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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조 경 진

❚ 국문초록

   런던올림픽이 2012년 여름을 뜨겁게 달굴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세계

화에 힘입어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받고 있는 세계적 관심을 반영한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서 지역재생에 이르기까지 단․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그러

나 이와 같은 파급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달리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이벤트에 중점

을 둔 계획은 경기장의 이벤트 이후 활용을 찾지 못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의 세금을 독

식하는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를 양산하거나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배제

한 채 기존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초래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기 위한 계획 전략을 찾고자 한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장기적 유산을 남기기 위한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 통합적 분석 틀을 설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졍기장 부지에 적용하여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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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방향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통합적 접근과 물리적 계획으로 나누어 설정하

였다. 통합적 접근의 방향은 지역계획에 통합적인 계획, 이른 단계에서의 계획, 커뮤니티 

참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설정하였다. 물리적 계획 측면에서는 이벤트 시와 이

벤트 후의 규모, 프로그램, 경계 및 접근성을 계획의 중요 요소로 보고 사례연구를 수행

하였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던 종합운동장의 경우 이벤트 개최에 치중하여 대규모의 경기장

과 광장을 계획하였고 이벤트 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버려진 공간을 양산하였

다.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의 경우도 장기적 유산계획을 세웠지만 이벤트 개최에 집중하

고 지역 통합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여 잠실종합운동장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기장이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하였다. 시드니는 이벤트가 종료된 뒤 새로운 단

기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역시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비전 2025’, ‘마스터플랜 

2030’과 같은 지역계획과 연계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비전을 

갖지 못하였고 기존의 구획이 만드는 구역화가 지역과의 연계성을 저해하여 여전히 원활

한 이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사례의 경우 이벤트 사후 수익성 창출을 위해 계획단계에서 사후활

용공간과 시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며, 사후 시설활용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월드컵 개최와 함께 계획된‘새천년신도시’의 장기

적 계획에 통합됨으로써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였고 그 결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레저, 

쇼핑, 휴식의 복합공간이 조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 런던올림픽은 입찰 준비 단계부

터 이벤트를 위한 계획과 장기적 유산계획을 준비하여 지역계획에 통합되면서 지역 커뮤

니티의 필요를 반영한 전략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다. 계획에서의 커뮤니티의 직접적

인 참여는 적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커뮤니티가 주체가 되는 이벤트가 

되도록 준비하였고, 지역커뮤니티의 필요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 내 연결성을 높

이는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배려한 계획전략을 수립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 방향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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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소성과 지역의 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규모, 경계 및 접근성, 프

로그램의 복합성 측면에서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이 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의 과정으로서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벤트 전 과정에서 지역 자원

을 활용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도출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대회 마스터플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를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될 강릉 종합운동장 부지에 적용하였다. 강릉은 

인구가 적고 인구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빙상경기장 이벤트 사후 이용자가 부재하다. 조

직위원회는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대해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커뮤니티에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를 양

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황적 상황을 극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강릉

에 장기적인 긍정적 유산을 남기는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 지역분석, 자원분석, 필요분석, 

지역계획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마스터플랜 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문화생활체육의 메카라는 장소성을 살리고 이벤

트 후 문화레저 관광지로 조성하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위의 비전에 맞추어 규모, 경계, 

프로그램을 이벤트 전, 이벤트 시, 이벤트 후로 나누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벤트 개최 전에는 기존 문화시설에 추가로 아트센터와 예술광장을 조성하여 문화공간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축소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위한 임시체육시설공간을 조성한다. 실내

종합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사이의 경계 완화를 위해 도로를 우회하고 광장을 조성하며, 

셔틀버스 도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벤트 개최 시 기존 야외 체육 프로그램을 단순

화하여 거리광장을 형성하고 구릉지의 자연적인 경계를 활용하여 이벤트 부지를 구역화

한다. 이벤트 후에는 아이스하키장을 철거한 자리에 커뮤니티센터, 선수숙소, 스포츠전문

센터 등을 건립하고 거리광장을 축소하여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또한, 경계를 없애고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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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발전 계획의 과정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되기 위해 저탄소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한 생태적 관광지를 조성하고, 현대적 문화체육공

간의 장소성을 강화하여 전통문화벨트를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으로 

이벤트 개최 전부터 아트마켓을 통해 현대적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고 청소년 캠프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빙상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종합운동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벤트 개최 후에는 빙상 축제를 개최하고 올림픽 공원을 일상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네트워크 조성과 셔틀버스 노선계획을 통해 주민참

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를 시도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강릉시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5년여 남은 현재

의 시점에서부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역커뮤니티를 배려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루

어져야 한다. 강릉에 대한 심도 있는 지역분석을 통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물리적 측면

에서 보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지역커뮤니티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생각

한 장기적 유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스토리가 이벤트 전부터 이벤트 후

까지 이어지는 강릉만의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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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과 지원시설로서 선수 숙소 및 미디어센터

가 필요하며, 원활한 경기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반시설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경기장 및 인프라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에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은 해당 도시의 지역발전을 촉구하게 되

고, 서울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일

으킨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도시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

으면서 한편으로 후진국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국제적인 이미지 상승효과를 함께 얻었

는데 이에 동반된 관광객 유치 및 직․간접적 수익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했을 때 2,520

억에 달했다고 한다.1) 

   1984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대회의 경우 공공의 투자를 받지 못

한 관계로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경기를 치루었는데 미디어와 관광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

면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후진국 뿐 아니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

는 선진국들 또한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재생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메가스포츠이벤

트 개최에 혈안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또한 아시아대륙 규모의 메가스포츠이벤트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002

년 부산아시안게임을 개최하였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가 예정되어있다. 뿐만 아

니라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서울올림픽을 1988년, 한일월드컵을 2002년, 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를 2011년 개최한바 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1) “서울올림픽 자체 흑자 2천5백20억”,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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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과정은 크게 유치, 준비, 운영,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인 대회 이후이다.2)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회유

치에 온힘을 쏟아 붓고 유치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이룬 양 착각에 빠진다.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올림픽도 사후활용 방안을 그럴듯하게 제시하였지만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의 개입은 성공적인 개최유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고’의 대회를 위해 

IOC의 기준요건에 맞는 ‘최고’의 시설을 짓는 것에 정부의 예산을 한정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장은 이를 위한 

재정도 없을뿐더러 이를 이용할 수요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이후

를 생각하지 않는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은 또 다른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

를 양산하는 형국을 만들 뿐이다. 

   보여주기 위한 쇼로써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고 지역에 가져올 단기적인 영향의 파급

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한물간 이념이 되었다. 세계는 이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

하는데 있어 단순히 이벤트 개최를 위한 이미지도약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남는 

유형적 유산과 무형적 유산에 대한 고민을 병행하고 있다. 2002년 IOC위원회 주최로 바

르셀로나 대학의 올림픽 연구 센터(Olympic Studies Centre of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에서 ‘장기적 유산(Legacy)’을 주제로 열렸던 회의를 시작으로 IOC는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의 14번째 항목으로 개최지에 남을 긍정적인 ‘장기

적 유산’을 포함시켰다.4)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예정인 런던올림픽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임(Games that make a 

difference)’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재생 유산을 가져오겠다는 목표 하에 경기장 

시설과 올림픽공원을 긍정적인 장기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유형적 유산의 중요성과 함께 무형적인 장기적 유산이 함께 고민되고 있는 시

2) 강준호, “평창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1년 7월 12일)
3) 인터뷰
4) Jean-Loup Chappelet, “Olympic Environmental Concerns as a Legacy of the Winter 

Ga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2008, pp. 188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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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입찰문서 역시 ‘장기적 유산’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그 유산으로 ‘사람’을 남기겠다고 제안하고 있다.5) 입찰문서에서는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해서도 빙상경기장의 경우 시민의 여가시설 및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경기장의 용도 전환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무형

적 유산으로서의 ‘사람’과 이러한 경기장의 사후활용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제안하

지 못하고 있다.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연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개최를 기점으로 많이 이

루어졌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기준에 따라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분석하고 있다.6)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공익석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기장으로 설계되었고 그러한 활용이 지역발전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 그러

나 이러한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친 영향과 지역에 남겨질 장기적 유산에 관한 

연구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및 주변에 조성되는 오픈스페이스

와 지역이 맺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메가스포츠이벤트는 이벤트개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남게 될 유산과 개최 후 남을 물리적 환경이 해당 지역과 맺게 될 관계성에 주목

해야 한다. 결국 16일의 올림픽과 30일의 월드컵 개최 후 몇 십년간 경기장과 오픈스페이

스를 이용하게 될 주체는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된 지역의 주민이 될 것이고, 평창동

계올림픽이 남길 유산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벤트 개최로 창출될 엘리트 선수 뿐 만

5) PyeongChang 2018 Olympic&Paralympic Winter Games Bid Committee, Pyeongchang 2018 

Bid file, 2011.
6) -서울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제안: 주노종,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스포츠과

학』, 77, 2001, pp. 17-24.

-서울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분석: 문선욱, 양동양, “월드컵경기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

간계획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2), 2003, pp. 141-8.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활용 제안: 김용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8); 이창길, “지역사회 국제 운동경기장 경영위기 극

복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중심으로,” 『한국

위기관리논집』, 6(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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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이벤트 개최의 시너지를 지역에 공유해 나갈 지역 주민인 것이다. 따라서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시 더 이상 이벤트 개최만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개최를 통해 남게 될 물리적 유산을 지역에 환원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유산

으로 남게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과 연계한 통합적 시각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러한 관점을 반영한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에 있어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이론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

스터플랜 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셋째, 위의 분석내용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릉빙상경기장 부지에 적용하

여 마스터플랜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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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을 연구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메가스포츠이벤트 중

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벤트가 개최되는 지역, 둘째 메가스포츠이벤트라는 

타이틀에 걸 맞는 대규모 경기장이 들어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 셋째 역사

를 갖는 기존 커뮤니티가 존립하는 지역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커뮤니티와의 관계성

을 고찰하고 이를 살려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로 환원될 수 있도록 물리

적 공간을 계획해보고자 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

장 부지를 계획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커뮤니티의 범위는 강릉시 동지역으로 설정하

였다. 비록 올림픽 스타디움이 알펜시아 클러스터 부지에 건립되게 되지만 해당 부지의 

경우 설상경기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거주지 인근에 건립될 수 없었고, 지

역특성상 관광지 리조트로 조성 될 것이기에 지역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는 강릉 빙상경기장 부지를 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란 특정지역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커뮤니티와 구분되는 독자적 특징을 

갖고 스스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사회집단7)이라고 보고, ‘지역커뮤니

티’를 그 자체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규모의 사회로써8) 사람과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지역커뮤니티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동체 영역과 공동체 

의식, 가치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생활권 설정 기준상 중생활권 규모로써 자동차로 20분

7) 천현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 『주택연구』, 9(1), 2001, pp. 143-172.
8) Allen David Edwards and Dorothy Gardner Jones, Commun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Paris: Mouton and Thehague, 1976)



- 6 -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반경 3km이내의 규모로 설정하였다. 강릉시의 경우 동지역이 대

부분 자동차로 20분이내 도달 가능한 범위에 있기에 강릉시 지역커뮤니티의 기준은 동지

역으로 설정하였다.

   강릉빙상경기장 부지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진행한 사례연구에서 사례선

정은 2장 2절에서 고찰한 바를 토대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 변화

양상’의 대표적인 예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사례로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 

잠실종합경기장, 2002년 개최된 한․일 월드컵 상암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을 선정하

였다. 해외사례로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 개최된 시드니 올림픽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과 아직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접근 방향과 가장 비슷한 계획사례로 꼽히는 

2012년 런던올림픽이 개최될 런던올림픽경기장 및 올림픽공원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이론적 고찰, 사례분석과 현장연구, 분석 및 계획제안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변화양상에 대한 고

찰과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살핀다. 여기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지역커뮤니티에 환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문헌과 선행연

구를 참조하였다. 사례연구는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후 이루어진 연구와 각종 보고서 

및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연구는 문헌연구와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참여 관찰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계

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보

고서 등의 문헌과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였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면밀한 지

역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지역적 필요를 조사하였

고 강릉시 관련 계획, 지역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에 바탕하여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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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론적

고찰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고찰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변화 양상

소결: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전환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방향성

통합적 접근의 방향성

물리적 계획의 방향성

∇

사례

연구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사례연구

1988 서울 올림픽 잠실종합경기장

2000 시드니올림픽 시드니올림픽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2002 한·일 월드컵 상암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

2012 런던올림픽 런던올림픽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

사례분석 및 결론

적용

및 계획제안

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

강릉 빙상경기장 기존계획 분석

강릉시 지역분석

강릉빙상경기장 마스터플랜 전략제시

제안 및 결론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 연구의 구성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와 사례조사 그리고 대상지의 지역분석 및 계획제안으로 구성하

였다.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방향성을 모색

한 뒤, 이를 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부지에 적용하였다.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

스터플랜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다음과 같다. 



- 8 -

Ⅱ.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고찰

1절.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1.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정의

   메가스포츠이벤트(mega sport event)는 그 유사 개념으로 ‘홀마크이벤트(hallmark 

event)', ‘주요스포츠이벤트(major sporting event), ‘스페셜 이벤트(special event)'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Hall(1992)은 ‘홀

마크이벤트(hallmark event)’를 국제, 국내,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마케팅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벤트9)라 정의하였고, Ritchie(1984)는 ‘메가이벤트(mega-event)’

를 정해진 기간을 가지고 한번 발생하는 이벤트로 단·장기적으로 개최지를 관광대상지

로써 인식을 높이고 이익을 얻기 위해 개최되는 이벤트10)라고 정의한다. Roche(2000)는 

‘메가이벤트(mega-event)’를 대규모의 문화이벤트로 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대중에게 

어필하며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벤트11)라고 설명한다. 

   Masterman(2009)은 『전략적 스포츠 이벤트 경영(Strategic Sports Event Managemen

t)』에서 이벤트와 관련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여 다음 <그림2-1>와 같이 결론지었다. 

그에 의하면 주요이벤트(major event)는 명성에 의해 수많은 관중과 미디어의 이목을 집

중시키고 개최하는데 큰 비용을 치러야하며 유산을 남기는 이벤트이다. 또한 메이저이벤

트에 속하는 ‘홀마크이벤트(hallmark event)’는 정기적이지 않거나 한 장소에서 개최되

는 이벤트로, ‘메가이벤트(mega-event)'는 장소를 옮기며 한번만 개최되는 이벤트로 정

의하였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sterman의 정의에 따라 ‘메가스포츠이벤트(mega 

9) Colin Michael Hall, Hallmark Tourist Events: Impacts, Management and Planning 

(London:Belhaven Press, 1992)
10) J.R. Brent Ritchie, “Assessing the Impacts of Hallmark Events: Conceptual and Research 

Issu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3(1), 1984.
11) Maurice Roche, Mega-events&Modernity-Olympics and expos i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2000)
12) Guy Masterman, Strategic Sports Event Management, 2nd ed. Olympic Edition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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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메가스포츠이벤트 정의

(출처: Guy Masterman, 2009)

sport event)’를 스포츠를 매개로 일정기간 특정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최자

와 참가자간 특정행사를 개최하는 계획된 활동으로 장소는 매번 달라지며 이벤트 개최를 

통해 개최지에 경제·사회·문화·물리·환경적 유산을 남기는 스포츠이벤트라 정의하

겠다.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대표적인 예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슈퍼볼, UEFA 유럽챔피언십 등을 들 수 있고 윔블덤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어 개

최되는 이벤트는 ‘홀마크이벤트(hallmark event)’로 분류한다.

2.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국내에서 개최된 메가스포츠이벤트는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2002 부

산 아시안게임,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등이 있으며 

2014 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세계

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인 올림픽과 월드컵 양 대회가 서울에서 치러졌는데 두 대

Franc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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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서울은 한강변 동서에 위치한 잠실 올림픽 타운과 상암 새천년 신도시의 건설

을 필두로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 낙후지역의 재생, 도시 이미지의 개선 등 다양한 효과

를 거두었다. 두 대형행사는 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모순을 증폭시키기도 했는데 거점

개발에 치중했던 올림픽은 강남·북 격차와 수도권집중현상을 심화시켰고 월드컵은 행

사가 종료되자 누적된 사회갈등과 분열을 불러왔다.13) 이렇게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지

역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치열

한 접전이 전개되지만 단·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대형이벤트가 지역의 긍정적인 기폭제

가 될지 부정적인 기폭제가 될지,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계획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short-term impact)’과 

‘장기적인 유산(long-term legac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영향에서는 경제

적 영향과 이미지 향상을 통한 관광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치적

인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틀란타는 1996년 올림픽을 통해 준비기

간인 1995-6년 사이에 33,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고 걷어진 세금은 2억 달러 증

가했으며, 경제적인 영향 연구에 의하면 1991-7년 사이에 조지아 주는 51억 달러의 경제

적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외에도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5) 경제적 영향 외에도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단기적 영향을 사회·정치·물리·관광·물리·심리적 영향으로 나

눠볼 수 있는데 Ritchie(1984)는 이를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로 분류하여 정

리하였고 이는 <표2-1>과 같다.16)

13) 강홍빈, “도시변화기제로서의 대형이벤트,” 『서울도시연구』, 5(3), 2004, pp. 1-15.
14) Maurice Roche, 2000, 앞에 든 책 
15) Yardley et al., 1990; Frisby and Getz, 1998; Mules and Faulkner, 1996; Crompton, 1995; 

Turco and Kelsy, 1992; Dobson, Holiday and Gratton, 1997.
16) J.R. Brent Ritchie, 1984,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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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영역 긍정적 파급효과 부정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영구적인 수준의 지역관심과 이벤트와 관

련된 활동의 참여율 증가

-지역 전통과 가치 강화

-개인적 혹은 사적 활동의 상업화

-관광에 적용된 이벤트/활동의 본질 변형

물리적
-새로운 시설의 건축

-지역기반 시설 향상

-환경 훼손

-과잉 혼잡

정치적
-지역과 지역 가치의 국제적 인지도 증가

-주민이나 정부에 의한 정치적 가치의 증식

-정치적 엘리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

역 주민의 경제적 노동력 착취

-축제일의 정치적 시스템의 가치 반영으로 

인한 이벤트 본질 왜곡

관광 또는 

상업적

-개최 지역의 여행지/관광지로 인식 증가

-지역 내의 투자와 상업 활동에 대한 잠재

력 고려 증가

-부적절한 시설 혹은 타락한 관습에 의한 

개최지역에 대한 불명예 획득

-지역 인력과 정부 보조 요원을 위한 새로

운 경쟁 가능성으로 인한 기존 사업들로

부터 부정적 반응

경제적
-소비 증대

-고용 창출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

심리적
-지역 자긍심과 공동체 정신의 강화

-방문객에 대한 자각 증가

-오해로 비롯된 지역민/방문객 간의 적개

심 유발 가능성 증가

<표 2-1> 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3.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남기는 장기적 유산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 이벤트 과정 또는 이벤트 개최 바

로 직후 발생하는 것이라면 장기적 유산은 이벤트사후에 이용하면서 또는 이벤트 개최결

과 지역에 시간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7)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남기는 장기적 유산은 1980년대 후반부터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있어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연구와 입찰문서에서 유산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Mules and Faulkner(1996)는 유산(legacy)을 이벤트를 

개최한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에 걸친 경제적․사회적 결과로 보았으며18) 

17) Guy Masterman, 2009, 앞에 든 책
18) Trevor Mules and Bill Faulkner, “An Economic Perspective on Major Events,” Tourism 

Economics, 12(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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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유형 예시 (유형/무형)

사회적 사회적 진보, 건강, 새로운 기회제공과 공공참여

환경적 환경친화적 건축과 구조, 정책과 교육, 지속가능성

경제적 고용창출 및 관광, 마케팅

물리적 스포츠시설, 교통, 도시기반시설, 도시서비스 계획, 여가공간

정치적 정책과 정책 발전 기구

스포츠 스포츠 발전, 스포츠시설증대, 스포츠참여 증대, 건강 개선

문화적 문화 프로그램과 기회증가

지식과 교육 경험, 지식 축적, 조사와 거버넌스 역량 증가

이미지 국제적 인지도 증가 및 이미지 향상

상징, 기억과 역사 이벤트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과 기억

심리적 국가에대한 프라이드, 열정과 감정

<표 2-2> 장기적 유산의 유형

Mangan(2008)과 Roche(2000)는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남게 되는 유형과 무형의 것으로 

정의하였다.19) 덧붙여 Gratton과 Preuss(2008)는 유산을 삼차원의 큐브 모델로 설명하는

데 이 큐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계획되어진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 유형의 것

과 무형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20)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남기는 유산은 사회 전반에 걸

쳐 폭넓게 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

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물리적(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정치적, 스포츠, 지식

과 교육, 문화적, 도시적 성과, 공공의 삶의 질, 상징․기억과 역사’21)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앞서 정의한 장기적 유산의 개념을  Preuss(2007)는 <표2-3>와 같이 다시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유산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긍정적인 유산에 

19) J.A. Mangan, “Prologue: Guarantees of global goodwill: Post-Olympic legacies - too 

many limping white eleph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2008, pp. 1869-83.; Maurice Roche, 2000, 앞에 든 책 
20) Chris Gratton and Holger Preuss, “Maximising Olympic Impacts by building up 

legac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2008, pp. 1922-38.
21) Cashman, 2005; Mangan &Dyreson, 2009; Preuss, 2007, Toohey, 2008 Chappelet, 2006; 

Spilling, 2000; Alle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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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유산

(positive legacy) 

- 유형: 도시 계획,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쳐

- 무형: 도시재생; 국제적 명성의 증진;

관광 발전; 공공복지 증진; 

고용 증가; 지역 상업 기회 증가

기업 재배치, 도시마케팅 기회 늘어남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간 협력 증진; 

아이디어와 문화적 가치의 생산; 기억 

교육의 기회; 감정적 경험과 노하우

부정적 유산

(negative legacy)

경기장의 쓸모없는 시설로의 전락; 젠트리피케이션; 건설 빚; 높은 기회비용; 

불필요한 기반시설 건설;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관광객 상실; 임대비용 상승;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재분배와 이동

<표 2-3> 긍정적 유산과 부정적 유산

물리적인 도시계획 및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쳐가 있으며 무형적 요소로 도시재생이 유산

으로 남는다.22) 부정적인 유산은 대표적으로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와 ‘젠트

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들 수 있다. 여느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지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이벤트 개최를 준비하면서 월세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박탈당하는 젠

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23) 이러한 부정적 유산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벤트 

준비 시 긍정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22) Holger Preuss, “The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of mega sport event legacies,” 

Journal of Sport & Tourism, 12(3/4), 2007, pp. 207-27.
23) Michael C. Hall and Julie Hodges, “The Party's Great, but What about the Hangover? 

The Housing and Social Impacts of Mega-Ev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ydney 

2000 Olympic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4(1/2), 1996,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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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변화 양상

1. 단기적 영향을 고려한 이벤트 중심의 공간 계획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이벤트 유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

을 통한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도구로 작동하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벤트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집중 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림픽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역인프라건설을 통한 대규모의 지역개발이 행해졌고24)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배려보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도구가 되어 이루어지는 개발을 통한 발전에 집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올림픽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 사회기반확충을 단기

간에 이루었고 이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은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부정적 유산을 낳기도 한다. 1976년 치러진 몬

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몬트리올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경기

장을 짓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14.7억 달러에 이르렀다.25) 개폐식이 되는 경기장 돔을 지

으려하였으나 예산문제로 대회개최당시는 지붕 없는 경기장이 되었고 1987년이 되어서

야 지붕이 완공되었지만 계획했던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경기장은 지구에서 가장 비싸면서 쓸모없는 건물로 칭해지게 되었는데, 단순히 

경기장만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까지 낙

후공간으로 전락을 유도하였고 지자체의 세금을 독식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는 이벤트에 집중하여 경기장이 주변지역에 남기게 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24) Brian Chalkley and Stephen Essex, “Urban development through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a history of the Olympic Games,” Planning Perspectives, 14(4), 1999, pp. 

369-394.
25) Romain Roult and Sylvain Lefebvre, “Planning and Reconversion of Olympic Heritages: 

The Montreal Olympic Stadiu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16-18), 2010, pp. 2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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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획기적인 랜드마크를 남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올림픽을 개최한 아테네의 경우 HOP(Hellenic Olympic Properties)가 대회 입찰

을 준비하면서 경기장 사후이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준비기간 동

안 모든 노력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만 집중됨에 따라 미래 이벤트에 대한 준비를 제

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그리스정부는 2005년 2월, 경기장의 사후이용에 대한 계획을 갖

지 못했다고 인정하였고 HOP는 경기장을 사용하게 되기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

였다. 현재 많은 경기장이 이용되고 있지만 개인소유가 되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전환되었고, 몇 개의 경기장은 지역 농구·축구팀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어

떤 경기장은 사후활용을 찾지 못한 채 남겨져있다.26)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위해 지어진 경기장 시설이 이후의 활용을 찾지 못해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할 경우 이는 주변 지역커뮤니티의 실질적인 자산의 

문제로 민감하게 다가온다.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 뿐 아니라 ‘젠트리피케이

션(gentrification)’ 문제 역시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양산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단

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위한 지역개발은 단기간에 낙후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점을 가져오지만 반면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터를 앗아가 장기적인 사회존

속 문제를 위협한다.

   아틀란타 올림픽의 경우, Jackson 시장이 아틀란타 올림픽을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환경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해 올림픽 선수촌을 건설

하여 다양한 계층의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기존 거주민들이 삶의 터를 잃고 떠나야 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젠트리피케이

션’이 이루어져 아주 소수의 거주민만이 돌아올 수 있었다.27)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

26) Nola Agha, Sheranne Fairley, and Heather Gibson, “Considering legacy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e legacy of the Olympic Games,” Sport Management 

Review, 15, 2012, pp. 125–139.
27) Harvey K. Newman, “Neighborhood impacts of Atlanta’s Olympic Game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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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올림픽 게임으로 인해 성장이라는 대가로 그들의 집과 이웃을 떠나야 했다.28) 젠트

리피케이션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에 메가스포츠이벤

트 계획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의 단기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 이벤트 개최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사후 경기장의 용도 및 주변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이 이벤트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되게 된다. 이러한 단기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마스터플랜에 드러나는데 경

기장 중심, 이벤트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광대한 경기장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장 시설의 이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아 ‘돈 먹

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단기간에 준비해야하는 여

건상 이벤트 자체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변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이루

어지는 이벤트 중심적 계획은 이와 같이 변동 없는 완전체로서의 마스터플랜을 그리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  

2. 지역커뮤니티에 장기적 유산을 남기기 위한 계획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후 남게 될 경기장이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

락하지 않고‘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유도하지 않는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공

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 전에 지역커뮤니티를 배려한 방안이 간구되어져야 한다. 메

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할 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일단 이벤트가 종료된 시

점에서 지역에 남는 물리적 유산은 전적으로 지역커뮤니티의 이용에 맡겨진다. 이를 지

역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지역의 세금을 독식하는 애

Development Journal, 34(2), 1999, pp. 151-9.
28) Johan R. Logan and Harvey L. Molotch,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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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단지로 전락시킬 것인가는 이벤트가 개최되기 전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을 장기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계획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유산에 대한 고민은 

2002년 올림픽 위원회가 장기적 유산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입찰문서에 명시할 필

수요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단순한 사후활용 차원을 넘어 

지역에 오래 남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은 이벤트 전의 마스터플랜 계획에

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는 이벤트 중심의 계획에서 이벤트 이후에 대한 계획으로 초점

이 이동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1992년 개최된 바로셀로나 올림픽을 기점으로 메가스

포츠이벤트는 지역과 연계하는 통합적 계획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부지선정부터 황무

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 커뮤니티가 낙후하여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지

역을 선정하여 메가스포츠이벤트를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하였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 후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재생’을 핵심테마로 

가져왔고 바로셀로나 올림픽, 맨체스터 영연방게임, 런던올림픽 모두 지역재생을 메가스

포츠이벤트 개최의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벤트 이후 지역커뮤니티의 이용에 

대한 고민이 이벤트 개최 전에 이루어졌고,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지역커뮤니티, 즉 사

람을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전개되었다.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 환경재생을 테마로 오염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구하였다. 시드니 올

림픽 또한 몬트리올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개최 후 곧바로 활용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였다.29)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한 시드니 정부는 시민들의 온갖 비판을 마주해야 했고 

사후계획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시간을 두고 구

역화된 공간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벤

29) Glen Searle, “Uncertain Legacy: Sydney’s Olympic Stadium,” European Planning 

Studies, 10(7), 2002, pp. 8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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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끝난 후 경기장 및 새로운 인프라가 모두 건설된 뒤 이루어진 계획은 이전에 지어

진 것을 변형시키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어진 경기장 및 주변 

공간을 기존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바로 

찾지 못할 경우 장기적 유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를 창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벤트가 개최되기 전 계획단계부터 이벤트 중심보다 사후의 지역커뮤니티의 이

용에 중심을 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일월드컵 상암경기장을 들 

수 있는데 상암경기장은 단기간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계부터 

수익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사후활용을 논하였다. 경기장 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상암새천년신도시’ 계획에 통합시켰다. 또한 경

기장 주변에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조성하였다. 밀레니엄 공원의 마스터플랜은 새천년신도시 계획의 일환이었기에 

신도시의 지역커뮤니티와 기존의 지역커뮤니티가 계획 대상이 되었고 이벤트 전에 계획

된 마스터플랜이 이벤트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경우 이벤트 후의 활용에 대해서

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벤트를 개최할 당시 이벤트를 참관하는 수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간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런던올림픽은 장기적 유산의 개념을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가장 이상

적으로 풀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벤트 이전부터 이벤트 이후

의 전환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3단계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갖게 되었다. 이는 가

장 커뮤니티에 밀착된 전략적 계획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벤트가 개최 된 뒤 지역

커뮤니티에 공간을 이전하면서 생길 그들의 필요를 미리 담아 이벤트를 위한 마스터플랜

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벤트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지역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공존하게 되

었고, 타협점을 미리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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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전환

<그림 2-2>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

터플랜 계획의 변화 양상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단기적 영향만

을 고려했을 당시에는 이벤트 중심의 공간계획이 이루어진 변동 없는 마스터플랜이 확립

되었다. 이벤트 중심적 계획은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와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후활용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벤트가 끝난 뒤 남게 되는 물리적 공간의 이용자는 결국 지역커뮤니티이고 책임 

또한 지역커뮤니티의 몫이다. 따라서 장기적 유산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의 초점은 지역

커뮤니티에 맞추어져야 하며 사후활용도와 지역커뮤니티를 배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 유산이 고려되어지면서 이벤트의 초점이 이벤트 사후에 보다 맞추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시드니올림

픽의 경우 이벤트 사후 공간전환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일월드컵 상암경기장은 이벤트 

이전에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구현하였으며, 런던올림픽은 이벤트 이전에 지역커

뮤니티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간을 전환시켜 나가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전환을 통해 이벤트 중심적 계

획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계획 수립의 구체적 방향성

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20 -

Ⅲ.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

1절.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방향성

1. 통합적 접근의 방향성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적자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월드컵경기장을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노종(2001)

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으로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경기측면의 수익이벤트, 시설

측면의 수익이벤트, 기타이벤트로 특화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경기장 시설 활용을 제안하

고 있다. 또한, 사업유형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사업성향을 수익성과 공공성

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활용가능 사업영역을 제안하고 있다.30)   

   2014년 개최될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창길(2010)은 공익

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수익중심형, 수익매개형, 공익매개형 ,공익중심형으로 나

누고 이에 따른 가능 시설을 도입하여 사후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있다.31) 김용하(2008)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경기장 규모에서 

경기운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제외한 수익시설 활용가능 면적을 산정하고, 경기장이 

입지한 주변 상권 및 문화시설 입지 현황을 분석하여 경기장별 우선 도입시설을 도출하

였다.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운영수익형과 운영균형형으

로 목표를 설정한 후 사후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32) 

   London Assembly(2010)는 Preuss(2004)가 제안한 아래 표의 1-4번까지의 카테고리에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 <표3-1>과 같이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3) 하지만 London Assembly가 언급했듯이 경기장 시설의 단순 사후활용 방안을 제

30) 주노종, 2001, 앞에 든 책
31) 이창길, 2010, 앞에 든 책
32) 김용하, 2008, 앞에 든 책
33) Holger Preuss, The Economics of the Olympic Games: Hosting the Games, 1972-2004, 

(Cheltenham: Edward Elgar, 200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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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1. 시설의 단일목적 활용 스포츠 경기장으로 계속이용 

-수영장, 축구전용구장, 육상경기장 등

엘리트 또는 참여 스포츠를 위한 장소구축

예) 맨체스터시티 경기장

2. 시설의 용도전환 상업, 교육, 생활편의 시설로 용도 전환

예) 미디어시티, 샐포드

3. 복합용도 1,2,5의 이용을 결합. 

