를 통한 관리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코가네초 ‘Area 

Management’ 센터는 2009년4월, 요코하마 시립 대학(横浜市立大学)과 하츠네·히노데초(日出町) 환경정화 

추진 협의회가 협동(協動)하는 거점인 Kogane-XLab 과 고가네초(黄金町) 바자의 기능이 결합되었다. 이러
한 방식으로 「고가네초(黄金町) ‘Area Management’센타」가 설립하였다. 즉, 지역 대학의 건축 전문가와 지
역 주민 협의회, 그리고 예술인인 거점 리더로 구성된 코가네초 지역의 관련 커뮤니티를 전체적으로 흡수한 

조직을 만들어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 커뮤니티, 학계, 지역 관리 조직이 인맥을 통해 균형 잡혀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체 이벤트를 통해 이러한 각개의 활동들이 연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가네
초(黄金町) 바자 개최이다. 방문객들은 바자에 참여하고 철로 고가를 따라 걸었다. 이러면서 지역 전체의 경
관을 바라볼 수 있으며, 거점마다의 특징과 작업의 결과물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④ 역 주변 영역 

이러한 지역 거점 만들기의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단 광장과 같
이 버려졌던 공간들 주변에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기존의 공공공간이 활성
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한 번 형성된 공공공간은 주변의 공공공
간의 형성을 통해 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특히 코가네초의 경우는 역 

중간 공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활동 거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역 

주변영역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역 주변에 죽어있
던 공공공간들이 회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코가네초역과 히노데역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공공공간 활용 상황을 보여주는 표이다. 한달 사용료
가 동경 근교의 매우 저렴한 월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합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요코하마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물건은 66점포, 기타 NPO가 직접 임차하고 있는 점포는 5건과 스튜
디오 4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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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실험 

Area Management 센터의 또 다른 작업으로 건물의 파사드를 실험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어둡고 

침침한 지역 이미지를 정돈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몇 가지 실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히노데 스튜디오의 경우는 NPO가 관리 운영하는 아트 퍼포먼스 등의 다목적 스페이스이므로 외벽에 

채색을 통해 화사하고 개성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낡고 오래된 점포의 경우는 앞 부분에 소매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보고 쉽게 사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되도록 내부의 상품이 외부에 잘 

보이도록 하였다. 즉 경관의 미적인 부분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능
성을 고려하여 파사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관실험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상가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몇가지 파일롯트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참여도를 증진시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4-36]  시설별 이용료 일람 , 2013.05 <NPO 법인 코가네초’Area Management’ 센터, www.koganecho.net> 

시설명 면적(㎡) 하루(엔) 한달 참고 
黄金スタジオB 20.5 5,000 55,000 화장실 공유 
黄金スタジオC 20.5 5,000 55,000 화장실 공유 
八番館8-1 7.3 2,500 25,000 화장실 공유 
ハツネテラスD 11.05 3,000 30,000 화장실 공유 
初音スタジオB2 23.9 3,500 45,000 숙박가능:1명 
初音スタジオB3 47.8 4,000 50,000 숙박가능:2명(방2개) 
高橋ビル２０２ 32.9 4,500 55,000 숙박가능:4명(방1개) 
高橋ビル 32.9 4,000 50,000 숙박가:2명(방1개) 
CHAP 19 3,500 45,000 숙박가:2명(방1개) 
八番館レジテンス 6.7 2,500 30,000 숙박가:1명(방4개) 
日の出ステップ 12.34 3,000 40,000 숙박가능:1명(방1개) 
ハツネテラスE 54.06 4,000 70,000 숙박가능:2명 
東邦ビル  4,000 70,000 숙박가능:2명(방2개) 
かいだん広場 139.5 3,500  옥외시설 
高架下スタジオA 66.15 7,000 55,000  
高架下スタジオA 103.16 7,000  화장실 공유 
高架下スタジオA 96.9 9,000   
高架下スタジオA 120 10,000   
八番館 99.16 10,000   
八番館奥 15.75 3,000  화장실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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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합적 시사점 

종합적인 공공성 분석으로 코가네쵸 역 주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PO법인 코가네초 매
니지먼트센터는 공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협의’의 단계를 넘어 자치적인 지역 내 생활의 룰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신문, 책자,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정보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주
변의 예술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공방 거점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며, 

‘육성’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공익성 측면에서는 바자 및 다양한 지역 이벤트로 기존의 혐오 지역이
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기여
하였다. 아울러 외부인들을 지역 내로 유입시켰다는 측면에서 지역적 환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4-83] 코가네초역 역세권의  공공성 3 요소 분석                                                                                                                             

회색: 코가네초 Area Management 센터,  붉은색: 코가네 X-LAB  초록색: 예술단체 

 

이처럼 공공성의 세 요소가 균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므로 ‘균형적 관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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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측면에서 실제로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을 때, 기존 유형지였던 지역이 새
로운 예술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은 지역 이미지의 변화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요코하마시와 에술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코가네초 지역만의 개성은 느끼기 어렵다. 즉, 요코하마시의 구도심인 나카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트 뱅
크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로 비슷한 유형의 작업 공방을 또 다시 구축한 셈이 된다.  비록 아트뱅크과 연
계된 에술가들의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 연계 및 ‘육성적 운용’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지역 활동
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동적이며 임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나카구와 코가네초의 임대료가 매우 차이가 나서 저렴한 가격에 공방을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화로 인해 코가네초의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나카구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 또다시 빈 점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대안
을 고려하여, 너무 예술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코가네초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거점들을 적정한 

비율로 늘려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대안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가와 역고가하부의 영역이 전혀 다른 사용자들과 방문자들로 분리되어 버리는 현상
이다. 이에 Area Management의 리더는 점차 빈점포 활용을 주택가 측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과 함께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지는 더욱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빈 점포 활용 중 생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코가네X-LAB의 경우는 지역 대학의 교수와 학생
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지역 정보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지역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점에서 예술 단체보다는 안정적인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거점이 일반 주민들에게 오픈
되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역적 공공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그리 높이 평가
하기는 어렵다. 거점은 그들의 작업을 위한 것이며, 필요시 원할한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공공공간 평가 항목에서는 형성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이들의 활동의 공공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자면, 지역 개선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월등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적 형성” 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NPO코가네초 ‘Area Management’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폭넓은 공동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의 빠른 확산을 통해서도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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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4]  코가네초역 지역적 공공공간의 단계별 공공성 3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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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역세권의 대규모 지역 관리에서나, 소규모 지역 관리에서나 공통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이 관찰되었다.  

지역적 공공공간은 기존의 지역 공동체와 새로운 지역 관리 조직 간의 단계적 합의 형성에 의해 형성되었
다. 동경 역과 같이 일체적 관주도형 Area Management의 경우는 그 활동 의도가 명확하다. 따라서 위계적 

관계 속에서 단일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기술 적용과 같은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지
역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분산형 자치 합의형 Area Management의 경우는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적+질적)의 활용을 중심으로 분산적 지역 관리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 개발 시대에 

점차 역세권에서 멀어져 있던 공공, 공익 시설들이 지역 생활을 활성화하는 시민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 활
성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능, 용도 중심이었던 역세권의 공간 개념을 생활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보
여준다. 

 

동경 역의 경우처럼 동경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표성을 띄는 지역의 경우, 혹은 기존 커뮤니티가 없는 

도심 업무지역의 경우에는 관이 중심이 되어 전체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체화된 지역 관리를 조직
하기 위해서 위계적인 체제로 Area Management가 진행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를 흡수하여 지역관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일 조직으로 Area 

Management를 하는 경우보다는 오오사키의 사례처럼 역을 기반으로 분리된 지구(ex.동구와 서구)별 Area 

Management 조직 형성이나, 아키하바라의 경우처럼 관 주도와 민간주도의 Area Management가 분리되
는 경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관리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처럼 같은 영역 내에 별도로 분리된 에
리아마네지멘토는 서로 발전적인 경쟁 관계로서 지역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만들어내었다. 지방의 재래 시장
에서 나타나는 상인조직 기반 중심의 타운매니지먼트 이외에 도심에서는 순수한 주민 조직만으로 구성된 

성공적인 Area Management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특징 있는 지역 단체나 전문 리더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문 리더를 영입하여 기존 지역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조직해 지역관리를 구축
하는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코가네초 역이 해당한다. 즉, 기존 커뮤니티가 

Area Management에 어떻게 흡수되고, 타협해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의해 지역 관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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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대표사례의 지역적 공공공간의 유형 및 이슈 

 오오사키역 동경역 아키하바라 코가네초역 
지역관리 유형 분산적 자치합의형 

민간주도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오오사키역) 

일체적 관주도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동경역) 

분산적 관-자치합의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일체적 자치합의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코가네초역) 

 UR+관주도 기업+관주도/도심 
오피스유형 

민간주도 민간주도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의 이슈 

분산형 자치합의 
형태에 적절한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방법의 
고려 

 

기업주도의 지역의 
선도적인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공공공간의 형성 

분산적 공동체에 의한 
분산적 활동거점 형성  

장소 밀착형 지역공동체의 
육성을 위한 “포괄적 
참여방법론”의 구축 

 
 

지역적 
공공공간 관리의 
이슈 

지속적인 
운영자금의 확보와 
자립적 운영 

 

지역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저에너지 및 통합적 
마치즈꾸리를 위한 공공공간이 
유지관리. 

지역의 안전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기위한 공공공간의 
유지관리. 

