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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쇠퇴도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
 :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를 대상으로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

서 국토 각지에 각종 미군 시설이 설치되었고 200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군

간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와 훈련장이 일부 반환되었다. 

전국에 분포하는 주한미군반환공여지 54개 중에서 29개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다. 하지만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지연되면

서 유휴부지로 도심 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오

래 방치하게 되면 주변지역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도심 속에서 반환 이후개발 

전 단계까지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지역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기

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적, 물리적 공간적 표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며 일시적 공간 활용 방안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시성은 이전 

용도의 공간 활용이 끝나고 새로운 공간과 용도로 활용되기 전 단계까지의 활용

을 뜻한다. 이에 기반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공간의 영구적 사용 이전 단계에 적

용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 중심의 활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될 공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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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담당 공무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의정부 예술의 전당, 

사회적 기업 ‘의정부예술공장’, 지역주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간성’의 개

념을 반영하초기, 중기, 장기 기간을 나누어 전략을 수립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기본 방향은 각 주체들이 그린인프라를 계획하여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

후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일

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별로 어떤 방식

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제안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주변 

환경 변화 요인, 프로그램 및 경제적 지원 요소들을 살펴본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텃밭활동을 장려하고, 도시공간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는 주민 도시재생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및 도로망을 활용하여 기준 그리드를 정한다. 중기에는 

앞선 그리드에 맞춰서 그린 인프라들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개

발이 시작되는 부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장기에는 중기까지 갖춰진 시설들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으로 일시적 공

간 활용으로 그린인프라를 계획하고 활용했지만 추후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함

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화 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시적 공

간 활용 전략을 통해 대상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을 실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일시적 공간 활용이 새롭게 발생하는 공간 및 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일시적 공간 활용, Temporary use, 단계별 계획, 

쇠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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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

면서 국토 각지에 각종 미군 시설이 설치되었고 200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군간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 LPP)에 따라 주한미

군의 기지와 훈련장이 일부 반환되었다. 전국에 분포하는 반환 대상 미군기지

는 80개소이며 이중 54개 기지가 반환되었으며 반환된 54개 기지 중에서 경기

도에 34개소가 위치하며 북부지역에 29개소, 남부지역에 5개소가 위치한다.1)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군기

지는 1950년 이후부터 도심 내 위치하여 도시의 역사를 함께 해 왔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지난 60년간 개발의 그늘 아래 있던 경기 북부지역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지연되

면서 유휴부지로 도심 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졌다. 우선 개발 사업이 지연

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지가 일반 개발 용지

로 전환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토지 정화사업, 토지소유권 정리 및 토지 일괄 

매입,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과정이 길다. 둘째, 토지 매입과정에 있어 주

한미군 반환공여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가 달라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 반환공여

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개발업자나 주택공사에게 일괄 매각하여 

최대수익을 얻어 평택미군기지 개발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

체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지자체 

1) 경기연구원 장윤배,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2016.11.2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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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사정으로 인해 토지를 일괄매입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개발 보조금을 받고 국방부와 분할 납부 매매 계약을 맺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정부의 개발 보조금액은 총 사업비의 25%미만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군부대 특성상 대

형 필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보다 일반 민간기

업에게 매각하거나 민간과 공공의 공동 개발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투자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민간기업의 개발이 기업의 부도나 재

원 상태에 따라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개발이 착수되고 나서도 지연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도

심 내 유휴부지로 존재한다. 도시 내 유휴부지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주변지

역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유휴부지는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었으며,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휴부지는 

기존 기능과 관련하여 발달한 주변 연관 산업의 쇠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 상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경제적 기능의 

상실은 빈 점포, 빈 사무실 등 지역 내 집단적 공실로 이어져 자산가치 감소 

및 지자체 세수감소까지 야기한다.2)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정적 영

향들은 지역쇠퇴를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도심 내 유후부지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도를 높여 기존 도심과 상생하며,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구체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의 활용방안을 높여 유

휴부지이지만 도심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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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단계 다이어그램   

 이에 따라 [그림1-1]과 같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반환 완료된 단계와 개

발진행 및 완료되기 이전 단계 사이 유휴부지로 위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

규모 임시적, 일시적인 개발방식과 결합하여 진행되는데, 이것은 또한 공간의 

잠재성 발견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Bishop & Williams, 2012). 유휴부지의 일시적 활용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저

개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도심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현

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쇠퇴도시(Shrinking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담론에서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 번에 영구적으로 계획을 

적용하기 보다 일시적으로 활용하지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점차 하나의 도시 

속 인프라 요소로 발전하는 전략을 세운다. 공간의 일시적 활용에 대한 논의

는 1960년대부터 공간의 이동성, 가변성,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작되

었다.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내부의 용도 및 세부 공간은 시간을 두고 변

형가능 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공간 활용을 제안해왔다. 

최근 도시 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팝업 점포, 게릴라 가드닝, 차 

없는 거리, 거리축제와 같은 일시적 활동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활동

들은 [표1-1] 과 같이 점유하는 기간과 용도, 영역, 일시적 점유기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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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달리한다.  

기간 용도 이후 공간과의 관계 영역

1일

1달

1년

10년

100년

스포츠(운동)

시장 및 음식점

문화 예술

정원

임시주거

유지

소멸

확대

공간에 의한 영역

사람들에 의한 영역

시설물에 의한 영역

[ 표 1-1 ] 일시적 공간 활용의 기준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시성은 이전 용도의 공간 활용이 끝나고 새로운 공

간과 용도로 활용되기 전 단계까지의 활용을 뜻한다. 이에 기반한 일시적 공

간 활용은 공간의 영구적 사용 이전 단계에 적용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 중

심의 활용이 아닌 [그림 1-2]와 같이 영구적으로 사용될 공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뜻한다.  