학교나 스포츠 아카데미와 결합하여 커뮤니티에 기여

4. 일시적 시설 게임개최기간에만 사용함

5. 상징적․기념비적 활용 이벤트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보존. 관광목

적지로 활용

예) 시드니

6. 국가박물관 공공 소유 유지하면서 무료 개방

예) 바르셀로나

<표 3-1>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사후활용방안

시하는 수준의 접근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사후활용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용도를 결정

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장기적 유산으로 남을 경기장이 긍정적인 유산이 되기 위해

서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후활용 계획을 위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 

방법으로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에는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서로 복합되어져 존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장기적 유산

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OGGI 프로젝트가 증거에 기반한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5-2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벤트 개최 후 2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로는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례연구가 장기

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 을 통해 긍정적인 유산을 남김을 확인하고, 이를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적 유

London Assembly, Literature review: Olympic Venues –Regeneration Legacy. (Oxford Brookes 
University, 201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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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계획(Legacy Planning)은 경기장활용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벤트 전체를 통해 다

양한 범위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한 통합적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장을 긍정

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기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를 계

획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Ritchie(2000)는 ‘16일을 16년으로 바꾸는 올림픽유산(Turning 16 days into 16 years 

through Olympic legacies)’에서 1988년에 개최된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캘거리는 동계올림픽 계획단계에

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관광유산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필요를 파

악하고 방향성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Ritchie는 장기적 유산 계획

(Legacy Planning)은 이벤트에 영향 받고 이득을 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이해한 바탕위에 계획되어지는 ‘커뮤니

티 개발’로써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문선수시설에 기반한 메가스포츠이벤트가 문화, 교육, 상업적인 부분을 포괄

해야 하고 메가이벤트 전후로 다양한 정기적인 미니스포츠게임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34)

   Vigor외2인(2004)은 지속가능한 유산을 위해서는 유산과 커뮤니티간의 연결을 통해 이

익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맨체스터 영연방

게임을 사례로 이벤트를 지역개발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통합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언

급한다.35) 

   성공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장기적인 전략계획 및 유산 계

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Masterman(2009)은 전략적 이벤트계획단계를 제안하며 목표

에서 비전을 전략적으로 밀고 초기단계에서 사후활용계획과 사후이용자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36) Smith(2007) 역시 주민참여와 초기단계의 통합적 접근이 커뮤니티를 위한 도

34) J.R. Brent Ritchie, “Turning 16 days into 16years through Olympic legacies,” Event 

Management, 6, 2000, pp. 155-65.
35) Vigor, A., Mean, M. and Tims, C, After the Gold Rush, (Ippr and Demo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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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설정 – 도시재생과 같은 목표설정

2. 컨셉 – 사후이용자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이해관계자 및 조직위원의 의견 반영

3. 시설의 장기적 활용과 미래 운영 및 관리의 실행가능성 고려

4. 입찰진행

5. 시행계획 수립 – 사후이용 계획 및 사후이용자의 참여 유도

6. 이벤트 시행

7. 권리이양

8. 평가

9. 피드백

<표 3-2> 전략적인 이벤트계획 (Masterman, 2009)

시재생 유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한다.37)   

    Matheson(2010)은  글래스고우(Glasgow)사례를 통해 계획을 평가하였다. 그는 성공적

인 대회 유산은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경기장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의 시기

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벤트 개최가 지역주민을 위한 물리적 유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생전략에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녀는 장기적 유

산 계획(Legacy Planning) 전 과정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참여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커뮤

니티의 필요를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38) 

   Bramewell(1997)은 1991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셰필드(Sheffield)의 전략적 계획 과

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메가스포츠이벤트는 상위 개발계획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참여계획과정은 메가스포츠이벤트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인데 이는 

이 프로젝트가 장소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주민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9) 

36) Guy Masterman, 2009, 앞에 든 책
37) Andrew Smith, “Large-scale events and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key principles 

for host cities,” Journal of Urban Regeneration and Renewal, 1, 2007, pp. 178-90. 
38) Catherine M. Matheson, “Legacy Planning, Regeneration and Events: The Glasgow 

Commonwealth Games,” Local Economy, 25(1), 2010, pp. 10-23.
39) Bill Bramwell, “Strategic planning before and after a mega-event,” Tourism 

Management, 18(3), 1997, pp. 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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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획단계에서는 장기적 유산 계획(Legacy 

Planning)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가치와 커뮤니티의 참여, 지역 상위계획에 통합된 계

획, 이벤트 계획초기에서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통합적 접근의 요소라고 보

았다. 사후활용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재정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파

트너십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그림 3-1> 통합적 접근의 방향성

   메가스포츠이벤트 이후 공간계획이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

째, 지역계획에 통합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획되어져야 한다. 지역재생을 지역계획의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있을 경우 이에 통합된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을 수립해야 이벤트 공

간 계획이 일시적인 쇼로 끝나지 않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는 이

벤트 중심적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 중요하며 지역계획과 통합되어 이벤트 자체가 과정

적 일부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벤트 후가 아닌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벤트 이후의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이벤

트가 끝난 후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벤트를 위한 계

획이 이벤트 후를 위한 계획과 병행됨으로써 서로의 간극의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벤트를 위한 계획이 사후의 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 배치와 규모부터 체계적으로 조정해 

가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는 

부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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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하향식이 아닌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상향식의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와 지자체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단시간에 계획을 그려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을 충분히 듣고 시간을 가지고 계획안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   

2. 물리적 계획의 방향성

   현재 메가스포츠이벤트 마스터플랜의 물리적 계획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IOC의 박사논문 연구 지원프로그램 하에 Hiromasa Shirai가 쓴 “세계적 무대에서 지

역커뮤니티로(From Global Field to Local Neighbourhood)” 논문에 의하면 그는 시드니올

림픽 공원과 런던올림픽 공원의 사례연구를 통해 올림픽 공원을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공

간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컨셉 세 가지를 ‘규모(scale)’, ‘리듬(rhythms)’, ‘경계

(boundaries)’로 잡고 있다.40) 

   첫째, 규모(scale)에 관한 그의 의견에 따르면 올림픽 이벤트와 이벤트 후의 공간적 요

구에 따른 서로 다른 규모의 요구를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장의 규모는 광대하고 

이러한 광대한 규모의 공간은 세계적 축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문제

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의 활용으로 그는 런던올림픽의 두 분야의 요구를 잘 수용하여 

중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올림픽공원에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상주하는데 그는 서로 다른 작용을 중재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리듬(rhythms)라고 표현하였다. 올림픽공원에는 경기장, 주

거, 상업 및 교육적 프로그램이 안치되는데 이러한 다른 리듬의 운영이 이벤트 중과 후에 

모두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올림픽 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듬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리듬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런던올

림픽의 경우 그 상호작용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리듬간의 충돌 또한 주의해야한다

40) Hiromasa Shirai, From global field to local neighbourhood –sustainable transformation of 

the olympic park for the city. Unpublished. (The IOC postgraduate research grant 

programme 2008 fin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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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야기한다. 

   셋째, 그는 경계(boundaries)를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게임개최시 세계적인 축제

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경계를 약화시키

고 이를 둘레(borders)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둘레가 주변지역의 자연스러운 유입

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주거지가 경

기장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계획하여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Hiromasa Shirai의 접근을 반영하여 정한 물리적 계획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개최 시와 개최후의 요구사항에 맞춘 규모의 중재가 필요하다. 국가들은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국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과대선전용 공간을 조성

한다. 뿐만 아니라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됨에 따라 몰려드는 수많은 관람객을 수용하

기 위해 넓은 오픈스페이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기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동계올

림픽의 경우 IOC는 피겨스케이팅장 12,000석, 스피드스케이트장 10,000석, 아이스하키장 

8,000석 등 대규모의 경기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규모의 경기장이 생길시 인

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와 많

은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한 광대한 규모는 차후 지역커뮤니티에 환원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벤트가 끝난 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해도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해

야하는 이벤트 중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 이용자의 규모

를 고려한 공간 규모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전환과 복합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야 한다. 이벤

트 개최 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스포츠이벤트가 열리는 경기장과 문화이벤트가 개

최되는 문화공간이다. 이벤트 중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지만 이벤트가 끝나

고 나면 다양한 용도가 같이 섞여져야 한다. 경기장은 경기이벤트만 개최되었던 공간에

서 엘리트체육을 위한 훈련장, 생활체육시설, 이벤트 공간, 프로구단 경기장, 또는 각 용

도의 복합 활용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는 스포츠, 녹지, 문화, 복지의 프

로그램을 복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에 주거, 상업, 업무의 용도가 추가되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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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
지역계획에 통합한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른 단계에서의 계획 커뮤니티 참여

물리적 계획

규모
대규모 경기장/오픈스페이스
▶지역커뮤니티 스케일

프로그램/상호작용
스포츠/문화공간
▶다양한 복합용도의 상호작용

경계 및 접근성 경계강화▶ 접근성 강화

<표 3-3> 사례연구의 분석 틀

수 있다. 이러한 복합용도는 지역커뮤니티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지역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서로 다른 용도가 이질

적으로 공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경계와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벤트 개최 시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를 주변 지역과 단절시키는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벤트 개최 

후 경기장 및 공원은 모든 지역을 위한 오픈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 및 차

량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iromasa 

Shirai의 주장대로 경계가 아닌 지역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둘레로써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지역과 자연스럽게 용도가 서로 섞이고 지역의 중요지점과 연계되는 길을 

조성함으로써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소결: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의 분석 방향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례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분석 틀을 다음 <표 

3-3>과 같이 설정하였다. 통합적 접근에 있어 지역계획에 통합하여 과정적 이벤트로서 

계획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진 이른 단계

에서의 계획이었는지 분석한다. 물리적 계획에 있어서는 규모, 프로그램, 경계 및 접근성

의 측면에서 사례를 검토하겠다.



- 28 -

2절.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의 사례연구

1. 1988년 서울올림픽: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올림픽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잠실에 두 개의 주요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운

영하였다. 하나는 잠실종합운동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림픽공원이다. 이 두 경기장부지

는 계획의 시간차와 지역이 가진 물리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다른 형태의 계획안이 도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 개최에 치중하여 고정된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루어진 잠

실종합운동장의 경우만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계획과정

   88 올림픽 경기시설은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기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초반에 서울이 

요구하는 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적․국가적 종합체육시설로 장기적인 안목에

서 착수되었다.41) 그러나 분명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이 전개된 배경에는 박정희 전 대통

령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운동장 시설을 갖추는 한편 이상적인 신도시를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듯 1970년에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프라 부족으로 치

루지 못했던 정황을 딛고 일어서 앞으로의 국제대회 개최 가능성을 내다 본 계획이었다

고 볼 수 있다.42)  

   1973년 12월 서울시에서 ‘공간연구소’ 김수근에게 기본구상을 의뢰하여 다음해 1월 

첫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1974년 계획은 경기장 시설이 주가 되었다. 주경기장 1개, 탁구

전용경기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2개가 계획되어졌고 본부석에 지붕을 덮은 주경기장은 

부지 동측 중앙에 배치하고, 실내체육관 2개는 그 서측에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여 이들 세 

시설물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데크로 연결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은 실현되

지 않았고 공간연구소는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용역을 맺

41) 서울특별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백서: SEOUL 1988』 (서울: 서울특별시, 1990)
42)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3』 (서울: 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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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1975년 3월 20일에 착수하여 7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초기안과 

비슷하게 주경기장 1개, 실내체육관 2개 정구장과 민속공연장 등을 10만평 부지에 배치

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에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면서 수영경기장, 자전거 경기장, 야구장이 추가되었다. 탁구 전용체육관은 그 용도를 

다목적화하여 종합실내체육관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본계획안을 골격으로 수정이 가해져 1975년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계획설계'라

는 명칭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잠실

지구 개발사업 진행에 맞추어 1976년 12월부터 실내체육관 공사를 착수하였다. 각 경기

장 시설은 국내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1977년 2월 15일 최종설계안을 확정하였다. 총1,025

억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착공 8년만인 1984년 9월30일 올림픽 주경기장의 완공을 끝으로 

모든 시설이 완공되어 종합체육시설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통합적 접근

   당시 국내에는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경기단체가 

종합운동장 계획에 관심을 보였기에 정부, 서울시 뿐 아니라 각종체육단체가 이해관계를 

보이며 계획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 관심은 이해관계를 갖는 종목의 경기장 건설에 한

정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스터플랜 계획은 건축가 김수근의 제안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 김수근은 마스터플랜에서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계획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려 하였으나 서울올림픽이 확정되면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공

간에 집중한 계획으로 치중하게 되었다.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은 단순히 이벤트 개최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고 대규모 운동장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울시가 1973년 ‘광역도시발전구상'에 의한 강남지역 개발계획의 일

부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잠실종합개발

계획의 부분으로 계획되었지만 잠실종합운동장은 여전히 운동장으로 구역화 되어 지역

과의 연계성을 가진 계획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한편 잠실은‘잠실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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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 조감도 

(출처: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잠실지구 

신시가지 종합개발계획,” 

『대한건축사협회지』 69, 1974, p.3)

<그림 3-3> 잠실지구 교통가로 

(출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 

『대한건축사협회지』, 1971(2), p.14)

에 의해 기존 계획안대로 잠실 1-5단지와 운동장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여러 개의 간선도

로가 조성되었지만 86아시아경기대회, 88올림픽을 치르면서 당초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발전하였다.43)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가 기존에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염두

에 두지 않았던 도시계획 안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물리적 계획

   1975년 제안된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구상을 살펴보면 아직 86아시아게임과 88올

림픽대회의 개최가 결정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82년도 제9회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의 기본계획, 2000년대의 올림픽 경기대회의 개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계

획, 평소 시민들을 위한 운동공원으로서 보건, 위생, 운동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다.44)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한강변의 하나의 상징으로써 시민에게 오픈스페이스

를 제공하여 인근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양면적인 성격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계획은 위의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경기 개최 시 축제공간으로써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첫째, 축제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둘째, 서울시민을 위한 오픈스페

43) 손정목, 2003, 앞에 든 책
44) 서울특별시, 1990,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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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규격화된 현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극적 공

간을 구현하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인간적 척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김수근은 시설물들

이 기념비적 성격만이 강조되어 기능상, 그리고 형태상 거대 구조물화 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에 친밀하고 접근이 용이한 인간적 척도로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계획된 종합운동장 단지 기본계획안은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1개,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

내수영장 1개, 5만명을 수용하는 야구장 1개, 6천명 규모의 자전거경기장 1개와 주경기장 

에 부속되는 보조경기장 1개, 문화행사를 위한 민속경연장 1개,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공사 추진 도중에 올림픽 공원의 건설이 같이 추진됨에 따라 수용능력

상 자전거 경기장은 올림픽 공원 내로 이전시키고 민속경연장은 분수대시설로 시설을 변

경시켰다. 

   시설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남측과 동측이 평탄한 진입로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되어 

있기에 일반적인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인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평상시 관중 동원

력이 높은 야구장 등을 동측과 남측에 배치하였다. 시설규모가 크고 관중 수용능력이 큰 

주경기장과 이에 부속되는 보조경기장은 주진입부로부터 먼 곳인 서북쪽 강변에 위치시

켜 10만 관중의 이동을 고려하였다. 각 경기장은 그 수용 규모와 각 시설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전면, 측면에 대규모 광장을 설치하여 많은 관중의 동시 퇴장 시 완충역

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잠실 종합운동장 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간계획과 국제대회개최를 

위한 공간계획의 균형점을 찾고자 시도했으나 올림픽개최가 확정되면서 메가스포츠이벤

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주경기장을 일시적으로 찾게 

될 10만 관중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의 통로와 광장 등을 확보

하였다. 운동장 부지에는 주광장을 도입하고 한강변으로 데크 구조물을 이용하여 입체분

리방식을 통해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배치도와 조

감도는 다음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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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1990)

<그림 3-5>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모형

(출처: 손정목, 2003)

4) 평가

   서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정비․조성된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선수촌, 

기반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이룩하였다. 서울올림

픽 개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각 분야에 걸쳐 한국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

다고 여겨지며,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외교적 위상 확립, 흑자올림픽과 한국 경제의 선

진화, 한국민의 정서통합과 사회발전, 문화․예술수준 향상, 체육과 체육학 발전에 기여했

다고 평가 받는다.45) 

   서울올림픽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반면,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해 조성된 시

설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다. 올림픽 직후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에게 완

전 개방하여 올림픽공원화 할 계획을 세웠다.46) 그러나 1989년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 

이후 체육 및 종교행사 등으로 31일간만 이용됐을 뿐 잔디 및 시설보호를 이유로 일반인

들에겐 출입금지지역으로 알려졌다.47) 서울시는 1991년 잠실종합운동장을 다시 생활체육

의 요람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호돌이 광장’을 조깅코스로 개방하면서 주경기장에 

45) 정찬모, “서울올림픽과 한국의 국가 발전,” 『체육사학회지』, 7, 2001, pp. 1-11. 
46) “잠실경기장 올림픽사료관 활용 주변 잔디밭 시민에 개방 공원화,” 『매일경제』 (1988

년 11월 29일) 
47) “엘리트위주서 사회체육으로 눈돌렸다,” 『경향신문』 (198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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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수용인원 용도 경기장 수용인원 용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100,000명

(69,950석)

86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실내체육관
20,000명

(12,835석)

86아시안게임 농구

88올림픽
개․폐회식, 육상, 

축구
88올림픽 농구, 배구

현재

체육행사, 대규모 

콘서트, 다양한 

대형 행사 개최

현재

프로농구 홈구단, 

체육경기, 실내콘

서트, 문화행사

잠실체조관
300명

(0석)

86아시안게임 -

잠실야구장
30,500명

(26,606석)

86아시안게임 야구

88올림픽 - 88올림픽 야구

현재
생활체육, 체육대

회, 일반행사
현재

프로야구 서울홈구

단 

잠실

제1수영장

8,000명

(4,528석)

86아시안게임 경영, 다이빙, 수구

잠실

제2수영장

400명

(250석)

86아시안게임 -

88올림픽 다이빙, 수구 88올림픽 -

현재
수영대회, 수영강

습
현재

전문수영선수 훈

련, 교육

<표 3-4> 종합운동장 경기장 수용인원 및 활용용도

시민걷기대행진을 한 달에 한번 개최하고, 주차장에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코트를 마련

하였다. 또한 체조연습장에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였다.48)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 개최 이후 체육경기 및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되었

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은 조용필,이승철,엘튼존 등 국내외 유명가수의 공연 및 콘서트, 

국제마라톤대회,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개최하였고, 잠실실내체육관은 올림픽직후부터 

외국가수 내한공연, 연주회, 각종 국제․국내 체육대회 및 경기,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 프로농구구단인 삼성썬더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종합운동장 

경기장의 활용용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3-4>와 같다. 

   잠실종합운동장은 경기장을 생활체육시설 또는 체육․문화행사시설로 활용하였는데, 

그중 2000년부터 프로농구구단을 유치한 잠실실내체육관과 건립직후 프로야구단을 유치

한 잠실야구장은 정기적인 활용방안을 찾았지만 랜드마크적 시설로 건립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은 장기적인 활용대안을 찾지 못한 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00억의 적자를 내

며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남았다.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였으나 잠실주경

기장은 최근 5년 역시 평균2,596,739명이 이용하였고, 총 54건의 이용이 있었으며, 일수대

비 36.9%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경기장의 이용현황은 다음 <표 3-5>와 같다. 

48) “생활체육광장 이용방법과 스포츠교실운영 현황,” 『경향신문』 (199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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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계 87/129 326,224 32/141 2,376,464 21/85 3,166,638 27/180 3,364,102 104/139 3,750,268

체육경기 65/81 57,625 15/39 58,756 11/28 93,240 6/15 50,400 12/27 49,029

체육외행사 22/48 268,599 17/102 2,317,708 10/57 3,073,398 21/165 3,313,702 33/66 337,585

<표 3-5> 주요경기장 이용현황

-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이용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계 2,036/558 435,453 2,546/488 497,097 1,707/408 364,837 1,129/441 441,748 952/498 655,589

체육경기 64/94 97,318 74/82 127,949 86/105 218,583 47/52 94,379 41/55 102,633

체육외행사 105/211 325,120 49/149 356,260 20/54 136,363 35/144 340,073 79/213 545,591

연습사용 1,867/253 13,015 2,423/257 12,888 1,601/249 9,891 1,047/245 7,296 832/230 7,365

- 잠실실내체육관 이용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계 127/127 1,502,729 131/131 1,822,269 138/138 1,918,856 151/150 2,291,388 153/155 2,359,275

체육경기 127/127 1,502,729 131/131 1,822,269 138/138 1,918,856 146/145 2,271,068 151/151 2,324,275

체육외행사 0 0 0 0 0 0 5/5 20,320 2/4 35,000

연습사용 0 0 0 0 0 0 0 0 0 0

- 잠실야구장 이용현황

   잠실 제1수영장의 경우 365일 꾸준한 이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체

육시설로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계획단계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운동장은 계획과정에서부터 이용의 구획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접근이 편한 동쪽에 배

치하면서 일반시민의 공간으로 구분되어졌고, 계획 기본 구상에서 대규모의 공간을 인간

척도화 한다는 방향과는 달리 대규모의 공간과 일반시민을 위한 소규모의 공간으로 분절

되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주경기장과 주경기장의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광장은 일반시민이 친숙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스케일의 범주를 넘어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용될 수 있었고 후에 이 광장

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보행자가 아닌 차량만을 배려한 거대한 오픈스페이스가 탄생되

었다.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서는 복합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휴식 공간 정도로

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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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획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서울 시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자 했던 

의도는 성공적인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초점이 되면서 미약해졌다. 현재의 종합운동

장은 지역커뮤니티와 분리된, 단일목적지향적인 공간이 되었다. 실내체육관, 야구장, 학

생체육관이 모두 프로구단의 구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나 프로

야구경기 또는 각종 운동경기가 열릴 때면 관람객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했

다가 경기 후 썰물 빠지듯 사라져 이상한 거품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마다 혹은 주기

적으로 터져 나오는 종합운동장의 환호성소리는 잠실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지 않은 채 지역커뮤니티와는 더욱 동떨어진 공간이 되었다.49) 

49) 장두식, “도심 속의 군도(郡島), 잠실,” 『국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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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잠실종합운동장

범위

 

구분 단기적 영향에 치중한 고정된 마스터플랜

통합적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정부 및 서울시, 체육관계자

커뮤니티 참여 계획단계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른 단계 계획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축제 공간 및 서울시민을 위한 운동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올림픽 유치 확정 후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에 

치중하게 됨

지역계획 통합
잠실종합개발계획의 부분으로 계획되었지만 운동장 구역으로 구획화되어 지역과 

연계되는 계획이 결여됨

물리적 계획 계획 평가

규모

랜드마크적 대규모 경기장 조성

주경기장의 10만 명 규모의 관중을 수

용하기 위한 대규모 광장 조성

 

모든 경기장이 대규모 스케일을 유지함

에 따라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은 프로구

단 유치로 활용방안을 찾았으나 주경기

장은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

로 전락함

주경기장 중심의 대규모 공간과 작게 

분할 된 동측 대지가 분리됨

대규모 광장이 주차장으로 전환되어 활

용도가 떨어짐 

프로그램/상호작용

이벤트 후 일반 시민의 체육시설로 계

획

대회 종료 후 사후활용 모색으로 활용

도가 떨어짐

단일목적지향적인 공간이 되었고 복합

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경계 및 접근성

지역계획(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 구

역화됨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및 한강변에서 

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스포츠구역으로 분리되어 지역커뮤니티

와의 연계성이 떨어짐

경기장 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에게 편리한 접근성 제공

보행자를 배려한 계획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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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1) 계획과정

   시드니올림픽대회가 개최된 홈부시베이(Homebush Bay) 지역은 과거 무기고, 도살장,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사용되면서 오염지역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곳이었다. 올림픽 유치

가 이루어지기 전 레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통해 스포츠센터가 1980년 지어졌

고, 일부지역은 1988년 호주 건국 2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개발되었다. 1985년 개발공사

가 설립되어 30년을 목표로 지역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올림픽을 유치하게 됨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단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50) 시드니 올림픽은 환경재생을 목표

로 시드니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시드니가 1993년 입찰단계에서 제안했던 마스터플랜은 2000년 올림픽 마스터플랜 최

종 버전과 상당히 달랐다. 이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경기장들이 사이트에 넓게 흩뿌려진 

형태였는데 야구경기장과 테니스센터 및 실내 경기장은 홈부시베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

치했고, 미디어센터는 주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입찰당시 지역스포츠센터, 하

키센터 및 수영센터는 이미 건설 막바지에 이른 상태였다.