지역내 다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의 조율문제 

 

 

¡ 일체적 관주도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동경역) 

지역 내 여러 지역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 일체적인 자치 합의형 지역 관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의 조율하는 방법은 Area Management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특히, 지역적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시도할 경우, 주변 지역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통 시장 상인이나, 역사성을 갖는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갈등에서 예외인 경우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이해 관계자들은 Area Management를 운영하는데 있어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론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마치즈꾸리 센터나 다카마츠시 마루가매 상점가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되어 있는 

TMO의 경우는 지역 내 이해 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과 통합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관 주도형 지역 관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동량이 매우 많다. 따라서 도심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역
세권인 동경역이나, 아키하바라와 같은 역세권에 나타나고 있다. 이중 동경 역은 전체 구역을 행정과 민간이 

일체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세권의 경우는 외부 방문
객이 많아 불특정 다수가 모여드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의미의 시민 참여에 

의한 마치즈꾸리가 어렵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의 공통적
인 자본으로서 인식하고, 행정과 토지 소유자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동경 역처럼 일본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지역의 경우는 운영적 측면에서는 지역 전체 혹은 동
경 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그 수혜자가 명확치 않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부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한다. 동경 역의 경
우는 일본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지역 공간 활용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그
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회사와 설계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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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적 관-자치합의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Area Management에는 분리된 두 조직이 존재하였다. 관주도로 구성된 TMO조직과 주민 및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마치즈꾸리 협의체 조직이다. 아키하바라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 두 조직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며 대등하다. 치요다구가 처음부터 재개발 이후의 운영과 경영을 걱정하여 지역의 과
제를 지역이 해결해야한다는 모토로 TMO를 설립하였던 이유는, 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던 시기에서 이제
는 주민의 협조를 구해 관리, 운영해야하는 시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으로부터 자립적인 조직
을 구축하기를 원했다면, NPO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 준비 

과정에서 2002년부터 시작했던 주민 및 사업자들과의 교류(A테이블)를 통해 관민 협력 체계가 시작되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 재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신뢰를 얻는 작
업은 이후, 관주도형 Area Management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처럼 관과 민간의 협조 관계의 형성은 자발적인 지역 조직을 형성하는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아직 ‘조정’단계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지원은 자발적 지역 조직이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밑거름
의 역할을 하였다. 분산적 자치합의형 지역 관리를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는 일정 지역 전체 의견을 수용해
야 하는 Area Management 조직의 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주식회사, NPO, 중간법인, 유한 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중 지역의 특성과 기반 커뮤니티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미래
의 발전 단계에 따른 조직 진화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  분산적 자치합의형 민간주도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오오사키역) 

민간 주도형의 지역 관리의 경우는, 특히 지역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관리를 

통해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활발한 지역 관리의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자 등에 대응하는 

자금의 배분이나, Area Management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업, 주환경 등의 자산 가치의 향상, 또는 마치즈
꾸리에 공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보람이 기대할 수 있는 공익성이라 할 수 있겠다.  

민간 기업이 지역 관리를 추진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운영 자금의 확보이다. 동경 

역과 같이 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츠비시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역
에 베이스를 둔 민간기업의 경우는 안정적인 관으로부터 지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관으로부터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오오사키역 주변 지구의 대표적인 지역 관리 조직은 [사단법인 Area Management(서측)]와 [오오사키 고
탄다 타운매니지먼트(동측)]이다. 역사적으로도 대립적인 역 공간의 동서측을 담당해온 두 조직이다. 이는 

지역적 공공공간 관리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공공성의 3요소에서 분석으로 [사단법인 Area Management(서측)]는 행정과의 협력에 의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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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요소가 가장 강했다. 그러나 행정과의 협의 그 이상의 자치적인 생활의 룰이나, 지역 정보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찾기 어렵다. 공공공간의 퀄리티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단순한 청소 및 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용에서 멈춰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의적 운용형’으로 판단하였다.  

오오사키 역의 경우 초기에는 서측 마치즈꾸리 협의회의 민간 기업이 관으로부터의 부담(비용부담 및 유
지부담)을 받고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관리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광
고 수익 사업까지 키워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관으로부터의 압력에 상대적으로 멀리 있었던 히가지
고탄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자발적인 지역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생활에 적합한 생활 밀착형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행정과 밀접한 관계일수록 역세권의 중심 영역에 가깝게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을 어느 정도 조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 주도형의 지역 관리의 경우는, 특히 그 민간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관리를 통해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활발한 지역 관리가 가능해진다.  민간 기업이 지역 관리를 추진하는 경우, 가장 큰 문
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운영 자금의 확보이다. 동경 역과 같이 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츠비시와 같은 대
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역에 베이스를 둔 민간 기업의 경우는 안정적인 관으로부터 

지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관으로부터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  일체적 자치합의형 지역관리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코가네초역 

지역 내 여러 지역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 일체적인 자치 합의형 지역 관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의 조율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Area Management에 중요한 문제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특히, 지역적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시도할 경우, 주변 지역과의 갈등이 문제가 된
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통시장 상인이나, 역사성을 갖는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갈등에서 예외인 경우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이해관 계자들은 Area Management를 운영하는 것에서 성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론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주체의 관계를 코디네이팅하고 기획하는 코디네이팅형 Area 

Management(코가네초역이나 카시와노하역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새롭게 창조시켰다. 이후 

그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그 활동들을 점차 육성시켜 나가는 것에 성공하였다.  

후쿠시마 마치즈꾸리 센터나 다카마츠시 마루가매 상점가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되어 있는 

TMO의 경우는 지역 내 이해 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과 통합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주민’과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 공적 책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창조
하고, 함께 관리하기”에 대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라는 의미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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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조직인가에 따라 의견전체를 수렴하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갈
등은 많은 경우 다른 유형의 주민 단체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집단이 성숙되는 단계에 서로 간의 

경쟁 의식 및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를 낳는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성을 수반한 의견 조율을 위
해서는 초카이, 마을 협의체, 지역 관리 조직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민의 범위(현거주자/ 전문가겸 활동가/외부에서 들어온 활동가 등)를 포괄적으로 수
용하고,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비전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타협이 필요하다. 즉, 다
른 지역 공동체의 의견 전체를 수렴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Area Management라는 여러 지
역 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이 생기면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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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적 분석 

 

5.1 역세권 권역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역할과 유형  

5.2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의 단계적 프로세스       

5.3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와 특성 

 

 

앞에서 살펴본 사례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연구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역세권별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와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을 살펴본다.  

 

5.1은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던 역세권의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4장에서 파악된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그 형성과 관리의 방법을 4장에서 

연구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종합하였다.  

 

5.2는 ‘지역적 공공공간’ 과 지역관리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는 ‘지역적 공공공간’ 이 구현되는 프로세스
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의 공공공간과 달리 ‘지역적 공공공간’ 이 공공성의 3요소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3은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현하기 위한 유형을 바탕으로 역세권의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살펴보고, 그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공공공간’ 을 계획하기 위
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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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역세권 권역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와 유형 

역세권의 영역성은 역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분류로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향하는 역 중심, 중간, 주변으
로 분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역세권의 영역성은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상대적 위치가 부여하는 지역적 

문맥과 역사성, 적층되는 문화는 그 영역의 성격을 결정하며, 내부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역세권의 영역성에 따라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에서 분석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영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를 도출하고
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1. 공공성 3 요소의 관계성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의미와 유형화 

‘지역적 공공공간’ 의 공공성의 평가는 공공성의 확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적 

공공공간’ 의 양적 확산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이는 오히려 공공성 차원에서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지
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공공성의 3요소간의 관계성을 평가한 지표를 통해 ‘지역적 공공공간’ 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1) 공적책임의 공유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의 진화(유도적 형성형à 자치적 관리형). 

‘지역적 공공공간’ 과 공적책임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공적책임이 강하다고 해서 ‘지
역적 공공공간’ 을 반드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공적책임이 강한 공동체일수록 행정과의 협력
을 통해 가이드라인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치/협력적 관리형”이나 “개
선적 형성형”의 경우에 해당된다. ‘자치/협력적 관리형’은 기관내에서 담당하는 기획이나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업무분량이 많을수록 외부 활동보다는 자체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적 공공공간’ 이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개선적 형성형”의 경우는 지역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다른 공
동체를 내부로 끌어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 공공공간의 확산 여부가 달라진다. 특별히 공간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나, 전문적인 연구 용역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한된 외부와의 관
계성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각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확산되지는 않는 것

문제의식1> 역세권에는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적 공공공간’ 이 있는가.  있다면, 역세권 권역별로 그 특성
은 무엇이며,  이들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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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1  

 

2) 공동체의 성장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의 진화 (자립적 형성형à 육성적 관리형) 

지역 공동체의 성장은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과 상대적 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가 수적으로 분산되는 경우, 분산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게 되며, 공동체간의 관계가 친밀할
수록 ‘지역적 공공공간’ 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역을 기점으로 동측과 서측의 지역관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조직의 ‘지역적 공공공간’ 은 완전히 분리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의 관계가 곧 

‘지역적 공공공간’ 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의 권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
리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곳에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이러한 관계는 행정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밀접한 관계일수록 역세권의 중심영역에 가깝게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비용을 어느정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토지소유주인 민간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지역관리의 경우는 지역관리를 통해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활발한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가 가능하다 , 특히 그 민간이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민간기업이 지역관리를 추진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지속적인 운영 자금의 확보이다. ‘자치적 혹
은 협의적 관리형’과 같이 관(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겠지만, 지역에 

베이스를 둔 민간기업은 안정적인 관(官)으로부터 지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관으로
부터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공익성의 확보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의 진화 (유지적 형성형à 환원적 관리형) 

‘지역적 공공공간’ 의 영역성의 확산은 공익성의 확보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공익적 활동이란 단순히 

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체적인 장소와 시
설이 있어야 그 공익적 결과물이 부각된다. 이에 많은 단체들이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고, 거기에 공익
적 활동들을 추가하게 되면서 차후 ‘지역적 공공공간’ 이 확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게된다. 