[그림 1-2] 일시적 활용의 개념 

(재인용 : 안현진·박현영(2013), 원본 출처 :Bishop and Williams(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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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도심 속에서 반환 이후

개발 전 단계까지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관리주체 지역자치

단체, 지역주민,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사회·문화적, 물리적 

공간적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일시적 공간 활용 방안을 위해 어떠한 전

략을 세워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유

휴부지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실

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공간, 사회·문화 프로그램, 

경제적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기간과 용도, 영역, 이후 공간과의 관계에 대

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가능1동에 위치한 캠프 라과디아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미군시설 철거 및 토지정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부분

적으로 민간기업에 매각되거나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외에는 미개발

지로 개발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위치는 [그림 1-3]과 같고 면적과 소유현황은 

[표 1-2]과 같다. A, B, C 구역은 현재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개발계획이 없이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다. D 구역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1단계 사업

(12,731㎡)3) 일부(2단계 21,137㎡)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이다. 공영주차장의 

일부도 2022년까지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구역은 민간개발자에 의

해 토지매입이 완료 됐으나 개발계획이 없는 현황이다. F구역은 의정부시에서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3) 2018.09.03. 연구자 방문 시 공사 진행 중이었음. 2020년 완공 예정. 자세한 내용은 뉴스기사 참고.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182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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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지 범위

위치 면적(㎡) 소유주 개발단계

A 약 26,101 국유지(국방부) -

B 약 13,450 국유지(국방부) -

C 약 28,216 국유지(국방부) -

D 약 21,137 의정부시
체육공원 1단계 조성완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

E 약 20,246 현대산업개발 부지매입 완료

F 약 33,868 의정부시 -

총 약 143,018 도로면적 불포함 약 43,200평

[표 1-2] 연구대상지 면적 및 소유 현황 (2018.9월 기준 소유 현황, 추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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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반환공여지

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적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어떠한 부분에서 제안수용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건축 담론에서 일시성은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개념을 도출한다. 유럽의 일시적 도시공간의 활용에 대해 연구

하는 Philipp Oswalt, Klaus Overmeyer, Philipp Misselwitz의 Urban Catalyst와 

Urban Pioneer의 책에 설명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시적 공간 점유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한다. 그중에서 대형부지의 일시적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 주체의 목표와 입장을 듣고 실질적으

로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또한 대상지의 광역분석,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분석을 통해 각 주체별 관계가 공간적 특성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에 있어서 ‘시간성’의 개념이 가장 중요

하게 여겨진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단계별로 전략을 세운다. 

대상지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이후 실현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해 제안의 한계점과 의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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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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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 2000년대 후반부

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시적 활용(Temporary use)’에 처음 주

목하게 된 것은 2001년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은 ‘Urban Catalyst’라는 연구

팀이다. 

국내에서는 유휴공간, 버려진 공간에 대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필

요성이 증가했고 이에 전술적 어바니즘, 팝업 어바니즘, DIY 어바니즘과 같은 

일시적 도시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유사 학위논문 연구로는 주로 일시적 조경

(temporary landscape), 가변적 건축, 도시 프로그램, 주민참여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하며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이벤트를 통한 점유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커

뮤니티, 자발적인 참여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영관리주체를 필요로 한다. 

한편 물리적인 공간을 통한 일시적 공간 점유 방법에서는 건축의 일시적인 활

용 관점에서 이동성, 가변성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공간을 제안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규모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세

운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소규모 필지와 달리 대규모 

필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방식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

가 많아서 소규모 대상지에 비해 일시적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규모 대상지일수록 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간의 목표와 각 주체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안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스토리텔링 및 단계별 계획을 제안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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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활용 이해

1절.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공간의 이해

1.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념 및 현황

주한미군 공여지(供與地)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무상, 무기한으로 제공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

고 있는 땅을 말한다. 

주한미군 공여지 중에서 2002년 이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일

부 토지가 한국에게 반환되었다. 이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라 부른다. 2002년 

10월 당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에 

들어와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

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려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와 훈련장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과 서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과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주

둔 및 훈련여건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군과 기지조정에 관한 협의를 해왔다. 

즉 한미 양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설치된 한미 합동 위

원회 및 그 산하의 시설 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해당 사안별로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 및 이전협의를 추진하였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 LPP)을 구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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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명 소재지
공여면적 (단위:평 3.3m)

활용계획
전체 활용면적

경기도 51개소 63,709,652 52,236,682

의정부

9개소

캠프  에세이욘 자금동 93,019 93,019
대학교, 

레포츠공원

캠프 

레드크라우드
가능동 252,889 252,889 안보테마관광지

캠프 스탠리 고산동 743,403 743,403 시니어타운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1

동
72,027 72,027

광장, 공원, 

상업개발

캠프 콩고드 가능1동 3,083 - 계속 사용

캠프 카일 금오동 43,912 43,912 광역행정타운

캠프 라과디아 의정부동 41,371 41,371 체육공원, 도서관

캠프 잭슨 호원동 496,711 496,711 문화예술관광단지

캠프 시어스 금오동 39,076 27,251 광역행정타운

파주

13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76,088 76,088 교육연구복합단지

불스아이 #1 진동면 25,948,149 23,631,744 미활용(산재부지)

불스아이 #2 적성면 1,702,584 1,390,231 미활용(민통선)

캠프 하우즈 조리읍 192,392 192,392 공원,도시개발사업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86,254 86,254 도시개발,산업단지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51,779 51,779 교육연구,도시개발

캠프 보니파스 군내면 43,491 43,491 한국군 계속 사용

리버티 벨 군내면 20,268 20,268 한국군 계속 사용

캠프 스탠톤 광탄면 82,060 82,060 교육연구,도시개발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71,614 71,614 DMZ 체험관

찰리 블록 파주읍 8,464 8,464 한국군 계속사용

후리덤 브리지 장단면 17,466 17,466 한국군 계속사용

파평산 ATC 천현면 49 - 계속사용

동두천 캠프 케이시 보산동 4,278,937 4,278,937 산업단지, 

[ 표 2-1 ]  경기도 반환(대상) 공여구역 현황 

(출처 : 이슈&진단 NO.257,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경기연구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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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소

주거시설 등

캠프 호비 광암동 4,251,417 4,251,417 주택, 골프장 등

캠프 님블 상패동 20,171 20,171 군사시설

짐볼스(훈련장) 탑동동 3,613823 3,613823 휴양 및 체험시설

캠프 캐슬 동두천동 62,611 62,611 대학교, 산업단지

캠프 모빌 보산동 63,151 63,151
유통상업시설, 

공원

포천

4개소

바이오넷 훈련장 창수면 441,864 441,864 미활용(산재부지)

신북 릴레이 신북면 16,150 - 계속 사용

왓킨스레인져 영북면 16,377 - 계속 사용

영평사격장 영중면 4,095904 - 계속 사용

양주

2개소

모빌(훈련장) 광적면 3,379,464 3,379,464 기 개발된 사유지

캠프 광사리 양주1동 38,430 - 계속 사용

가평 화악산이븐리치 북면 2,470 - 계속 사용

연천

3개소

감악산ASA 전곡읍 58,893 - 계속 사용

알라모ASA 신서면 9,895 - 계속 사용

건트레이닝에리

어
미산면 239,145 239,145 미반환

수원 수원 에어베이스 장지동 327,633 - 계속 사용

성남

2개소

K-16 에어필드 오야동 250,324 - 계속 사용

탱고 상적동 295,011 - 계속 사용

용인

2개소

메디손 왕곡동 26,916 - 계속 사용

캠프 용인 역북동 9,230 - 계속 사용

평택

4개소

평택 CPX에리어 송화리 132,368 132,368 미반환

캠프 험프리 대추리 1,505,068 - 계속사용

오산 에어베이스 서정동 2,170,630 - 계속 사용

오산 니아모 고덕면 738,966 738,966 미반환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7,197,915 7,197,915 평화공원