<그림 3-6> 시드니올림픽 1993년 
입찰당시 마스터플랜

(출처: Hiromasa Shirai, 2009)

50) RICS Research, The 2012 Games: The regeneration legacy, (London: RIC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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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995년 작성된 마스터플랜
(출처: The OCA, “Homebush Bay development 

guidelines 3, Masterplan Report,”1995)

<그림 3-8> 시드니 올림픽 최종마스터플랜
(출처: The OCA)

   주경기장 주변에는 수영센터와 육상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대규모의 공공 오픈스페이

스가 계획되었고, 전체 마스터플랜은 유기적인 형태로 자연 경관에 통합적으로 일치되고

자하는 시도가 있었다. 처음 계획에서는 후반에 수정된 계획과 달리 홈부시베이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1995년 조경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가 마스터플랜 디자인에 참여하였는데 

새로 작성된 마스터플랜은 <그림3-7>과 같이 기존의 유기적이고 흩어졌던 배치에서 강한 

축을 가진 올림픽 공원으로 그려졌고 경기장은 주경기장 주변으로 보다 집중되어졌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이 개최된 후 최종 수정이 가해짐에 따라 최종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다. 이전까지 올림픽에 3-4백만 관중이 찾았다면 아틀란타에는 8백만에 달하는 

관중이 찾아 규모면에서 거대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의 해법이 필요해졌

고, 이는 광대한 공간 조성으로 이어졌다. 최종마스터플랜에서는 10개의 경기장이 올림픽

공원에 집중 배치되었고, 이것은 올림픽운동 역사상 가장 집중 배치된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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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접근

   - 이벤트 전

   홈부시베이 개발공사(State Homebush Bay Development Corporation)는 1992년 토지이

용계획과 지역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1993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1995년 개발공

사가 올림픽조직위원회(Olympic Coordination Authority: OCA)로 재편성되었다. OCA의 역

할은 올림픽을 위한 스포츠시설과 경기장을 준비하고 홈부시베이의 개발을 주도하는 것

이었다.51) 프로젝트는 공공부서인 NSW 정부(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와 조직

위원회인 SOCOG(Sydney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OCA가 주관하

였고, 도시계획국(Minister for Urban Affairs and Planning)은  환경친환적인 개발이 되도

록 스포츠시설 개발을 승인․허가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올림픽 계획단계에서 지방정부는 배제되었다. NSW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었다. 많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52)

고 언급하였듯이 계획에 있어 지방정부의 참여기회는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림픽지원에 관한 특별법(OCA Act)’에는  커뮤니티와의 협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 방향이 명확히 공개되었고, 정보 

공개 미팅과 각종 미팅이 열렸다. OCA는 경기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방의회와도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협의의 규모와 의미가 경기장마다 다르게 진행되었고 계획과정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53) 결국 지방정부와 커뮤니티와의 협의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되

지 못하였고, 지역의 우선순위와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종 마

스터플랜은 넓은 범위의 도시 개발 전략에도 통합되지 못하였고,54) OCA에 의해 1995년 

51) Glen Searle, 2002, 앞에 든 책
52) Kevin Sproats, “Local government and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Urban 

Futures, 22, 1997, p. 38, Kristy Ann Owen, The local impacts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Processes and politics of venue preparation, (Sydne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1)에서 재인용.
53) Kristy Ann Owen, 2001, 앞에 든 책
54) RICS Research, 2011,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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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 장기적 유산 마스터플랜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하고 미래 개발의 주

요방향만을 설정하고 있다.

   - 이벤트 후

   시드니는 이벤트 개최 전에 사후 공간 활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이벤

트 개최 후 전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올림픽공원 운영관리와 개발을 위해 시드니 

올림픽 공원 공사(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SOPA)가 출범하여 다양한 스포츠구역

을 운영관리하고 올림픽 공원의 사후활용대책 모색하는 역할을 하였다. 올림픽공원은 경

제 활성화를 위해 공원에 상업, 주거 등의 다른 용도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고, 상업과 주

거의 균형을 찾고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공원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사항은 이전에 고려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

다.  

   SOPA는 첫 번째 계획으로 ‘2000년 이후의 비전(Vision for beyond 2000)’에서는 구

역별 계획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계획으로 ‘올림픽 사후 마스터플랜 2002(post-Olympic 

Masterplan 2002)’에서 역시 공원을 8개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성격을 규정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계획이었다. 시드니는 올림픽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역발전과 통합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시드니올림픽공원 비전2025 

(Sydney Olympic Park, Vision 2025)’을 계획하였다. 거기서 더 발전된 ‘마스터플랜 

2030 (Masterplan 2030)’은 올림픽공원을‘도시속의 도시’로서 시드니의 도시계획의 

전체 맥락에 맞추어 국제적인 경제통로 역할을 하면서 서중부 지역의 발전계획에 통합되

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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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계획

   - 이벤트 전

   조경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가 참여한 마스터플랜은 강한 축을 가지면서 

경기장이 집중 배치된 양상을 보였다. 하그리브스는 지역을 그리드 패턴으로 분할했는데 

격자 형태로의 분할이 복잡한 사이트의 관리에 유용할 것이며, 게임 운영 뿐 아니라 장기

적인 유산을 위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더불어 올림픽대로(olympic 

boulevard) 개념이 도입되어 모든 경기장이 대로의 서쪽에 배치되었고, 테니스센터와 사

이클 전용경기장이 재배치되었다. 

   최종 마스터플랜은 하그리브스의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10개의 경기장

이 집중 배치되었다. 최종 마스터플랜은 대규모의 관중을 수용하기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였다. 사이클전용경기장이 올림픽 공원 밖에 배치되었고 다목적 경기장만 거대한 

주차장과 함께 남았다. 슈퍼돔(Super Dome)과 호주스타디움(Stadium Australia)은 사이에 

있던 물리적 구분이 없어지고 한 구역에 포함되었고 이 결합으로 슈퍼돔과 호주스타디움 

동쪽에 거대한 공공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태양광 타워가 설치되어 시드니의 “그

린게임(green game)”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남게 되었다. 이 광대한 공간은 관중뿐 아니

라 각국의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시드니가 1993년 입찰단계에서 제안했던 마스터플랜에서 홈부시베이와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최종마스터플랜은 경기장 중심의 집중된 배치가 

이루어졌고 스포츠 성지로서 구역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명확한 경계성을 

갖게 되었다. 

   올림픽게임이 끝난 후 시드니올림픽공원에 지어진 경기장은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도

록 계획되어졌다. 호주스타디움, 수영센터, 하키센터는 올림픽의 관중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구조물을 사용하여 건축적으로 변동가능하게 지었고, 올림픽 이후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경기장의 활용을 예측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형경기장 

사후활용이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주목적으로 함에 따라 관중석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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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종목
이벤트 중 

관중석규모

이벤트 후 

관중석규모
사후활용

대회개최경기장

호주 스타디움 

(Stadium Australia

→ANZ Stadium)

개․폐회식, 육상, 축구 110,000 83,500
스포츠이벤트 개최/ 엔터테인먼트 

용도/ 비즈니스 용도

시드니 슈퍼돔 

(Sydney Super Dome

→Acer Arena)

농구, 체조 21,000 21,000
스포츠이벤트 개최/ 엔터테인먼트 

용도/비즈니스 용도

시드니 수영센터 

(Sydney International 

Aquatic Center) 

다이빙, 수영, 

싱크로나이즈, 

워터폴로, 근대5종

17,500 8,500
스포츠이벤트 개최/ 지역이벤트/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스포츠센터 

(State Sports Centre)
탁구, 태권도 5,000 3,854+1,152

스포츠이벤트 개최/ 엔터테인먼트 

용도/ 지역이벤트/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하키센터 

(Hockey Centre)
하키 15,000 4,000

스포츠이벤트 개최/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테니스 센터 

(Tennis Centre)
테니스 10,000+7,400 10,000

스포츠이벤트 개최/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야구경기장 

(Baseball Stadium)
야구, 근대5종

11,000+3,000

(잔디)
13,000

스포츠이벤트 개최/ 엔터테인먼트 

용도

돔경기장 

(The Dome)
농구, 핸드볼 10,000 0

-전시마당(showground)

지역이벤트/ 비즈니스 용도

파빌리온 

(Pavilions)

핸드볼, 근대5종 

(파빌리온2)

리듬체조, 배드민턴 

(파빌리온3)  

배구 (파빌리온4)

6,000X3 0

-전시마당(showground)

:상업, 업무, 커뮤니티 용도로 

활용됨

지역이벤트/ 비즈니스 용도

양궁장 (Archery Centre) 양궁 4,500 0 스포츠이벤트 개최/ 생활체육

대회목적 외 경기장

육상센터 

(Athletic Centre)
훈련장

-기존 스포츠경기장 용도로 재활용

스포츠이벤트 개최/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스포츠 홀

(Sports Hall)

전시마당(showground)

으로 활용

-스포츠시설

스포츠이벤트 개최/ 생활체육

스케이트 공원

(Skate Park)

전시마당(showground)

으로 활용

-스케이트보드공원

스포츠이벤트 개최/ 생활체육

골프센터 

(Golf Centre)
훈련장

-기존 스포츠경기장 용도로 다시 

활용/ 비즈니스 용도/ 생활체육

<표 3-6> 경기장 사후활용

고 볼 수 있다. 올림픽 경기장 관중석 규모 및 사후활용 계획은 다음 <표 3-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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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A에 의해 1995년 이루어졌던 ‘장기적 유산 마스터플랜’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 미래 개발의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의 동쪽은 도시적 상

황을 담아낼 수 있게 그리드패턴으로 구획되고 서쪽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림 3-9> 
장기적 유산 마스터플랜
(출처: OCA, 1995)

   - 이벤트 후

   이벤트 개최 후의 공간 전환에 있어 준비가 미흡했던 시드니는 SOPA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계획으로 ‘2000년 이후의 비전(Vision for beyond 

2000)’에서는 구역별 계획이 제안되었는데 Brickpit, East, Town Centre, Core, South 

West의 5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올림픽 경기장들은 핵구역(core)에 모여 있고 나머지 

구역에는 주거, IT용도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그림 3-10> 구역 계획안
(출처: The OCA, Sydney Olympic 
Park: vision for beyond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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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심구역 (Town Centre), 
B 호주구역 (Australia Centre), 
C 북 이벤트 구역 (Northern Events), 
D 시드니 전시마당 (Sydney Showground), 
E 브릭피트 경계 (Brickpit Edge), 
F 남 이벤트 구역 (Southern Events), 
G 쓰레기관리서비스 (Waste Service NSW), 
H 공원과 페리 부두(Parklands & Ferry Wharf)

<그림 3-11> 2002년 마스터플랜
(출처: Hiromasa Shirai, 2009, p.46)

   두 번째 계획으로 SOPA는 ‘마스터플랜 2002(post-Olympic Masterplan 2002)’에서 8

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각각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밀레니엄 공원(구역 H)을 시민

을 위한 환경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도심지역과 완전히 구분하였다. 

 

    ANZ 스타디움과 Acer경기장이 속한 C구역은 북쪽 이벤트 구역으로 설정하여 민간

이 운영하며 주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수영센터, 육상센

터, 스포츠센터, 테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센터가 속한 F구역은 남쪽 이벤트 구역으로 스

포츠와 스포츠행정의 중심지로 삼았다. 방문객의 참여를 강조하고 여가, 유희, 상업적 용

도를 추가하고, F구역은 골프센터를 제하고 모든 시설을 시드니 올림픽 공사(Sydney 

Olympic Authority) 또는 지역 스포츠센터 트러스트(the State Sports Centre Trust)와 같은 

공공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스포츠홀과 스케이트 공원이 포함된 D구역은 전시회장 구역

으로 로얄농업회(Royal Agricultural Society)가 운영하며 전시, 컨퍼런스, 유희를 위한 활

동이 주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올림픽 스포츠 구역 주변의 공간은 업무, 상업, 주거 등 다

양한 용도로 갖으며, 투자를 통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앞서 제안된 2000년과 2002년 계획이 근시안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시드니는 올림픽공

원 부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역발전과 통합된 시너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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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고자 하였다. ‘시드니올림픽공원 비전2025 (Sydney Olympic Park, Vision 2025)’는 

남쪽 이벤트구역을 경기장 운영주최에 따라 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올림픽대로의 동쪽지

역은 구역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기존 세분화되었던 구역을 합쳐 더 넓게 구역화시켰다. 

경기장 주변의 넓은 공터에는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업․주거용도의 건물을 

추가하였고, 수영센터와 육상센터 구역에는 교육과 문화 관련용도 건축이 들어서게 된다. 

비전 2025를 통해 경기장이 지배적인 공간이 아니라 경기장과 도시구조에 맞물리는 공간

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섞어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마스터플랜 2030 (Masterplan 2030)’은 앞서 제안된 계획에 따라 스포츠구역에 교

육관련 컨텐츠를 넣으면서 새로운 주거와 복합용도 건물의 포함을 제하였다. 기존의 스

포츠가 집중된 스포츠 구역의 성격을 다시 살렸고,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시드니의 ‘도

시속의 도시’로 계획하였다.  

<그림 3-12> 시드니올림픽공원 마스터플랜 2030
(출처: http://www.sopa.nsw.gov.au/planning_and_development/master_plan_2030)

4) 평가

   현재의 시드니 올림픽공원은 스포츠 중심의 공간에서 용도가 보다 복합된 도심지로 

거듭났다. 2002년 마스터플랜에 따라 많은 개발이 시도되었고 은행, 호텔 등이 들어섰으

며 방문객도 2002년 55,300,000에서 2007년 85,400,000명으로 증가하였다55). 그러나 이러

한 이용의 증가가 성공적인 공간전환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55) Richard Cashman, “The Sydney Olympic Park Model: Its Evolution and Realisation,” in 

Mega Event Cities, Metropolis Conference, 2008, pp.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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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의 C구역은 이벤트 용도로 드물게 이용되고 있어 지역과 국제 미디어로부

터 ‘유령타운(ghost town)’ 또는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라는 비판을 받아왔

다. 가장 비판이 심했던 2001년에 비해서는 이벤트 가용수가 많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날

이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 ANZ스타디움의 사이즈는 줄었지만 경기장과 올림픽 대로사

이의 오픈스페이스로 이루어졌던 광대한 공공공간은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주요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올림픽 대로를 차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또 사용이 없는 빈공간이 되어버리고 있다. 계획관계자가 

올림픽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경기장 주변의 광대한 공간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광대한 스케일과 드문 이벤트 개최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56)

   F구역은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C구역에 비해 빈번하게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수

영센터와 지역스포츠센터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멘트 이벤트 개최, 엘리트 선수 훈련 공간 

제공, 생활체육공간으로의 활용의 균형을 잘 맞추고 다목적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반면 주변의 육상센터, 하키센터, 테니스 센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스포츠 시설로 

각각의 경기장을 찾는 이용객은 단일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57) 이들은 특정 시설

에만 접근하여 이용한 뒤 떠나 구역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A구역은 전철역이 있어 시드니올림픽공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 

되었고 그 안에 카페, 호텔과 각종 회사가 위치하여 이용이 활발하지만 다른 구역과의 상

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다. 2000년과 2002년 계획에서 발전된 비전 2025와 

마스터플랜 2030 계획은 더 밀도 있는 도심핵과 폭넓은 복합용도, 즉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호텔, 호스텔, 교육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설 등을 제안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포

츠 구역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여전히 특별한 목적을 갖는 관광지로 

56) Hiromasa Shirai, 2009, 앞에 든 책 
57) Hiromasa Shirai, 2009,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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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것인지, 새로이 도심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개발할 것인지 혼돈이 있다.58) 장기

적 유산계획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지로 개발할 것인지, 복합적인 도심지로 

개발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둘째, 지역계획과 통합된 계획을 갖지 못했다. 하그리브스가 마스터플랜 계획에 참여

하면서 부지는 격자 형태로 분할되고 홈부시베이와의 연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공간을 구역화시키고 대지를 구획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올림픽 경기장 부지를 고립

시켰다. 2002년 마스터플랜에서는 각 구역간의 용도적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올림픽대로

는 그 구역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스터플랜 비전 2030에서 지역계획에 녹아들

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커뮤니티는 여전히 시드니올림픽공원을 독립된 스

포츠성지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남아있다. 

   셋째, 이른 단계에서 장기적 유산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

자(Olympic Minister)는 마스터플랜 계획 당시 올림픽 공원이 단순히 17일의 축제를 위해

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했지만, 이후 올림픽 

준비당시 장기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

다고 밝혔다.59) 올림픽 이벤트 때 활용되어질 시설을 중심으로 시드니 쇼그라운드

(Sydney Showground)와 밀레니엄공원(Millennium Parklands)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여 홈

부시베이가 복합용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60) 이에 대한 계획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른 단계에서 장기적 유산 계획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하고,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음에 따라61) OCA는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성화

와 지역재생이라는 보다 넓은 비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58) RICS Research, 2011, 앞에 든 책
59) Hiromasa Shirai, 2009, 앞에 든 책 
60) New South Wales Government, Urban design studio brief: the future redevelopment of 

Homebush Bay and the ⅩⅩⅤⅡ Olympiad 2000AD, Sydney, Australia East Sydney, 1994, 

p. 61.
61) Richard Cashman, The Bitter Sweet Awakening- The Legacy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Petersham: Walla Walla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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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근시안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벤트 개최 후 조직된 시드니 올림픽 공원공사

(SOPA)의 역할은 처음 계획대로 공원을 여가, 교육, 사업 활동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조

성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에 10년을 목표로 작성된 마스터플랜은 시드니 올

림픽 입찰문서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복합 도심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Lochhead(2005)는 이 계획을 기간적으로 너무 짧고 스케일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였

다.62) 

   다섯째, 지역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OCA는 경기장 사후활용을 고민하면

서 이벤트 사후 관중석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경기장의 

줄어든 관중석 규모는 지역커뮤니티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시드니는 지역의 역사

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스포츠 프로리그의 관객이 많지 않다. 정부는 정부예산의 위협

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개발자가 호주 스타디움의 계획, 건설,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도

록 하였으나 건설 후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스포츠 구단이 없었고 호주 스타디움은 1999

년 오픈한 뒤 대부분의 날에 비어있게 되었다.63) 이는 80,000석을 매울 주요 이벤트가 없

는 것도 문제였지만 주변에 있는 기존의 경기장들과도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64) 

반면, 작은 경기장들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65) 이는 지역 내 스포츠시설의 필

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며,66) 따라서 경기장을 계획할 때 지역의 장기적 관

점에서의 여가레저의 필요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62) Helen Lochhead, “A New Vision for Sydney Olympic Park,” Urban Design International, 

10, 2005, pp. 215-22.
63) 첫해(1998-1999년)에  $A24million, 1999-2000년 $A11million, 다음해 역시 비슷한 적자를 

냈다.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01년 9월 7일, Glen Searle, 2002, 앞에 든 책에서 재

인용
64) Glen Searle, 2002, 앞에 든 책
65) 육상 센터는 쥬니어 스포츠를 위한 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고, 수영센터는 스포츠경기장 

중 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66) Richard Cashman, 2006,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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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올림픽

범위

구분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 이벤트 사후 재계획

통합적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정부차원에서의 이해관계에 집중되었음

커뮤니티 참여 계획단계에서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른 단계 계획
OCA에 의하여 1995년 ‘장기적 유산계획’이 제안되었지만 이벤트개최에 더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이벤트 사후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함

지역계획 통합

이벤트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스포츠경기장이 배치된 구역을 스포츠 성지화 시

킴으로 지역에 밀착된 계획을 갖지 못함. 이벤트 이후 비전 2025와 마스터플랜 

2030이 제안되면서 보다 지역과 통합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함 

물리적 계획 계획 평가

스케일

이벤트를 위한 대경기장(호주 스타디

움, 슈퍼 돔)과 광대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이벤트 후 관중석의 규모를 줄였지만 

지역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여전히 버려진 공간을 양산함

프로그램/ 상호작용
이벤트 이후 구역화시켜 스포츠 및 

다양한 복합용도 재계획

지나친 용도별 구역화로 복합용도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일 목적

지향적 공간 조성

경계 및 접근성

경기장을 밀집시킴으로 이벤트시 그 

안에서의 연계성을 높임

비전 2030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성 

높이는 계획 제안

이벤트 중심적 계획이 부지를 주변지역

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음

주변지역과 연계성 갖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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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한일월드컵: 상암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

1) 계획과정

   1989년 처음 월드컵 유치가 검토되었고 1996년 5월 31일 월드컵축구대회 한․일 공동개

최가 결정되었다. 개최가 결정되고 나서 서울은 처음에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개보

수하여 경기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FIFA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 

1997년 9월 월드컵대책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이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도록 결정하였다. 

동대문운동장, 마곡지구, 보라매공원, 상암지구 후보지 중 서울 서북부지역에 운동장을 

확보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암지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상암지구 신축, 잠실종합운동장 보수, 인천 문학경기장 중축 세 가지 

대안의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1998년 5월 6일 서울시 월드컵 개막전 개최 및 

축구전용구장 건설이 확정되었다. 

   이미 2002년 월드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건설이 요구되어졌다. 1998년 

8월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에 착수하였고, 1998년 10월 월드컵 주경기장 착공이 이루

어졌으며 1999년 10월 ‘밀레니엄공원’및 기본계획 착수가 이루어졌다. ‘밀레니엄공

원’은 이후 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을 변환하였다. 월드컵공원은 월드컵과 연계하여 새천

년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일대 환경드

라마의 연출이 가능한 장소로, 환경재생을 시도하게 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은 상암 지역에 대한 미래 도시구상과 상암 지역을 

신부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었다.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상암 새

서울타운 발전구상’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2001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의 목적은 정보도시, 사람과 환경

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관문도시의 구현에 있었으며 2002년 월

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서북부지역 신

부도심인 상암지구 밀레니엄 시티 건설을 위한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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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접근

   상암부지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확정했을 때는 이미 2002년 월드컵까지 기간이 얼

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건설이 요구되어졌고 공사는 패스트트랙방식과 CM방식으로 

1998년 10월 20일 착공하여 2001년 11월 개장행사를 하였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최단기

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배려한 설계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월드컵경기장 설계는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안이 당선되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시공을 담당하고 (주)이공건축이 스타디움을 계획하였으며 (주)정림건축이 배치계획, 수

익시설계획,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였다. 

   월드컵 경기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고민을 적극 반영하였는데 

입찰 선정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경기장 데

크 밑의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수익공간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설

계 단계에서는  1999년 3월 10일 사후활용 시설 설치계획 방침을 내놓았고 1999년 3월 20

일 실시설계도서를 작성제출 한 후 1999년 4월 2일 사후활용 시설 평면을 확정하였다. 

<그림 3-13> 월드컵경기장 기본계획 시설사후활용방안 제안 
(출처: 월간건축문화사, “[특집] 프로젝트1/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월간건축문화』, 210, 1998,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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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을 목표로 한 사후활용계획은 이후에도 계속 변화되었는데 이는 설계 당시부터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수익이 유지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존 계획에는 스포츠용품점․우체국․문화센터가 입점할 예정이었지만 

공단은 MD(매장 구성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 할인점․스포츠센터․영화관․예식장․사우

나․패스트푸드 및 커피숍 등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돈을 쓰게 하는 6개 업체를 입점 시

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67) MD용역은 인터원컨설팅이 지역주민의 의견 조사를 

통해 향후 월드컵경기장시설 이용 수요를 파악하는 용역을 2001년 12월에서 2002년 3월

까지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5월 활용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른 단계에서부터 이벤트 이후 사후활용을 지역의 필요에 기

반하여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밀레니엄공원, 환경친화 주거단지, 디지털미

디어시티 개발을 ‘새천년신도시’계획의 장기적 비전하에 추진함으로써 월드컵이벤트

가 촉매가 된 통합된 지역개발을 실현하였다. 

   ‘새천년신도시’ 계획은 새천년 ‘환경시대’,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의 

테마에 부응하여 새서울의 지속가능 발전을 열어갈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첫 번째, 환경시대에 부응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원절약형 생태도시를 

난지도의 생태복원과 환경친화적 도시설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서울과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정보도시로 조성하고 세 

번째,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세계를 향한 서울의 전진기지로 기능하는 도로, 지하철, 신

공항철도, 일반 고속철도의 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68) 

   이에 따라 지구별로 월드컵경기장, 밀레니엄공원, 환경친화 주거단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구획하여 계획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는 171,000평에 달하는 곳으로 디

지털 미디어 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연구 교육시설을 집적시켜 미디어 시설이 서로 어

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계획하였다. 환경친화 주거단지는 환경 및 정보통신 

67) 코리아 헤럴드, 이용선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터뷰 (2011년 3월 4일)
68) 서울특별시,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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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완비한 7,000세대 내외 직주근접의 미래형 주거단지로, 직주근접으로 기업 활동

의 편의 증진, 내외국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제공, 환경 인프라와 무공해 교통

수단 완비를 목표로 계획되었다.

   새천년신도시 계획은 장기적 계획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계획을 

세웠다. 도심기능, 유통, 주거, 공원 녹지 등 복합기능의 ‘도시 내 신도시’를 구축하고 

21세기 서울의 도시상을 선도하는 생태, 관문, 정보교류 도시로 개발하고 했다. 토지이용

을 4개 지구로 구분하여 구상하였는데 수색 복합환승터미널MTC,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

티 DMC, 환경친화주거단지, 밀레니엄공원으로 구분하였다. 초장기적인 비전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비전 실현 기간을 50년으로 잡고 2002년까지 단기적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 환

경조성사업을 실행하고자 했다. 2011년까지는 도시인프라를 완료하고 택지개발 주거부문

을 완료하며 DMC 및 MTC 1단계 조성을 완료 하고자 했고 20-30년 뒤까지 모든 조성을 

완료하며 50년까지 지속적인 계획 보완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69) 

3) 물리적 계획

   월드컵 경기장은 다음의 여섯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공간이 계획되었는데 첫째, 좁은 

부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배치 구성되었고 둘째, 원활한 관람객 분산을 위해 광장을 설치

했으며 셋째, 주변 지역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 및 옥외공간을 조성하였다. 넷째, 자연과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단지를 조성하였고, 다섯째, 경기 후 상업시설 활용을 고려한 옥외

공간의 전용성을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남측대지의 중장기 발전을 고려한 토지

이용이 계획되어졌다. 

   배치계획은 전통마당-보조경기장-주경기장-연결브리지-상징조형물-월드컵 기념광장

을 잇는 축 설정에 따른 배치로 월드컵 경기장으로서의 상징성을 남기고 향후 남측부지

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지 북측의 수색역과 연계해 집합과 분산을 

위한 광장을 설치하여 원활한 동선의 처리와 다양한 관람인의 행태를 수용했고, 관람객

69) 서울특별시, 2000,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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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설

그라운드: 105M X 68M 천연잔디

잔디구역: 120M X 80M 

골 라인에서 7.5M, 터치라인에서 6M의 여유공간 확보
관람시설 규모: 준준결승전(8강전)이하 4만석 이상, 개막식 준결승전 결승전 6만석이상
안전시설 경기장 외곽 15-30M 펜스 설치

<표 3-7> FIFA 월드컵 경기장 시설 주요 기준

의 원활한 진출입을 수용하면서도 보행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옥외 공간 조

성은 적정한 데크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또한 경기이후 스탠드 하부

수익시설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주변 상업지역을 연계하는 수익시설을 배치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월드컵경기장은 축구전용경기장으로써 <표3-7>에서와 같이 

FIFA에서 요구하는 각종시설 기준을 100% 준수하였고 관람석 스탠드 하부 공간을 이용

하여 총 14,360평 규모의 사후활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후활용성을 극대화하였다. 그 

외에도 회원실 및 가변무대를 설치하였는데, 관람석 중간층에 경기를 관람하면서 독립된 

공간을 갖는 오피스텔형 회원실 75실을 만들어 각종단체, 기업체에 임대․운영하게 하고 

경기장내 관람석 일부를 무대로 변화시켜 대형 콘서트 등으로 사용가능하게 하였다. 

   월드컵공원은 부지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평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하

늘공원, 노을공원으로 5개의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였다.    

   난지천공원은 상암새천년 타운과 쓰레기 매립지 사이의 쓰레기 침출수가 흐르던 8만9

천 평을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은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 및 청소년을 위

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훼손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갖춘 하천으로 

조성하면서 운동시설, 야외공연장, 생태관찰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하늘공원은 제2매립지 상단부 5만8천 평에 억새, 갈대, 띠, 달맞이꽃 등 건조하고 척

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어 이들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자연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장소로 조성되었

다. 북한산, 남산,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공간을 마련하였고 자연이 새로 시

작되는 장소라는 의미로 자연생태와 환경예술이 어우러지도록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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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공원은 한강하류측 제1매립지 상단부 10만3천 평에 매립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

해 이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될 20년간의 

안정화기간 동안 지형 굴곡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시설과 한강의 풍경과 

노을을 볼 수 있는 시민이용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난지한강공원은 한강고수부지 23만5천 평의 규모로 다른 한강공원과 달리 자연과 사

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친수 공원으로 조성하고 월드컵대회 시 필요한 유

람선 선착장, 캠핑장 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습지 등을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70) 

   월드컵공원 중에서도 월드컵 경기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평화의 공원은 월드컵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그 상징성을 열린 광장으로 표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교육 

및 휴식․운동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월드컵공원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새천년을 기념하는 

상징성을 부각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자연과 인간, 문화가 공존․공생하는 평화의 개념을 표

현하였다. 또한 밀레니엄 공원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71) 

   평화의 공원을 현황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화의 공원이 들어

설 부지는 본래 쓰레기가 10m정도 매립된 표고 15-19m의 평탄지로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리시설이 입지해 있다. 따라서 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과 난지도 관

리사업소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존치시키고 기타의 시설은 공원 조성 전에 이전하도록 하

였다. 동북쪽으로 불광천과 홍제천, 남서쪽으로는 자유로와 한강, 북서쪽으로 월드컵 주

경기장을 연결하는 40m폭의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보행 접근 및 주변 시설과의 연

계성이 제한되어 있고, 월드컵 주경기장으로부터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80m 폭의 데크축

이 평화의 공원까지 강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현황에 기반하여 월드컵 주경기장에 연속된 대회시설의 일부로서 기념성을 부

여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공원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70) 서울특별시,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서울: 서울특별시, 2000) 
71) 환경과 조경, “밀레니엄 공원; 평화의 공원 기본계획,” 『환경과 조경』, 150 (2000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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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향 활동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

새천년/평화

- 깨끗한 환경으로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범

국가적인 비전의 제시

- 통일한국의 비전을 시사

- ‘평화’라는 새천년 주제의 성립

천년의 문

희망의 숲

평화의 정원

평화의 어록비

환경/생태

- 오염된 땅과 물의 재활용 및 치유

- 건강한 환경의 재조성

- 물의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한 습지조성

생태주차장, 난지 중계펌프장, 인공

습지 및 초지, 습지형 자생식물지, 

수로

교육

- 자연환경 복원 및 보존에 대한 교육

- 생태적 순환체계의 가시적인 교육적 홍보

효과 도모

-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 유도

청소년 놀이마당

자생초화류 탐방로

희망의 숲

도시공원/

광역권, 

근린생활권

- 도시민들의 휴식처 제공

- 공원활동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유도

- 기념비적인 관광지로서 개발

- 이벤트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공원관리사무소, 안내소, 놀이마당,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프로미나드 

투영못, 잔디광장, 구근 초화류와 

총림, 시민편의시설 등

월드컵 행사/ 

이벤트

- 임시 주차장의 설치로 이용방문자의 편의 

도모

-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의 조성

-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문화공간의 구성

남측 상설주차장, 임시주차장 및 놀

이마당, 월드컵경기장 연결데크, 행

사광장, 잔디묘포장, 관람광장, 잔디

광장, 피크닉장등

<표 3-8> 평화의 공원 개발 프로그램

공원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72) 조성방향에 따라 도입되는 프

로그램은 다음 <표3-8>과 같다. 