특히, 민간이나 기업이 ‘지역적 공공공간’ 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초기 자금의 확보와 이후 지속적
인 운영 자금의 확보이다. 자치적 형성/관리형과 같이 관(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 (ex. 미츠비시, 미
츠이) 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겠지만, 지역에 베이스를 둔 민간기업의 경우는 안정적인 관(官)으로부

                                                           
111 이는 동경역의 마치즈꾸리 간담회의 경우에서나 코가네초의 코가네 X-LAB 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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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관으로부터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자금조달과 활동기반을 닦는 것이 지속적 운영을 위해 중요하게 되는 것
이다. 

 

4) 3요소의 균형에 따른 ‘지역적 공공공간’ 의 진화 (균형적 형성형à 균형적 관리형) 

“균형적 관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역적 공공공
간’ 의 지속성과는 관계가 있었다. 코가네초에서 보여지는 “균형적 관리형”의 경우에는 조직자체가 소규모
이고 다른 지역공동체와 매우 협력적이고, 때에 따라 유동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적 공공공간’ 
이 매우 빠르게 진화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경역과 같은 “균형적 관리형”의 경우는 같은 균
형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조직자체의 구성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수주나 기술개발과 같이 기업에 수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균형적 관리형의 경우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과는 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어떤 단체가 어떤 

공익성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가가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균형적 관리형”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
인 관계를 맺는 경우, 사업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거나 쉽게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 에 있어 지속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였을 때 그곳에 

관련된 행정의 지원이나, 지역공동체의 협력, 그리고 공익적 활동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5.1.2. 역세권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 

역세권의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4장에서 살펴본 역세권별 ‘지역적 공공공간’ 
의 사례분석을 정리하였다.<표 5.1참고> 우선 각 사례들이 어떠한 공간적 특성속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어
떻게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고 관리하였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공공성의 3요소의 관계성으로 구현되
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을 파악하도록 한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초기 형성은 기존 공공공간의 특성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특정 계기를 통해 형성된
다. 기존의 공공공간의 유형은 [표2-28]에서 보여주는 Carmona(2014)의 분류를 따랐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공공공간의 속성이 어떠한 정책과 지역적 상황을 만나 어떠한 가치로 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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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서비스공간으로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  역 및 역 연계공간  

역공간 및 철로공간의 경우는 철도회사 소유부지가 많은 이유로 철도회사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역공
간을 개발하고, 개발 이후 관리의 측면에서도 철도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철도회사가 중심이 되
는 경우는 철로주변의 미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제나 보육원과 같은 지역 편의
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여 역공간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 지역의 기타 시설과의 연계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고, 특히 누구나 이용할 수있다는 역공간의 편리함을 활용하여 지역생활정보나 지역산업에 대
한 정보들을 역공간에 정비할 수 있다. 특히, 역공간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자산이라는 측면과 지역
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장 복잡한 지역의 경계라는 측면에서 역공간 체험을 통해 역공간설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샵을 통한 장래의 계획에 대한 정보공유와 실천은 매우 의미가 있다.  

 

역공간 및 철로공간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균질하고 (Homogenised)고 무개성적인(Insular) 공공공간
들이 많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는 입체교차사업이나 철로 재배치에 따라 버려진 철도공간의 

상부나 방치되는 고가하부의 공공공간들을 개선하여 지역 문맥에 맞는 방법으로 형성, 관리되는 과정을 겪
었다. 역공간 및 철로공간의 경우는 철도회사 소유부지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회사와 지자체가 중심
이 되어 역공간의 개발하고, 개발 이후 관리의 측면에서도 철도회사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철로주변의 미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편의시설로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제나 보육원과 같은 

지역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여 역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철도회사가 관
여하는 경우는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운용상에서 지역의 기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생활
과 밀착되어 편리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역공간의 편리함을 활
용하여 지역생활정보나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들을 역공간에 정비할 수 있다. 특히, 역공간이 누구나와 공유
될 수 있는 ‘지역자산’이라는 측면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장 복잡한 ‘지역의 경계’라는 측면을 고려하
여 지역의 주요 커뮤니티가 관여할 수 있는 체험의 공유를 통해 역공간 설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공공공간의 유형으로는 역공간, 철로공간, 고가하부, 동서자유통로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은 공적책임, 공동체, 공익성의 세가지 요소의 관계성을 통해 정의된다. 우선 역공
간의 경우에는 ‘기획형’ 혹은 ‘운용형’이 대부분이었다. 즉, 공간의 퀄리티까지 고려하고 관리하는 ‘관리형’의 

단계까지 진행된 케이스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인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회사들이 주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적자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운용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행정에서는 입체도로나 동서자유통로와 같은 인프라의 개발비용의 부담을 주변 토지소유자인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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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서 대신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주요 통로를 광고 및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동시에 수익창출도 기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경쟁속의 공익적 운영을 통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 역세권의 중심영역  

역중심영역은 대부분의 경우 도심재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전체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주요 지점이 된다. 역 중심영역의 토지소유자는 대체로 대형상가 소유주나 기업들이 많다. 따라서 

그 의견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협의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역세권일수록 민간기업이 많으므로 그 이해관계 차원에서 매우 경쟁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어 적절한 이익
분배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발이익에 의한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활발한 활동2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많은 지역공동체들이 활동하는 역중심공간의 광장이나 메인도로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많은 

지역공동체와 그 활동영역이 중복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들간의 관계성을 조율하고 특정 단체의 수익확
보가 아닌, 지역전체를 위한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활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영역을 지배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계기는 재개발 계획에 따른 협의회 조직의 움직임으로 진
행되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공적책임과 공익성의 가치가 우선시 되었다. 이는 지역의 

입구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조정에 있어
서도 지역전체의 비전과 연계해서 계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성 분석도를 살펴보면, 개선이나 환원과 

같은 지역전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2 동경역의 미츠비시지쇼가 적극적으로 중심영역의 공공공간 개조에 활약하였던 것처럼, 카미가야역앞 광장의 

카오모임의 주체가 건축업에 있었던 전문가였던 것처럼, 이들은 이러한 관리가 후속적인 공공공간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여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행정에 제안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표 5-2] 역 및 역 연계영역의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과 관리 

역세권 
영역 

역세권 공공공
간 

발생배경 및 목적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방식 

사례 

역 및 연
계영역 

역공간 연속입체교차사업 지역성이 드러나는 디
자인이나 재료, 구조 

구획정리사업에  ○역공간형성에서 역중심
영역 활용으로의 확장 

휴우가시역 

철로공간 지상전철의 지하화  지역농원으로 활용 임대회원제 채원시설운
영, 연간사용료 

○철로를 따라 공간확장 가
능성 

세이죠가쿠
엔마에역 

고가하부 철도기업의 미이용부
지 활용 

보육원과 같은 공공 시
설의 확보 

철도회사와 지역보육원
이 연계하여 공동운영 

○다른 많은 역세권으로 확
장되어 적용 

치바미나토
역 

동서자유통로 ㆍ철로에 의한 지역양
분화 문제/ 
사용자입장의 연계루
트형성 

입체횡단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의 적극적 연
계 

쾌적한 공간관리, 보수 
창소, 미화, 광고등 

○ 주변 주민자치회와 연
계하여 역중간영역까지 확
산되어 갔음. 지역 공공공
간 연계루트의  
역할 

하루미역, 
 

입체적 고도이용 동서자유통로 철로상
공부에 갤러리보드 운
영 

쾌적한 공간관리, 보수 
창소, 미화, 광고등 

○역에서 주변공공공간과 
연계하는 공간활용을 통한 
영역확장 

오오사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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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분절되는 마치즈꾸리 협의회를 가진 지역의 경우 역공간과 연계되는 공공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과
정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관찰되는 공공공간의 유형으로는 광장,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역주변 공개공지, 역앞 공공 및 공익시설, 

도로공간 등이다. 광장은 가장 많은 사례에서 활용하는 대상이며, 역광장 관리로 시작해서 저차 주변의 임대
자관리나 이벤트 프로그램등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상가조합이 주체인 경우는 기존 재
래시장의 위치에 따라 역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래상권과 연계를 구축하려는 활동 역시 발견된다. 

이는 중간영역에서 나타나는 상권의 움직임인 내부 Area의 공간활용과는 다소 다르다. 재래상권과의 연계
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쪽으로 활동을 이끌어내어 홍보의 효과와 함께 외부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공공 주차장의 운영과 같은 관리의 부
담을 자발적으로 지는 대신 광장의 관리권한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5-3] 역 중심영역의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과 관리 

역세권의 
영역 

역세권 공공공
간 

발생배경 및 목적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방식 

사례 

역 중심영
역 

광장 도시긴급재생지역 재
개발사업 

대형녹지공원 조성 
 

환경적 쾌적성 향상을 위
한  관리 활동. 

Ⅹ확산효과없음 지역전체
의 바람의 길 역할 

시나가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반환된 토지에 공공공
간과 사유지의 일체적 
정비의 필요성 

광장활용 및 역앞 빌딩 
임대관리 사업 

부동산주식회사의 관리
업으로 시작하여  환경유
지관리및 이벤트, 경관유
지 

○역광장 관리로 시작하여 
중심영역의 빌딩관리로 확
산 

카미가야역,
  

작고 노후화된 도로에 
의한 주거환경악화의 
문제/역개발에 의한 재
래상권 갈등문제 

광장활용  및 화단 유
지관리.  

여름축제 
화단관리 및 쾌적성 향상
을 위한  관리 활동. 