하남

2개소

캠프 콜번 하산곡동 92,786 92,786 대학교

성남 골프코스 학암동 281,630 281,630 한국군 계속 사용

양평 베아손 용문리 5,324 -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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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반환된 경기도의 주한 미군 반환 공

여지 및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개발의 그늘에 있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학유치, 관광도시, 

신도시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표 2-1]는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대상)공여

지 현황이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51개의 미군공여지 중에서 경기 북부지역인 

파주, 연천, 의정부, 포천, 가평,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구리에 38개의 미

군 공여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을 

통해서 반환공여구역이 경기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경기도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분포현황 

(출처 :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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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연 요인

■ 다양한 개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대부분의 군사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필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심 내에서 

이러한 규모의 이전적지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환경 뿐 아니라 도시 공간구조

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적지는 단순한 대지의 

개발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유지가 부족하여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개발에 있어 토지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 도심의 경우 도시민의 이용이 높은 공원이나 문화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개

발유보지로서 이전적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4) 그러므로 이전적지에 해

당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필수적이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그들

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국가(국방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일반시민(토지원소유자, 토지 비소유자)가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

는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협상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다.

국방부와 지자체는 최소한의 토지매입비용으로 개발이익이 가능한 사업추진

을 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회복을 원하는 토지원소유자와의 이해가 대립된

다. 또한 국방부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공익사업(공원조

성 등)의 추진에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재정부

족의 이유로 최소한의 매입비용을 위해 선택한 개발 계획이다.5) 

4) 이지은 외 3인. “대구시 대규모시설 이전적지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2003.4, p50~59

5) 안희숙.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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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구분 비고

국가 국방부
반환공여지 

관련 부서

지자체

광역 경기도
주한미군이전추진단, 

제2청 관련과

기초

의정부

반환공여지 관련 부서

파주

동두천

하남

평택

일반시민 토지원소유자

[ 표 2-2 ] 관련 주체 구분 

(출처 : 안희숙,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p69)

독일, 필리핀에서는 국가기구가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독미군을 포함한 독일 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공여지는 연방부

동산관리청(BImA)6)이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공군기지는 국가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전담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는 중앙의 관련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

으며 개발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의 경제자립도가 낮은 경

우 단독 개발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7)

6) BImA(연방부동산관리청, Bundesanstalt fur Immobilienaufgaben) : 2005년 1월 1일 독일 연방재무부 산
하에 신설되어 연방 재무부 소유의 모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반
환공여지를 포함한 정부소유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를 담당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연
방정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 BImA에게 양도되었으며, 2013년 독일연
방방위처 책임하에 있던 군사부지 또한 양도되어 매각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 장윤배, 강성익, and 조하영.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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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중앙정부(국방부) 지자체 원소유자

목표

빠른 시일 내 

반환공여지 매각을 

통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징발 등으로 침해당한 

사유재산권 회복

문제점

-소유관계 파악

-매각비용 산정

-지자체의 무상양여 

또는 매입자금 지원 

요구

-반환공여지의 재공여

-반환공여지의 소유권

이전문제

-반환공여지 매입자금 

부족

-개발방향 설정 문제

-토지이용계획상 개발

이 어려운 지역상당 

부분 존재

-반환공여지 관련 업

무 인력부족

-지자체간 관심도 및 

분야가 상이함

-지자체 일괄매입 사

유재산권 침해

-현재가격으로 매각 

하는 것 불합리

방법

-공공목적 개발을 위

해 지자체에 매각 : 무

상양여 불가 및 건물

과 함께 매각 시 감정

가 하락 강조

-증권 매수사에게 수

의매각 나머지는 공개

입찰을 통한 공여지 

매각

-반환절차를 위한 특

별법 제정

-반환공여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부무상양여 또는 

매입지원금 마련

-공공목적의 개발을 

통한 일괄 매입

-공영개발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비용 

충당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으로 전환

-대상지별 개발계획 

수립

-반환공여지 전담부서 

신설

-원소유자 파악

-원소유자에게 매각 

후 개발

-매각비용 재산정 및 

보상제도 마련

[ 표 2-3 ] 주체들 간의 목표 및 전략 관계

(출처 : 안희숙,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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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

반환공여지의 개발 제약요인은 개발재원, 환경오염, 주민참여, 공여지 매입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토지정화사업까지 완료된 반환 공여지를 다루기 때문에 

개발재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해 반

환 공여지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가

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국가의 보조 비율은 도로, 하천의 경우 소요 경비

의 60~80%에서 60% 이상으로 2010년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그 외는 매입 소

요경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

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 도로· 하천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

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8) 하지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총 개발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 조차 마련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특별법 국고보조 비율이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했

다. 도로 하천으로 개발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

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자치단체별로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 비율을 고려

하여 차등 보조하는 방법을 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

다. 하지만 실제 도로·하천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의 국가 보조 비율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의 25%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제외

하더라도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

단체의 예산 규모(B) 대비 자체수입의 비중(A)을 뜻한다. 경기도의 2018년 기

8) 김경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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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재정자립도는 [그림 2-2]과 같다. 30%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의정부시, 동

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으로 대체로 경기북부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 (출처 :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현재 ‘캠프 라과디아’의 경우 일부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정부시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정확

보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대 제 271 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2017년 09월 01일 금요일) 회의록

○임호석 위원 : 임호석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 설계가 지난 8월말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국비 등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최초에는 많은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아쉽게 7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국비

고 조정교부금이 도비인데요. 도비가 어떻게 더 많이 들어왔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 도에서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 반환공여지 사업 같은 경우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 공원조성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 거기에 맞게 토지매입 쪽으로 하든지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셨으면 더 많은 

금액이 보조되지 않았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 법령이 개정돼서 60% 이상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공사 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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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 캠프 라과디아에 환매가 안돼 가지고 매각이 안된 토지가 많습

니다.