   평화의 공원은 월드컵 주경기장의 연결을 통한 상징적인 공간 조성과 공원 이용자를 

배려한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공원 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입

하는 호(arc)의 외부에는 인공적, 적극적 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내부에는 자연 생태적 수

경녹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경관체험을 제공하였다, 난지매립지와 불광천 친수공간을 잇

는 보행 동선을 연계하면서 희망의 숲과 호수 연안을 따라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를 구성

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간 구상이 적용된 평화의 공원 기본계획

안은 다음 <그림3-14>와 같다. 

72) 환경과 조경, 2000,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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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습지 및 피크닉장 2 월드컵광장 
3 주차장 4 프로미나드 5 염원의 장 
6 천년의 문 7 주제정원(임시주차장) 
8 평화의 정원 9 한강 연결 보행교량 
10 전망대 연결 보도교 11 평화의 호수 
12 공원편익시설 13 근린운동시설 
14 하수펌프장 15 마포 농수산시장 
16 난지관리사업소

<그림 3-14> 평화의 공원 기본계획안
(출처: 서울특별시, 2000)  

   공간별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다목적 마당은 월드컵 경기 시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

용하고, 종료 후 다목적 주제정원 및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월드컵광장은 월드컵 

주경기장 데크로부터 주차장을 거쳐 공원의 호수에 이르는 강한 축선의 광장으로서 경기

기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 

광장에는 기념성과 상징성을 부여한 디자인 기법 처리 방안을 간구하였다. 희망의 숲은 

시민참여에 의해 조성된 희망의 숲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희망의 숲과 

호수 사이에 수변을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넓은 잔디밭을 조성하여 피크닉 등 다

양한 휴게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평화의 정원은 평화의 공원과 난지 한

강시민공원을 연계하고 수상교통수단을 통하여 천년의 문과 평화의 공원 및 월드컵 주경

기장에 접근하는 방문객의 중요한 통로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난지하늘공원과 평화

의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밀레니엄공원 각 구역간의 연계 강화를 계획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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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 시설

주경기장

-건축면적 : 58,539.63㎡ (연면적 : 166,503.34㎡)    -총 관람석 : 66,806석

축구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월드컵, 올림픽, 국가대항전 등), 3만장 이상 관람권 발행 대

형행사 (국내․국제 대규모대회, 외국팀 초청경기, 공공행사), 프로축구, 문화예술행사

보조경기장
-관람석 : 1,000석

국가대표 연습, K리그 2군 경기, 어린이 축구교실 등 공공성 목적 운영, 일반시민에 개방

풋살구장
-탈의실, 무인편의점 설치

어린이 축구교실등 공공성에 우선, 일반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해 개방

리셉션홀
-수용인원 : 300여명

-용도 : 각종 연회, 워크숍, 세미나 및 연말연시 송년모임

회원실 -용도 : 각종 연회, 워크숍, 세미나, 기업 채용면접, 연말연시 송년모임

북측광장
-면적 : 8,125 ㎡ 

-용도 : 문화예술행사, 박랍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공간으로 개방

프레스센터 -수용인원 : 70여명    -용도 : 각종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

월드컵몰

대형할인점 홈플러스

-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 문화센터, 치과, 약국, 미용실 등

- 주차장(800여대) 

- 면적 : 62,128㎡

- 연임대료 : 9,288백만원 

- 연이용객 : 5,617천명

복합영화관 CGV 상암

- 총10개관 

- 총 1800석

- 게임센터, 카페, 음식점 등

- 면적 : 11,504㎡

- 연임대료 : 552백만원 

- 연이용객 : 2,069천명

스포츠센터

사우나 

월드컵

스파랜드

- 수영장(6개 레인), 헬스장, 에어로

빅장, 골프연습장 

- 사우나, 찜질방 

- 면적 : 3,825㎡

- 연임대료 : 228백만원

- 연이용객 : 229천명

예식장 
월드컵컨벤션

웨딩뷔페

- 예식홀 3개(각 250석)

- 대연회장 1,000석, 특별연회장(250석)

- 면적 : 5,902㎡

- 연임대료 : 1,298백만원 

- 연이용횟수 : 예식 250, 기타 

연회 150

<표 3-9> 월드컵경기장 시설 사후활용 현황

4) 평가

   위의 계획대로 건설된 월드컵 경기장은 월드컵이 끝난 이후 다른 월드컵경기장들이 

적자신세를 면치 못할 때 엄청난 흑자를 내며 경기장 사후활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는 

좋은 입지조건, 사후활용인구의 보장, 서울연고 프로축구단이 창설 외에도 경기장의 다양

한 시설활용이 가능해져서 이기도 하지만 경기장을 둘러싼 데크 밑 전용면적 기준으로 1

만5천 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시민편의시설 및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한 것에 기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3-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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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상암경기장 6년간의 수지현황
(출처: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례,”2010)

<그림 3-16> 2009년도 항목별 수입액
(출처: 서울시설공단, 2010)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 프로축구구단 창설을 통해 그 효용을 찾았으나 여전히 실

재 경기장의 운용건수는 많지 않다.73) 그러나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경기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그림3-15>에서 드러나는데 이러

한 높은 순이익이 가능한 것은 <그림3-16>의 항목별 수입액에서 보여주듯 전체의 약 75%

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통한 수입 덕분이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의 원천이 된 월드컵몰은 일평균 유동인구가 평일 약 

18,000명, 주말 약 30,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흑자경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목

적 설계를 도입한 공로가 크다. 또한 MD용역설계를 통해 기존커뮤니티의 필요를 반영하

고, ‘새천년신도시’ 계획을 통해 새로운 지역계획에 월드컵경기장 계획을 통합시키면

서 오픈스페이스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  월드컵몰의 스포츠와 놀이공

간, 그리고 쇼핑몰의 복합시설 뿐 아니라 경기장, 월드컵몰, 월드컵 공원이라는 3장소의 

복합 문화․레저 공간의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73)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체육경기/체육이외행사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11/6건; 2004년 

25/3건; 2005년 36/5건; 2006년 36/9건; 2007년 32/6건의 이용이 있었다.

서울시설공단 자료 (2008.10) 통계연보, 김윤영, 스포츠경기장의 상업주의적 소비 공간화 비판 

및 대안적 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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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 공원

범위

구분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 이벤트 이전 일상의 공간 구현

통합적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상암지역의 환경재생을 통해 이미지개선을 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정

부와 지자체 주도 계획

커뮤니티 참여
계획단계에서 커뮤니티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MD용역을 통해 사후시설활용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이른 단계 계획
월드컵경기장 기본설계 시 사후활용공간과 시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음

밀레니엄 공원은 처음부터 지역커뮤니티 중심적 공간으로 계획되어짐

지역계획 통합
‘새천년신도시’라는 전체 계획 속에 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키고 구역별로 성격

을 특화하여 계획함

물리적 계획 계획 평가

규모

대규모 경기장 규모 유지함

경기장의 규모해체보다 큰 규모에 넣을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프로구단 유치

대규모 관중을 수용하기 위한 광장 조

성과 함께 대부분의 오픈스페이스 공간

을 지역커뮤니티 용도로 조성

경기장 프로축구 경기 외에 다른 문화 

이벤트의 활용도는 낮음 경기장 운영만

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으나 월드

컵 몰을 통해 수익구조 창출

월드컵 공원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도 높음 

프로그램/상호작용

경기장 사후활용 용도로 쇼핑몰, 영화

관, 체육관련 시설 밀집 배치

월드컵공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몰

의 복합 공간 조성

월드컵몰 내의 복합용도와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월드컵몰이 이루는 복합 

용도가 만나 강한 시너지를 발생시킴

월드컵몰이 집객력 요소로 발휘됨

경계 및 접근성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의 데크 연결 시

도 및 한강난지천공원에서의 브릿지 연

결

다양한 브릿지와 데크 연결이 지역커뮤

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다양한 접근

을 가능하게 하여 이용률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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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런던올림픽: 런던올림픽 경기장 및 올림픽 공원

(1) 계획과정

   런던올림픽공원은 이스트런던(East London)의 로워리벨리 지역(the Lower Lea Valley)

을 따라 위치한다. 로워리벨리는 낙후된 공업지대로 과거 공업용도의 활용으로 인해 오

염된 대지와 낙후된 산업․주거용지가 개선되지 못하고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4개

의 런던 자치구(Tower Hamlets, Newham, Hackney, Waltham Forest)가 로워리벨리 지역

을 행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통합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는데 올림픽 개최를 

통해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로워리벨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양한 계

획적 틀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2003년 11월 런던개발기구(the London Development Agency: LDA)에서 처음 올림픽공

원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고 2004년 10월 4일 4개 자치구(Tower Hamlets, Newham, 

Hackney, Waltham Forest)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 개최를 따내지 못할 것 

대비해 ‘지역재생 계획안‘을 같이 제안하였다. 

   올림픽 이벤트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올림픽 공원 인근에 위치한 스트래

드포드시(Stratford City)의 상업, 업무, 주거단지 개발계획 또한 2004년 승인을 받았다. 두 

계획은 올림픽 개최를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 진행하다가 개최가 결정되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Olympic Delivery Authority: ODA)가 설립되고 2개의 플랜을 통합하여 

발전시키게 되었다. 두 계획이 통합됨에 따라 스트래드포드시에서  제안된 주거단지가 

올림픽선수촌이 되었고 남쪽 상업개발단지가 올림픽 공원의 주입구가 되었다. 지역의 건

의에 따라 올림픽 공원의 남쪽지대를 보상에서 제하고 더 많은 경기장을 핵심 사이트로 

끌어옴으로써 몇몇 경기장은 다른 런던 사이트로 이동시켰다. 

   위와 같이 수정된 컴팩트한 마스터플랜에 장기적 유산계획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올림

픽과 장기적 유산으로 전환될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 2007년 9월 최종계획 승인을 받았

다. 마스터플랜은 긍정적 장기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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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마스터플랜과 2013년 전환될 장기전 유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졌고, 올림

픽공원 유산공사(the Olympic Park legacy company)에 의해 보다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

획안이 준비 중에 있다.

  

<그림 3-17> 런던올림픽 마스터플랜 
(출처: London 2012, Everyone's Games, 2010 

http://www.london2012.com/mm/Document/Publicatio
ns/Joinin/01/24/08/88/everyones-games.pdf )

2) 통합적 접근

   런던올림픽 공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장기유산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

고,74) 공원이 주변 지역과 통합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경계가 어

74) 정부와 지자체가 DCMS, SEEDA 2007, LGA 2007, London First 2007 등 다양한 전략을 제

안하였다.

Laura Keogh, London 2012 Olympic legacies: Conceptualising legacy, the role of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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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지 알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올림픽 공원이 주변지역과 통합되는데 있어 올

림픽공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커뮤니티 참여, 경기장의 

전환, 주변지역과의 통합, 다양한 커뮤니티의 창조, 넓은 범위의 고용제공, 훌륭한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75)

   런던정부는 올림픽 준비단계에서의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마

스터플랜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지역주민

에게 500,000건이 넘는 설문지와 150만장의 리플렛을 돌렸다. 로워리벨리(Lower Lea 

Valley)에서 공공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가 70번 개최되었고, 이벤트와 이벤트 후를 위

한 마스터플랜은 매주 디자인 팀 회의에서 검토되었다.7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스터플

랜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면서 IOC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계획에서의 참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올림픽이 되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를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였다. 문화,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 미

디어, 공공 등의 분야에서 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스포츠와 문화 활동의 

다양한 범위에서 실행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 프로젝트와 커뮤니

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게임의 지역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

다.77) 

   런던올림픽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면서 올림픽 계획 초기단계에서 장기적 

유산 계획이 적용되었는데 2012년 게임개최가 결정되기 전부터 장기적 유산계획이 이루

어졌다. 마스터플랜 계획가로 참여한 건축가는 입찰준비 초기단계부터 디자인팀은 항상 

두 개의 마스터플랜을 그려왔다고 이야기한다.78) 하나는 이벤트 자체를 위한 계획이고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regeneration of East London,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9)
75) 같은 책
76) Alison Nimmo, Jerome Frost, Steve Shaw, and Niall McNevin, “Delivering London 2012: 

master planning” Civil Engineering, 164, 2011, pp. 13–9.
77) London 2012, Towards a one planet 20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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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장기적 유산을 위한 계획이었다. 런던은 올림픽공원이 이벤트 중에 그리고 이

벤트 후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IOC 위원들 앞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최

국가로 확정되었다. 장기적 유산에 대한 계획은 런던 마스터플랜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좌) 2012년 올림픽대외를 위한 마스터플랜, (중) 2013년 5월 전환단계, (우) 올림픽공원 
유산공사에 의한 장기적유산계획

<그림 3-18> 런던올림픽 장기적유산계획
(출처: Alison Nimmo외 3인, 2011)

3) 물리적 계획

   2007년 ODA는 디자인 전략과 지속가능한 개발전략(Design strate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경기장의 디자인이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ODA가 제안한 전략에 따르면, 일시적인 구조물과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필

요에 따라 재위치 시키거나 장기적 지역의 수요가 없을 경우 재활용한다. 올림픽선수촌

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단지로 조성하는데, 올림픽 개최 후 가장

먼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17,000명의 선수를 위해 계획되어 2,800가구를 위한 

78) Alison Nimmo외 3인, 2011,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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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벤트 사후 지역과 올림픽공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환경

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레저와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길과 102ha의 공원을 조성한

다. 주변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포함하여 경기장을 향하는 올림픽공원 주변의 

자전거길과 도보를 개선한다. 올림픽 공원이 게임 사후 지역을 위한 장소로 변환해 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공하고 명확한 유산의 수요가 있는 곳에만 영구적인 경기장을 건설

하고 사후활용에 있어 스포츠와 사업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주경기장은 

80,000석을 25,000석으로, 수영장은 17,500석을 3,500석으로 이벤트 후 조정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 25,000석을 가진 영구적인 콘크리트 볼이 하반부를 받치고 

55,000석 규모의 철골구조가 위쪽에 위치하여 떼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개최 후 제

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분적으로 영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이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3-19> 런던올림픽 경기장 계획
(출처: Alison Nimmo외 3인, 2011)

   다른 경기장들도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가치분석

(value-for-money analysis)에 기반하여 펜싱경기장 좌석을 10,000석에서 12,000석으로 늘

리고 농구경기장, BMX경기장의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수영장과 핸드볼경기장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개최 후 남게 될 유산을 중시하여 공원 남쪽에 위치한 다리는 방문자가 최대

일 때 50m폭을 가져야 하는데 게임 사후 10m 폭으로 줄이고 고비용인 중앙홀은 없애고 

목초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방문객의 경험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중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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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리 모두 많은 관중의 움직임을 수용하고 각 경기장으로 접근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었으나 이벤트 후 규모를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웠다.79)

 
<그림 3-20> 런던올림픽 광장 계획
(출처: Alison Nimmo외 3인, 2011)

   경기장의 배치 문제에 있어 대지특성에 의해 런던올림픽 경기장은 집중배치 될 수 없

었다. 하천과 기존 인프라스트럭쳐에 의해 지역은 이미 분할되어 있었고 런던은 이러한 

공간을 국제적인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의 창출

은 어려웠고 광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기보다 비정형적인 형태가 되었고 이는 런던의 

자유로운 문화적 성향을 담아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런던은 이러한 올림픽 공

원에 경기장을 분산배치 시켰다. 

   런던올림픽은 장기적 유산계획에 의해 이벤트 후 전환단계를 갖게 되었다. ODA가 제

안한 ‘올림픽 후 전환 계획과 적용(Design and Access Statement, Olympic, Paralympic 

&Legacy Transformation Planning Applications)’에 따라 올림픽 공원은 올림픽 이전 상

태에서 장기적 유산 개발 단계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경기장은 영구적으로 남기보다 일

시적인 경기장이 많이 계획되었고 ‘장기적 유산을 위한 전환’ 단계에서 대부분 철거되

게 되었다. 워터폴로 경기장, 농구장, 하키센터, 테니스와 양궁장은 일시적 구조물이 되고 

그 중에서도 워터폴로 경기장과 농구장은 완전히 철거되지만, 하키센터는 일부 다시 활

용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졌다.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 전환 및 좌석규모의 변화는 

다음 <표3-10>과 같다. 

79) Alison Nimmo외 3인, 2011, 앞에 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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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이벤트 활용용도 좌석규모
영구적/

일시적
이벤트 후 활용용도 좌석규모

올림픽주경기장

(Olympic Stadium)
육상, 장애인 육상 80,000 영구적

스포츠와 육상경기장 

문화이벤트 및 커뮤니티 

이벤트 개최

25,000

수영센터

(Aquatics Centre)

다이빙, 수영, 

싱크로나이즈, 

장애인 수영, 

근대5종

17,500

영구적

(이벤트 

중 일시적 

확장)

지역커뮤니티, 클럽, 학

교, 엘리트 선수를 위한 

시설

2,500

쿠퍼박스

(Copper Box)

핸드볼, 골볼, 

근대5종
10,000 영구적

커뮤니티 사용 및 운동선

수 훈련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소․중규모 이벤트 개최

6,000

농구장

(Basketball Arena)

농구, 장애인 농구, 

장애인 럭비, 핸드볼
12,000 일시적 - -

수구장

(Water Polo 

Arena)

수구 20,000 일시적
경기장 재료 재사용 또는 

영국 다른 곳에 재위치
-

BMX경기장

(BMX Track)
BMX 사이클 6,000 영구적

사이클공원(VeloPark)으로 

변경
-

사이클 경기장

(Velodrome)

사이클, 장애인 

사이클
6,000 영구적

산악자전거 및 도로사이

클 코스가 추가되며 지역

커뮤니티, 엘리트선수, 클

럽 선수를 위한 사이클공

원(VeloPark)이 조성됨 

런던의 사이클 중심부로 

조성- 카페, 사이클 워크

샵 등 

6,000*3

리버뱅크 경기장

(Riverbank Arena)
하키, 장애인 축구 5,000 일시적

이튼 매너(Eaton Manor)

로 옮겨감
5,000

이튼 매너

(Eaton Manor)
장애인 테니스

주경기장: 

15,000

부속경기장:

5,000

영구적

테니스센터, 하키센터로 

이루어진 지역 커뮤니티

를 위한 복합스포츠시설

15,000석 규모의 엘리트

하키이벤트 개최

5,000*3

<표 3-10>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전환 및 좌석규모

   이벤트 사후 운영측면을 살펴보면 2012년-2014년에 공원 사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개발공사(the Development Corporation)가 임시시설 제거 및 영구시설 장기적 사용을 위

한 전환 작업을 한다. 경기장과 공원의 운영관리는 세분화되는데 개발공사(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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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rporation)가 공원의 운영관리 책임을 맡고 유지관리는 제3운영섹터가 책

임지게 된다. 부동산 및 경기장 관리는 발포 비티 워크플레이스(Balfour Beatty 

Workplace)가 맡으며 수영장 및 다목적경기장은 그린위치 레저 유한회사(Greenwich 

Leisure Limited: GLL)가 관리하며 나머지 경기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런던 유산 개발

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는 2012년 올림픽게임 이후 공원과 경기장

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발전, 유지, 관리를 위해 조직된 공공 NPO로 현재도 지속적인 장기

적 유산 계획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4) 계획 평가

   런던올림픽공원은 스트레트포드 수변공간(Stratfor Waterfront), 올림픽 쿼터(Olympic 

Quarter), 푸딩 밀(Pudding Mill), 올드 포드(Old Ford), 하크니 윅(Hackney Wick East), 스

트레드포드 빌리지(Stratford Village)의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각각의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등 물리적인 경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구역화시키기 

보다 복합적인 용도를 갖도록 하여 모호한 경계를 만들었다.  

   복합용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도 마스터플랜에 드러나듯 주거, 상업, 교육적 프

로그램의 3가지 용도를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주거 및 교육적 활용은 올림픽 공원 부지

에 공간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서로 섞여 있다. 비록 올림픽공원을 가로지를 물길이 대지

를 구획하고는 있지만 기능적 경계를 없앰으로써 대지 역시 경계 간 모호성을 만들어냈

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경기장은 새로운 주거지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스포츠와 다른 기

능을 가진 건물이 근접하게 위치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수평적인 배치 뿐 아니라 복합용도를 수직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상호작

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림픽공원의 장기적 유산 계획은 

새로운 지역주민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존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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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Guler와 Holden(2010)은 조지 하그리브스가 계획에 참여

함으로써 하그리브스의 패턴책에 나올법한 전형적인 하그리브스 스타일을 구현하고 East 

London의 역사와 장소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80) Davis와 

Thornley(2010)는 커뮤니티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커뮤니티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는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81) 또한,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스포츠 공간 주변부로 갈수록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해지는데 이것이 주

변의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Thornley(2002)에 의하면 

지역 커뮤니티와의 분리는 스포츠기반 도시재생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82) 

   지역계획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런던올림픽은 지역계획과 통합하는 전략적인 계

획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공원과 로워리벨리가 템즈강 개발지역 서쪽 

중심지에 자리함에 따라 “템즈강 관문 개발 계획(Thames Gateway development plan)”

에 의해 템즈강을 따라 오염된 산업 부지를 재생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서 올림픽

공원지역을 “소구역 개발체계(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East London)”로 

분류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런던은“로워리벨리 지역계획 

체계(the Lower Lea Valley Opportunity Area Planning Framework)”를 통해 지역재생의 

목표를 더 구체화시켰고, 로워리벨리 물길의 연결과 투자를 확대시킴으로 런던의 기존 

도시맥락에 통합시켜 지속가능한 복합용도 지역으로 변환시키고자 하였다. 

80) Gülşen Guler and Robert Holden, “Olympics legacy: The London Olympics 2012,” ITU 

A|Z, 7(2), 2010, pp. 58-73.
81) Juliet Davis and Andy Thornley, “Urban regeneration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Issues of land acquisition and legacy,” City, Culture and Society, 1, 2010, pp. 89–98.
82) Andy Thornley, “Urban regeneration and sports stadia,” European Planning Studies, 

10(7), 2002, pp. 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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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경기장 및 올림픽 공원

범위

구분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 이벤트 이전 전략적 계획 수립

통합적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자치구,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커뮤니티 참여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설문, 자문회의 등의 형태로 커뮤니티의 의

견을 수렴함

이른 단계 계획
입찰준비 단계부터 두 개의 계획(이벤트를 위한 계획과 장기적 유산계획)을 병행하여 

준비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지역계획 통합 지역재생을 목표로 이스트런던(East London)의 지역계획에 통합시켜 계획을 발전시킴

물리적 계획 계획

규모

주경기장의 경우 지역과 엘리트 선수의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장의 좌석규모를 

대폭 줄였고 모든 경기장들이 지역의 수요에 맞춰 이벤트 후 철거되거나 좌석 규모

를 대폭 줄이는 등 이벤트 후 전환되게 됨

방문객을 거대한 오픈스페이스인 중앙홀로 유도하여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고 유연

한 움직임을 계획함. 그러나 이벤트 후에는 이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커뮤

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킴

올림픽공원을 연결하는 다리의 규모를 줄이거나 이벤트 후 철거하는 등의 전략적 계

획을 수립함

프로그램/ 상호작용

존속되는 경기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됨

장기적 유산계획에 의하면 스포츠 시설과 후에 조성되는 상업 및 주거 공간과의 긴

밀한 연계를 모색함

올림픽공원내의 다양한 용도가 구획 없이 섞여 들어와 활기찬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짐

경계 및 접근성

경기장 주변의 공원화를 통해 유기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이 만

드는 다양한 제스처가 경기장간의 연결성을 높임

다양한 규모의 다리를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과의 구획화되지 않은 자

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활용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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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례분석 및 결론

   사례분석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적 계획에 있어 장기적 유산계획의 이른 단계에서의 참여, 지역계획에의 통합, 커

뮤니티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이 지역커뮤

니티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먼저, 이벤트가 개최된 후의 계획이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이벤트 후 경기장 및 

오픈스페이스가 버려진 공간이 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이벤트 계획과 연계하여 공

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런던올림픽의 사례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 계

획이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지역계획과 통합된 계획

을 전개함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벤트 개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벤트가 중심이 되

는 것이 아니라 장소 중심적이며 이벤트 과정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단계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이벤트를 지역커뮤니티가 지역의 이벤트로 인

식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벤트 

부지와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벤트 후의 공간계획을 그들

의 수요에 맞춰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지역계획 분석에 바

탕하여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 계획에 있어서 규모, 프로그램, 경계 및 접근성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규모는 이벤트 개최를 위한 대규모 경기장과 오픈스페이스

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이용을 위한 소규모의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장은 이벤트 

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낮을 시 좌석의 규모를 축소시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클럽체육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오픈스페이스는 광대한 규모의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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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규모를 축소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

한, 경기장 내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외부공간의 복합용도가 구역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섞이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벤트 개최 시에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지만 이후

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

어져야 한다. 브릿지 조성 등을 통해 경기장 및 오픈스페이스와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

성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공간을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유로

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될 지역커뮤니티마다 

서로 다른 필요와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장소성을 반영하였을 때 경기장이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전락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유도하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충분한 

분석, 지역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를 반영하면

서 지역계획에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부지에 적용할 전략의 틀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규모/프로그

램/경계 및 접근성에 있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 발전계획의 과정으로서

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방향성을 토대로 강릉지역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논

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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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마스터플랜 계획

1절.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빙상경기장 기존계획 분석

1.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평창동계올림픽은 2011년 7월 7일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

지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 한국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올림픽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

람’을 장기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였다.83)  

   올림픽을 개최하는 목적은 첫째, 한국의 가치를 높이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 평창과 강릉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동계스포츠

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네 번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동계스포츠 시

설을 유산으로 남겨 국민과 지역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84)

   컨셉은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동계올림픽을 개최(One of the Most Compact Winter 

Games Plans in History)하는 것으로 삼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선수들이 효율적으

로 경기장과 주요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주요 클러스터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알펜시아 클러스터로 알펜시아, 용평, 정선중봉, 

보광 지구에 스키종목을 개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코스탈 클러스터로 강릉지구에 빙상

종목을 개최하도록 계획하였다. 현재 7개의 기존시설과 새로 지어야 할 6개 시설을 합쳐 

총 13개의 경기장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83)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선수, 코치, 미디어, 스포츠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

험을 쌓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장기적 유산이 이어져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동계 스포츠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드림 프로그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였다.

PyeongChang 2018 Olympic&Paralympic Winter Games Bid Committee, Pyeongchang 2018 Bid 

file, 2011.
8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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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평창동계올림픽 클러스터 계획 및 강릉경기장 계획

2. 강릉 코스탈 경기장 계획

   기존 입찰문서에서는 빙상종목에 있어 종합운동장 부지에 2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같은 부지에 위치한 기존 실내빙상경기장을 컬링경기장으로 활용하며 스피드스케이트장

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위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4일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보고’에 의하면 스피드스케이트장을 효율적인 관리 및 

집중적인 경기장 배치, 사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이 건설되는 

강릉 체육시설단지로 이전하여 건설하기로 하였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원주에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지만 당초계획대로 

강릉 종합운동장 부지에 경기장을 건설하되, 시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재설

치가 가능한 신공법으로 건축한 후 대회가 끝나면 원주로 옮겨서 아이스하키 전용경기장 

및 다용도 체육관으로 활용토록 결정하였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은 당초 강릉시내 영동

대학에 건설하여 대회를 치른 후 학교체육관 및 다목적 시민체육관으로 활용토록 계획되

어 있었으나, 유치 확정 후 전문적인 검토결과 부지 협소 등 제반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

는 판단이 내려져 근거리의 강릉시내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85)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에 의해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향후 

해체되어 옮겨질 아이스하키장, 기존의 컬링 경기장까지 이벤트 개최시 4개의 빙상경기

85)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

비상황 보고(기자회견문),” (2012년 7월 4일) 



- 75 -

경포 아이스홀 경기장
종목 피겨·쇼트트랙

위 치 문화체육시설단지내 
관람석규모 12,000석 (60X30m 아이스링크 2면)→ 8,000석

건축연면적 34,162㎡
사업비 942억원(국비 706, 도비 118, 시비 118) 

건축유형 영구시설(신설) 
완공 2015년

사후활용계획
빙상장 및 시민 여가시설 활용

(종합체육관, 이벤트 행사장 등)
사이언스 오발 경기장

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위 치 문화체육시설단지내

관람석규모 8,500석 (400m 더블트랙 1면)→4,000석
건축연면적 53,757㎡ 

사업비 1,161억원(국비 871, 도비 145, 시비 145) 
건축유형 영구시설(신설) 

완공 2016년

사후활용계획
입주업체 홍보전시장, 컨벤션센터 활용

경기장 및 훈련장으로 활용, 비시즌에는 전시장활용

유니온 아이스하키 경기장
종목 아이스하키Ⅰ

위 치 문화체육시설단지내
관람석규모 10,000석 (60X30m 아이스링크 1면)

건축연면적 35,437㎡ 
사업비 802억원(국비 602, 도비 100, 시비 100) 

건축유형 영구시설(신설) 
완공 2016년

사후활용계획
대회 개최 후 해체(원주이전), 한라위니아 아이스하키  전

용구장으로 활용

<표 4-1> 강릉빙상종목 경기장 규모 및 사후활용 계획

장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위치하게 되고 이벤트가 끝난 뒤 3개의 경기장이 남겨지게 된다.