○광장을 중심으로 이벤트
를 매개로한 주변 상권과
의 관계성 연계 

고쿠료우역 

지하상가, 자
하주차장 
지하광장 

입체적 고도이용 지하도로 활용, 지하통
로활용 

지하광장을 활용한 방재
훈련 및 광고활동 

○넓은 지하광장을 활용한 
이벤트적 프로그램으로 확
장가능. 

동경역 

교통광장 지하주차장 공공주차장의 운영  Ⅹ역세권 전체적인 애리아
메니지먼트를 통한 종합적 
계획 

오오사키역 

공공, 공익시
설 

대형점포균질화,  
노후화에 따른 상권쇠
퇴문제 
역앞재개발사업 

지역주민층에 적합한  
공공,공익빌딩형성, 공
동참여 프라자 

노약자 중심의 프로 -그
램화와 생활의 편의 증
진.  

Ⅹ컴팩트씨티형 매니지먼
트로  초기부터 전체 영역
에 대한 계획설정 

아오모리역 
 

역앞재개발사업 지역커뮤니티 서포트 
시설 및 향토문화연계
형 거점시설 

세미나 및 교육,문화적 
프로그램. 향토지역정보
공유 

○지역 자원봉사자와 활동
단체를 통한 축제로 광장의 
활용 

산겐자야역 

중심 도로 재래상권의 쇠퇴 
중심시가지활성 

빈점포유효활용 (특산
품 판매점) 
보행도로 활성화 

부동산중개관리, 커뮤니
티버스운영,  
이벤트관리(입장료,티
켓), 마을걷기맵.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시
민시설관리 

●역광장관리에서 시작하
여, 중심영역의 점포활용에
서 중간영역의 문화시설운
용까지 넓게 확장 

후쿠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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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역사의 내적발현의 장소로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 역세권 중간영역  

역중간영역은 2장과 3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보여준
다.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는 계기도 대부분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따른 재래상권의 보호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활동의 주체가 되는 구성 멤버들이 재래상점가나 중소형 상인들의 전체 

권익을 보장하는 상공회의소나 상인 협회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영역의 공동체의 경우도 역사성을 가진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동체와 공익성을 중
심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는 사례가 많았다. 여기서 공공공간의 형성 및 관리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오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이 활동
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 방식은 중심영역에 비하여 주변으로 확산되어가는 성격이 더 강하다. 확산의 

방향은 중간에서 시작하여 주변주택가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서 시작하여 역중심영역으로 확산되
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쇠퇴의 문제를 생활과 밀접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한두가지 사례를 통해 행정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중심영역
에까지 확신시키는 경우였다.  

 

중간영역은 특성상 개발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리 오픈되어 있지 않
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사전 현장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전조사의 주체는 상가의 경우는 그 

운영권한이 다른 지역단체보다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후 부동산업이나, 공실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으므로 상인조직 내부에서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자료를 조
사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스스로 공실조사나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을 살펴보고, 과정속에서 공동체의 역량과 

연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한편, 노후화된 상권은 역세권주변의 상권과 커뮤니티간 큰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상권내부에 개성있는 ‘지역적 공공공간’ 을 활용하여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
에서 역공간에 근접한 재래시장의 전략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역 중간공간의 재래상권의 경
우는 집객력을 높이는 매력의 요소가 Area내에 위치하여야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외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성도 중요한데, 지역내부에 업무시설이 밀
집된 지역이 있어 내부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
실, 빈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조사하고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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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역 중간영역의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과 관리 

역세권의 
영역 

역세권 
공공공간 

발생배경 및 목적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방식 

사례 

역 
중간영역 

메인도로활성
화 
/공실활용 

재래산업쇠퇴,  
중심시가지활성화 
미타카산업진흥계획 

소호오피스 
거점형성으로 
지역산업거점형성 
오피스 , 회의실 임대 

렌탈 사이클 사업, 
소호칼리지(벤쳐강좌) 
지역산업육성 

●초기 역앞 
파일럿오피스를 시작으로 
중심도로활성화를 통한 
중심영역 및 주변영역의 
산업플라자까지 확장됨.  

미타카역 

재래상점가  중심시가지활성화 
상점근대화계획 

재래상점가 활성화  
빈점포 활용 
공동점포운영, 
창업공방 

상점메인스트릿, 
포켓파크 

○아케이드, 도로포장에서 
시작하여 상점가 전체 및 
주차장 관리에까지 
확산됨 

다카마츠시 
마루가매 
상점가 
후쿠시마역 

역사적 자원 도시재생정비계획 자원조사를 통한 
역사적 자원을 
확인하고, 
챌린지숍으로 
커뮤니티 거점형성/ 
오픈까페실험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는 경관형성 
 

○지속적인 워크샵을 통해 
활용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늘려나가고 있음. 

시라키와시 
혼마치 
 

토지구획정리사업 
고향얼굴만들기사업 

역사적 내부길 활성화 
도시의 역사축형성 
천연목 포장의 
광장정비 

프리마켓, 
주차장관리운영, 
시마다시지역교류센터, 
시민회관운영. 
수탁사업으로 박물관 
접수, 체육시설관리, 
녹지관리. 

○내부길중심으로 영역이 
정해져있었으나 
행정으로의 수탁사업으로 
관리 영역이 확장되어가고 
있음. 

시마다시 
역참마을 

내부길 도시재생정비사업. 컨테이너형 오픈까페 
보행자천국 

광고탑 광고수입, 
자전거관리 

○오픈까페에서 시작하여 
도로관리로 확산 

신주쿠동구
지구  

공실 중심시가지공동화 
대형점포균질화, 
노후화의 
상권쇠퇴문제 

상점활성화창업공방
거점. 챌린지숍 

창업희망지원자들의 
커뮤니티 육성. 
중심상점가 
공통주차서비스권시스
템 

● 공방거점들을 중심으로 
공동운영에 대한 영역확산 
및 지역산업네트워크 증진 

후쿠시마 

 

4) 분산적인 생활밀접형 장소으로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 역세권의 주변영역  

역세권의 주변영역은 곧 다른 역세권의 주변영역이다. 이 영역은 중간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흡수하는 영역이다.  그 이유는 역세권의 주변영역은 이미 공간의 위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역
세권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의 압력에서 자유로우며 역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상대적 위계에서 자유롭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태가 일어나기 쉬운 영역이며 활용 목
적 또한 사적이거나 특정 공동체를 위한 활동들이 많다.  

역 주변공간에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는 지역노후화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환경악
화의 문제이다. 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관리방안이 중시되는 영역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 활동들은 저예산에 

의해 분산된 소규모의 거점활용의 형태로 시작된다. 이러한 거점활용의 운용은 지역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치즈꾸리가 활발한 주택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공공공간의 확산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의 영향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에 따라 이러한 ‘지역적 공
공공간’ 의 확산속도와 영향력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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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역 주변영역의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과 관리 

역세권의 
영역 

역세권 
공공공간 

발생배경 및 목적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방식 

사례 

역 
주변영역 

편의 공공시설 쿠마모토역주변정비
기본계획 / 양질의 
공공공간디자인 

공중화장실, 파출소의 
생활공공시설의 확보 

전문성을 확보한 
디자인회의의  지속적 
워크샵을 통한 
디자인관리. 조정,  
가이드라인 구축 

●건축전문집단의 
건축실험무대로서의 
집단적 작품활동의 확산과 
워크샵을 통한 
경관디자인에의 확산 

쿠마모토역 

공터 임대정원제도 , 
카시와시 녹지기금 
 

오픈가든, 공공공의 
정원, 정보뱅크 
협정지역 

자율적 운영확보를 통한 
다양한 활동증진과  
지역전체 환경개선 

○활용주체 맞춤형 
활용공간 유형화와 
정보뱅크협정을 통한 
영역확장   

카시와역 

빈집, 공터 집의 빈공간활용/ 
빈 공터를 활용 

빈집 혹은 집 일부의 
빈공간을 쉐어하우스 
활용 
/ 세대와 용도에 맞춘 
지역커뮤니티 공원화 

공간 사용료회수, 
임대사업, 공동육아, 
공원의  자치적관리 

● 자치회 및 NPO등의 인적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주변지역에 지속적인 확산 

세타가야공
생의집 

 

5.1.3. 대표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형 

본 논문은 4.3절을 통해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인 동경역, 오오사키역, 아키하바라역, 코가네초역을 중
심으로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 방식을 살펴보았다.  

동경역의 경우는 행정과 매우 밀접한 재개발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치즈꾸리 간담회와 명확한 역할 분
담을 하면서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축해나갔다.  간담회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공간을 계획하거
나 형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였다. 한편 협의회의 경우는 장소를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주변 지역공동
체를 연계하여 만들어나갔다. 두 공동체 모두 ‘균형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담회의 경
우는 그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역세권 영역별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간담회는 역공간에서 역 중심영역 및 역중간영역에 걸쳐 다양
한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해 나갔다. 커뮤니티 거점 형성을 제외하고는 선진적인 기술을 지역의 비전으
로 제시하는 것였다. 이는 일본을 대표적인 민간기업에 의해 형성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역특성상 일반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행정 대 토지소유자(곧 주민이자 개
발자)로 구성되는 공적책임의 균형잡힌 이분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공적기관”이 중심이 되어 

입안하고 지침을 마련해왔던 도시계획에 대하여 “민간”이 주체적으로 제안하고 또한 그 실행의 단계까지 적
극적으로 제안해가는 역할을 새롭게 창출하고 개발자의 장기적인 역할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오사키역은 동측과 서측의 분리된 마치즈꾸리 협의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적 공공공
간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공공성 분석도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색으로 표현되는 서측 마치즈꾸리 

협의회는 동측에 비해 늦게 구성된 협의회긴 하지만,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역공간과 역중심공간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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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행데크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면서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전략적으로 역과 연계된 공간에
서 홍보와 광고가 가능하였고, 이는 역공간과 역중심공간에서 보이는 공개 공지와 오픈스페이스의 관리로 

연계되었다. 반면 동측의 마치즈꾸리 협의회는 자체적인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여 강과 연계된 경관 

관리와 오픈이벤트 및 생활에 밀접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동측과 서측으로 분리된 공동체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 의 분리를 의미한다. 