○장수봉 위원 : 체육공원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지는 여하튼 상당히 왔다 갔다 다

니면서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비전사업추진단장 : 최석문 캠프 라과디아는 반환공여구역인데요. 반환이 되면서 도로나 공

원 기반시설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 공공시설이 아닌 부지는 

국방부가 환매 절차를 했는데요. 환매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상업

지구로 현대아이파크가 땅을 샀고요. 나머지는 필지별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필지

별로 매각을 안 하고 블록 단위별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땅 덩어리가 300억 400억 나오다 보

니까 건축업자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성도 없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LH를 끌어들여서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

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켐코를 통해서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됐는데요. 다른 방안으로 일괄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 의정부시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 저희가 반환공여구역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면 저

희가 하는데요. 저희는 동주민센터 부지나 도로, 공원부지말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

다. 국방부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상업용지, 건

설용지 해 가지고요. 일부 팔린 곳도 있고요.

○장수봉 위원 :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는 원래 원주인한테 찾아주는 것들도 절차적으로 진행

이 됐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하지만 원주인이 매수하겠다는 것들도 시원치는 않았

던 모양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 저희가 볼 때는 국방부가 보상을 하고 10년 안에는 보상 받은 

금액에다 연리이자만 해서 하면 되는데 10년 이상 지나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환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 답답하네요. 여하튼 우리가 개입한 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반해서 

국방부가 보유한 땅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

데, 그래도 우리 의정부에 소속된 부지인데 아무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닐 때마다 지역주

민들도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게 되면 그냥 얼버버리는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

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근한다든지 해서 보다 신

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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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으로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산업구조 변화,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

한다. 기존의 도심 내 유휴부지가 증가하게 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목표를 갖는다. 

유휴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

는데, 그 이유로는 활용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책임 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휴국공유지를 소유한 지자체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3. 쇠퇴도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영향

■ 쇠퇴도시 속 유휴부지의 영향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완료 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 도심 내

에서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 미군 공여지역은 51곳이며, 지금까지 

반환된 16곳 중 6곳은 높은 토지매입비, 넓은 면적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유휴부지가 방치되면 도

심 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이유로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했던 상권들이 사라지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활권 내 주민에게 필요한 상권 또한 축소된다. 일자리 감

소로 인해 지역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는 심

각해진다. 

사회적인 이유로는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이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공간도 함께 늙어간다. 또한 노인인구의 일자리 문제 및 

여가공간이 부족해져서 노년층의 정신 및 육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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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이유로는 상권 및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게 되며 쓰레기 

방치 및 범죄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가 및 철거현장 증가로 인해 

전기 및 수도시설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재개발 재정비지구로 지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며 주택의 매매거래가 없어 

도시건축 공간이 계속해서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그림 2-3]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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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이해

1. 일시적 공간 활용 개념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도시와 건축에서 일시성에 대한 논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이나 용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도시건축공

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건축에서의 일시성과 도시에서의 

일시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일시적 건축은 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길거리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

간이나 음악축제를 위한 임시 구조물, 팝업으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물건을 적

재해두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일시적 건축은 단순히 구조물의 역할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직접 공간을 다양한 개념과 실험적인 형태로 생산하고 소

비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후에 구조물은 사라지지만 구조물을 짓기 위해 공

간계획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통해 우리의 도시건축공간의 선입견을 파

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  Mies van der Rohe 의 Barcelona 

Pavilion(1929)나 런던에서 개최된 Daily Mail Ideal Home Exhibition(1956)에서 

Alison and Peter Smithson's House of the Future 파빌리온은 도시건축에서 미

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건축에서의 일시성이 갖는 

개념적 특징에 그치지 않고 미래공간에 대해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있다. 

도시에서의 일시성은 영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의 전통방식에 반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합계획 보다 소규모의 임시정책들을 통해 도시공간을 활

용하는 것이다. 경제 침체로 인해 “전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ism)”,“일

시적 활용(Temporary Uses)”이 대두되면서 게릴라 가드닝, 오픈 스트리트, 도

로를 공원으로 등 소규모 도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시적, 게릴라, 

팝업, 임시 등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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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 하고 있다.9) 도시에서의 일시성은 주로 

다양한 사건이나 사람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 되며 협력적인 커뮤니티, 이벤트

적인 속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시성은 이전 용도의 공간 활용이 끝나고 새로운 공

간과 용도로 활용되기 전까지 단계를 지칭한다.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지만 새로운 공간과 용도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일시성은 반영구

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의 스펙트럼이 1일, 1주일, 1달, 1

년, 10년 등 단기적일 수도 장기적일 수도 있다. 특히나 대형부지의 경우 소규

모 부지와는 달리 새로운 공간과 용도로 활용되기 전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변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공간과 용도에 영향을 주어 반영구적

으로 도시기반시설로 남아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실험 할 

수 있다. 일시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시간성을 반영하는 이동성, 가변성, 확

장성, 단계적 개발의 개념을 도시건축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9) 이종민,이민경,오성훈.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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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변성 : Cedric Price의 Fun palace

세드릭 프라이스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의 참여에 유연하고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건축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공

상적 건축가이다. 펀팰리스는 프라이스의 가장 유명한 작업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일반 빌딩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중 프로그램화 된 24시간 작동하는 엔

터테인먼트 센터이다. 이 작업의 목적은 사용자의 요구와 열망에 적응하는 능

력을 가진 기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영화감독으로 유명했던 요안 

리틀우드와 공동작업으로 펀 팰리스를 진행했다. 그는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

들의 유연한 수용을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공간을 그려냈다. 다층화

된 거대한 사용자 참여공간은 다른 행위간의 연결과 충돌을 유발하기에 충분

했다. 

세드릭 프라이스는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유닛

공간을 제안했다. 제안한 공간 중 핵심공간은 교육의 기계라고 명명된 공간인

데, 다른 말로 가로의 대학교이다. 이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관찰, 추론,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육적인 게임의 장이다. 퍼즐을 맞추고 영화 

스크린을 설치하고 미술행위를 하는 등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

한 경험이 가능한 장소이다. 그는 프로젝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응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용자

의 참여에 의한 사후 구축적 태도를 지향했다. 

1960년대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영국은 복지의 확대, 소비의 확산에 따른 개

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신분사회에서 벗어나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였

다. 이에 영국 연극연출가인 조안 리틀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극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일부 상류층들을 위

한 극장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한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하기보다 용도가 없는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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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였다. 이에 대해 시대의 발전보다 건축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

문에 사용자의 욕망과 상황에 맞게 행위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야하

고 그에 적응할 수 있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며 가변성을 언급했다.