   각 경기장의 관람석 규모 및 사후활용 계획은 위의 <표4-1>과 같다. 원주로 옮겨질 하

키 경기장을 제하고 모두 영구적인 시설로 계획되어졌는데 올림픽경기 개최를 위한 관람

석 규모는 인구가 약 20만명인 강릉 지역 내에서 활용도가 낮은 대규모로 이벤트 사후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경기장의 사후활용은 경포 아이스홀 경기장의 

경우 빙상장 및 종합체육관과 같은 시민 여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이언스 오발 경

기장의 경우  기업 컨벤션센터나 훈련장, 비시즌 시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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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실내빙상장

종목 컬링 
위 치 강릉실내종합체육관 

관람석규모 3,500석 (44.5× 4.75m 4면)
건축연면적 17,213㎡

사업비 60억원(국비 45, 도비 7.5, 시비 7.5)
건축유형 영구시설(보완) 

완공 1998년
사후활용계획 다목적체육관 및 빙상경기장으로 활용

강릉 영동대 아이스하키 경기장
종목 아이스하키Ⅱ

위 치 미정(강릉시내)
관람석규모 6,000석 (아이스링크 1면)→ 3,000석

건축연면적 24,502㎡ 

사업비 665억원(국비 499, 도비 83, 시비 83) 

건축유형 영구시설(신설) 

완공 2016년
사후활용계획 미정

   그러나 위의 계획은 제안일 뿐 강릉은 빙상경기장 사후활용에 있어 아직 적절한 해법

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86)의 보고에 따르면 강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목

표로 하는 체육관 시설수를 확보한 상태87)이며 수요확보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보고

서에 따르면 강릉이 빙상경기의 중심지로써 우월한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88) 이에 따라 강원도는 경기장 사후활용에 있어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로서의 기능

을 강조하지만 지역체육시설을 위해 대규모 경기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영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체육행사, 공연, 강릉단오제 등의 문화행사 등의 

86) 한국개발연구원,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립사업에 관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2008.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은 2008년,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립사업에 관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87)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체육관은 165개 시․

군 당 1개소를 목표로 현재 계획에서 인구 25만명당 1개소를 두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강릉의 경우 국제빙상경기 개최가 가능한 강릉종합빙상경기

장을 포함하여 4개의 실내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체육 시설에 관

한 상위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25만당 경기장 1곳 확충 계획도 이미 달성한 상태

임을 지적한다.
88) 경기장의 높은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릉이 빙상경기의 중심지이거나 인구수가 많

아야 하는데 강릉은 23만 정도의 중소형 도시이며 빙상경기는 지형, 기온 등과 같은 입지

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어서 강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빙상에 대해 우월한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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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존 경기장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강릉지역에 남게 될 빙상경기장 시설은 명확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6개의 신설 경기장은  금년도에 설계비 198억원을 확보하

여 설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

반기에는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6년 10월까지는 모든 경기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89) 그러나 사후활용에 있어 조직위원회, 강원도 및 강릉시가 이

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설계용역 진행은 이벤트를 위한 랜드마크적 경기장 

계획에 그칠 위험이 있다. 설상경기장과 달리 빙상경기장의 경우 모두 강릉시의 소유가 

된다. 정부가 경기장만 짓고 남겨진 경기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릉이 짊어지기에는 강

릉의 재정적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경기장이 지역의 애물단지

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정부는 이번 동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안에 동계올림픽파크와 동계스포츠 컴플렉스 조

성 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올림픽공원과 동계스포츠 컴플렉스가 대회여건조성시설에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를 설득 중이다.90) 위의 정황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먼저 계획한 런던올림픽의 경우와 확연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현재 올림픽공원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으며 관광지로서 스포츠 허브

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커뮤니티 공원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희망적인 것은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간 철도가 착공됨에 따라 

완공 시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내 연결이 가능해져 올림픽 관광 사업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강릉 빙상경기장 마스터플랜계

획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분석 및 지역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89)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2, 앞에 든 기사
90) “[이것만은 꼭 담아내자] 1.동계올림픽파크·동계스포츠 컴플렉스 조성,”『강원도민일

보』 (20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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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지역과 구도심

2절. 강릉시 지역분석 

1. 강릉시 및 강릉빙상경기장 부지의 현황 분석 

1) 인문․자연환경분석

   - 강릉시 동지역 도시조직의 변화

   강릉시는 크게 도심부인 동지역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지역은 과거 강릉역사

를 중심으로 발전한 옥천동과 중앙동이 구도심을 이루고 교동, 포남동, 홍제동, 강남동, 

내곡동이 신주거지를 형성한다. 강릉빙상경기장 부지가 위치하게 될 강릉 종합운동장은 

교동과 포남동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동지역의 도시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의 옥천오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

되었고, 1962년 동해북부선(현 영동선)이 개통됨에 따라 발전하여 강릉역 중심으로 시가

지가 확장되었다. 1980년대 이후 포남동, 송정동, 노암동 등의 시가지 개발, 옥계지역 시

멘트공장건설 및 옥계항 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었고 199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과 

고속도로 확장개통, 도로망 정비, 아파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강남지역과 면지역 개발 이

루어졌다. 최근 교동택지, 강릉과학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시가지 면적이 비약적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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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강릉시 동지역이 단핵도시로 기존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한 양상은 <그림4-2>의 

구도심과 주변의 아파트 배치양상에서 드러난다. 강릉은 현재 도심 노후화와 교통혼잡의 

문제를 겪고 있고, 시가지 확산은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발전축은 동측 동해와 서측 백두대간의 지형적 여건

으로 남북축(주문진~도심~옥계)으로 발달하였다.  

   - 종합운동장 인근 동지역의 변천 및 현황

   종합운동장 부지 인근 지역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동은  중앙시장과 서부시장 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옥천동과 함께 강릉의 

교통중심지이면서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관공서,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이 

밀집하여 있고 전통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문화재가 다수 존재하며, 현재 시장과 신흥거

리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있고 나머지 거리는 모두 사람들의 이동이 적고 침체되어있다.

   교동은 교1동과 교2동으로 분화되었는데 과거 교2동은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으로 활기를 띄다가 터미널이 홍제동으로 이전하면서 기능을 빼앗기고 현재 

교1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임야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지에 비해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교2동과 달리 교1동은 강릉대학교 맞은편의 야산과 농경지를 개발

하여 ‘교동택지’라 불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주택과 상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교1동은 계획도시 개념에 따라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강릉시의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입인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전체 산업종사자 중 3차 산업종사자가 95%에 이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숙박

업·음식업의 종사자가 많아 고용인 100명 이하의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7,135명으로

서 91.8%를 차지하고, 41.8%(3,248명)는 5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논이나 낮은 구릉지였던 포남동은 도심에서 비교적 가깝고, 주택단지 건설에 양호한 

지형적 조건과 경포호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단

지가 조성되고 단독 및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1980~1990년대에 신시가지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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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세대수

인구 한국인 외국인 세 대

당 인

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면적(㎢)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0 89,984 220,121 109,372 110,749 218,503 108,613 109,890 1,618 759 859 2.4 31,250 211.7 1,039.75

중앙동 3,263 6,642 3,199 3,443 6,593 3,180 3,413 49 19 30 2.0 1,305 6,709.1 0.99 

옥천동 2,202 4,409 2,203 2,206 4,375 2,192 2,183 34 11 23 2.0 866 7,601.7 0.58

교1동 10,939 29,814 14,471 15,343 29,691 14,421 15,270 123 50 73 2.7 2,783 10,841.5 2.75 

교2동 4,067 9,790 4,932 4,858 9,757 4,924 4,833 33 8 25 2.4 1,304 3,809.3 2.57 

포남1동 5,218 12,206 6,065 6,141 12,167 6,050 6,117 39 15 24 2.3 1,606 9,535.9 1.28 

포남2동 6,712 16,897 8,171 8,726 16,860 8,160 8,700 37 11 26 2.5 1,622 6,549.2 2.58 

<표 4-2> 인구 현황

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1986년까지 포남동 일대 103.8만㎡ 면적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1994년 들어 송정지구에 택지개발과 가구들의 편입으로 인구밀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 포남동에서 포남1동, 포남2동으로 분동되었다. 서북쪽 대관령에서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가 포남2동 지역에 이르러서는 낮은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고, 산을 끼고 

평지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멀리 남쪽으로 송정평야 뒤에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 인구 변화

   2000년대 이후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233,812명에서 점점 줄어 2005년 

225,595명, 2009년에는 219,067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2010년 다시 220,121명으로 작

은 폭으로 상승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의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아파트단지가 대거 건설되면서 신시가지를 이룬 교1동과 포남2동이 인구수가 많

은 편이다. 강릉은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적고 인구밀도도 다른 시에 비해 낮은 편이

다. 강릉에는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도 매년 꾸준히 지속되어 전체 혼인건수의 5%에 달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도 중요시 다루

어지고 있다.91) 

91) 2005년 87건, 2006년 79건, 2007년 94건, 2008년 108건, 2009년 112건, 2010년 77건

강릉시, 『제51회 강릉시 통계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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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및 도로체계

   강릉시 동지역의 광역교통체계는 고속도로 2개노선(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과 

국도 2개노선(국도 7, 35호선), 지방도 2개노선(지방도 415, 456호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 외부에서 강릉시로의 접근은 국도 7호선과 35호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강릉시내에

서는 강릉대로와 경강로가 동서방향의 주간선을 이루고 율곡로가 북쪽에서 7호선으로부

터 시작되어 경포사거리와 옥천오거리를 지나 남북을 가로질러 남쪽에서 다시 국도 7호

선을 만난다. 그러나 도로망 체계가 등급별, 기능별로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교

통과 지역내 교통이 혼재되어 있어 교통혼잡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림 4-3> 강릉시 교통체계

   종합운동장 부지는 율곡로와 구도심과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가작로가 만나는 지점 인

근에 위치한다. 평소 종합경기장을 둘러싼 1차선 도로의 통행량은 많지 않은 편이나 강원

FC 경기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시 차량통행이 많아져 혼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 토지이용현황

   강릉시는 용도지역 분포가 도시지역 8.03%(84.05㎢), 관리지역 18.46%(193.25㎢), 농림

지역 61.01%(638.58㎢), 자연환경보전지역 12.50%(130.78㎢)로 농림지역이 지역 전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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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고 있다. 강릉시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0.02㎢, 준주거지역 1.3㎢, 일반주거

지역이 15.5㎢로 주거지역은 전체 16.87㎢으로 전체 용도지구의 20%를 차지하고 상업지

역은 1.82㎢로 2.17%, 공업지역은 4.2㎢로 5%를 차지한다. 보전녹지지역은 7.72㎢이며, 생

산녹지지역이 42.21㎢, 자연녹지지역이 4.74㎢로 동지역내 녹지지역이 54.67㎢에 달하며 

그 비율은 65.04%에 달한다.92) 

<그림 4-4> 용도지역 현황 
(출처: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

   종합운동장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동장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남대천을 감싸는 주거지역 

외곽 마지노선에 위치하며 구릉지 사이에 끼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서로 포남공원에

서 강릉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시자연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북쪽으

로는 생산녹지지역이 경포호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의 주거지역은 구도심에는 저층주택과 상점이 밀집하여 있고, 교동, 포남동, 강

남동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가 분산되어 들어서 있다. 아파트 단지는 주택단지가 차지하

는 면적과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가구수는 전체의 47%에 달해 상당

92) 강릉시, 2010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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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수

주택의 종류

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보급률

2010 84,099 87,110 103.58 41,906 4,274 40,878 2,795 372

<표 4-3> 주택 종류

수의 시민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강릉시는 해안 및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해안형과 내륙형의 입지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 백두대간 동편에 위치하여 산맥이 동쪽으로 급격히 흘러내려오면

서 남대천을 중심으로 분지형 시가지가 형성되어 백두대간 능선이 남서쪽으로 향하여 수

많은 계곡과 산림을 형성하며, 해안선은 단조롭지만 해안을 따라 넓은 송림과 모래사장

이 분포한다. 남대천과 연곡천은 강릉시를 동서로 잇는 양대 물줄기이며 하천으로 경포

천, 위촌천, 안현천, 남대천이 있으며 저수지로는 경포호, 저변저수지, 장현저수지가 있

다. 

   강릉시 동지역은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구릉지들이 독특한 지역경관을 형성한다. 대

다수의 구릉지가 수미터에서 십수미터에 달하는 소나무 군락으로 메워져 있고 그 밀도가 

높아 구릉지 내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 중 몇 구릉지만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주

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강릉시는 도시성장 잠재력이 낮아 대규모 녹지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

지 않았고 현재 자연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는 1998년 강릉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한 훼손지역에 조성이 된 것이다. 녹지의 보존 뿐

아니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및 도립공원도 친환경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휴민의 휴식터 기

능을 하고 있다. 강릉시 동지역에서는 강릉도시자연공원과 포남도시자연공원을 공원화하

여 도심인근에 양호한 산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남대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하고 경포도립공원을 보존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강릉시는 2010년 기준 총 100개소 8,463,843.1㎡의 도시공원이 계획되어 있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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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소 면적(천㎡)

계획 조성 계획 조성
어린이 공원 68 26 209 90
근린공원 24 5 1,861 273

도시자연공원 8 - 6,394 -
계 100 31 8,464 363

<표 4-4> 공원 조성 현황 

공원은 총 68개소 (209,561.0㎡)가 계획되어져있고 현재 26개소 (90,215㎡)만이 조성되어

져 있다. 근린공원은 24개소로 1,860,654.1㎡ 면적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재로 5곳만 조성

이 된 상태이다.93)   

조성된 근린공원에는 남산공원, 교동1공원, 교동3공원, 교동4공원, 용강공원이 있고 어린

이공원은 2-15호, 17-19호, 27호, 32-38호와 42호 총 26곳이 있다. 이는 다음 <그림4-5>와 

같다.

<그림 4-5> 공원 조성 현황 

 

이외에도 도시공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연공원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1개소씩 분

포한다. 오대산 국립공원 전체면적 303.93㎢ 중 38.7%인 117.59㎢가 강릉시에 분포하고 

경포도립공원 9.56㎢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93)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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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계획된 공원은 앞에서 언급했듯 총 100개소로 8,463,843.1㎡에 달하고 이는 강릉

시 도시지역 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이중 도시자연공원이 75.5%, 

근린공원이 22.0%, 어린이 공원이 2.5%이기에 보존을 위해 지정만 되고 조성이 이루어지

지 않은 도시자연공원의 비율이 높아 실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전체 공원의 조성율도 낮아 실재로 지역주민에게 제

공되는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본래 계획상으로는 전체공원의 면적

이 8,463,843㎡이기에 1인당 공원면적이 39.00㎡/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

을 제외한 생활권 공원의 면적이 2,070,215㎡이기에 1인당 공원면적은 9.54㎡/인이 되고 

실재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363,137㎡ 면적에 1인당 공원면적이 4.29㎡/인

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1인당 공원면적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강릉시는 녹지비율이 높고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

을 것 같지만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21개 행정구역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모두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94) 위의 설

문조사에 따르면 하천 공간의 생태공원화, 쾌적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청소년 운동시

설 및 문화시설, 접근이 용이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및 자연공원, 강릉시 랜드마크 근린

공원 및 소공원, 체육공원에 대한 필요가 높이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원공간의 부

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원의 부재, 다양한 테마를 가진 주제공원의 부재가 

현 강릉시 공원의 실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94)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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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이용현황

<그림 4-6> 
종합운동장 현황

   - 주변 환경 및 접근성

   종합운동장 부지는 포남도시자연공원과 강릉도시자연공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다. 

주변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구릉지들이 경기장 부지를 에워싸고 있으며 주변과의 시야

적, 거리적 차단을 유발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 상으로 자연녹지지역

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변과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아파트단지와 저층주택

단지가 자연스럽게 부지와 맞닿아 있고 대신 구릉지가 자연스러운 경계를 형성하고 있

다. 동서방향으로 강릉시내와 교동택지를 잇는 2차선도로인 가작로와 남북방향으로 강릉

시내와 경포를 잇는 3차선도로인 율곡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주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지 않고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를 통한 접근이 

적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달한 뒤 목적한 시설만 이용하고 떠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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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종합운동장 부지 현황 (구릉지/교통/주차장)

   - 배치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실내종합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족구장, 실내

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궁도장, 생활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뿐만 아

니라 문화예술관과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문화 복지시설도 위치하여 있다. 문화체육시설 

단지로도 일컫어 지며 생활체육의 메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과 

실내종합체육관 사이의 넓은 대지가 주차장으로만 소모되고 중심공간은 헬리콥터 착륙

지로 활용되며 주변은 황폐해진 초지로 깔려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관 사이로 난 1차선 도로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분할하여 중심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특색 없는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었다. 

   - 시설 이용 현황

   종합운동장 내 시설 이용은 주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은 크게 문

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관에는 대공연장, 소공

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이 있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의 지원을 받

아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활발한 편이다. 체육시

설은 강원FC와 강릉시청의 홈구장인 종합경기장이 축구구장으로 활용되며, 실내종합체

육관과 실내체육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육활동 공간 및 동호회의 체

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배드민턴 경기장을 갖춘 생활체육센터가 

개관하여 동호회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에서 6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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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이용현황

공연

뮤지컬 '렌트(RENT)' 상영, 디터 플루리 내한 공연, 뮤지컬 "넌센스", 뮤지컬 인형극 - 알라
딘과 요술램프 세계여행, 연극- 라이어3, 강릉시 우수공연 선정작 – 천변살롱, 호랑이 임금
님 이제 그만(인형극), 제3회 갈라콘서트, 강릉시립예술단 신년음악회, Vinka Trio(아름다운 
추억) 연주회, 동준모 클라리넷 독주회, We String 앙상블 연주회, 제72회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강릉청소년 현악앙상블, 강릉청소년플룻오케스트라, 강릉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가족과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 예작무용공연, 금란무용공연, 강릉무용공연

행사
해람어린이집 발표회 ,성혜유치원 학예발표회, 사임당어린이집 재롱발표회, 스피드스택킹교
육 지도자 코치교육, 강원fc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강원예고 신입생음악회 및 전공연주회

전시

사진나무중국기행전(석두성), 2018동계올림픽홍보 북유럽 이색자전거 여행사진 전시, 강원
난연합회 전시, 강릉시 공예협회 회원전, 김정숙 수채화전시회, 8인의 운남성 여행기(리장), 
제14회 신사임당수상자 및 사임당21회원 작품전, 제26회 ASA사진동호회 사진전시, 강원구
상작가회 미술작품전시, 강릉단오서화대전 등

체육시설이용현황

실내종합체육

관

공연: 4인4색 콘서트
체육행사: 경포배오픈배드민턴대회, 족구시대표 선발전, kt 춘계 체육대회, 권능장로교회 친
목 체육대회, 단오태권도대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옥천동 성당 화합한마당체육대회
기타: 드림프로그램, 스페셜 올림픽프리대회

실내체육관

체육행사: 농구연합회 농구경기, 족구 대회, 단합체육대회, 제1차승품심사, 강릉중앙감리교
회 체육대회, 로봇배틀대회, 강릉제일교회 체육행사, 기관탁구대회, 강원도지사기생활체조
대회, 하슬라 농구
기타: 문예경영대회, 솔향바둑대회, 제67회 구강보건의날 구강보건체험행사

종합경기장
내셔널리그 강릉시청 홈경기, 2012 K리그 강원FC 홈경기, 
2012 하나은행 FA컵, IBK기업은행 2012 WK.League 강릉경기

<표 4-5>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현황

지 6개월간 체육시설의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실재 개장한 175일 중 실내체육관 61건, 실

내종합체육관 27건, 종합경기장 33건으로 활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문화․체육시설의 이용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5>와 같다.

3) 이슈 및 아젠다 

   -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

   강릉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인 도시 확장이 일어나면서 특징 없는 도시경관

을 양산했다. 단오제를 중심으로 전통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었지만 남대천은 강릉의 전

통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고 다시금 그러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단오문화

벨트 조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축구고장 강릉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

하였고 강원FC의 홈구장인 종합경기장은 특색 없는 구장으로 전국의 축구 관계자들로부

터 외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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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하는 인구

   인구가 약 20만 명에 불과한 강릉은 인구 정체 현상을 겪고 있고 지역 전반에 걸쳐 활

기를 잃어가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지

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새로운 복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을 지어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올림픽 이후 시설을 이용할 인구가 적다는 것이

다. 그러나 원주~강릉 간 철도 완공 시 접근성이 높아져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희망적이다.

   - 수려한 자연경관과 낮은 녹지이용률

   강릉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편이다. 산지를 훼손하기보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무계획적이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의 개발을 하여왔

다. 경포 자연도립공원의 조성과 경포해변의 수려한 경관은 저탄소시범도시와 연계한 관

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며 주변 녹지의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어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율은 높은 반면 실재 이용률은 낮아 도심 내에서의 자연휴

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재이용가능 공원수가 적고 종합운동장은 랜드마크적 체육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자동차 중심의 이용

   강릉의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다.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고 보행로가 쾌적하지 

못한 탓에 종합운동장 또한 차량이용을 통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운

동장은 대지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자동차를 이용한 목표 지향적 접근으

로 시설의 단편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형적 차단에 따른 낮은 접근성

   종합운동장 부지는 주변을 에워싼 낮은 구릉지에 의해 강릉시내로부터 거리적인 접근

성이 떨어지며 주변에 대해 닫힌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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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춘갑봉의 산책로

2. 강릉시 자원 분석

1) 자연자원

   ‘강릉팔경’은 오죽헌, 경포대, 강릉단오제, 소금강, 정동진역 해돋이, 선교장, 대관

령 자연휴양림, 경포도립공원을 칭하며, 경포팔경은 녹두일출, 축도명원, 강문어화, 홍장

야우, 초당취연, 중봉낙조, 환선취적을 가리킨다.     

   강릉시의 대표 자연자원으로 경포해수욕장, 경포호, 경포대를 비롯해 많은 문화유적

과 경승지를 품고 있는 경포도립공원을 들 수 있다. 경포호는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길과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직 경포습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포호의 탁 트인 경관은 자연경관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강릉 시내를 에워싸는 구릉지는 강릉의 유명한 송림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대다수의 

구릉지가 사람의 접근이 불가하지만 종합운동장 인근 포남동에 위치한 춘갑봉은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자연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수

많은 구릉지들을 환경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연계한 공간으로 

조성할 시 유용한 자연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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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자원

   강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우수한 경기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체육종목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95) 강릉은 해양성기후로 겨울에도 기온이 따뜻하고 산과 바

다,  문화유적과 관광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며 전지훈련팀들과 상대할 지역 팀도 많아 실

전에 가까운 훈련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축구, 야구, 육상, 태권도, 빙상, 인라인스

케이트 등 다양한 종목에서 전지훈련단이 찾을 만큼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 

   - 스포츠 시설

<그림 4-9> 
강릉 스포츠 시설

   강릉시의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부지, 강남축구공원 부지, 남대천둔지에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다. 종합운동장에는 강원FC가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용인원 33,000명 

규모의 종합경기장과 1998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지어졌던 빙상장을 지하 훈련장은 

그대로 빙상장으로 이용하고 1층을 실내체육관화여 사용하고 있는 실내종합체육관이 위

95) “스포츠 스타들 강릉에 모이는 까닭은?” 『매일경제』 (2010년 2월 3일) 

“강릉 동계훈련지 상권 활성화 한몫,” 『강원도민일보』 (2012년 1월 7일)  

“강릉 체육시설,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아,” 『강원일보』 (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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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또한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과 빙상장 앞의 풋살장 2

면, 족구장 1면, 생활체육센터, 실내인라인 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수영장

이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강남축구공원은 축구장 3면, 풋살장 2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을 갖추어 강원FC의 

연습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강릉의 최고 인기 스포츠답게 동호회 중심으로 예약제를 

통해 활발하게 이용되어진다. 남대천 둔치에는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갖추어져 이용되고 있다. 참여하는 종목에 따라 축구동호회는 강남축구공원, 배드민턴클

럽은 종합운동장에 새로 지어진 생활체육센터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거점지로서 체육시

설 외에도 강릉고, 강릉제일고, 강릉중앙고 또한 우수한 축구장 및 야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통합체육회의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따라 옥천동 체육공원, 화부산, 거울공원

이 생활체조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스포츠 이벤트

   강릉은 세계대회, 프로경기, 생활체육대회 이벤트가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다. 축구에

는 강원FC가 강릉을 연고지로 몸담고 있어 강원FC 경기가 있는 날이면 종합운동장 일대

가 마비될 정도로 축구를 향한 열정이 뜨겁다. 강릉에서 또 하나의 전시민의 관심을 끄는 

경기가 일농정기전이라하여 현 강릉제일고와 강릉중앙고가 벌이는 정기 축구대항전이다. 

강릉의 연고전이라고 불리며 30년간 숙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기에 두 학교 응원

팀간의 응원전 또한 치열하고 단오제 때 열리는 이 경기를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은 남대

천이 아닌 종합경기장으로 향한다.  강릉은 또한 1998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지어진 

빙상장을 활용하여 ‘2005년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2008년 세계 쇼트

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2009년 강릉 세계여자컬링 선수권대회’, ‘2011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세계빙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릉은 전문 

선수를 위한 대회뿐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강

릉시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생활체육야구대회’, ‘강릉시 연합회장배 족구대

회’,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생활체육 강릉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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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체육대회에는 지역동호회를 중심으로 높은 참가율을 보이며 시민들의 체육 관심

도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 단체

   강릉시에는 크게 엘리트 선수양성과 대회운영을 목적으로 한 체육회와 생활체육 동호

인 협의회인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강릉시 통합체육회로 두 협회

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강릉시 체육회에는 강릉시육상경기연맹, 강릉시역도

경기연맹, 강릉시태권도협회, 강릉시사격연맹, 강릉시배구협회, 강릉시테니스협회, 강릉

시배드미턴협회, 강릉시승마협회, 강릉시 야구협회, 강릉시롤러스케이트연맹, 강릉시수영

연맹, 강원도요트협회, 강릉시축구협회 등의 단체가 속해있다. 기존의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생활체조, 볼링, 수

영, 골프, 댄스스포츠, 산악회,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풋살 등의 종목은 1,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프로축구팀인 강원FC와 강원FC유소년 클럼팀이 있으며, 실업축구팀으로 강원시청 

FC가 있다. 그 외의 강릉시청 실업팀으로 요트팀, 육상팀, 빙상팀, 롤로팀, 장애인사격팀 

등이 있다. 지역내 초중고에도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운동부가 존재한다. 성덕초, 강릉

중, 문성고, 중앙고, 강릉제일고, 강일여고 등에 축구부가 유명하며 율곡중은 배구부, 경

포중과 강릉고는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다. 일반 체육활동은 동호회가 문화체육관리시설

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시간별로 대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은 편이다.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솔향FC가 있으며 생활체육

회에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장애인지

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생활체육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빙상종목은 상대적으로 활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빙상종목 관련 팀은 유소년 아이스

하키단인 리틀하이원과 성인하키동호회 팀인 강릉 렉스라이온스가 있다.  강릉의 스케이

팅 인구는 동호회활동을 하는 30-40명, 어린이 피겨쇼트트랙 100명, 성인아이스하키 

30-40명, 어린이 아이스하키 70명 합쳐 약 250명 정도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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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은 전반적인 체육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전문 선수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시스

템을 갖추고 있으나 체육활동이 동호회 위주로 돌아가 일반시민이 간편하게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고, 빙상인구가 적어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

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 자원

   강릉시의 문화공간은 크게 전통적 성격을 갖는 공간과 현대적 성격을 갖는 문화생산

공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역사문화공간으로서 단오문화관, 강릉임영관, 칠사당, 강릉

향교, 오죽헌, 허균허난설헌 생가 모두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면서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공연․전시가 이루어지는 문화생산공간으로 대표적인 시설이 강릉에서 가장 

큰 공연장을 갖는 문화예술관이다. 이미 낡고 오래되어 새로운 아트센터를 건립할 예정

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태이다. 경포호수는 시민들이 주말이 되면 가족단위

로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잔디광장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강릉시에는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활발하지 않으며 개인공방을 운영하는 수준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자생적으로 예술촌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어보이며 창작예술공간

으로 시에서 마련해준 강릉예술창작인촌은 작은공방을 운영하는 개개인이 개인적인 공

간을 갖고 작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의집’은 ‘행복

한 모루’라는 도서관 1층에 위치하며 지역주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주를 이루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단오제와 같은 축제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하고 있다. 이곳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커뮤니티 

카페 ‘품’은 사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특정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카페로 기능하는데 ‘<품>이 제안하거나, 하고자하는 분

이 제안하거나!’를 두 가지 운영원칙으로 삼는다.97) 주요 프로그램은 ‘하자프로젝트’

96) 강릉빙상경기연맹 정의정 전무이사님 인터뷰



- 95 -

로 카페 ‘품’은 하고 싶은 활동을 누군가 제안하면 참여의사를 갖는 다른 사람을 연결

시켜주고 활동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작은 파티

를 열기도 하는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강릉시에 산재하는 다양한 문화단체 중에서도 강릉문화재단은 현대적인 활동을 전통

적 공간에서 구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이 아트마켓과 커피축제이

다.98) 강릉문화재단은 현재 강릉 아트마켓을 임영관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공

간을 보다 활기찬 축제의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깨비 예술장터는 매월4째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창작예술가들의 창작품 체험활동 및 전시 판매가 이루어지며 깨비 벼

룩장터는 매월2째주 토요일, 이웃끼리 필요 없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벼룩장터

로 운영된다. 강릉커피축제는 강릉에 국내 최고의 커피명인 박이추선생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커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커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커피를 직접 볶아 쓰는 

로스터리 커피숍을 비롯한 크고 작은 커피전문점이 150여곳에 이르게 됨에 따라 강릉문

화재단이 2009년부터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오래된 커피거리 안목 강릉항, 임영관지, 

문화예술회관, 솔올분수광장, 경포호수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며 커피공예, 커피콩 볶기 체

험등의 놀거리마당, 홈커피를 체험하는 해볼거리마당, 커피영화제, 예술공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릉 문화원

은 단오제를 지역 시민의 축제로 보존 유지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강원

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어린이 문화예술체험교육, 전통문화예술교육

과 같은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

맥아트센터 운영 등을 관장하고 있다.99) 

   강릉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특성

화된 도서관은 독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정보·문화·교육·교류

97) 커뮤니티카페 품, www.cafepoom.com/
98) 강릉문화재단, www.gncaf.or.kr/
99) 강릉문화원, www.g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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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으로 시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0) 문화 작은도서관은 ‘커피도

서실’을 갖추고 커피만들기 강좌가 운영되며, 시청사에 위치한 북카페 형태의 로하스강

릉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성남

시장 작은도서관은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녀를 맡기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

록 유아중심 도서관으로 조성되었고, 옛 명주군청사를 리모델링한 행복한 모루는 어린이

도서관, 영어도서관을 비롯해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의 집, 하슬라 장애인 야간학교 등이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영아에서부터 노년층은 물론 여성, 장애인,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문화·학습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릉시 문화공간과 문화단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그림 4-10>, <표 4-6>과 같다. 