아키하바라역의 경우는 아키하바라 타운매니지먼트와 상점가를 중심으로한 마치즈꾸리 협의회,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하는 공동체 세가지로 분류된다. 역세권 영역별로 분포된 ‘지역적 공공공간’ 을 살펴보면, 

행정과 가장 밀접한 타운매니지먼트가 역공간과 역중심공간에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했다. 한편 마치즈
꾸리 협의회와 학계의 경우는 중심영역에서도 다소 안쪽에서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코가네초의 경우는 ‘Area Management’센터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한 코가네 X-Lab, 그리고 

예술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할 만한 것은 코가네초 ‘Area Management’ 센터는 역세권에서 먼중간영역
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고가하부공간을 제외하고는 역공간과 중심공간에는 특별한 활동이 관찰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고가 하부 공간은 철도회사 소유이며, 또한 활동 주체가 요코하마의 활성화된 예술 단체의 강한 네트워크
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 조직 모두 공동체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유명한 사례가 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은 행정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서측의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분리되어있는 오오사키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공성의 3요소가 균형잡힌 ‘균형적 관리형’의 형태를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정과의 친밀성은 역세권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역에서 가까운 위치를 선점하여 지역의 선도적 사례로 홍보가 되며, 지역문제에 치중한 실천 중심적인 공동
체의 경우는 역중심보다는 중간쪽 방향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축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영역별로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그 형성 

전략과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양상이 달라진다. 형성과 관리의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공적책임과 공동
체, 그리고 공익성의 상호관계의 변화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영역과 확장에 영향을 미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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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대표사례로 살펴본 역세권 권역별 ‘지역적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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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의 단계적 프로세스 

 

동경도의 도시정비국의 ‘Area Management’ 매뉴얼에서는 지역관리형성 과정에 대하여 계획 개발 단계,

유지 관리 단계, 운영 단계의 세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장을 통해 역세권의 개발과정과 

공공성의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역세권의 ‘Area Management’를 통한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적 공공공간’ 의 형성단계를 네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었다. 

현재의 역세권의 도시적 구조와 공공공간의 생성이 이뤄지는 1980년대 후반은  “공공공간의 생성”시기가 

된다. 둘째는 재개발 과정에 의한 초기 지역 조직 형성 시기에 해당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조성”시기이
다. 그리고 셋째는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역세권을 재조직해나가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
성”시기로 볼 수 있다. 넷째는 전체적인 에리어매니지먼트의 조직 형성과 함께 역세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시기이다. 이는 마지막 관리 단계인 에리어마네지멘토의 조직 형성과 관
계가 깊은 초기 지역조직이 형성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단계를 구분한 결과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을 둘러싸고 있는 공적 책임, 공동체,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성은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비슷한 단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가 성숙화 단계에 이르
면서 공적책임을 행정과 공유하여 관계를 맺는 과정에 따라 세 요소의 밀접성은 변화한다. 

공공성을 확립해나가는 지역관리의 과정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에 

공적책임의 형성 à공동체간 연계성형성à  공익성 창출의 과정을 거쳐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적 

공공공간’ 을 둘러싼 ‘Area Management’ 요소간 관계는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Area Management’의 네 가지 요소인 공적책임, 공동체, 공공공간, 공익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단계인 기획단계에서는 상점가내 조직 및 지역내 연계조직들이 형성되지만, 여전히 행정위주의 개발 정
책으로 갈등의 양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지역의 문제인식을 통해 공적책임의 공유로 공통과제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2단계의 형성단계에서는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지역문제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안들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애링매니지먼트 조직을 유기적으
로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공공공간의 사용자 및 용도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3단계의 운용단계는 지역적 공공공간이 다양한 사용자와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 그 영역성이 확장되거
나 변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곧 조직간 역할 분화 및 필요에 따른 협업관계와 주변 공간의 활용에 

[문제인식 2] 일본에서 역세권이 대규모 개발만이 아닌, 소규모 지역관리인 ‘Area Management’의 대
상으로 변해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및 관리의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개발에 의해 형성된 공공공간과 소규모 지역관리에 의한 ‘지역적 공공공
간’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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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4단계의 육성관리 단계는 공익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애리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한 조직간 

네트워크 및 차세대 지역리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적 공공공간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인 이벤트와 지역전체를 위한 공익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커뮤니
티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7]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의 단계별 프로세스 

 < 3 장에서 정리한 역세권 개발 단계별 특성을 정리하고 CABE 의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보완하였음> 

단계 기반시설 정비단계 재개발 단계 지역관리 조직단계 지역관리 
유지,관리 단계 

지역관리 
육성단계 

조직특성 

1단계 :  
‘지역적 공공공간’  기획단계 

2단계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단계 

3단계  
‘지역적 공공공간’  
운용단계 

4단계 
‘지역적 공공공간’  
관리단계 

상점가 조직 및 
지역내 연계조직 
형성기, 지역문제 
인식 

재개발계획/ 
민간토지소유자중심/재
개발추진협의회 및 
마을협의회 

공공과 민관 협력/’Area 
Management’ 조직형성 및 
재편, 소프트사업형성기 

주민 참여증대.  
조직간 관계성증진, 
유지관리활동, 수익 및 
공익성 확보 

공익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공적책임 의식을  확장하여 
시민활동을 육성하는 단계 

요소간 

관계성 

 

   

 

공적책임 

ㆍ행정위주의 
지역개발 
기본방향책정 

ㆍ재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ㆍ행정 중심의 지침제안.  
ㆍ공적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ㆍ책임있는 리더에 의해 
조직재편 ㆍ행정과의 
공적책임 공유 
 

ㆍ행정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에 의한 공적책임의 
확산 ㆍ공간관리를 통한 
공적책임 증대 

ㆍ인쇄, 출판물, 
가이드라인등의 활동의 
결과물 생성 (지역룰책정) 
ㆍ정보공유를 통해 
공적책임의식의 확산 

공공공간 

ㆍ역세권 
양적개발과  
대형화, 복합화 
ㆍ입체적 
보행네트워크 
ㆍ대규모 지하상가 
형성 

ㆍ중심시가지쇠퇴와 
공공공간재배치 
ㆍ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장소의 이해 
ㆍ지역문제 공유 

ㆍ 장소에 대한 비전제시 
ㆍ전체적 지역룰 및 
공간계획간의 밸런스 
ㆍ 공간에 대한 구체적 
제안제시 
ㆍ 시공자 선정 및 착수 
ㆍ 공공공간의 사용자 및 
책임자 구체화 

ㆍ 분산적 공간활용 
프로젝트 
ㆍ 영역확산성 
ㆍ이벤트, 지속적 프로그램 
ㆍ 프로젝트의 평가 및 
공공공간의 지속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계획 
ㆍ 지역공동체의 
활동거점이 되도록 지원 

ㆍ공공공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또다른 
공공공간 형성의 틀을 만듬. 
ㆍ지역공동체가 또다른 
지역리더를 육성 

공동체 

ㆍ개발을 위한 
개발협의회/ 
ㆍ상공회의소 / 
ㆍ내부문제을 위한 
단체설립 

ㆍ공간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ㆍ주민단체의 행정과의 
합의형성 

ㆍ 애리어먼트 조직 구성   
ㆍ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용의 다변화  
ㆍ조직의 파트너쉽구축 

ㆍ 조직간 역할 분화 및 
필요에 따른 협업체계 구축 

ㆍ애리어먼트 조직에 의한 
지역공동체간의 유기적 
관계성  
ㆍ지역 전체의 조직시스템 
구축 

공익성 고려하지 않음 
ㆍ공공프로젝트의 
단발적 전개 

ㆍ복수 공공프로젝트 
사업별 조직운영 자금 
확보(Fund확보) 
ㆍ 소프트사업 형성기 

ㆍ수익사업을 기반으로한 
공공공간 이용의 지속적 
체졔구축 
 

ㆍ 지속적 Area-management 
활동자금확보  
ㆍ 지역공익성을 고려한 
지역활동과 결과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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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지역적 공공공간’ ’ 기획단계 - 지역의 문제 인식과 지역 재개발 

공공공간의 생성단계인 기반시설 정비기에는 기본적인 역사 건물과 역전 광장, 집객 시설을 위한 지원공
간 등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역세권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동경도 전체적인 구조 체계에서 

기능 분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형성된 정책 및 사업에 따라 역세권 주변의 물리적 기반 시설이 형
성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행정 중심의 공적 책임에 의해 모든 개발 정책 및 사업이 확정된다. 아울러 지
역 사회가 성숙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공간에 관여하는 시민 단체나 협의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환경 미화와 관련된 기초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지역문제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역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조
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많은 경우 초기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지역조사의 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그
러나 지자체가 중심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행정 및 정책 적용을 위한 조사가 중심이 된다. 이로 인
해 정량적인 데이터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다만, 초기 지역 조사 단계에서 지역 대학이나3 교육 기관이 지역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의 인적 자
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면은 지역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견을 수용하여 자료의 

가치를 피드백하며 차후 자료가 지역 내에서 축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조직 내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자와 활용자가 일치한다는 측면에

                                                           
3 요코하마 시립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자료를 전국도시재생 모델 및 코가네초의 건물현황 조사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거점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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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개발 차원에서 유명한 사례의 경우엔 학계 내에 이미 기본적인 조사자료
들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상황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축해야한다. 따라서 결국 조사에 대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
결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된다.  