[그림 2-4] Cedric Price의 Fun Palace, 1964 

확장해 가는 개개인의 자유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극장으로서 고정된 프

로그램을 규정하는 대신, 건물을 부품으로 구성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한 것은 불확정적이고 비결정적인 프로그램들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스

의 건축적 제안이었다.10) 이러한 건축 공간은 가변적이지만 가변적인 공간임

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네트워크는 남아있고 

그 연결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건축을 고정되고 형태적 구체성을 

가진 모뉴먼트로서가 아닌 기계부품의 연결체로 보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 관

점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그것이 갖는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펀팰리

스는 지속적 변화라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며 그것은 다양하고 중간단계의 사

용을 허용해야한다. 그의 디자인은 건설, 해체, 재조합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10) 김정수. "세드릭 프라이스의 건축에 나타나는 사이버네틱스의 영향-‘펀 팰리스’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건축역사연구 26.5 (2017):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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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활동의 즉흥적인 구조를 묘사한다. 그는 펀팰리스를 과정으로 생각

했고 공간에 있는 형태이기 보다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라이스는 펀팰리스가 시간과 장소에 각각 다르다고 여겼으며 현대의 관행

에 비추어 프로젝트를 재방문하거나 재건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시간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11)

1.2. 확장성 : Candilis & Josic Woods의 Free berlin University 

1963년 서 베를린 상원의원은 서 베를린 자유대학을 자유와 유연성, 개방성

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공모전을 개최했다. 120,000m²부지에 예술과 

과학 분야 3,600명의 학생과 문학과 역사를 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프랑스 건축가 Georges Candilis와 Alexis Josic, 독일 건축가 Manfred 

Schiedhelm, Shadrach Woods가 “더 큰 대학을 위한 대학”이라는 주제로 우

승했다. Candilis와 Woods는 이전에 Le Corbusier에서 근무했으며 

Manfred Schiedhelm와 함께 아테네 헌장12)에 규정된 디자인 규정을 전복할 것

을 요청한 Team X의 멤버이다. 

제9회 CIAM 회의 개막 직전에 Shadrach Woods가 쓴 글에서 ‘줄기’와 

‘웹’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거리 중심의 도시 성장 및 순환패턴을 기반으로 

11) Mathews, Stanley. "The Fun Palace: Cedric Price’s experiment in architecture and 
technology." Technoetic Arts 3.2 (2005): 73-92.

12) 193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4회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의 결론인 도시계획헌장을 말하는
데, 주거·노동·보양(保養)의 3가지 기능으로 도시를 분리하고 제4의 기능인 교통에 이들을 결합시
켜 기능적 도시의 이상적인 상태가 제안되었다. 1930년대의 도시의 불건전하고 불합리한 기능적 상황
을 비판하고 새롭게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러나 1949년 제7차 회의부터 CIAM 초기의 유물주의를 이겨내고 기능적 도시의 추상적 단조로움을 
초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근대건축국제회의는 1953년 제9차 대회부터 분열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
했다. 팀 텐Team Ⅹ으로 알려진 젊은 건축가 그룹이 아테네 헌장의 네 가지 기능적 분류에 도전하여 
"소속감"이 있고 식별성이 있는 개별 주거와 도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르 코르뷔지에는 1956년
 CIAM의 마지막 제10차 대회에 보낸 편지에서 젊은 건축가 그룹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며 CIAM은 
해산하고 팀 텐이 승계할 것을 공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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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심의 조직 구축시스템을 개념화 하여 주변 컨텍스트 및 기존 교통 인프라

를 빌딩을 포함한 네트워크로 통합한다. 지속적인 순환과 함께 수평적 도시 

밀집화를 위한 시스템인 "groundscraper”는 건축과 도시 계획 모두에 해당하

는 개념 모델이었다. 팀 내 Shadrach Woods는 도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설계에서 파생되는 점진적 계획 및 조닝을 베를린 자유대학 건물에 적용

할 수 있었다.  

[그림 2-5] Free berlin University (출처: SOCKS) 

 초기 디자인안은 과도하게 단순하고 다이어그램적이고 이상적인 건축개념

이었지만 최종안은 초기안을 10년동안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건축개념인 groundscaper를 사이트 계획 전략으로 사용했다. 1960년까지 많은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 높은 대학건물이 많았다. Ludwig Mies van der Rohe

의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마스터플랜 (1946), Henry Van de Velde 

Boekentoren의 Ghent University (1933), Charles Klauder의 Cathedral of 

Learning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1937)가 그 예이다. 등록하는 학생수

가 증가하고 교수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베를린 자유대학과 같은 플랫폼

을 제공했다. 그들은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이 보다 폭 넓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도시의 밀도를 향한 건축의 전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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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다. Candilis, Josic, Woods는 정적인 사회정치적 구조에 비해 도시에서의 

진보적인 충동 사이에 건축적 중재자 역할을 했다. 

초기 공모전의 목적은 중간단계 디자인만큼이나 학술적으로 관계있었다. 오

랜 디자인 과정은 서류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실행

까지 신비에 싸여 있었다. 

[그림 2-5]와 같이 베를린 자유대학의 보행자 길의 수는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변 도시환경에 그들의 제안을 통합하고자 하

는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새로운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베를린 자

유대학 건물은 도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도시 교통망 내에 완전히 기능합니

다. 도시 제안은 현대적 도로망과 전통적인 열린 공공 공간의 결합으로, 계획

적이고 우발적인 보행자 순환은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인근의 일상생활을 대학

생들과 통합시킨다.  매가스트럭쳐 유토피아인들과 달리 베를린 자유대학은 

기존시설의 도시통합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제안은 그라운드 

스크래퍼의 개념을 구현하면서 도시 중심부의 밀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장되

는 풍경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 29 -

[그림 2-6] Candilis-Josic-Woods, circulation diagram, Free University competition entry, 

1963. 

(출처 :Shadrach Woods, Candilis-Josic-Woods: Building for People (New York: F.A. 

Praeger, 1968), 209)

새로운 대학에 대한 새로운 양식과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국제공모전에서 건

축가는 혁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Candilis-Josic-Woods 2층과 3층 높이의 모

듈식 공간으로 구성된 카펫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시공간의 내

부 가로, 광장, 마당, 골목길들과 상호연결 되면서 캠퍼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내부적으로는 안뜰, 사무실 및 강당 주위를 지나

가는 포장된 가로와 기둥들은 서베를린의 교외 환경보다는 역사적인 아라비아 

도시의 souks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되었다. 

  건축가의 핵심 목적은 학생과 교사간의 최대한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해 

공간의 유연성과 확장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모든 공간을 쉽게 재배열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르 꼬르뷔제의 모듈러 규칙에 기반하여 나뉘어진 조립식 입

면은 코르텐강으로 마감하였다. 모든 입면의 모듈은 분리가능하고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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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학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미래(공간적)요구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각 교수의 오피스와 세미나 

공간은 도서관으로부터 탈중심화되었고 캠퍼스 밖으로 퍼져있었다. 