<그림 4-10> 
강릉 문화 공간 및 행사

100) “책만 읽는 평범한 도서관은 가라,” 『강원도민일보』 (201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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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 관련문화단체 축제 및 활동

역사문화공간

단오문화관

단오장

강릉단오제보존회/위원회

학산농요보존회

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강릉관노가면극보존회

단오제

임영민속연구회 망월제 2월17일

강릉임영관 강릉문화재단
강릉커피축제
강릉아트마켓

칠사당 단오제

강릉향교
강릉향교 춘기석전대제

3월13일

오죽헌 율곡평생교육원 배움터

강릉전통예술

민속전수회관
강릉관노가면극보존회 단오제

선교장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허난설헌생가 허균허난설헌 문화제

문화생산공간

문화예술회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 강릉지부-강릉예총

산하단체-강릉어머니무용단

강릉청소년예술단

강릉전통예술단 진또배기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마당
강릉작가 아카이브센터

강릉농악보존회 단오제 및 공연참가

경포호수

잔디광장/공연장

잔디광장 음악회 등 야외행사 개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

릉지부

달맞이축제

10월11일

강릉예술창작인촌 공예공방, 자수박물관, 창작 체험실 등

옛 만민교회 단오문화벨트 사업

구 명주초교 단오문화벨트 사업

문화커뮤니티 

공간

문화의집 모임, 담소, 동아리

강릉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공연, 전시, 활동

여성문화센터 모임, 동아리활동, 교육

커뮤니티 카페 품

한살림, 경실련, 생명의 

숲, 시민환경센터, 전교조 

등 후원

가자버스

하자프로젝트

놀자 별별콘서트

갤러리 카페 

봉봉방앗간
전시

문화연구공간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원
문화콘텐츠 연구

다문화 가정지원사업

전시공간

강릉미술관

강릉대학교 박물관, 관동대학교 박물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선교장민속박물관, 참

소리에디슨박물관

<표 4-6> 강릉시 문화․공간 및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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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 문화시설은 역사문화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중 단오제와 관계된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오제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식과 농경의례에서 비롯된 

유구한 역사의 향촌제로 전래의 모습을 그대로 전승하는 전통민간축제이며 중요무형문

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단오문화관이 있는 단오장에서는 단오제를 위해 강릉단오

제보존회, 강릉단오제위원회, 학산농요보존회, 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강릉관노가면극

보존회 등이 참여하여 공연예술을 관장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강릉단오

유적으로 칠사당, 대관령국사성황사와 산신각, 구산서낭당, 학산서낭당, 굴산사지, 대관령

국사여성황사, 강릉남대천단오장이 있다. 

   이러한 단오제의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강릉시의 핵심테마로 부각시키기 위해 

현재 단오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민문화공간(구명주초교: 명주동 

51번지)-복합문화공간(구만민교회: 명주동 12-2)-임영관지-단오보도교-단오장-남산공원

으로 이어지는 길을 특화시켜 단오와 지역문화가 결합된 곳의 문화적 상징성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단오문화벨트는 다음 <그림 4-11>과 같다. 강릉시는 단오 문화

벨트를 특화시킴으로써 전통적 공간의 역사성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림 4-11> 단오문화벨트 조성계획

   강릉에서는 단오제 뿐아니라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데 그 대표적 지역 축제를 살펴

보면 다음 <표4-7>과 같다.101) 이중 망월제는 선조들의 정월대보름 풍속을 1991년부터 

101) 강릉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연구, 강릉시 관광문화 홈페이지, 2007.



- 99 -

시기 장소

대

표

축

제

경포∙정동진∙옥계 해돋이 축제 12.31-1.1 경포해변, 정동진모래시계공원

망월제 정월대보름 음력 1.15 강릉시 노암동 남대천 단오장 부지

경포대 벚꽃축제
연중 벚꽃 개화기 전후 

일주일
경포대 일원

강릉단오제 음력 5월1일-8일(8일간) 강릉시 노암동 남대천 단오장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경포해변 특설무대

오징어축제 여름 피서기간중 주문진항내 물양장

소금강 청학제 10월 단풍철중(2일간) 국립공원 소금강 야영장

대현율곡이이선생제 10월 25-26일(2일간) 강릉시 죽헌동 오죽헌 경내

허균∙허난 설헌 문화제 매년 9월중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허균허난설

헌 생가
지

역

축

제

장덕리 복사꽃 축제 매년 복사꽃 개화시기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2리 (복사꽃

정보화마을)

해살이 개두릅 축제 개두릅 생산시기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해살이정

보화마을)

<표 4-7> 지역축제

‘임영민속 연구회’에서 주관하여 재현하고 있다. 정월대보름 오후부터 자정무렵까지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세시민속놀이, 관노가면놀이, 농악놀이, 망월제례, 용물달기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망월제 외에는 겨울에 강릉이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축제적 요

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강릉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

는 문화자원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회적 자원

   강릉은 노인인구가 32,235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한다. 201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독거노인수는 5,445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을 2010년 7월에 개관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회원등록만 

이미 8000명에 달하는 등 복합문화시설로 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관내

에 경로당 수가 292개소에 달하며 시청에서는 경로당에 사람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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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동에 위치한 오성학교는 1985년 개관한 강원특수교육의 요람으로 유치원,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의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10여명의 학생과 90여명의 

교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오제와 같은 행사가 있을시 부스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학생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촌학교는 종합운동장 뒤편 포남동 ‘바

둑골’에 자리한다.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학교이다.

   ‘강릉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

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실천협의회이다. 강릉의제21의 실천의제로 아껴쓰고 

나눠쓰는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 푸른 학교 숲 조성을 통한 시민녹지공간 확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숲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전거 타기 안전

하고 즐거운 녹색교통도시 조성 및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과 참여가능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의 축제 조성, 장애우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강릉 등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포습지 학교, 자연과 문화유산을 탐사하는 자전거 탐사, 상자텃밭보급, 깨

비벼룩장터, 로컬푸드 이용을 통한 지역소비를 추구하는 에코맘 프로젝트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인 ‘(사)함께사는 세상 희망공간사업단’은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평

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사업과 지역내 교육문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하며 ‘(유)들살림’은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명품감자 생산 및 농업생산물 가공

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한다. 강릉 공공문화예술 연구회 ‘앤츠’는 평소 미술

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그림입히는 작업을 추진하고, 공공

미술 이론교육, 벽화현장탐방, 협력 작품 만들기 등 전문가를 통한 공공미술에 관한 체계

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남문동 가구골목 현장 벽화작업과 폐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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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와 지역의 필요 분석

1) 이해관계자의 의견 분석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의 사후활용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2012년 5월 11일, 5월 28일, 5월 29일 3일간 강릉 종합운동장과 인근에

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강릉시청과 강원도청 및 조직위원회의 의견청취는 전화인터뷰

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제 막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오

지 않았고 아직 여러 견해를 조율하는 단계이기에 구체적인 형상을 논하기는 어려웠고 

간단한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의견과 오픈스페이스의 변화에 대해 논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는 크게 정부조직(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청, 강릉시청)과 지역관계

자(문화관계자, 체육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및 공원조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있어 조직위원회는 IOC의 요구사항인 경기장 관람석 규모 달성

에 집중할 뿐 사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청은 강릉

시의 23만인구를 고려했을 때 경기장을 국가대표훈련센터로 활용하고 공원을 88올림픽 

공원과 같이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102)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릉에 

9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림픽 박물관과 아트센터, 야외공연장과 편의시설 등이 있는 강

릉올림픽파크를 조성하고 추가로 실내종합훈련센터, 선수숙소, 교육행정실, 스포츠의과

학센터 등이 들어서는 동계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103) 강릉시청 지원시

설팀장 심호연씨는 사후활용을 3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빙상경기장을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 피겨경기장은 빙상장을 겸한 체육관으로, 

스피드 경기장은 구상중이지만 전시공간 또는 컨벤션 센터 등으로 활용하되 시운영은 부

담이 되므로 기업전시관, 박물관 또는 기업 홍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로 모든 

102) 인터뷰14
103) 『강원도민일보』 (2012년 6월18일), 앞과 동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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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철거를 조심스럽게 논하고 있다.104) 종합운동장은 기존에 운영하던대로 운영하

고 경기장이 배치되고 나면 주변을 코스탈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국비 지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강원도와 강릉시의 입장과 달리 문화시설과 공원

관련사항을 조직위가 결정하게 되고 모든 결정이 예산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문광부와 대

립이 있는 상황이다. 문광부는 체육관 건설만 지원하고 강릉 홍보를 위한 공연장, 공원 

등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와 강원도에서 부담하길 원하고 강릉시와 강원도는 이를 수행할 

예산이 없는 형편이다.  

   문화관계자는 경기장의 구체적 사후활용에 있어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

인 입장을 취했다. 강릉예총 심규만 사무국장님은 체육시설로 지어진 시설은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무대공연의 특성상 문화공연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다고 보고 지역의 체육센터로의 활용도가 낮을 것을 염려하여 전지훈련장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취하였다.105) 

   체육관계자는 지역내 빙상종목의 활용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국가훈련센터로 이용하

거나 빙상장과 체육시설의 새로운 공생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보았다. 강릉빙상경기연맹 

정의정 전무이사님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피겨 메인경기장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국

가대표 전지훈련장이나 해외선수를 유치해서 활용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겨울에

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실내축구장과 같이 동일복합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으

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106) 

   지역주민은 대체로 새로운 빙상장 건설이나 체육관 사후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

다. 기존시설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활용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하며 오히려 문화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교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김모

씨는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활용할데가 없습니다…인구가 적어 활용방안이 없고 프로

구단을 유치해도 축구 외에는 인기가 없어 힘들 것 같습니다…차라리 공연장으로 활용하

104) 인터뷰12
105) 인터뷰10
106) 인터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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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용이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화․체육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 경기장 부지에 조성될 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같

은 입장을 취하였다. 종합운동장부지가 갖는 장소성으로 인해 조성될 공원 역시 문화체

육공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축제,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체육 복합공간, 그리고 주민 밀착

형 공간으로 시민과 운동선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장

을 모았다. 제안된 프로그램으로는 피크닉, 한여름밤의 음악회, 문화공연, 체험학습,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잔디광장 등이 있다. 

2) 지역의 필요 분석

   - 거점 문화공간의 필요

   강릉은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보다 큰 규모의 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강릉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임대형민자사업방식과 공연장 규모

의 문제로 영동 최대 공연장이 될 '강릉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존 실내체육

관 부지가 아닌 제3의 위치를 물색하고 있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 중

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문화공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아트센터가 건립될 시 보다 큰 규모의 뮤지컬과 오페라 같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되어진다. 

   -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필요

   강릉시 예술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집단성을 띄지 않

고 개별공방 운영 및 개인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의 놀이스튜디오는 순수미술

작가들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나눔터로 활용하

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강릉은 아직 집단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가 없고  

강릉의 예술창작인촌 역시 시에서 장소를 만들고 개개인의 예술가를 모집하여 장소를 제

공해주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동 활

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 공원에서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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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담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107) 이에 따라 강릉 

문화의집과 같은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고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대규모 실내 체육관 충분-점적 공간 확충 필요

   종합운동장에는 1998년 건립된 실내빙상장 1층이 실내 체육관으로 전환되어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지역 체육행사 등에 주로 활용되고 일반 동호회가 이용하기에 운영측면

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받는다. 실재 실내체육관의 지난 6개월의 활용률은 

34%, 실내종합체육관의 활용률은 15%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실내 체

육관은 충분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새로 건립된 생활체육센터와 같은 소규모의 체육관이 

지역에 점적으로 확산되어 주거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108)  

   - 녹지길 조성 필요

   강릉 동지역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비율이 65.04%에 달하여 지역주민은 녹지가 풍

부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녹지가 주로 산지와 생산녹지지역에 분포하여 지역내 녹지길

이 부족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다. 종합운동장까지의 접근로도 녹지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보다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109) 

   - 문화콘텐츠의 필요

   강릉에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지지만 콘텐츠의 부재가 문

제로 남는다. 강릉문화원의 정운성 팀장님은 단오제 문화 콘텐츠의 강화를 역설했으며, 

강릉예총 심규만 사무국장님은 인터뷰에서 “공원을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면 단오제

의 전통적 요소와는 다르게 종합운동장에 맞는 문화적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다.110) 

107) 인터뷰3, 4
108) 인터뷰6
109) 인터뷰2, 4
110) 인터뷰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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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역의 필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4-12>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그림 4-12> 이해관계자와 지역 필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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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릉시 관련 지역계획 분석 

1) 국토 및 강원도 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은 강원도를 생명건강 중심지역으로 설정

하였다. 지역특성화축과 다기능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생명건강산업 육성 및 자연생태 환

경 보전과 활용가치를 제고할 것을 발전방향으로 삼는다. 강원권의 개발방향에 따라 강

릉권도 연구, 지원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산업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으로 전

환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 강릉 과학산업단지를 활용한 사이

언스파크, R&D허브 및 국제 과학기술교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

고,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강릉권 전통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문

화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림 4-13> 국토 및 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년)은 ‘소득 2배 행복 2배, 세계속의 생명건강 삶터 강원

도’를 비전으로 갖고, 국가 내 비중 ‘4% 인구, 4% 경제’ 달성, 강원도 공간의 입체적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삶터 기반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구

조를 설정하였는데 동서축으로 원주에서 강릉은 첨단융복합산업벨트에 속하여 복합물류 

레포츠 관광벨트로 설정되고 남북축으로 고성-강릉-동해-삼척까지가 환동해자원물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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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속하여 동해안 해양산업․관광벨트로 설정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혁신기반화를 위해 3개의 개최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강원 ‘스포테인먼트’를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확대 및 환경올

림픽과의 연계를 통해 녹색올림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

고, 지속성장 산업기반 형성, 생명다양성 환경기반 확충, 스마트․문화 삶터 조성 등을 세

부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그 중 강릉시는 「세계 속의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표어로 단

오문화와 올림픽 창조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 강릉시 도시계획

    강릉시 도시계획으로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비전 강릉 2014’, ‘강릉 저탄

소 녹색시범도시 종합계획’등이 있다.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은 강릉시 모든 도시 관련 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2020년 

계획은 강릉을 첨단산업, 전통문화,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강릉단오제를 활성화시키고 경포도립공원 등을 중심

으로 공원의 네트워크화를 시키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전통문화 예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술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오문화벨트, 역사문화축을 조성하는 계

획을 세웠다. 또한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변환경과 어우

러지는 개발을 통해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계획목표와 추

진전략의 연계성은 다음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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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계획목표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첨단

산업

과 

함께

하는 

전통

문화 

․ 
관광

휴양 

도시

전국제일

의 

관광휴양 

도시

-국제적 관광도시 조성

을 위한 관광자원 인프

라 구축

-관광객 3천만 수용전

략 수립

공간구조구상 오대산-경포-옥계를 잇는 관광축

토지이용계획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및 관련시설 

확충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공원녹지계획

오대산 국릭공원 및 경포도립공원 등 주요공

원내 관광객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로 

관광자원과 공원의 네트워크화
산업개발계획 정동진, 경포대 등 주요 관광자원의 개발

사회개발계획
강릉 단오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

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 

예술도시

-문화산업의 전략화 및 

예술 자원 인프라 구축

-민속 및 영상문화 중

심지 육성

-지역축제의 전국축제

로의 활성화

공간구조구상
경포대-선교장-오죽헌-객사문을 잇는 역사․
문화축

토지이용계획
강릉문화예술회관 및 국제단오문화벨트 조성

등

사회개발계획
강릉단오제 등 지역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을 위한 예술분야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물류중심 

도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

성

-벤처기업 육성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영동권의 중심도시로

서의 기반 확충

-지역내 항만시설의 정

비 및 기능 제고

공간구조구상 강릉-주문진을 잇는 주개발축 설정

토지이용계획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강릉역세권 개발 등

교통물류계획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등 지원기능 강화

강릉-원주간 복선전철계획, 동해북부선 철도 

노선계획, 종합유통단지 개발, 옥계항 정비 

등

산업개발계획

산업단지내 신소재사업화지원센터, 세라믹산

업화기술개발센터 등 신소재 및 해양생물산

업 전략적 육성, 화훼단지, 신선채소 수출전

문단지,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 

도시

-도시특성 및 이미지를 

고려한 정체성 확립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

는 개발유도

-기존 취락 정비 및 테

마정주마을 조성

토지이용계획
기존 취락 정비 및 테마정주마을 조성을 위

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공원녹지계획
백두대간을 산악축, 동해안을 해안축으로 구

분하여 공원녹지체계 구상

산업개발계획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국민관광지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

<표 4-8>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의 연계성

위의 목표와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였는데 1도심(강릉)-3지역중심(주문

진, 구정, 옥계)-1지구중심(성산) 체계로 기존도심 행정, 상업․업무, 금융 등 도심기능 강

화. 시가지 정비, 주택 및 상업지역 개발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문진, 구정, 옥

계, 성산지역에 특화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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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은 강릉시 도시공간을 크게 개발축과 보존축으로 나누어 설정

하였다. 개발축에서 주축은 도심부로 강릉역세권개발을 통해 기존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구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하였다. 부축은 다시 부개발축과 관광축으로 나눠지는데 부개발축은 강릉종합유통단지에

서 강릉항까지로 도심과 동서축을 연계한 영동권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오대산-경포-

안인-정동-심곡-옥계를 잇는 관광축을 따라 내륙관광자원과 해안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보전축은 백두대간을 잇는 산악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축, 동해

안의 해안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안축, 주요 수변에 대한 자연환경을 보전

하기 위한 수변축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비전 강릉 2014’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강릉을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전

통문화 관광도시로 규정하였다. 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여건도시(건강하고 살기 좋은 체육도시);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전통문화 예술 

도시; 국민여가도시 등을 전략으로 삼았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종합계획’은 비전 및 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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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도시와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출처: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홈페이지
http://greencity.gn.go.kr/jsp/main/main.jsp)

는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으로 삼고 강릉 경포지역 일대(약 18,326천㎡)에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여 총 2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계획의 추진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도시,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도

시이다. 첫 번째 목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기

술 테마파크 및 생태친화형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청정

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를 위해 주변 자연환경(백두대간+호수+해안)을 활용한 생태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철새도래지, 경관 우수지역으로 

관리하여 세계적 생태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다. 

세 번째 목표인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도시를 위해서는 오죽헌․선교장 등

의 문화재와 단오제․율곡제 등 다채로운 지역 전통축제를 활용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시인․작가 등 예술인들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역사․문화적 관광도시로 조성하

고자 계획하였다. 

3) 도시계획 종합

   위에서 검토한 국토 및 강원도 종합개발계획과 강릉시도시계획을 종합해보면 서로 연

계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강릉이 가진 전통문화자원과 자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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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통문화예술을 강

화하기 위해 경포대-선교장-오죽헌-객사문을 잇는 역사․문화축을 구상하고 국제단오문화

벨트를 조성하며 단오제와 같은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자연생태자

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관광자원화 및 네트워크화, 남대천 및 동해안의 자연환

경 보전, 문화자원과 연계한 저탄소녹색시범도시(경포) 조성을 통해 생태적 관광도시를 

이룩하고자 한다. 여기에 새로운 요소인 첨단산업 물류중심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강릉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강릉시

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자원의 연계와 강화를 통하여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고자하는 비

전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6> 강릉시 도시계획 종합

4)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은 ‘relax 강릉: 친환경 휴양프로그램이 있는 관광의 녹지’, 

‘Festival 강릉: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의 녹지’, ‘Clean 강릉: 저탄소 녹색에너지 환

경의 녹지’, ‘With 강릉: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의 녹지’를 목표로 하여 강릉 공원녹지

의 미래상인 녹색자연 유산 ‘솔향 강릉’을 후대에 유산(Legacy)이 될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 구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은 공원 녹지와 

관광·역사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 구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늘 푸른 녹색·건

강도시 구현, 공원녹지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도시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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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변경 지정면적(㎡) 도시공원면적 도시공원특성화 위치

장현도시자연공원 장현근린공원 1,831,607 320,000 레포츠공원 및 수변
생태공원

장현동 산3

도시자연공원 1,511,607
강릉도시자연공원 강릉근린공원 906,410 70,000 도심공원

-남대천과 더불어 도심
내부 주요녹지축 형성
-강릉-포남공원과 연
계한 산악 자전거 마
라톤 코스 개발
-주민산책 및 휴식공
간 제공

교동 1763

강릉문화공원 378,000
강릉체육공원 240,000

도시자연공원 218,410
포남도시자연공원 포남근린공원 586,965 31,000 초당동 209

포남문화공원 275,000
포남체육공원 230,965

도시자연공원 50,000

<표 4-9> 도시자연공원의 특성화

   강릉 공원녹지 구상방향을 ‘보전체계’, ‘확충체계’, ‘이용체계’, ‘경관체계’

으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구상전략은 다음과 같다. 보전체계에서는 핵심보전지

역으로서 잔존녹지와 구릉지를 보전하고, 거점지역으로서 공원 및 녹지의 보전을 통해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생물이동 및 도시민의 휴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산림축, 도시녹지축(철로변녹지, 하천변 녹지), 하천축(남대천), 해안축

(동해안)을 연결지역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확충체계에서는 신규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중점녹화지구를 설정하고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거수 주변 소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남대천 하천부지를 공원화하면서 대규모 공공시설 녹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용체계에서는 도시공원 재분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공원을 신규 확충하였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강릉원주대학교 뒤편 마병산 산림일원 등이 지정되었고, 장현도시자연공원

이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체육공원으로 종합운동장 인근녹지와 기존 풋살경

기장, 수변공원으로 남대천, 경포천, 주수천, 신리천, 사천천, 정동진 모래시계수변공원 

등이 지정되고, 역사공원으로 단오문화원 옆 단오공원, 문화공원에는 용강동 구 강릉시청 

이전부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정비계획, 공원확충계획, 공원특화계획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원특화계획은 도시공원의 특성화와 네트워크화의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도시자연

공원의 경우 일정 지정 면적을 생활권 또는 주제형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각 성격을 살려 

특성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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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2,498,915 2,498,915 수변산지형 생태공원 지변동 산101

두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243,766 243,766 근린생활공원 두산동 산57-1
병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91,926 91,926 근린생활공원 두산동 산12

입암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50,085 50,085 근린생활공원 입암동 279-2
청량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183,954 183,954 근린생활공원 입암동 산82

포남공원 및 강릉공원은 문화의거리, 걷고싶은 거리, 남대천 등과 연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주민산책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심공원의 성격을 살려 주제공원

을 조성함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체육공원이 두 곳 조성되게 되었다. 

<그림 4-17> 강릉공원 및 포남공원 계획

   강릉시 공원녹지 네트워크화는 공원녹지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기존도시공원 및 

가로수, 문화 역사 자원과 주요축제와의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가로쉼터 및 보행, 자전거 도로 조성 등을 통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고 연중 축제행사를 

연계함으로 지역 및 장소를 마케팅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네트워크화는 크게 세 가지 

계획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째, 도심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강릉과 포남 근린공원, 문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남대천의 연계를 통한 강릉시 공원녹지 도심공원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하였다. 이 중 ‘강릉근린공원’과 ‘포남근린공원’은 양호한 산림자원과 연계

하여 전망․조망시설 및 도시림 쉼터를 조성하고 인근 종합운동장 시설과 연계함으로 동서 

녹지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문화의 거리’와 ‘걷고싶은 거리’는 축제 및 행사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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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상권과 연계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계획되었고 

철도변 완충녹지를 연계하여 도심내 남북녹지축을 담당코자 하였다. 그 외에도 남대천의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고 단오제 및 커피축제, 객사문과 남산근린공원 연계하여 공원녹

지의 테마화 연계를 시도하였다. 

<그림 4-18> 도심공원 네트워크 조성

   둘 째, 남대천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였다. 단오문화벨트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남대

천변 및 국변지역 단오문화관-남대천변-택시부광장-한국은행-객사문으로 이어지는 공원

화 사업을 계획하였다. 