 

5.2.2. ‘‘지역적 공공공간’ ’ 기획단계 – 지역조직 형성기(초기 협의체구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초기 형성기는 지역 고유의 문제나 갈등을 조정하는 초기적 단계의 협의체가 생성
된다. 상점가 조직 및 지역내 연계 조직 형성기를 보여주는 기반 시설 정비기에는 환경개선이나 개발갈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내부조직이 보여진다. 초기 형성기의 지역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지구(地區)

내의 상업자와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협조관계로 지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 부여이다. 

지역의 낙후, 도심 재생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2단계에 해당하는 재개발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재개발 

단계에서는 물리적 정비의 공적 책임을 공유하는 재개발 협의체 등이 형성된다. 그리고 초기의 지역 공동체
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협의체 조직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이다. 여러 조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표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재개발 협의체와 다른 지역 커뮤니티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
지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광역적 도시 비전과 지역 마치즈꾸리를 위한 비전, 상호 간의 조정의 문제가 중
요하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주요 공공공간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으로 구에서 이를 정식적으로 수용하거나 반영해야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지에 대한 문제는 지역관리의 주체가 외부인이거나, 대기업일 경우 더 크게 다가온
다. 동경역의 사례에서 미츠비시가 초기 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사회의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안을 도출해나
간 과정은 곧 계획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는 곧 협의회를 기틀을 튼튼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확
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역세권의 물리적, 양적 확장의 변화에 인해 나타나는 도시환경의 문제와 커뮤니티의 문제를 차츰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정비를 행하는 개발자와 행정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
께 인식하여 타협하는 조직에 가까우며, 공간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거나 조정하지는 못하였다.  

 

5.2.3. ‘‘지역적 공공공간’ ’ 운용단계 – 관리조직 형성기(행정과 민간 역할의 변화) 

‘지역적 공공공간’ 의 구축에는 의견을 수용하는 단계적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마치즈꾸리의 초기 단계
에서 ‘Area Management’의 설립을 통해 통합적 관리로 가는 단계적인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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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 조직의 진화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 의 진화로 발현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가 가
능한 지역 계획이 필요하다. 분절된 지역조직에 의해서는 지역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Area Management’의 조직을 통해 지역전체상에 적합하고 지역별 수요를 수용하는 공간계획이 가능하였
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유효활용을 위한 실천을 위해서는 ‘Area Management’ 조직과 지역협의회, 이 두 

조직의 역할분담과 프로그램 구성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여러 지구의 협의회와 마을
만들기 조직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합형 

‘Area Management’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과정은 곧 지역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즉,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Area 

Management’ 조직에서 수용하는가가 지역 관리 조직의 공공성을 평가하는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지역 내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민간 기업이 마치즈꾸리에 관한 비전을 공유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간계획에 함께 참여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이러한 장소의 기본 계획을 마치즈꾸리협의체와 ‘Area Management’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
다. 아울러 행정과의 타협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익숙한 고유의 장소성을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는 공간 계획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5.2.4. ‘‘지역적 공공공간’ ’  관리단계 – 지역관리 정착기(지역적 인재 및 네트워크 육성단계) 

이후 4단계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물리적 도시공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소프트
웨어적인 도시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활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Area 

Management’의 조직설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존의 재개발 협의회가 발전되어 ‘Area Management’가 생기는 경우(아키하바라, 동경역)도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경우는 그 활동의 전개가 다양하지 못하고, 행정가의 협의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 멈추어있는 경
우가 많았다. 한편, ‘Area Management’의 조직이 상인협회나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 기존의 주민협의회가 

발전되어있는 형태인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공공공간들을 활용하여 수익성, 공익성을 확보해나가
는 단계를 밟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 조직과의 갈등은 ‘지역적 공공공간’ 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커뮤니티의 만남의 장이 

형성되고 그 활동이 구체화되면서 차근차근 조율된다. 이러한 조율 과정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비
전을 구축해내고자 하는 공적 책임감이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5단계의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육성단계로 

넘어간다. ‘지역적 공공공간’ 은 특정 공동체의 주도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확장되는 과정속에서 다양한 커뮤
니티와의 연결의 장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한 장소의 관리를 넘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다른 ‘지역적 공공공간’ 을 생성하는 ‘육성’의 공간으로 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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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역적 공공공간’ ’ 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적 공공공간’ 은 반드시 역세권이 아니라도 도시 어느곳에서나 발생할수 있는 공
공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역세권의 많은 사람들이 역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향하는 과
정 속의 다양한 도시의 레이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 은 공적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고 관련된 공동체를 가진다. 

그리고 공익성을 실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공공공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의 3요소는 지역의 기본적인 문맥과 도시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지역적 

공공공간’ 을 일반 공공공간과 다르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잇는지 살펴보고, 계획시 유의해야하는 사
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2] 공공성 3요소의 관계로 살펴본 ‘지역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관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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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 

 위의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고 관리되는 과정은 그 공간에 관여하는 공동체의 활동, 공적책임의 공유, 공익성의 창출이라는 공
공성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지역적 공공공간’ 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적 공공공간과 ‘지역
적 공공공간’ 은 어떻게 다를까.  ‘지역적 공공공간’ 을 일반 공공공간과 다르게 만드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우선 공적책임의 측면에서는 행정으로부터의 ‘유도’단계를 거쳐 적정한 조직을 구성한 이후에는 행정과 ‘협
의’의 단계의 책임의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도시설계 및 계획에 관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관주도형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경관규제 및 가이
드라인을 제안하고, 여러 지역단체간의 이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행정과의 소
통을 중재하고, 마스터플랜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반
면, 민간주도형의 경관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측면이 비교적 어려우며, 여러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이해조정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마치즈꾸리 협의회와 애리어매니지먼트의 관계가 밀접할
수록 이러한 공적책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초기의 자금적, 시스템적 ‘자립’의 과정을 거쳐 주변 커뮤니티와 ‘연계’를 

통해 지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작하는 사회적 포괄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 여러 세미나나 교육기능을 확
보하게 되면서 차세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단계로 성숙되어 나간다. 역을 중심으로 동서측으로 분리되는 

오오사키와 같은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역을 중심으로 이미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간 연
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반면, 주민주도형이며, 비교적 여러 주민협의체간 통합적 성격을 갖는 애리어매
니지먼트의 경우는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 행정과 협의
하기 용이했다. 특히 민간 주도형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지
역적 공공공간의 방문이 수월하였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주체적인 기획이 어려워 전문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익성 측면에서는 초기단계의 단순한 공공공간의 ‘유지’ 및 방법, 쾌적성 관리등의 활동을 시작
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장 관리나 공터관리와 같은 지역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다. 이후 ‘Area Management’ 조직들이 초기 행정지원금을 기반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점차적으로 회비나 

수익활동을 통해 자립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설정하거나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갖게 되었다. 특히 재래 상인조직과 같이 지역밀착성과 

역사성이 있는 공동체의 경우에는 지속적 활동재원을 확보하여 일찍 자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기의 수익
성 활동에서 점차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을 활용해 나갔다.  이러한 공공
성의 3요소를 기반으로 지역적 공공공간의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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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지역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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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역적 공공공간’의 특징과 의미 

1) ‘지역적 공공공간’ 의 동기성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계기는 공간의 미활용과 같은 공간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지역경제 쇠퇴와 

같은 경제적 문제, 사건이나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권의 압력에 따른 문
제 등과 같은 지역의 갈등과 위기와 관계가 있다.  

우선 공간 자체의 문제점으로서는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시 구조의 재편성에 따라 이전 적지의 형
성이나 입체 교차 사업에 따른 철로의 이전 등의 이유로 유휴 부지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토지의 고밀도 이
용을 위하여 미이용 토지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은 기획부터 형성, 운용, 관리의 단계 중에서 운용의 단계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그 이유는 우선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 최소의 투자로 최대한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관리 이상의 단계에는 활용에 따른 이득보다도 지속적으로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나타나
는 장기적인 인적 자원의 투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관리 이상이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경제적 문제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쇠퇴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문제나 대규모 쇼핑몰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재래 시장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
우는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에서 그 활용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적책임에 의한 협력적 관리, 혹은 자치적 관리형의 ‘지역적 공공공간’ 이 많이 발견되었다. 굳이 행정의 힘
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역공동체를 유지해온 재래시장 상인조합이나 마치즈꾸리 단체의 경
우에는 특정 지역내에 임대자를 선별한다거나, 지역에 필요한 용도로 조정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관리가 가
능하다. 

한편,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의 이차적 징후로서도 나타난다. 인구감소에 따른 공실 증가의 문제, 공
실을 찾아 들어오는 퇴폐업소의 문제, 그리고 범죄증가에 따른 치안악화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요구,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홈리스 증가의 문제등이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를 촉구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경우는 지역의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슈를 주민과 공유하여 함께 순찰 

돈다거나 청소 및 미화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위기를 어떠한 관점으
로 해석하고 풀어내는가에 따라 공동체 구성의 조직형태도 활용의 포커스로 잡는 공공공간의 위치도 달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위기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과 지역의 관계를 밀착 관계로 바라
보고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개선방향을 찾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행정에서 제공하던 공적 책
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룰을 지정함으로써 지
역의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축해가는 동기부여로 작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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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협의회가 ‘Area Management’ 조직과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활용과 일치되었을 때 ‘Area Management’는 비로서 확장
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적 공공공간’의 위치성 

‘지역적 공공공간’ 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확산되어 분포될 수도 있으나 특정 공
동체가 관여하여 형성되는 결과인 만큼 적절한 규모의 지역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의 ‘Area Management’는 기존의 용도지역제나 지구계획과 같은 일괄적인 관리체계에서 보완하여 

이루어진 마치즈꾸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관리를 세분화, 재조직한 제도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을 활성
화하는 초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Area설정의 문제이다. Area설정이 반드시 일본의 ‘Area 

Management’와 같은 제도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용도 지역제나 지구 단위 계획
처럼 용도나 총량적 밀도 및 규모에 의해 행정적 수요로 정해지는 획일적 설정과는 다르다. 지역 커뮤니티
의 분포를 고려하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협정에 의해 정해지는 유연한 Area설정이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의 조건이 될 것이다. 