1963년에 처음 제안되었던 지하 추적기는 1965년부터 66년까지의 부지 계획 

및 도표에 도시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마침내 1973년에 건설되었

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정치적 의제로 건축, 환경, 

상황 및 도시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한다.

1.3. 단계별 개발 : OMA Downs view park 

캐나타 토론토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1940년대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북

서부에 위치한 공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1999년 캐나다 최초

의 “국립도시공원”을 지향하며 국제설계경기가 진행되었고 렘콜하스의 

<Tree city>가 최종 당선되었다. 이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적지를 공원화한 대

표적인 사례이다. 

 다운스뷰 파크는 완성된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기 보다 단계 별 개발을 통해 

공원 자체가 진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원의 형태보다는 기능과 프로그램을 

중시했으며 공원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선안인 Tree city에서 나무는 형태적인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및 도시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상지의 내외부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토론토 및 기타 지역의 녹지들과 연결하여 대상지가 경제적 사

회문화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예상했다. 각 단계별로 운영주체, 펀딩, 공간계획 

전략을 각기 세웠으며 단계 별로 개발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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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OMA downs view park 

(출처 : http://oma.eu/projects/downsview-park)

2. 일시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 

기존의 도시계획 및 개발은 인구성장, 경제성장, 도시화를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탈산업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도시개발계획 및 개발 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탈성장사회 그리고 

쇠퇴하는 도시에서의 개발 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 및 계획과는 차별성을 가

져야 한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적 요인

에서 낮은 지표를 갖는다. 쇠퇴하는 도시는 건물의 노후도가 높거나, 신규주택 

건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시환경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에 공공 또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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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발을 

못하는 점, 민간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도시의 쇠퇴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기존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여 개발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이 아닌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도시공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시적 공간 활용’이란 이벤트나 프로그램의 활용

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개념이 시간성에서 짧은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이러한 일

시적 공간 활용이 필요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대형 유휴부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 필요성

도심 곳곳에는 다양한 유휴부지가 있다. 소규모 자투리 필지부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나 철도 유휴부지와 같은 대형필지까지 다양한 규모의 필지 유형과 

그에 따른 개발방식이 존재한다. 현재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유휴부지의 활

용을 통해 도시공간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택티컬어바니즘, DIY어바니

즘, 시행착오 어바니즘과 같은 실제 활동가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과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대상지 외에 대규모 대상지가 갖는 

개발지연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활동가들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활

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대형 유휴부지 같은 경우 물리적 공간의 크기가 크기

도 하지만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소규모 대상지에서의 행태와 점유가 비공식적인, 불법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소규모 유휴부지에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프로그램, 이벤트 속성이지만 대규모 유휴부지에서는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는 공간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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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상지의 일시적 활용 방안13) 대규모 대상지의 일시적 활용 방안14)

1회성, 단기적인 플리마켓, 팝업스토어, 

축제와 같은 이벤트, 프로그램 중심

주로 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거나 

울타리로 인해 비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주체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표 2-4] 대상지 유형에 따른 일시적 활용방안

■ 쇠퇴하는 도시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 필요성

쇠퇴하는 도시의 경우 개발을 위한 자본 및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개발방식은 모두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도시에 적용하기 어려

움이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새로운 변화나 개발계획이 발생하면 사라진다

는 점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공간활용을 해야한다. 쇠퇴하는 도시

지역의 사회경제상 대부분의 도시계획은 성장중심주의 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탈성장중심, 압축도시의 관점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13) 파크렛 프로젝트 (사진 출처 : https://smwi.org/pedlet-parklet/parklet/)

14) 프레쉬 킬스 파크 (사진 출처 : https://bit.ly/2E0TH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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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으로서 시나리오 플래닝

시나리오 플래닝은 지역 사회가 다른 전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럴듯한 미

래를 조사하고 비교 한 다음 지역 또는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바람직

한 결과를 낳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

이다. 강력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또는 잠재적인 계획과 전략이 미래

에 대한 다양한 가정에 따라 중요한 지역 및 지역별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

는지 평가한다. 다음은 시나리오 플래닝을 도시공간에 반영한 몇 가지 사례이

다. 

■ Chora의 시나리오 게임

Chora는 1993년 라울 번 쇼텐 (Raoul Bunschoten)이 런던에 설립 한 연구 

사무소로 연구와 실습을 결합하여 복잡한 도시 및 지역 상황에서 일하는 방법

론을 개발한다. 이들의 방법론은 데이터베이스, 프로토 타입, 시나리오 게임 

및 액션 플랜으로 구성된 4 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

다. 데이터베이스는 사람과 장소 및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프로토 

타입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기 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또는 조직 구조이

다. 시나리오 게임은 프로토 타입이 작동 할 수있는 여러 조건을 시뮬레이션

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게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Chora가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주민들, 정책 입안자, 정부 공무원, 지역 기

업 및 기업가들과 중첩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은 선택한 프로토 타입과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들은 건축가가 도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프로세

스, 상호 작용 및 조직 구조, 건축가가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도시의 역

동적 인 특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설

계한다. 

최근에 군공항 이전적지인 독일 베를린의 Tempelhof 공항 설계공모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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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였다. 템펠호프 공항은 공공 공간으로서 파워 플랜트 (Powerplant)로 사용

할 것을 제안했다. 낮은 에너지 구조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시스템 및 스마

트 네트워크를 계획함과 동시에 공원 주변에 새로운 풍경을 제안했다. 기술과 

자연이 융합되는 공간, 에너지가 일련의 서로 다른 기술과 학습 및 실험을 위

한 공간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이다. 

[그림 2-8] Chora의 thempelhof urban gallery diagram 

(출처 : http://www.spatialagency.net/database/chora )

 

■ 텍사스 Hutto의 그린인프라 생태계 시나리오 플래닝15)

텍사스 주 휴토 (Hutto)는 오스틴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20 마일 떨어진 약 

1 만 5 천명의 관할 구역이며, 지속 가능한 장소 만들기 프로젝트의 참가자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개발 가능성 있는 세 가지 개발 시나리오를 지역 사회 

참가자들에게 공개했다. 시나리오 A는 시장 동향에 맞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

15) Hilde, T.,&Paterson, R. (2014). Integrating ecosystem services analysis into scenario planning 
practice: Accounting for street tree benefits with i-Tree valuation in Central Texa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146, 524-534.

http://www.spatialagency.net/database/c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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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B는 기존의 개발방식과 달리 ‘타운센터’ 계획이고 시나리오 C는 ‘주요

거리 상업화’,‘Compact Neighborhood'를 중심으로 계획 했을 때이다. 여기

서 Compact Neighborhood 개발 유형은 비교적 걸어다니기 쉽고 주택 뿐만 아

니라 별장이나 타운 홈과 같은 주택 선택을 혼합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가로수 평가 도구를 위해 각 개발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가로수를 재배한다

는 가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가로수 심기, 높은 수준의 가로수 심기,  i-Tree 

측정법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에 가치 평가를 제공하는 수종을 가로수로 심기 

3가지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산출 된 결과는 시나리오의 미래 토지 이용 

패턴과 가로수 녹화의 성격에 근거하여 가로수 길의 범위와 변동성을 측정하

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 수립당시 지역 사회를 위한 고려 

사항이 반영되기를 권고했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커뮤니티 

및 지역 계획 및 의사 결정에 비시장 생태계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지원해야한

다. 이를 통해 회색 인프라와 함께 녹색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시나리

오 계획의 생태학적 중심으로 살펴본 사례이다. 