   셋 째, 강릉시 ‘숲-길-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강릉시 공원 녹지 연계 및 주

변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도심내부 4주산 잇기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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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전
▶

이벤트 시
▶

이벤트 후
문화생활체육의 메카 빙상스포츠 중심지 여가문화레저관광지

3절. 강릉빙상경기장 마스터플랜 전략제시 

1. 컨셉 전략 제시 

1)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 목표 및 비전수립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의 메카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시설

이 자리 잡고 있다. 비록 동호회활동이나 체육대회, 강원FC 축구 경기 관람과 같이 특정 

목적이 있을 경우만 이용하는 목적 지향적 공간이지만 이러한 뚜렷한 목적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명확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한 문

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문화의 성격이 반영되어 남대천의 단오문화벨트가 가

지고 있는 전통적 성격과 대비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체육중심의 체육문화공

간에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문

화생활체육의 메카로 자리 잡길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 현재의 종합운동장에는 3개의 빙상경기장이 신설되고 기존 

실내종합체육관을 활용하여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5종목의 빙상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될 것이다. 이벤트를 위한 수준 높은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빙상스포츠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이벤트 개최를 통해 문화와 빙상

스포츠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진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강릉을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고자하는 

지역계획의 방향성에 따라 기존의 문화체육공간의 장소성이 강화되어질 것으로 예측되

며 이에 바탕하여 ‘여가문화레저 관광지’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지역커뮤니티의 여가

휴식 공간이 되면서 유산으로 남게 될 빙상경기장을 거점으로 문화스포츠 관광지로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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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전 이벤트 시 이벤트 후

프로그램

-생활체육

-문화공연

-임시체육공간조성

(축구장, 스케이트장)

-빙상경기 중심

-문화공연

-강릉홍보

-빙상국가대표훈련장/숙소

-스포츠전문센터

-생활체육

-여가문화/휴식

-커뮤니티 활동 공간

규모

-주차장 축소를 통한 

임시 체육 프로그램 공간 

확충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아트센터와 문화광장 

조성

-빙상경기장  IOC요구에 

따른 규모 준수

(스피드스케이팅: 8,000석;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스피드스

케이팅: 12,000석; 아이스하키Ⅰ: 

10,000석; 아이스하키Ⅱ: 6,000석; 

컬 링: 3,500석)

-빙상경기장 잇는 대규모 

거리광장 조성

-문화광장 확대

-거리광장 규모 축소 및 

야외체육문화 시설, 

잔디광장 조성

-미디어거리 잔디광장화

-빙상경기장 관람석 축소

-아이스하키경기장해체후

작은규모의숙소,커뮤니티

센터,스포츠센터조성

경계 및 

접근성

-실내종합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사이의 경계 

완화를 위한 광장조성

-셔틀버스 도입으로 

접근성 높임

-구릉지의 간접적 

경계형성으로 구역화 

불필요

-3개의 메인게이트와 

1개의 서브게이트설정

-경기장 중심의 교통로 

조성

-경계를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지역 

연계 녹지화

-강릉근린공원과 

포남근린공원의 동서방향 

녹지연결 

–저탄소시범도시와 

남북방향 녹지연결

<표 4-10>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

   -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수립

   앞서 이론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대로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이 이벤트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요구를 유연

하게 반영한 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벤트 개최 전 5년 반의 준비

기간, 이벤트를 개최하는 약 한 달여간(동계올림픽대회 17일과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10

일),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종료된 후의 시간으로 나누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벤트 

전, 이벤트 시, 이벤트 후를 프로그램, 규모, 경계 및 접근성으로 나눈 전략은 다음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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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규모, 경계 및 연결성의 변화하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

그램 측면에서 이벤트 개최 시 부지는 빙상경기와 문화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올림픽이

벤트 공간을 조성할 것이다. 이벤트 개최 후에는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체육시설로의 활용도는 낮아 보이며 체육시설로 설계된 공간을 문화나 컨벤션

센터와 같은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공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최고로 우수한 빙상경기장 시설을 유지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국가

대표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피겨스케이팅장을 모

두 국가대표훈련장으로 활용하되 피겨 스케이팅장은 필요에 따라 공연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국가대표가 주된 이용자이지만 지역주민, 강릉시 빙상팀, 동호회팀 등이 

시간을 조율하여 함께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이스하키장이 해체된 위치에 작은규모의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선수숙소, 스포츠전문센터,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것이고 기존 

생활체육공간의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부지전체가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휴식지가 될 것이다. 빙상경기장이 있는 부지가 국가대표만 이용하는 

공간이 될 위험성을 낮추고 생활체육공간이 주가 되는 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공간과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확장하였고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시민

과 방문자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강릉시는 빙상스포츠가 인기종목이 아니기에 이벤트 개최 시 빙상스포츠이벤트가 지

역주민에게 의미를 갖고 자신과 지역을 위한 이벤트로 여기고 참여하며 이벤트 후 남게 

되는 경기장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전부터 빙상스포츠를 활

성화하고 빙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이벤트가 개최

되기 전부터 빙상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

립하였다. 이를 위해 실내종합체육관의 현재 운용하는 지하 빙상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

고 겨울에는 모험놀이터 광장에 실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유소년, 청소년을 위한 캠

프의 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존의 노후한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아트센터를 건립함으

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배양한다.  



- 118 -

   두 번째로 규모에 있어서는 이벤트 개최 시에서 이벤트 이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현

재의 종합운동장 부지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나치게 광대한 공간을 조성

하여 이용도가 낮으며 종합경기장과 실내종합체육관 사이에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그 한가운데에 헬리콥터 이착륙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접근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차장을 축소하고 여기에 임시 체육프로그램 공간을 확충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종합운동장의 중심적 공간인 문화광장을 조성한다.  

   이벤트 개최시 가장 중요시 여겨질 부분은 빙상경기장의  IOC요구에 따른 규모 준수

이다. 스피드스케이팅 8,000석,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12,000석, 아이스하

키Ⅰ 10,000석, 아이스하키Ⅱ 6,000석, 컬 링 3,500석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위한 경기

장을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시 방문할 방문객들을 부지 내에 혼

잡함 없이 수용하기 위해 컬링경기장에서 피겨스케이팅경기장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대

규모의 거리광장으로 조성하고 폭이 20m에 불과한 테니스장과 종합경기장 사이는 종합

경기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인천숭의아레나파크와 같이 테니스장 방향으로 열린 접근성

을 갖게하여 시각적, 거리적 개방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수용할 문화광장을 

확대하여 문화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조성한다.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이용대상을 지역커뮤니티로 설정하고 인구 약 23만 명인 강

릉시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이벤트 이후 방문하게 될 방문객을 수용하는 공간 

규모를 고려한다. 이벤트가 진행될 당시와 달리 대규모의 인원이 단시간에 유동하는 것

이 아니므로 거리광장의 규모를 축소하여 야외체육문화시설과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 

이벤트 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미디어거리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잔디광장

화 한다. 대규모의 빙상경기장의 관람석은 국제이벤트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한 

활용도가 낮으므로 관람석을 축소하고, 아이스하키경기장은 해체 후 소규모의 건물을 신

설하여 선수 숙소,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전문센터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경계 및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벤트 전에는 종합운동

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내종합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사이의 경계 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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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장 겸 광장을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벤트 개최시에

는 보안과 안전의 이유로 올림픽 개최하는 경기장 부지를 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종합운동장 부지는 이미 주변에 구릉지와 같은 자연지형으로 인해 간접적인 경계가 형성

되어 있어 구역화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 대신 경기장 중심의 교통로를 조성하고, 종합

경기장, 컬링경기장, 테니스장 옆으로 들어오는  3개의 주입구와 조각공원으로 들어오는 

1개의 보조입구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벤트 후에는 경계를 최대한 완화하고 주변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화 한다. 강릉근린공원과 포남근린공원

은 강릉녹지기본계획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동서방향으로 녹지를 연결하고 저탄소시범

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남북방향으로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2)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지역발전계획의 과정으로서의 전략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한 배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적 수준을 높이면서 ITㆍ녹색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평창동

계올림픽대회가 메가스포츠이벤트와 지역발전계획이 분리된 대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과 연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발전계획이 전통문화예술, 자연생

태, 첨단산업물류 분야의 강화를 통한 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기존계획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그자체가 여가문화레저 

관광지로 전환됨으로써 지역계획의 과정적 일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운동장부지가 여가문화레저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적 성격의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벨트 강화 지원 및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강릉의 단오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시민축제이다. 강릉은 지역내 가장 

중요한 무형유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단오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강화하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전통성을 강화하는 공간 조성을 남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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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에 한정하길 희망하고 종합운동장 부지는 명확한 현대적 장소성을 가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부지를 현대적 성격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그 현대적 장소

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벨트를 지원하고 연계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는 아트센터건립을 기존 안대로 실내체육관 부

지에 건설하고 공연장 앞 광장을 야외공연장으로 조성하여 아트마켓을 유치하면서 그 현

대적 장소성을 공고히 한다. 또한 아트마켓을 통한 문화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여 이벤트 

후 축제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여 현대적 문화공간의 성격을 강화하도록 한다.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생태적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센터 맞은편에 저탄소녹색시범도

시와 연계한 저탄소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VIP숙소로 활용한다. 해안선과 경포호 

주변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순환형 자전거길을 포남근린공원에서 종합운동장을 통하

여 강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쾌적한 녹지길을 조성한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강릉에는 다양한 자연, 문화, 스포츠, 사회적 자원이 존재한다. 경포호, 해

안가, 남대천과 산지가 풍부한 자연조건을 만들고 단오제와 관련한 전통문화 인프라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발전을 이끄는 강릉문화재단, 강릉예총, 강릉문화원 등의 단체가 있

다. 축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스포츠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갖추었고 다양한 국제 경기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정리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적 문화 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아트마

켓을 활용한다. 현재 강릉은 43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큰 공연장이

다. 서울이나 해외의 유명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도 공연장 규모에서 한계를 갖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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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건립

야외광장 조성
▶

다양한 문화공연 유치

예술장터 개최
▶

소규모 문화단체 

활동 활성화
▶

문화 사회적 기업 설립 

이벤트 개최시 주체적 

문화활동 참여
예산지원: 올림픽공

원조성을 위한 정

부지원 및 강릉시

청 지원

장소지원: 강릉시청

운영주최: 강릉문화

재단

활동지원: 아트센

터, 청소년수련관, 

강릉문화의집, 여

성문화센터

참여단체: 공공문화예

술연구회 앤츠,  연극

단체 봄아트커퍼니, 극

단꿈하늘, 시민단체 및 

청소년 문화단체

의 뮤지컬 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종합운동장 부지를 문화중심지로 활성화하고 그 장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아

트센터를 현 실내체육관 부지에 설립하고 앞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한다. 이 때 아트센터

의 방향성은 종합경기장과 실내종합체육관의 가운데를 향하게 하여 중심지 역할을 하도

록 계획한다. 야외 공연장은 강릉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강릉아트마켓의 본거지로 활용

한다. 이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과 예술

장터에서의 정기적 공연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의 참여도를 높이고 각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문화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존 청소년

수련관, 강릉문화의집, 여성문화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던 단체가 아트센터와 연계

하여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된다. 정기적인 예술장터에서의 공연을 통해 문화 단체 간 소통

할 기회를 얻게 되고 공공문화예술연구회 앤츠와 연극단체 등이 서로 협조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기존 단체와 새로 결성된 시민, 청소년 문화단체가 서울의 노리단을 

모토로 한 문화사회적 기업 ‘문화 노리터’를 설립하고 예술장터 기획 및 운영에 참여

한다.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시에는 문화 노리터가 주체가 되어 거리광장의 거리 공연을 

기획하고 전통공연과 결합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문화 활동 지원과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의의는 지역주민

이 주체가 되어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감에 따라 이벤트의 소속감

을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성숙시켜 여가문화관광지로서의 장소성을 구축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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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step1. 여름/겨울캠프 운영 step2. 방과 후 학교 운영

대상

지역소외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해외청소년

→지역청소년

지역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축구, 빙상스포츠, 놀이, 문화체험, 언어

수업

빙상스포츠(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유망주 발굴 및 빙상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소

종합운동장 부지 내 축구장, 풋살장

실내빙상장 및 야외 빙상장

아트센터와 야외광장

실내빙상장 및 야외빙상장

지원 및 

참여단체

스노우 전체 프로그램 주관, 학생모집 스노우 전체 프로그램 주관, 학생모집

강릉시청
예산 지원, 축구장/빙상장 대여 지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강릉시청

예산지원, 빙상장 대여 지원 (문화

체육시설사업소)

강릉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지원(다

문화가정지원센터)

강 릉 시 청 

빙상팀
선생님 섭외 지원

솔향 FC/

강원 FC
축구 프로그램 운영

강 릉 소 재 

대학

선생님 섭외 지원 (강릉원주대 체

육학과, 관동대)

강 릉 소 재 

대학

선생님 섭외 지원 (강릉원주대 체

육학과, 관동대)

강릉시 통

합체육회
예산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 릉 시 청 

빙상팀
선생님 섭외 지원

아이스하키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릉스케이

팅연합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릉스케이

팅연합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드림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지원

문화노리터 문화프로그램지원

기대효과
소외계층의 사회적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빙상스포츠이벤트 관심과 참여 유도

빙상스포츠 인적 인프라 구축

선수스타발굴

<표 4-11> 빙상스포츠 활성화 마케팅 전략

   둘째, 빙상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종합운동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캠프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 강릉은 4차례에 걸쳐 국제빙상대회를 개최하였지만 강릉의 빙상 인

적 인프라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빙상대회를 개최할 시 지역주민

의 소속감 없는 이웃집 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

로 빙상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6년 뒤 성장하여 평

창동계올림픽의 주역이 되며 애착감을 가지고 대회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소년 캠프와 방과 후 학교운영 방안은 다음 

<표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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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빙상스포츠가 비인기 종목인 강릉에서 빙상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할 스포츠사회

적 기업 ‘스노友-스포츠노리터’를 설립한다. 스노우는 강릉시통합체육회와 강릉시청

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로 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축구, 빙상, 문화프로

그램으로 구성된 여름/겨울 캠프를 운영하고 지역내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강릉문화

원, (주)함께사는 세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소년 축구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솔향FC와 강원FC의 지원을 받고 강릉스케이팅연합회를 통해 빙상프로그

램 운영을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을 캠프프로

그램으로 포함하여 병행 운영하면서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대상을 해외 청소년으로 

확장한다. 그 후 다시 지역청소년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

녀가 지역청소년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어주고 문화노리터의 지

원을 받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인 강릉원주대와 관동대 체육과 대학생과 강릉시청 빙상팀 선수를 고용하며 청

년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방과 후 학교는 단순한 놀이로서의 빙상스포츠 체험이 아니라 지역내 빙상스포츠 인

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빙상

스포츠에 집중하여 유망주 선수 발굴과 클럽팀 양성에 힘쓰며 전문엘리트 선수의 은퇴 

후 취업의 장을 마련해준다.

   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내 빙상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관

심이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시까지 이어져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를 통해 이벤트에 스타선수로서,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은 이벤트를 지역을 위한 축제로 여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개최 후 올림픽공원을 빙상축제 공간 및 일상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땅한 겨울 축제가 없는 강릉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빙상스포츠에 기반

한 겨울축제를 만들어 나간다.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주최가 되는, 시민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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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겨울 빙상축제로 프로그램으로 문화공연, 빙상공연, 빙상대회, 스포츠세미나를 운영

한다. 문화노리터와 스포츠노리터가 결합한 ‘강릉 노리터’가 축제의 운영을 도맡고 문

화노리터에서 거리공연과 실외공연 및 실내공연을 기획한다. 문화축제는 올림픽공원내에

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의 불꽃축제를 시작으로 경포호를 배경으로한 미

디어공연쇼로 마무리한다. 빙상공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지역내 스타선수와 

지역 꿈나무선수들, 그리고 빙상경기장에서 훈련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스케이트 쇼를 펼친다. 빙상대회는 세 파트로 나누어 꿈나무 대회, 아이스하키 클

럽대항전, 국제빙상대회를 펼친다. 아이스하키클럽대항전은 지역전으로 열리며 타지역의 

참가도 가능하게 하고 매해 다른 국제 빙상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빙상

스포츠세미나는 빙상스포츠연구전문센터를 주축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빙상스포츠의 발

전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올림픽 공원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관광객을 유치할 뿐아니라 시민 개인을 위

한 문화여가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커피로 유명한 강릉의 커피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올림

픽공원 내 커뮤니티센터에 커피도서관을 마련하고 올림픽공원 내 곳곳에 다양한 카페부

스를 조성한다.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카페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잔디

광장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일상여가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와 관리운영전략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와 관리운영전

략을 수행한다. 먼저 주민과 함께 지역 내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강릉녹지기본계획에

서 녹지 연결체계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에서는 녹색길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강릉종합운동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강릉

시 공원녹지사업단과 연계하여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체

가 되어 녹색길 조성을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시 문화강릉 홍보를 위해 강릉의 커피문화를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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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셔틀버스 노선 계획을 통해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에 활성

화되고 있는 커피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커피연구를 통해 보다 특색 있는 강릉커피를 개

발하고 이벤트 개최 시 종합운동장부지 내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홍보한다. 이후 올림픽

공원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커뮤니티 카페를 조성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셔

틀버스 노선 계획을 위해 카페 ‘품’에서 운영하는 ‘하자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일반시민루트와 관광루트를 계획한다.  

   이벤트 개최 후 관리․운영은 지역에서 결성된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필요하나 아직은 강릉의 시민단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올림픽공원과 기

존생활체육시설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빙

상경기장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적기업인 문화노리터와 스포

츠노리터에서 주관하고 점차 시민단체에 운영관리를 전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케팅과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 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4-19>, <그림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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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지역커뮤니티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127 -

<그림 4-20> 지역커뮤니티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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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마스터플랜 제안 

   앞서 제시한 활용도와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점진

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전 마스터플랜은 문화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갖는

다. 현대적 문화콘텐츠 강화와 빙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고 문화

공간과 축구장, 풋살장, 야외빙상장의 임시체육공간을 조성한다. 새로운 아트센터를 건립

하고 공연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중심지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을 높

이고 지속적인 문화장소성을 갖도록 한다. 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의 자동차 통

행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며 이분법적 구분을 완화한다. 또한 빙상경기장이 

들어설 부지에 위치한 궁도장과 태권도장 건물을 공사장 시설로 재활용함으로써 단계적

인 전환을 모색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시 종합운동장 부지는 빙상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역할하게 

된다. 부지 내 프로그램은 빙상경기, 문화공연과 강릉홍보로 단순성을 갖게 되고 경기장 

중심의 접근성을 위해 빙상경기장을 잇는 교통로를 신설한다.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공

간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부지는 빙상장을 잇는 거리광장을 조성하여 대규모 관람객을 수

용할 수 있게 한다. 거리광장에는 최첨단 미디어 설비를 홍보할 수 있는 올림픽 미디어 

거리를 설치하고 거리장터에 카페를 연계하여 지역의 로컬푸드와 커피문화의 홍보의 장

으로 삼는다. 더불어 저탄소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를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 조성하고 VIP숙소로 활용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종합운동장 부지는 여가문화레저관광지로 전환한다. 아이

스하키장을 해체한 뒤 국가대표 숙소, 스포츠전문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거리광

장의 규모를 축소하여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지역커뮤니티 규모를 배려한 야외스포츠시

설, 편의시설,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저탄소녹색시범도시 계획에 

기반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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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전략적 마스터플랜
-이벤트 개최 전
-이벤트 개최 시
-이벤트 개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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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해 개최지역 뿐 아니라 국가는 국제적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 고용창출 및 관광객 증가, 스포츠 발전,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회적 진보, 문화프로

그램과 기회 증가 등 다양한 장기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메가스포츠이

벤트는 이러한 긍정적 유산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부정적 유산도 함께 남길 수 

있다. 이벤트 개최 후 경기장 시설이 적절한 효용을 찾지 못하고 ‘돈 먹는 하마(white 

elephant)’로 남게 될 경우 지역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지역의 기존커뮤니티에 대

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존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마스터플

랜 계획 검토를 통해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이벤트가 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지역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이른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한다고 보았고 마스터플랜 계획의 변화양

상에 따라 서울올림픽, 시드니올림픽, 한일월드컵, 런던올림픽 사례를 검토하였다. 경기

장과 오픈스페이스를 규모, 경계, 프로그램의 복합성 측면에서 살피고 지역과의 연계 계

획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고 긍정적인 유산

으로 남기 위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성과 지역의 

장기적 비전에 기반하여 경기장 사이트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규모, 경계, 프로그램의 복합성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해 기존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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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발전계획의 과정으로서의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벤트 전 

과정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장소만들

기와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도출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대회 마스터플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를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될 강릉 종합운동장 부지에 적용하였다. 강릉은 

인구가 적고 인구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빙상경기장을 신설될 경우 이벤트 이후 이용자

가 부재하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의 사후활용에 대해 다양한 안

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적 유산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가 

강릉에 장기적인 긍정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지역분석, 자원분석, 필요분석, 지역계획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마스터플랜 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문화생활체육의 메카라는 장소성을 살리고 관광

지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벤트 후 여가문화레저 관광지를 조성하는 비전을 세웠

다. 위의 비전에 맞추어 규모, 경계, 프로그램을 이벤트 전, 이벤트 시, 이벤트 후로 나누

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벤트 개최 전 기존 문화시설에 추가로 아트센터와 예

술광장을 조성하여 문화공간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축소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위한 임시

체육시설공간을 조성한다. 실내종합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사이의 경계 완화를 위해 도로

를 우회하고 광장을 조성하며 셔틀버스 도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벤트 개최 시 중

요한 것은 대규모의 경기장과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거리와 광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야외 체육 프로그램을 단순화하여 거리광장을 형성하고 구릉지의 자연적

인 경계를 활용하여 이벤트 부지를 구역화한다. 이벤트 후에는 아이스하키장을 철거한 

자리에 커뮤니티센터, 선수숙소, 스포츠전문센터 등을 건립하고 거리광장을 축소하여 잔

디광장을 조성한다. 또한, 경계를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녹

지화한다. 

   둘째,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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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주민참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지역발전계획의 과정으로써 

다른 지역계획에 연동되도록 하기 위해 현대적 성격의 문화체육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통

해 전통문화벨트를 지원하며 연계하도록 하고, 저탄소녹색시범도시와 연계하여 공원을 

관광자원화하며 생태적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대적 문화 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아트마

켓을 화용하며 빙상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종합운동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캠프

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이벤트 개최 후에는 빙상 축제를 개최하고 올림픽 공

원을 일상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네트워크 조성

과 셔틀버스 노선계획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만들기를 시도하고, 이벤트 후 문화

체육시설사업소가 공원과 시설을 관리하고 사회적 기업과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단체의 역량을 키워 점차 운영관리를 전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경기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략 연구에 있어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연구는 인문사회적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리

적 계획에 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구가 추상적인 담론에 그칠 한계를 

가지며 메가스포츠이벤트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아

직 모든 계획이 준비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며 경기

장 설계용역만이 미리 발주된 상태이다. 물론 런던올림픽의 경우 물리적 마스터플랜 계

획을 유치전부터 논하였지만 강릉에 있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개발은 이벤트 유

치 확정시에만 진행되는 가변적인 계획이었기에 논의가 더디며 모든 계획이 예산 지원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계획 전략을 논하였기

에 이벤트 당시를 위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부재하였고 보다 상세한 전략으로 발전시키

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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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략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메가스포츠이벤트 마

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전략적 제안을 하고 있다. 지역분석과 자원분석을 통한 

자원의 활용방안을 마케팅 전략으로 제시하나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전

략일 뿐 실재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굳건한 시민사회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

라서 전략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단기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논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

적 발상이 되었다.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는 이벤트가 되기 위해 이른 단계에서 물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수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 하에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

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

키면서 지역커뮤니티를 배려한 접점을 찾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

참고문헌

[단행본]

강릉시(2010). 『2010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강릉시(2010). 『공원녹지기본계획』.

강릉시(2012). 『제51회 강릉시 통계연보』.

김용하(200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서울특별시(199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백서: SEOUL 1988』.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000).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2000).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손정목(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3』. 서울: 한울.

한국개발연구원(2008).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립사업에 관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Cashman, Richard(2006). The Bitter Sweet Awakening- The Legacy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Petersham: Walla Walla Press.

Cashman, Richard(2008). “The Sydney Olympic Park Model: Its Evolution and Realisation,” 

in Mega Event Cities, Metropolis Conference.

Edwards, Allen David and Dorothy Gardner Jones(1976). Commun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Paris: Mouton and Thehague.

Hall, Colin Michael(1992). Hallmark Tourist Events: Impacts, Management and Planning. 

London:Belhaven Press.

Keogh, Laura(2009). London 2012 Olympic legacies: Conceptualising legacy, the role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regeneration of East London.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ogan, Johan R. and Harvey L. Molotch(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ndon 2012(2009). Towards a one planet 2012. 

London Assembly(2010). Literature review: Olympic Venues –Regeneration Legacy. Oxford 
Brookes University.

Masterman, Guy(2009). Strategic Sports Event Management, 2nd ed. Olympic Edition. Taylor& 

Francis.

New South Wales Government(1994). Urban design studio brief: the future redevelopment of 

Homebush Bay and the ⅩⅩⅤⅡ Olympiad 2000AD, Sydney, Australia East Sydney.

Owen, Kristy Ann(2001). The local impacts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Processes 

and politics of venue preparation. Sydne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ii -

Preuss, Holger(2004). The Economics of the Olympic Games: Hosting the Games, 1972-2004. 

Cheltenham: Edward Elgar.

PyeongChang 2018 Olympic&Paralympic Winter Games Bid Committee (2011). Pyeongchang 

2018 Bid file.

RICS Research(2011). The 2012 Games: The regeneration legacy. London: RICS. 

Roche, Maurice(2000). Mega-events&Modernity-Olympics and expos i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Vigor, A., Mean, M. and Tims, C.(2004) After the Gold Rush. Ippr and Demos.

[논문]

강홍빈(2004). “도시변화기제로서의 대형이벤트,” 『서울도시연구』, 5(3): 1-15.

문선욱, 양동양(2003). “월드컵경기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간계획 현황분석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지』, 19(2): 141-148.

이창길(2010). “지역사회 국제 운동경기장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 아시아경기

대회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6(2).

장두식(2000). “도심 속의 군도(郡島), 잠실,” 『국토』. 

정찬모(2001). “서울올림픽과 한국의 국가 발전,” 『체육사학회지』, 7: 1-11. 

주노종(2001).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스포츠과학』, 77: 17-24.

천현숙(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143-172.

Agha, Nola, Sheranne Fairley, and Heather Gibson(2012). “Considering legacy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e legacy of the Olympic Games,” Sport Management 

Review, 15: 125–139.
Bramwell, Bill(1997). “Strategic planning before and after a mega-event,” Tourism 

Management, 18(3): 167-176.

Chalkley, Brian and Stephen Essex(1999), “Urban development through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a history of the Olympic Games,” Planning Perspectives, 14(4): 369-394.

Chappelet, Jean-Loup(2008). “Olympic Environmental Concerns as a Legacy of the Winter 

Ga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1884–1902.
Davis, Juliet and Andy Thornley(2010). “Urban regeneration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Issues of land acquisition and legacy,” City, Culture and Society, 1: 89–98.
Gratton, Chris and Holger Preuss(2008). “Maximising Olympic Impacts by building up 

legac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1922-1938.

Guler, Gülşen and Robert Holden(2010). “Olympics legacy: The London Olympics 2012,” 

ITU A|Z, 7(2): 58-73.

Hall, Michael C. and Julie Hodges(1996). “The Party's Great, but What about the Hangover? 



- iii -

The Housing and Social Impacts of Mega-Ev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ydney 

2000 Olympic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4(1/2): 13-20.

Lochhead, Helen(2005). “A New Vision for Sydney Olympic Park,” Urban Design 

International, 10: 215-222.

Mangan, J.A.(2008) “Prologue: Guarantees of global goodwill: Post-Olympic legacies - too 

many limping white eleph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1869-1883.

Matheson, Catherine M.(2010) “Legacy Planning, Regeneration and Events: The Glasgow 

Commonwealth Games,” Local Economy, 25(1): 10-23.

Mules, Trevor and Bill Faulkner(1996). “An Economic Perspective on Major Events,” 

Tourism Economics, 12(2).

Newman, Harvey K.(1999) “Neighborhood impacts of Atlanta’s Olympic Gam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4(2): 151-159.

Nimmo, Alison, Jerome Frost, Steve Shaw, and Niall McNevin(2011). “Delivering London 

2012: master planning,” Civil Engineering, 164: 13–19.
Preuss, Holger(2007). “The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of mega sport event 

legacies,” Journal of Sport & Tourism, 12(3/4): 207-227.

Ritchie, J.R. Brent(1984). “Assessing the Impacts of Hallmark Events: Conceptual and 

Research Issu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3(1).

Ritchie, J.R. Brent(2000). “Turning 16 days into 16years through Olympic legacies,” Event 

Management, 6: 155-165.

Roult, Romain and Sylvain Lefebvre(2010). “Planning and Reconversion of Olympic 

Heritages: The Montreal Olympic Stadiu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16-18): 2731-2747.

Searle, Glen(2002). “Uncertain Legacy: Sydney’s Olympic Stadium,” European Planning 

Studies, 10(7): 845-860.

Shirai, Hiromasa(2009). From global field to local neighbourhood –sustainable transformation 

of the olympic park for the city. Unpublished. The IOC postgraduate research grant 

programme 2008 final report.

Smith, Andrew(2007). “Large-scale events and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key 

principles for host cities,” Journal of Urban Regeneration and Renewal, 1: 178-190. 

Sproats, Kevin(1997). “Local government and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Urban 

Futures, 22.

Thornley, Andy(2002). “Urban regeneration and sports stadia,” European Planning Studies, 

10(7): 813-818.



- iv -

[기타]

- 정기간행물

환경과 조경(2000). “밀레니엄 공원; 평화의 공원 기본계획,” 『환경과 조경』(2000년 10월).

- 신문기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보고(기자회견문),” (2012년 7월 4일). 

강준호, “평창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1년 7월 12일).

“[이것만은 꼭 담아내자] 1.동계올림픽파크·동계스포츠 컴플렉스 조성,”『강원도민일보』 

(201년 6월 18일). 

“강릉 동계훈련지 상권 활성화 한몫,” 『강원도민일보』 (2012년 1월 7일). 

“강릉 체육시설,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아,” 『강원일보』 (2012년 1월 10일). 

“생활체육광장 이용방법과 스포츠교실운영 현황,” 『경향신문』 (1991년 5월 23일).

“서울올림픽 자체 흑자 2천5백20억”,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4일).

“스포츠 스타들 강릉에 모이는 까닭은?” 『매일경제』 (2010년 2월 3일). 

“엘리트위주서 사회체육으로 눈돌렸다,” 『경향신문』 (1989년 9월 15일). 

“잠실경기장 올림픽사료관 활용 주변 잔디밭 시민에 개방 공원화,” 『매일경제』 (1988년 

11월 29일). 

“책만 읽는 평범한 도서관은 가라,” 『강원도민일보』 (2010년 7월 3일). 



- v -

인터뷰

인터뷰1 지역주민

-아이들과 광장에 놀러 나오신 아저씨

-교동 거주 39세 

Q. 주로 어디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주로 집근처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지역 내 아이들을 위한 체육공원이 있어

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활동은 공연관람을 주로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여겨집니다. 

Q. 강릉종합운동장의 이용과 접근?

   종합운동장에서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보통 자가용으로 접근합니다.