Area-management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초카이(주민협의회)와 같은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반
드시 규약으로 Area를 설정해야만 하며, 상당기간 존속가능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마치즈꾸리 

NPO나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규약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자주협정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협정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지역공동체가 어떤 성격인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에 따라 Area 설정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공통점은 지역 공동체와의 협의에 의해 Area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에 설정했던 Area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가 늘어나는 경우 필요
에 따라 확장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사례들을 정해진 Area 

내부에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한다.  

초기에  ‘지역적 공공공간’이 형성되는 위치적 특성은 정책 및 개발 계획의 영역,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지
역공동체의 위치, 지역문제의 인식, 행정과의 관계성 등과 관련된다. 특히 행정과의 관계는 곧 ‘지역적 공공
공간’의 초기 영역 설정의 문제는 ‘Area Management’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어느 범위까지의 상권과 커
뮤니티를 고려할 것인지는 ‘Area Management’ 조직의 영향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공적 책임의 의지와 장소밀착형 공동체 조직, 그리
고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포함하여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구조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애리
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규모의 지역관리를 통한 장소
중심의 특성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역내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공생관계로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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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장성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과 Area 범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와 행정 간의 공적 책임의 공유가 

매우 긴밀한 경우는 Area설정에 있어서는 지역 전체의 공익적 관점에서 구역을 결정하여 유도적 혹은 협의
적 관리형의 LPS가 형성되었다. 반면 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Area를 설정한 경우는 역세권 내의 상권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구역설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또한 편협한 Area설정에 의해 커뮤니티의 갈등
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Area의 설정의 갈등은 대립적인 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Area설정에 유의해
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Area에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생활을 위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드는 ‘자치적 관리형’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다. 

특히, 역세권에서는 기존 지역 공동체가 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 그 양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통합된 형태의 지역 관리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연계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을 만드는 결과4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 연계형이나 육성형의 경우는 지역공동체간의 충분한 합의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적 공
공공간’ 의 영역이 확장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Area설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점차 진화하는 

과정속에서 포괄적인 커뮤니티의 범위로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자치적 

관리형이나, 협의적 관리형의 경우는 기존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Area’의 설정이 전체 지역 커뮤
니티의 갈등의 확산시킬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역적 공공공간’의 영역성은 주변 공동체간의 세력범위와 위치, 그리고 역세권역상의 상대적 위
치, 그리고 행정과이 친밀도에 영향을 받으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확장성’을 보이는데, 영역의 

확장성은 역공간에서 역주변공간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협의적 혹은 자치적 관리형’은 이런측면
에서 역중심공간을 경계로하여 크게 확산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연계적 혹은 육성적 관리형’의 경우는 확
산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역 주변으로 갈수록 공동체가 행정적 관리로부터 벗어나 유연함을 갖기 때문이
며, 이밖에도 주변공동체와의 친밀도,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정책과의 상관관계등이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4) ‘지역적 공공공간’의 지속성 

오래된 장소밀착형 지역 공동체 조직의 경우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Area 

Management’와 같은 지역전체의 비전을 좌우하는 조직을 구성할 때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오
래된 지역조직이 항상 ‘Area Management’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과의 협조관계

                                                           
4 이러한 사례는 오오사키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동서로 분리된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행정과 함께 참여하는 

오오사키역주변지역마치즈꾸리연락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곧 

동서자유통로와 같은 적극적인 지역연계의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Area 

Management 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는 동측 마치즈꾸리 협의회가 중심적으로 이끌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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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신생조직이 ‘Area Management’의 중심조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오래됨’이라는 가치가 조직의 

위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지속성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적 공동체는 지속적인 ‘지
역적 공공공간’을 구축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적 공공공간’의 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오래된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운영과 관리의 자립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오래된 조직과 신생조직이 있을 경우, 오래된 조직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연계적 혹은 육성적 관리’형
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생조직의 경우, 행정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 ‘자치적 혹은 협력적 관리
형’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오래된 조직일수록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역적 공공공간’ 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활동이 가능하였던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 확산성에 있어서는 신생조직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신생조
직의 경우는 행정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지역적 공공공간’ 을 확산시켜나갈 

수 있다.  

일본에서 지역공동체중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상인조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에서 조직적인 운영 및 관리 조직으로 진화해나가는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지
역적 공공공간’을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Area Management’ 사업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TMO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5,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는 인재가 적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익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합의 형성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TMO가 행정측
과 가까웠기 때문에 상인협회와 토지소유자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상인 조직에 의해 오랫동안 형성된 전통시장의 경우는 ‘Area Management’ 조직을 형성하면 애리어내의 다
양한 수익 활동들을 초기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었
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가능한 지역적 공동
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과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공적 책임의 공유가 가능
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창조하고, 함께 관리하기’에 대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이라는 

의미 자체가 매우 포괄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조직인가에 따라 의견 전체를 수렴하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 공동체의 갈등은 많은 경우 다른 유형의 주민 단체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각 집단이 성숙하는 단계에 서로 간의 경쟁 의식 및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성을 수반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초카이(주민협의회), 마치즈꾸리협의체, 지역관리 조직의 상
호관계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민의 범위(현거주자/ 전문

                                                           
5 黒田 彰三 ,香川県高松市丸亀町 商店街活性化の成功例,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 (587・588), 6-15,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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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겸 활동가/외부에서들어온 활동가등) 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을 통해 지역전체의 비전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타협이 필요하다.  즉, 다른 지역공동체의 의견전체를 수렴하
는 방법론이 필요하한 것이다.  이는 곧 ‘Area Management’라는 여러 지역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
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체를 ‘장소밀착형 공동체’라고 부를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그 장소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오랫동안 활용하면서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쌓아온 공동체이다. ‘Area 

Management’의 성패를 조직 측면에서 고려해본다면, 결국 어떠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변 지역 공동체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밀착형 공동체”가 지역관리를 하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목표도 확실해진다. 또한 주
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또 다른 지역 공동체들과의 관계도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과 지역밀착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발굴을 통한 전문가의 등용이 매우 중요하
다. 지역 공동체의 활동과 그 책임 의식이 성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에게 지
역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해답을 구체화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는 지역의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지역 내부에서 육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가네초의 경우는 지역 외부에서 전문가가 초빙되
어 지역 내부의 예술 및 지역커뮤니티 공동체와 밀접하게 생활하며 만들어낸다. 

 특히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역할을 찾아보자. 우선 이
들의 역할은 형성 단계에서 전문적인 도시자원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활용공간의 리스트 작성등 ‘지역적 

공공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문제의
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재개발과정에서의 기본계획이나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자치회간의 충분한 의견 소통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을 위한 제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공간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공동체의 활
동, 그리고 지역전체의 기본계획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곧 지역공동체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겸한 전문가로서 행정과 의견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지역 전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근접한 장소 안에 여러 전문
가의 활동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분야마다 접근법이 다르고, 이해도 및 구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경쟁관계에서 대안없는 비판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워크샵을 구성하거나 세미나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공간의 활용방법이나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전체상에 대한 의견수렴
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는 주체는 특정분야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활용
과 관리를 하는 주민자치회나 상인협회, NPO단체 등은 그 특정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
로 더 많다. 이에 ‘Area Management’와 같이 여러 분야를 통합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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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할 수 있다.  

 

5)  ‘지역적 공공공간’ 의 사용성 

단순히 조성된 공공공간과 ‘지역적 공공공간’ 이 만들어진 이후의 공간을 고려하였을 때, 그 차이점은 외
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그 사용과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는 앞에
서 언급하였던 영역의 지속적인 확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활용 방향에 대
한 명확한 안목이 있는 “지역밀착형 사용”과 명확한 책임을 통해 장기간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 일반 공공공간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의 일반적인 공공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임의로 사용하는 공간임에 반해, 지역적 공공공간의 

경우는 특정 단체과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그 쾌적성을 관리하며 그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육성
해나간다는 측면은 곧 ‘사용성’이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지역적 공공공간’의 ‘사용성’은 행정에 의한 공공공간의 사용규제와 사용의 주체인 지역공동체의 창의적 

활용간의 균형속에서 나타났다. 행정과의 친밀도가 높아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는 참여도나 사용방식의 변화
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공동체와의 친밀도가 높은 ‘육성적 관리형’에는 다변화하는 공간활용과 다목적 사
용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용성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공동체와 관여될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재래시장과 같은 중심시가지
의 경우 빈점포 및 공지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
관리를 통해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적 공공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산되어갈 수 있다. 

역사가 오래된 공간은 특히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지역적 공공공간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가치있는 지
역자원으로서의 인식은 곧 많은 방문객들을 불러들이고,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오래
된 가치가 ‘지역적 공공공간’으로 구현되었을 경우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그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일시적인 이벤트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장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장기적으로 사람
이 그 장소에 머물면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지역자원의 통합은 장소의 정체성 및 지역의 정체성
을 구현하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확장해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사용성은 단기적, 일시적 

사용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용성으로 변화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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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역세권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의 중심 공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공간에서 주민의 생활과 지
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공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역세권 연구는 교통과 공공시설 

인프라의 입체적 연계와 공공공간의 양적 확대라는 물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역세권
이 지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반영하는 ‘지역적 공공공간’ 으로서의 접근은 부족하였다. 