[그림 2-9] Hutto alternative future development scenarios.

(출처 : T. Hilde, R. Paterson /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146 (2014) 5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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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 쇠퇴도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어려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발생 배경과 현황 그리고 개발 제약요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개발 주

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개발 재원조달문제,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갈등관계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반환공여지가 유휴부지로 방치

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쇠퇴하는 도시 내에 위치한 반환공

여지, 입지가 좋지 않은 반환공여지는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현황이다. 이처럼 

유휴부지로 방치되면 주변 지역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국가주도개발이 이루어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

지만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국가주도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쇠퇴하는 도시 내에 위치

한 대형부지, 유휴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경우 개발 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주도 개발방식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계획은 적용하기 

어렵다. 

■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으로서 ‘단계 별 전략’의 필요성

쇠퇴도시 내 대형유휴부지에 대한 기존의 개발계획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영구적 계획이 아닌 시간성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나

리오 플래닝 기법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주로 비즈니스 분야에 많이 

사용되었고 도시계획 분야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

화 요인들을 도출하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다. 여러 개의 시

나리오 조합을 통해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안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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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불확정성에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주체

들의 상황, 대상지 이슈가 제각각이지만 방법론적 접근법은 유사하게 할 수 

있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적용하지만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특성, 물리적 

공간 현황, 대상지 개발 이슈관련 주체들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

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지 분석에 기반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프

로그램과 공간적 장치들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요소들은 영구적일 수도 있지

만 일시적으로 공간에 위치하는 특성을 가져야함으로 변경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유연성, 확장성, 단계성을 반영한 공간 및 프로그램 

영구적일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야한다. 이에 일시적 공간 활용 개념에서 살펴본 도시건축 사례를 

통해 유연성, 확장성, 단계성의 개념을 반영한다. 최소한의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적 장치를 통해 변형 및 확장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지형이나 환경이 변

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간적 장치를 활용하는 프

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공공은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공간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 도시이미지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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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의 이해

1절. 대상지 광역분석

1. 대상지 개요 및 역사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가능1동

전체 면적 : 41,371평 ( 136,764 m²)
소속 : 육군 미8군 2사단(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예하

주요기능 : 리본부교와 침투작전용 보트, 탄약고등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하

고 있는 보병부대

시설 : 활주로, 탄약고

 

[그림 3-1] 대상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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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954년 캠프 라과디아 항공사진

캠프 라과디아는 1951년 5월 28일부터 운용되었고,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2

사단 38연대 소속 라과디아 이병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되었다. 캠프 라과디아

는 초기에 정찰용 또는 지휘 및 연락용 경비행기(L19)의 운영기지로 미2군단

을 지원하는 59항공대가 사용하다가 헬리콥터가 보편화되면서 헬리콥터 이착

륙장으로 바뀌었다. 캠프 라과디아가 위치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이 점차 미군

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설들이 생겨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의정부 지역

산업으로 의정부 방직공장과 기지촌 산업이 있었다. 

먼저 의정부지역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산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염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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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방직공장이 위치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이에 의정부지역에는 

대규모 방직공장이 4개가 있었다. 

  여기에 공장이 많았었는데 전부 그냥 양놈들이 있다니까 나쁘다 그래

가지고 밀어부쳐 버린거지..여기 공장이 많이 있었죠. 나진모방, 위와방직공

장, 개화펄프, 번데기공장, 제직공장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기서 창

동까지 다 공업지대였어요. 창동에 쌍용시멘트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40

년 전 대모하고 그랬잖아요. 쌍용 있을 때부터 다 공장이었는데 다 없어졌으

니..30년전에 이라크 전쟁(2003년)날때 여기가 나진모방 위와방직공장, 신상

통상 모방공장만 어마어마하게 큰 게 3개나있었어요.. (60년 거주, 80대 남성)

 

대표적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에 기지촌 산업은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이 철수 되기 전에 주한미군이 소비하는 상업시설에 의해 의정부일

대는 외화벌이를 할 수 있었다. 꽤나 활력 있는 도시였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술집에는 홀에 아가씨들이 많았으며, GDP의 3분의 1이 의정부에서 나올 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67년도에 진행했던 ‘의정부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지역주민들은 미군으로부터 경제적 도움(13.7%), 실업자 구제

(6.7%)를 받았다. 미군부대 종사자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의정부 경

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발달하면서 의정부

는 군부대 소속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숙박, 요식, 유흥업으로 인해 소득을 올

릴 수 있었다.

여기들어오면 입구에 양쪽에 홀이 럭키크로버고 하이크로버 두개 있었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금성클럽이라고 있는데 고것두 아주 영 무너지기 

직전이구... 이제 그런거 다 떠나버렸어. 우리 여기로 이사 올 때만 해도 한 

홀에 아가씨들 30명씩 됐어!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 되면 와글와글와글 미군

들 월급타면 떠들고 댕기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법성뉴마

트 주인, 36년 거주, 7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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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캠프 라과디아 반환 전(2002년)과 반환 후(2010년) 항공사진 

 

1994년 미 2사단은 이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비교적 소음이 적은 공병

중대와 사단 군악대 등을 주둔시켰고, 여유공간에 조립식 초급 장교 숙소를 

지어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였다. 캠프 라과디아는 약 40에이커(약 16만 

2,000m)의 비행장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다. 캠프 라과디아 철거 전후 남북활

주로는 경기도립병원 앞과 가능2동 사무소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되었다. 

초급 장교 숙소가 있던 자리는 건물이 철거된 후 평지로 남아 잔디만 깔려있

다. 추가적으로 동서를 잇는 8차선도로가 개통되었다. 