Q. 올림픽 후 경기장 사후활용?

   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공원은 축제와 이벤트가 활발히 열리는 문화공원으로 조성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2 지역주민

- 제일장로교회 장로님 교회행사로 실내체육관 찾음

- 입암동 거주 80세

Q.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산행을 즐겨합니다. 강릉 주변에 좋은 산들이 많아 강릉 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산행을 하고 

있고, 모산봉에 자주 찾습니다. 제방뚝길은 일상에서 운동하는 장소로 자주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올레길이나 옛길과 같은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Q. 지역에 공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강릉의 공원 현황?

   녹지는 풍부하다고 여겨지고 강릉은 도회지 속에 나무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공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경포도립공원은 4km를 따라 자전거 도로와 조각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해놓아 굉

장히 좋습니다. 여가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교동택지의 경우 소공원을 굉장히 많이 조성

해 놓았습니다.

   집주변에서는 공원보다는 남대천 고수부지를 많이 찾습니다. 운동기구를 잘 갖추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산책을 즐깁니다. 

Q. 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강릉은 축구의 고장으로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도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합운

동장이나 둔치에 잔디구장이 없는 것이 아쉽고, 기관에 딸린 잔디구장들 많지만 동호회 등에서 독

차지하고 동호회에 들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는 축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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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릉종합운동장의 이용과 접근?

   거의 찾지 않고, 교회 행사 등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오게 됩니다. 걸어서 30분정도 걸려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Q. 올림픽 후 경기장 사후활용?

   주민생활시설과 체육공원이 되야하지 않을까. 공원과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있었으면.

인터뷰3 지역주민

-제일장로교회 체육대회 참가한 중학생

-교동 거주 15세

Q.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별히 참가하고 있는 활동은 없고 주로 집근처 공원에서 운동해요. 같이 모여 운동하는 모임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역내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공연관람, 영화관람, 박물관 관람을 하고, 문화의 집에서 문화관련 체험활동을 하면서 모임에도 

참가하고 있어요. 모두 다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을 정기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Q. 지역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다고 보시나요? 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각종 대회나 함께 놀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Q. 종합운동장은 어떤 목적에서 찾으시나요?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주로 산책하고 운동하려고 와요. 경기관람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활동하고 청소년 수련

관도 이용하고요.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겨 타러 와요. 올 때는 걸어서 오고요.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문화 복합 공간이 되면 좋겠고요,  축제와 이벤트가 활발히 열리는 공원이 됐으면 해요.

인터뷰4 지역주민

-풋살장에 아들, 남편이랑 함께 나오신 아주머니

-포남동 거주 50대

Q.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동네에 위치한 체육시설(유료 강습소)에서 에어로빅 강습받아요. 동네에 거울공원이 있어서 주

민들 거울공원에서 운동 많이 해요. 8-9시 사이에 지역에서 섭외한 동사무소 선생님들이 나와서 

거울공원 공터에서 에어로빅 등 운동을 가르쳐줘요.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센터에 요가, 에어로빅 클

래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여성회관에 가서도 운동 많이 해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이런 활동을 즐

기고 있어요.

   풋살장, 족구장은 사람들이 많아 일정 사람밖에 이용을 못해요.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샤워실같은 편의시설을 있어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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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Q.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역내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공연은 주로 문화예술관과 강릉대의 해람관에서 관람해요. 시장이 많이 유치해서 그랬는지, 얼

마 전서부터 강릉에 문화공연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보고 느끼고 즐

기다 보니 공연을 많이 접해 즐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죠. 더 큰 규모의 

공연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시내 도심에 공연

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데, 한적한 곳에 있어서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Q. 지역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다고 보시나요? 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

   녹지가 풍부한지는 잘 모르겠고 공원은 인구에 비해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거울공

원을 많이 찾게 되고, 남대천 송정동 쪽 길도 잘 되어 있어요. 걷기에 잘 되있고 운동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어 자주 산책하러 나가요. 강가따라 이마트 뒤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동인병원 뒷산,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그곳도 산이 잘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집에만 있지 않고 이런 장소들 잘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걷는 것

도 좋아해서 다들 많이들 나와서 즐겨요. 공간은 많고 다들 많이들 나와서 즐기는데 거울공원처럼 

공원에서 다 같이 모여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Q. 종합운동장은 어떤 목적에서 찾으시나요?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종합운동장 자주 나와서 공연과 축구경기 관람하고 나와 놀기도 해요. 주로 자가용으로 오지요. 

걸어서5-10분정도 걸리는데 주된 활동-예를 들어 풋살장을 이용한다든지-을 하는게 있으면 차를 

타고 오게 되요. 산책이 목적이면 걸어오겠는데 걸어서 잘 안 오게 되요. 주차장이 없으면 걸어올 

것 같네요.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주차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걸어오게 되요. 차를 타는 것이 이곳

의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에 올 때 특별히 불편 한 것은 없는데 다만 걸어온다고 할 

때 길을 따라 녹지길을 조성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대신 쾌적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곳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업시설도 다른 시설에 따라 필요에 의

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게 적게 부요소가 되어 들어 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

들이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체험하고 답사하는 그러한 쾌적한 체육, 문화공간이 되

었으면 합니다.

Q. 지역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시설?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모여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인터뷰5 빙상관계자

-강릉시청 빙상팀 소속 20대

Q. 연습은 보통 언제하시나요? 시민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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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은 매일 저녁 6시반부터 빙상장에서 연습합니다. 현재의 빙상장을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적절히 시간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동계올림픽 개최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릉은 빙상경기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기

장은 사실 지금 실내종합체육관으로도 충분한 듯해요. 경기장의 사후활용은 지금과 같이 시민과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 현재의 실내종합체육관 지하빙상장만 빙상장으로 활용. 세계선수권대회 등이 있을 경우 1층의 

실내체육관을 빙상장으로 조성하고 평소에는 실내체육관으로 두고 배드민턴 등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음.

인터뷰6 지역주민

-아들과 아들 친구 데리고 청소년수련관 옆 풋살장으로 나오신 아저씨

-교동거주 40대

Q.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동호회 3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하고 있고, 축구는 주로 강남구장에서 많이하게 

됩니다. 동호회 대다수가 강남구장을 많이 찾고 있고. 배드민턴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센터에 가서 

칩니다. 아이들도 잔디구장 좋은 것을 알아서 동네 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공 차지 않고 굳이 풋살

장으로 나와 운동하려 합니다. 다만 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잔디상태가 엉망입니다. 풋살

장 더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곳은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와

서 줄서서 이용하고 있어요.

Q. 지역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다고 보시나요? 공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

   체육활동하러는 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오게 되고 공원은 그냥 산책 하러는 가지만 운동하

러는 잘 안가게 되요. 운동하려고 해도 바닥도 안 좋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아 안 찾게됨.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생활체육시설도 좋지만 대규모 실내체육관 활용할 데가 없어요. 배드민턴 동호회들이나 사용하

지. 경기가 있어야 사용하고. 오히려 생활체육센터처럼 소규모로 여러 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지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시설이 지어지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인구가 적어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프로농구단, 배구단을 

유치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또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구요. 축구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해서 괜찮지

만. 차라리 공연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상징성을 살리는 역사공원 같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경기장도 아니고 

빙상경기장만 들어설 것인데 역사공원 만들 필요 없고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

니다.

Q. 지역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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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풋살 잘 안해서 강남구장 이용이 많은데 강남구장은 늘 예약으로 꽉차있습니다. 동호

회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고 물론 구장이 많은 것도 좋지만 잔디 축구구장은 충분하다고 여

겨집니다, 차라리 학교운동장 같은 곳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시민

들이 자유롭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7 지역주민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고 있던 테니스클럽회원

-교동거주 30대

Q.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시나요?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주로 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이곳은 일정비용 지불하고 테니스클럽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일반인들 와서 칠 수는 없어요. 지역 내 다른 곳에는 잘 없어서 종합운동장에 나와 

치게 됩니다. 실내테니스장이 있었으면 해요. 국내에도 몇 개 없음. 

Q.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역내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영화관람은 자주하고 콘서트도 여러번 보러갔습니다. 빙상경기장 쪽에 공연장을 조성해서 하고 

강릉대 해람관에도 가서 공연을 보았어요. 시설은 필요한 걸 잘 모르겠는데 공연이 다양하지 못해

요. 공연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Q. 여가휴식을 위한 주로 찾는 장소?

   주로 경포도립공원을 자주 찾아요. 호수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어 주말에 

자주 찾게 됩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찾게 됨.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빙상경기장은 실내종합체육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제 욕심이지만 영동지방

에 실내테니스장이 부족하니까 실내테니스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체육관과 공연장이 결합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포보다 가까우니 체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운동

장이 주거지와 주거지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위치가 좋고. 사람들이 이곳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아

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8 문화관계자

-강릉문화원 정운성 팀장님

Q. 아직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트센터를 미리 건립해서 경기장으

로 활용한 뒤 다시 아트센터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아트센터 신축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경우 인구규모 및 문화적 여건이 

아트센터를 신축하는 것도 활용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활용도 및 연간 운영 비용이 합리적이

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이 이후의 활용도 면

에서 시설 관리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아트센

터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 활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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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요구하게 되고 공간이 지어지는 것이 제대로 되는 단계인데 미리 공간을 만들고 채우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주민이 아트센터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시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릉에 큰 공연이 과

연 몇 편정도 오고 왔을 때 현재 관객동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데이터가 미리 나와야합니다. 

뮤지컬이나 유명 가수가 오지 않는 한 좌석 채우기가 힘든데 그런 공연은 5편밖에 안됩니다. 5-6

편을 유치를 위해 공연당 5억이상 쓰는 것 말이안되죠. 

Q.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시설이나 프로그램?

   단오제에 더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오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고 다른 어떤 축

제보다 참여나 관심이 가장 많고 커요. 토착신앙에 기반한 종교적 기원의 단오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오가 계속 시민이 주축이 되는 축

제가 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

고 있고 오히려 단오제의 전통적 속성을 강화해서 강릉단오제만의 성격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종합운동장 부지 현재 주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활용은 태백 같은 곳에서 선수 유치해서 시도되고 있고 하지만 처음 반짝하고 거의 활용

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중적 투자와 관심이 분산되면 힘이 약해짐.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체에서는 힘이 약해 처음 반짝하고 말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

니고 중앙정부에서 관여해야 합니다.

   경기장 시설 욕심을 가지고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원

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관 건립되고 나면 문화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규모 시설보다 

작은 박물관이나 작은 전시관이나 작은 공연장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

니다. 

Q. 문화체육의 접목 방안?

   잘 모르겠습니다. 일농전은 역사 있는 학교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축구가 학교상징이 되

는 것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발전 된 것.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인터뷰9 문화관계자

-문화의집 최지수 직원

Q. 이용현황?

   평일에는 주변 사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도서관에 2,3층에는 강의실에서 강좌가 있어 들으러 

오시는데 그전에 시간이 남으면 와서 쉬고 카페같이 즐기심. 애들와서 공부할 때 어머니들 같이 

오셔서 쉬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합니다. 문화의집은 자리와 공간만 제공할 뿐. 주말에는 창작실 

등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져 엄마들 애들 데리고 오시고 또래애들 엄마들끼리 담소를 나누시고 야

간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어 동아리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문화의 집은 복합문화공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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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강릉의제와 연계해서 ‘기후야놀자’를 통해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단오때는 타일만들기를 해요. 예전에는 북북이라고 실버봉사단체로 소외계층과 글 못읽는 어르신

들 찾아가 책읽어드리고 공연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Q. 커뮤니티 카페 품은 어떤 곳인가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두고 매주 토요일

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파티타임을 갖고 있어요.

Q. 문화의집과 품의 차이?

   문화의 집은 다같이 모여서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일반시민들 뿐아니라 체험하는 분들도 오셔

서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곳으로 공적인곳이고 품은 보다 사적인 곳입니다. 품에 ‘하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칠판이 있어 ‘나 오늘 퀼트 만들고 싶어요. 오실 분들 오세요’ 적어놓으

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방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곳으로 이용할 사람 그날그날 비워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문화의 집과 같은 공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품 같은 곳도 많아져야한다고 봅니다. 문화의 집은 

정부지원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 품은 입장료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 

더 수월하죠.

Q.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작업은 없는지요?

   종합운동장 부지는 맞은편에 문화예술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재단 소속이었다가 강릉시청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그쪽활동 따로 여기활동 따로 진행되고 있

고, 종합운동장에서도 애들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합운동장 부지가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되려면 사무실이 더 오픈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오

픈되있어 의사가 바로 전달되는데 그쪽은 완전히 닫혀있어 홍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을 할 수 있지만 리퀘스트가 오가지는 못하지요.

인터뷰10 문화관계자

-강릉예총 심규만 사무국장님

Q. 아트센터 건립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올림픽 개최시 스포츠경기뿐아니라 문화행사도 같이 이루어질텐데 강릉에서 실질적인 문화행사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예술관이 유일합니다. 종합운동장부지에 경기장들이 들어서기로 되어있

는데 실질적인 문화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겨울이라 대규모의 실내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절실

합니다.  

Q. 경기장시설을 이벤트 사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기장시설을 문화공간화하고 주변녹지와 연결되는 센터식으로 만드는 것은 공연장으로의 역할

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공연장으로 가지고 하려면 무대가 전환되고 무대설비가 극장을 짓기 

위한 무대객석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무대사이즈랑 객석사이즈가 반 정도씩 되는 것이 일

반적인데, 체육시설이 공간화 되는 것은 체조경기장이든 지금의 빙상경기장을 마루로 깔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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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쓰곤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문화공간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쓸데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체육시설이 주가 되면 1년에 몇 번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면 

모를까 문화시설을 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장의 용도 전환은 체육시설로 바꾸

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빙상경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마케팅을 잘해서 선수권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로 만들었을 때 주변공간은 주민밀접형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

고 공원은 지역성향상 문화복합공간이 되야할 듯 합니다. 한 문화공간이 가지는 흡입력이 엄청난

데 거기에 동반되어 수영장이 들어오고 종합운동장도 있는데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넓은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지역에 더 없고 가장 어울리는 곳입니다. 다양한 운동시설이

나 문화공간도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유기적 효과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잔디밭만 조성해도 가족 

피크닉도 가능하고 이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습니다. 

Q. 현재는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나중에는 수요가 어떨지?

   수요가 있어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있어 수요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한번 본사람이 

또보는 것. 한 문화공간이 생겨나면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예술단체나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에 맞는 더 훌륭한 뮤지컬 단이나 연극단체가 규모 큰 사이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어

린이의 문화적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복지라고 볼 수 있죠. 

Q. 문화공간 조성시 가능한 프로그램?

   단오제의 전통적 성격을 종합운동장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여기에 맞는 넓

은 잔디밭의 공간과 안에서는 빙상장이 있고 문화적으로 기획한다면 좋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생

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펼칠 수도 있고 낮에는 스케이트 여름에는 바

다를 이용해 피서객이 오는 관광상품 내지는 문화 요소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11 빙상관계자

-어린이 빙상체육 가르치는 선생님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동호회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빙상경기장을 짓고 그 빙상경기장을 시민을 

위한 빙상경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호회나 어린이 체육강습을 

하는 입장에서 이용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하 빙상장을 시청 소속 빙상부, 동호

회, 하키팀들, 강습, 일반시민에 개방하는 등 여러 단체에게 이용되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이용해

야 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니까 잘 알아서 하는 

얘기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더 문제로 다가옵니다. 새로 지은 빙상장을 시민에게 개방

한대도 운영 측면에서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틀림없고 빙상종목을 즐기는 인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빙상장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 체육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공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다양



- xiii -

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인터뷰12 강릉시청

-강릉시청 지원시설팀장 심호연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사후활용 3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은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피

겨경기장은 빙상장 겸해서 체육관으로; 스피드경기장은 구상중-전시공간>>컨벤션 센터 등으로 활

용하되 시운영은 부담되므로 기업전시관, 박물관 또는 기업홍보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철거도 조심스럽게 논하고 있습니다. 

Q. 경기장 배치?

   기존에 과학산업단지에 스피드경기장을 배치하려 했으나 체육단지내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집중배치했다가 하나는 원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Q. 공원계획?

   종합운동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고 경기장이 배치되고 나면 주변에 코스탈 공원을 

구상중입니다. 문화체육시설단지를 동계콤플렉스가 들어가 넓어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경계, 진

입도로, 문화시설과 공원 관련사항은 조직위가 결정할 것이고 모두 예산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체육부와 문화부가 있는데 문광부에 속한 체육부가 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체육관만 지어서 경기를 치룬다는 것인데 체육관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부는 

예술국에 속하는데 경기만 치르는게 다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PR의 장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 공원, 전시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 방문시를 고려

해 문화적 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경기보다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부처가 

부담 못해준다고 할 경우 우리홍보, 강릉홍보를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강릉시가 어떻게 책임지나. 

예산문제에서 문광부와 시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Q. 전체기본계획은 언제쯤?

   이용설치에관한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기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관한 내용 부서별로 

나누어 경기치르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커뮤니티와 관련한 사항은 기획팀에서 다루는데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과시 사업내용에 넣

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주민발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Q. 올림픽이 장기적 유산으로 남기 위해서 가야할 방향성?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려면 관광지화하여 저탄소 시범도시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 치

르고 나면 관광과 business를 결합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컬링경기장은 생활 체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보조경기장을 3개 더 만들 것이므로 수요에 따라 아이스링크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연계해야 할 것이고.

   사견으로 경기장을 배치하고 경기하는 공간,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활용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송림과 연계하여 사계철 활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VIP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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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위해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만들어져야 하고 business를 할 수 있는 공간

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13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시설팀

Q. 현재 진행상황 및 이행사항?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사후활용 및 주민들의 의견 반영 이루어진 

사항도 없습니다. IOC는 관람석 규모에 맞춰 경기장을 지을 것을 요구하였고 디자인 관련 요구사

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매뉴얼에 따라 용도별 필요면적, 각종 실 요구면적 만족시켜줘야 합

니다. 경기장 관련사항들이고 그 외 공원 등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14 강원도청

-강원도청 시설1담당 박재철

Q.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강릉에 경기장이 4개가 신설되고 1개가 리모델링 될 것입니다. 강릉시 23만 인구로 사후활용문

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는 2개 경기장이 배치되고 올림픽 공원화하여 

올림픽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고 주변은 공원화 하여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될것입니다. 아직 

구체적 마스터플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상황은 태릉선수촌 빙상장이 진평으로 이전하는데 하계경기장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동계

부분은 엄두를 못 내고 이전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옮길 여건이 안됩니다. 경

기장을 국가대표훈련센터로 활용하고 88올림픽 공원처럼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강릉시가 부담할 수 있을지?

   건축물의 3-5%가 관리비로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관리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

다는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Q. 지역주민 의견수렴?

   동계경기장은 IOC Technical Manual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제

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 설계에서라면 기본계획 만들어 주민 의견 물을 수 있겠지만 동계올림

픽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터뷰15 문화관계자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직원

Q. 현재 문화공간 현황?

   소소한 문화생활 공간은 많은데 공연단이 공연할 공연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트센터 건립 

시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트센터는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확충될 것입니다. 경포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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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광장이 있어 음악회 등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도심내에는 임영관 건너편 골목길 안 성당-교회

자리를 시에서 땅을 사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영관 앞 구 명주초등학교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이고 오죽헌 건너 구 경포초등학교를 예술창작인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교동에 행복한 모루라는 도서관이 있어 1층에는 문화의집, 2,3층에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

고 있고, 포남동에는 시립도서관과 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주부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문화정책 방향?

   문화재 보전 및 보수정비 위주였다가 요즘은 문화랑 연계해서 임영관에서 예술행사를 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향의 도시 강릉은 문화재와 함께하는 도시로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

로 강릉문화재단에서 매월 2째주는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깨비벼룩장터를 열어 물물교

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4째주에는 깨비 예술장터를 열어 지역예술인 및 본인이 하는 것을 보여주

고 체험 할 수 있게 합니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 특색을 활용해서 보는 것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결합하여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터뷰16 복지관계자

-강릉시청 주민복지지원과 김주란 사무관, 복지과 황도순

Q. 정책방향?

   강릉시 복지는 노령화가 빨라 노인정책 중점으로 노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 설립 계획중에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몰리고 있어 동부(주문진)/남부(옥계)권에 나눠 추가로 지워야 할 필요성 느끼고 있고 복지문

화를 즐길 수 있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등록인원 2000명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문화 체육과 연계하여 마사지, 탁구, 장기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운영 프로그램?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노인복지 관련 85개 정도 되고 욕구조사에 의해 계속 늘리고 있

습니다. 지역에 경로당이 300군데가 넘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처

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하여 계속 공급하고 있고, 수요조사

를 통해 ‘농악을 배우고 싶다’ 등의 수요가 파악되면 강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 장애인 시설 확충

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재정지원밖에 없고 정부지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뿐입니다.

인터뷰17 체육관계자/소외계층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보조

Q.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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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 소아마비를 가진 지역분들로 밖으로 잘 나오려 하시지 않아서 회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

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20-30명 정도 됩니다.

Q.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월례회를 열어 체육활동의 불편사항 등을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안 라

커룸에 주방시설과 당구장을 갖추고 있고 롬볼, 당구, 탁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대회 

주최시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생활체육센터에서 레슨을 진행합니다.

Q. 접근성?

   자가용을 이용하여 종합운동장을 찾고 오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Q. 필요사항?

   강원도에서 시설이 제일 나은 편이기에 시설면에서 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활동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늘 장소섭외가 어렵고 재정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터뷰18 문화관계자

-강릉문화재단 소속 직원

Q. 깨비예술장터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성격?

   깨비예술장터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성격은 개인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단체는 없습니다. 거의 

공방을 운영하는 개인이고 회화나 순수미술 분야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지역에 적은편입니다. 예술

을 하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모임이나 활동도 없습니다.

Q. 인근 예술공간?

   놀이스튜디오(대표: 김지혜 010-9383-5809)라고 원주에 위치하는데 순수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나눔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봉방앗간은 영상미디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동출자금으로 갤러리 카페를 조성한 것입

니다. 사진 및 회화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품(매니저: 김나연 010-2798-5897)은 함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입

니다. 그 외 교동 899에 미술과 관련된 소규모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뷰19 빙상관계자

-강릉빙상경기연맹 정의정 전무이사님

Q. 강릉에 스케이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동호회활동 30-40명, 어린이 피겨․쇼트트랙 100명, 아이스하키(성인) 30-40명, 아이스하키(어린

이) 70명, 합쳐서 약 2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Q. 빙상장 시설에대한 지역의 필요와 요구는 더 없나요?

   배드민턴은 어디서나 즐길 수 있지만, 스케이트장은 한 장소에서 하키와 피겨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간만을 요구하는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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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증설이 필요할까요?

   강릉지방만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

층은 빙상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기장 사후활용에 관한 입장?

   경기장 운영하면서 작은 규모 지자체가 운영하기에 체육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경제효과로 보기에는 운영하기 힘든 것입니다. 건강투자로 봐야 합니다. 경제효과로 본다고 하면 

존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동계시설 들어와야 하는데 그 다음 활용 방안이 문제입니다. 동계종목 남을 수 있는 것은 메인 

경기장 뿐이라고 봅니다. 메인경기장은 상징적으로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경기

장이나 다른 경기장을 수영장으로 개보수 하던지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빙상장은 효용가치가 없

습니다. 메인경기장의 지하, 지상 빙상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될텐데 2개면이면 충분하고 그 외의 경

기장은 빙상장으로 쓸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의 경우 우리나라 빙상종목 따져보면 태능 빼고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것

을 강릉에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대표의 전지훈련이나 세계가 와서 전지훈련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실용가치가 가능하다면 존속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계종목 욕심에

서는 있겠지만 유지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용가능성이 있다면 동계종목 육성차원에서 있는게 좋지만, 400트랙 자체가 태능빼고는 전무

해요 지을 때 트랙이니까 기술좋아졌으므로 시설자체에서 다방면으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겨울

에는 스피드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여름에는 실내축구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동일복합기능으로 

이용한다면 동계종목도 이어져 갈 수 있겠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경제논리로 따져서 경기 끝나면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

도 컨벤션 센터 자체의 규모로 지어야지 활용가치가 있지 경기장으로 지은 것의 활용을 전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운동시설을 2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올림픽 공원은 어떤 성격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회 발전할수록 여가활동 많이 합니다. 이벤트 이후 문화체육공원이 되어 계속 이어져가야 합

니다. 

   쇼트트랙 경기장 하나와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2개를 가지고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접

근해야합니다. 쇼트트랙 경기장과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체육단지와 연계하여 실내체육관화해

서 보존할 가치가있습니다. 

   메머드한 큰 원형경기장이 들어선다면 체육시설로 남아 문화체육을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면 좋은데 유지관리가 문제.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면 문제입니다. 동계종목이 다 있

으므로 동계스포츠 국가대표훈련장 및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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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London Olympic has caught the global attention as the hottest event in 2012. This 

implies world’s interests in mega sport event which was prompted by globalization. 

Mega sport event not only contributes to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ut also attracts 

tourists by rising the value of city image. From short-term to long-term, mega sport 

event brings various positive impacts to the host region. However, contrasts to its 

positive expectation, event focused planning has caused ‘white elephant’ or 

‘gentrification’ problems. This thesis is based on this critical thinking to find strategies 

of leaving positive legacy to local community.

   In developing the strategy, first, I　carried out case study based on analysis tool, then 

applied the result to Gangneung venues of Pyeongchang Olympics.

   I set the planning directions in two ways, integrated approach and physical planning. 

Integrated approach consists 4 directions which is planning integrated to regional plan, 

planning in early period, community involvements, gathering stakeholder’s opinion. In 

physical planning, I set ‘scale’, ‘program’, ‘accessibility’ as the main elements 

and according to these analysis tool, I　studied four cases.

   Jam-sil Sports complex which hosted Seoul Olympics focused on the event hosting in 

which it created grand scale venues and open spaces that resulted in little use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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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Sydney Olympics, Sydney government has prepared the legacy plan before 

the event; however, focusing more on hosting the event also left the grand scale venues 

falling to become ‘white elephant.’ Sydney prepared new strategies after the event 

closed, but still faced the critics of being short-sided. Then they proposed long term 

plan, ‘Vision 2025’  and ‘Masterplan 2030’ that still haven’t solved boundary 

problem which previous plan has left on the site.

   In case of Sang-am World Cup stadium, the plan focused on the post usage of the 

venue to maximize the profit. The case gathered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integrated its plan to newly formed long-term plan “New Millenium City.” As a result, 

combining sport, entertainment, leisure, shopping, and rest area has created synergy 

effect that attracted large crowds to the area. London Olympics prepared both plan for 

the event and legacy plan at the beginning phase of preparing bidding documents. 

London integrated its legacy plan to regional plan and applied the community needs to 

set the strategically transforming plan. 

   Mega sport event planning directions for local community benefit has been drawn 

through case study. First, to enhance the usage of sports venue, long-term vision should 

be set based on a sense of place and a regional plan. Moreover, according to the local 

needs, gradually changing strategies should be made in the aspect of scale, program, and 

accessibility. Second, to enhance the connection to the local community, mega sport 

event planning should be set as the process for regional development plan; furthermore, 

planning should include utilizing local resources through whole event process.

   I followed and applied this streamline of ideas to Gangneung Sports Complex venue, 

where it is planned to be used as a venue for ice-skating competition in 2018 Olympics, 

to set up a master plan focusing on its long-term usage within local community. 

Gangneung's current population volume, followed by stagnating population growth raises 

an issue of whether there will be enough demand, now and later, for the facilities 

planned to be built for the upcoming mega event. The committee proposed a variety of 

post-event usage options to assure facilities' full utilization after the event. However, it 

is still hard to say that in the long run, the facilities will likely become a valued heritage 

for the local community. To resolve this remaining issue, I have established a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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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in making venues a beloved facility to its local community, based on a wide range 

of analysis covering its location, available resource, and current demand.

   First of all, I set the vision to enhance the usage as strengthening the present sense 

of place as sport and culture for all destination, then creating complex culture and 

leisure focused tourists attraction after the event. Based on the vision set, I set 

strategies by dividing time line as before event, for event, and after event in the aspects 

of scale, program, and accessibility. Before the event, construction of new art center and 

creation of open space for arts should be done to strengthen the cultural space. Also 

reduce the size of the parking lot to create temporary sports area for camp program. 

For hosting the event, reorganize the outside sports facilities by transforming the area to 

street plaza. After the event, construct community center, sports research center, and 

facilities for athlete in the place where the Ice Hockey venue has been removed. To 

maximize community use, reduce the scale of street plaza and transform it to grass plaza 

and enhance accessibility by connecting with local area through creating green belts.

   Second, I set the community involvement strategies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local resources to enhance the connection to the local community. Considering 

the event as the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plan, I set strategies to connect the 

area to ‘Low Carbon Green City.’ Moreover, marketing strategies in utilizing the local 

resources has been divided to before event and after event. Before event, strengthen 

the contemporary arts contents through opening arts market, and operate youth camp 

program and after school program to build the ice skating human infra with vitalizing the 

usage of sports complex area. After the event, host the ice skating festival while 

creating the olympic park to daily leisure and cultural area for local community. 

   5 years to hosting Pyeongchang Olympics can be a long period of time just to build 

something extraordinary to show off to the world; however, using the event to vitalize 

the region of Gangneung by setting complex strategies in social, cultural, economical, 

physical aspects should fully use 5 year time periods. Mega sport event masterplan for 

Gangneung venues should focus on the local community and build the story upon the 

local community before the event and after the event to fully make the event as event 

for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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