특히 일본의 역세권은 복합화, 입체화과정을 거쳐 빠르게 변화한 도시개발의 총체적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
이다. 아울러 거대상업화에 따른 공공, 공익시설의 소멸, 지역단절에 따른 공동체의 갈등을 드러내는 곳이기
도 하다.  이처럼 역세권은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속
에 ‘지역적 공공공간’ 을 경험하게 하는 가능성의 장소인 것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은 행정과 공적책임을 공유하고 주민의 협력을 기반으로하는 지역공동체가 형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공공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적 공공공간’은 지역의 특성을 발현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
간이 아닌 특정 지역의 수요와 활용을 전제로 조성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이란 개념은 도시, 건축역사를 거슬러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권력의 관계나 산업
구조, 그리고 주요 교통시설의 변화에 따라 공공공간의 위계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그중에서도 

철도개발에 따른 구도시조직과 새로운 중심과의 관계는 도시의 중심구조와 위계를 변화시키고 역세권의 전
면부와 후면부, 철로에 따른 지역분절의 문제, 대형상권과 소형 상권의 문제 등 새로운 갈등관계를 형성하였
다. 특히, 역 중심공간과 상대적으로 지역의 전통적 도시조직을 반영하는 역중간영역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도시속에 공간의 레이어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역세권에서의 ‘지역적 공공공간’ 의 재발견을 통해, 도
시공간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형성의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관리의 측면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개발에
서 도시재생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의 관점에서 관민협력을 통한 지역적 특성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역적 공
공공간’ 의 형성과 관리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 에너지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변화하는 역세권의 역할에 주목하고 일상속에 만나는 ‘지역적 공공공간’으로서의 역세
권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공간의 상호관계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구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적 공공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으로서의 지역관리기법에 초점을 두었다.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미 확보된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물리적인 설계와 정책을 넘어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지역의 수요와 사용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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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체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지역의 비전을 담아내는가의 문제이다. 사용하는 주체를 고려한 ‘지역적 공
공공간’은 영역과 영역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절한 규모와 Area에 의해 도시를 관리하는 소규모 지역관리
의 기법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역세권을 대상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역적 공공공간’ 을 일
반 공공공간과는 달리 지역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평가 기
준을 구축하였다. 이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의 활동과 공간활용을 평가하는 

지원도구로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세권에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역적 공공공간’ 이 존재하였다.  

역세권 권역의 상대적 위치는 곧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게 하는 지역 문제의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역공간 및 철로공간의 경우는 철도회사나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그 관리 단계까지 주도
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형성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단계가 ‘기획형’ 혹은 ‘운용형’

이 대부분이었다. 즉, 공간의 퀄리티까지 고려하고 관리하는 ‘관리형’의 단계까지 진행된 케이스가 없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는 활동들이 많
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회사들의 경우가 주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적
자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운용방식이 주를 이
루었다.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인 만큼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생활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역세권이 중심 공간인 경우에는 이미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성을 갖는 토지소유주들 간의 이익 대립이나 갈등 관계의 해소를 위한 사전협의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에 공공성 분석도를 살펴보면, 개선이나 환원과 같은 지역 전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절되는 마치즈꾸
리 협의회를 가진 지역은 역 공간과 연계되는 공공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역세권의 중간 영역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
기서 지역 활동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은 재래 상점가나 중소형 상인들의 전체 권익을 보장하는 상공회의
소나 상인협회에서 중심 구성원이 되고 있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 방식은 중심영역에 비하여 주변으
로 확산되는 성격이 더 커졌다. 확산의 방향은 중간에서 시작하여 주변 주택가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중
간에서 시작하여 역중심영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쇠퇴의 문제를 

생활과 밀접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몇몇 사례를 통해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
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중심영역에까지 확산시키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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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주변영 역은 곧 다른 역세권의 주변 영역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중간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
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의 영향보다는 지역 활동의 거점 공간이나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역 주변 공간에서 ‘지역적 공공공간’ 이 형성되는 중
요한 계기는 지역 노후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환경 악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분산적 커뮤니티 거점과 같
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관리방안이 중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생활밀착형 거점 활용의 운용은 지역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마치즈꾸리가 활발한 주
택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공공공간의 확산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성과 분포는 지역관리의 ‘Area’설정과 공공성의 세가지 요소의 상호관
계속에서 그 정체성을 구현해 나갔다. 즉, 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단계를 통해 ‘지역적 공
공공간’이 확장되고 진화되어가는 과정이 곧 지역성의 발현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의 요소는 공동체와 공익성이었다. 균형적 관리형의 경
우는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어떤 단체가 어떤 공익성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가가 ‘지역적 공공공간’ 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관리
의 Area와 ‘지역적 공공공간’ 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지역 관리의 Area는 지역공동체
별로 분리되지만, ‘지역적 공공공간’ 은 한 공공공간에 여러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관리별 사례를 살펴보는 것보다 ‘지역적 공공공간’ 별로 관련된 지역공동체와 정책, 공익적 활동상
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공공간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인 것이다.  ‘지역적 공공공간’ 에서 벌어지는 여러 

지역공동체의 교류와 활동에 따른 공간의 확산성은 곧 기존 지역관리의 영역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
었다. 문제는 지역관리의 융통성이 ‘지역적 공공공간’ 의 영역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과 매우 

관계가 깊은 ‘유도적 혹은 협의적 운용형’의 경우는 기타 지역공동체와의 교류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어
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적 공공공간’ 을 확산시키기 어렵다. 반면, 지역의 공익성을 명확히 목표로 

하는 ‘공익적 관리형’이나  공동체 확산을 중시하는 ‘육성형 관리형’의 경우는 ‘지역적 공공공간’ 을 융통적
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과의 친밀성은 역세권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행정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역에서 가까운 위치를 선점하여 지역의 선도적 사례로 홍보가 된다. 지역 문제에 치중한 실천 중심적인 공
동체의 경우는 역중심보다는 중간쪽 방향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축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번째로, ‘지역적 공공공간’ 은 위기에서 기회로 새로운 공적책임을 창조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점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적 공공공간’ 을 형성하는 계기는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제들과 같은 것과 

관계가 있다. 아키하바라에서 살인범죄가 지역 안전을 위한 방범 패트롤 관리를 시작하게 된 것처럼, 늘어가
는 공실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작업장을 통해 새로운 생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다카마츠시 마루가메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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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처럼, 지역의 위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가에 따라 공동체 구성의 조직형태도 활용
의 포커스로 잡는 공공공간의 위치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위기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과 

지역의 관계를 밀착관계로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개선방향을 찾게 한다. 이러한 변
화는 단순히 기존의 행정에서 제공하던 공적책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룰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공
유하고 ‘지역적 공공공간’ 을 구축해가는 동기부여로 작동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공공공간’ 을 조성하는 프로세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공간의 생성 단계는 지역조직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로 행정에 의한 공적책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리고 역세권의 공간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 지역조직 형성기에 해당하는 ‘지역적 공공공
간’ 조성 단계에서는 주로 행정이 재개발을 위한 기본 마스터플랜제안 및 관리 감독하는 공적책임을 가지고 

공공공간을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개발 추진 협의회 등의 지역조직과의 정보공유 및 

타협에 의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구축해나간다. 한편, ‘지역적 공공공간’ 의 형성기에는 책임있는 리더들
의 등장과 함께 지역공동체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조직들의 특성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활용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중심의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공공공간이 형성되
어 왔으나 점차 주민자치회, 협의회, TMO, 에리아마네지멘토조직과 같은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적 책임은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을 조율하고 활동거점을 

지원하거나 조직을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적 공공공간’ 의 관리 단계에는 공간을 

형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명확히 

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Area Management’의 관리 단계에서는 특정 지역 단체의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 확장과 지역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 사업으로 그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역적 상징성을 갖는 

기업이나 재래시장은 이러한 지역전체의 공익성을 추구함으로써 안정적인 클라이언트와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익성의 확대에 따라 지역공동체는 행정이나 지역주민자치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지역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적 공공공간’ 의 육성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공익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인데, 초기에는 특정 단체의 수익 

구조를 확보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전체의 공익적 활동으로의 

변화한다. 그 결과 주변 공동체의 문제공유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은 영역별로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그 형성 전략과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양상이 달라진다. 형성과 관리의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공적책임과 공동체, 그리고 공익성
의 상호관계의 변화는 ‘지역적 공공공간’의 영역과 확장에 영향을 미쳐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의 발전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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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土交通省, 国土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 国土交通省国土政策局総合計画課総括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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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it.go.jp/kokudoseisaku/kokudokeikaku_fr3_000003.html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国土交通省 Homepage, 土地総合情報ライブラリー、エリアマネジメントにおける活動資金の確

保、http://tochi.mlit.go.jp/generalpage/954 

동경도 동경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시가지정비에 있어서의 지역 매니지먼트의 안내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8/20l8n100.htm 

国 土 交 通 省 都 市 整 備 局 、 東 京 の し ゃ れ た 街 並 み づ く り 推 進 条 例 , 2013.08,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seisaku/fop_town/ 

国税庁、公共的施設などの負担金 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462.htm 

民間提案制度、 内閣官房地域活性化総合事務局、内閣府地域活性化有為寝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esaku_index.html 

地 域 活 性 化 伝 道 師 , 内 閣 官 房 地 域 活 性 化 総 合 事 務 局 、 内 閣 府 地 域 活 性 化 有 為 寝 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ouentai.html 

쿠마모토 가이드 맵 http://www.pref.kumamoto.jp/site/artpolis/artpolis.html 

오오사키역 주변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마치즈꾸리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ity-

ohsaki.jp/index001.html 

일반사단법인, 오오사키 ‘Area-management’ 홈페이지. http://www.ohsaki-are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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