2. 대상지 광역분석

3-1. 입지여건

의정부시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한국전

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

다.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시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1970년

대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주한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의정부

2동에 위치한 탄약고와 미군기지 때문에 의정부의 동서간의 불균형을 야기했

다. 이에 1980년대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탄약고와 미군기지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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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택과 행정시설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택지조성 공사와 가로 

및 배수로 축조공사,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공장, 학교, 하천과 경찰서, 교

육청,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 용지를 계획하였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특징

은 주거지역과 함께 공공시설 집중지구를 개발하는데 있었다. 즉 기존 구획정

리사업이 주택 보급을 위주로 한 사업인 데 반해 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행정

타운 조성을 위주로 한 구획정리 사업이었다.16)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통해 그

간 의정부의 중심지역이 동부지역이었는데 서부지역에 각종 공공기관을 배치

하여 서부지역의 개발을 시도했고,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 

[그림 3-4]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 (출처 : 다음지도)

16) 의정부시사 5권, 제1편 다양한 토박이들의 삶,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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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근 미군기지 반환 현황

의정부시 내에는 8개의 미군기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총 8개의 반환대

상 기지 중 5개 기지가 2007년 반환되었고, 3개의 캠프(스탠리, 레드 클라우드, 

잭슨)가 미반환된 상태이다. 활용계획은 도서관, 체육공원, 근린공원,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시니어시티 조성, 안보테마관광단지 조

성 등이다.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위치는 도심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어 접근

성이 높은 편이다.17)

[그림 3-5]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 분포현황 

(출처: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 P27)

17) 장윤배(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p27



- 45 -

3-3. 인구

인구 변화는 2000년 대비 

2016년의 인구수와 증감현황을 

행정구역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인구변화비율 산정식은 (2016년 

인구수 –2000년 인구수)/2000년

도 인구수 * 100이다. [그림 3-6]

을 보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

파트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유입량이 증가하였다. 하지

만 의정부역의 서쪽은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특히 가능동에는 도시재개발, 뉴타운사업, 도시재생뉴딜사

업 등 노후화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계속해

서 진행 중이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백명당 고령(65세 이상)인구

의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뜻한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서쪽

의 노령화 지수가 높다. 가능1,3동

과 의정부 1,3동은 노령화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다. 가능동과 의정

부동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한국

전쟁 이후 계속 의정부에서 생활

을 유지해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림 3-6]  2000년 대비 2016년 인구 변화 (단위:%)

[그림 3-7] 노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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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의정부2동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한다. 의정부1동과 2동에는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며 

신도시가 건설된 송산2동에는 혼자 

사는 청년층이 많다. 의정부역을 중

심으로 서편에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와 함께한 노년인구가 많은데 이

들이 혼자 거주한다고 추측 할 수 있

다. 

3-4. 빈집 현황 

의정부 서쪽이 구도심이기 때문

에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다. 의정부 동쪽에는 도시개발사업

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

문에 빈집의 종류가 미분양 아파트

이지만 의정부역의 서쪽에는 노후

화로 인한 빈집유형이 대다수이다. 

대부분 1960-70년대 지어진 주택과 

건물유형이 서쪽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3-9] 빈집 현황

[그림 3-8]  1인 가구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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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녹지, 수계 분석

의정부시의 서쪽에는 호

명산, 사패산, 도봉산이 있

으며 남쪽에는 수락산 동쪽

에는 부용산, 용암산, 천보

산이 있어 도심을 둘러싸는 

형태로 있으며, 서쪽과 동쪽

의 산계곡에서 발원하는 백

석천, 민락천, 부용천, 호원

천이 의정부시 도심을 관통

하는 중랑천과 합류하여 남

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합류

한다. 

백석천의 일부 시가화구역 구간만이 복개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

으므로 자연형 하천 경관 조성과 활용이 용이하고, 외곽 산림과 도시중심의 

하천을 하나의 연계된 녹지축으로 설정 가능하다. 또한 의정부 중심시가지 외

의 지역은 도시농촌의 풍경이 남아 있다. 

[그림 3-10] 의정부시의 산림과 하천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의정부지역연구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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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관련 주체 및 시간성 분석

1. 대상지 개발 계획 진행 및 지연 현황

‘2020 의정부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자연 환경, 녹지 부문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장기플랜은 녹화계획과 도시계획의 조화, 체계적으로 연결된 의정

부시 녹지 하천망, 친환경 도시의 구현. 중기플랜은 의정부시 녹화기본계획수

립,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미군과 주민이 함께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이다. 

[그림 3-11]과 같이 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남쪽과 서쪽으로 개발축을 설정

하였다. 이에 남쪽과 서쪽은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 일대는 정비지역으로 도시재생 및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

정비하는 데 있어 [그림 3-12]과 같이 역세권일대 쇼핑몰과 경기북부 평화대

공원을 계획했다. 

[그림 3-11] 도심 삼각지의 역세권 개발축 

설정 (출처:2020 의정부 장기종합 발전계획)

 
[그림 3-12] 도심 삼각지 역세권 정비 방향 

설정(출처:2020 의정부 장기종합 발전계획)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서 대상지는 역세권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

지 제고, 도심 내 부족한 공원 녹지공간 확보, 가로변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테

마거리 조성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았다. 또한 개발구상으로는 문화 여가 기



- 49 -

능, 상업기능을 조성하려고 한다. 문화여가기능에는 가로변을 활용하여 문화의 

거리, 공연 전시시설등 이벤트 공간 조성을 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상업기능에는 문화의 거리, 경전철 역세권 지원하고 연계하는 쇼핑몰 조성하

고자 한다. 

[그림 3-13] 개발 단계에 따른 대상지 영역화

현재 대상지는 2007년 반환 완료 이후 토지정화사업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그림 3-13]과 같이 하나의 개발이 아닌 각기 다른 부분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영역 A는 미군으로 반환 및 토지정화사업까지 완료되었지만 민간투자자가 

없어 유휴부지로 존재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나 토지 매입자가 

없으며 지구단위에 따른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영역 B는 라과디아 체육공원 2단계 조성 예정부지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2단계 체



- 50 -

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영역 C는 현대산업개발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주상복합을 건설할 예정

이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개발 시점이 불확실하다. 

■ 영역 A : 토지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아 미 개발지로 방치되는 경우

[그림 3-14]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 계획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으나 의정부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림 3-14]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대상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용지, 주차장,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일시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 국방

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유재산법 제 34조 

사용료의 면제와 사용료 감면 항목의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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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담에 의해 둘러싸여 비어있는 현황이다. 토지 소유주가 아직 의정부

시로 양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공간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지역주민들

이 무단으로 텃밭 경작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며 농작물에 대한 배상문제로 의

정부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는 [그림 3-15]와 

같이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들이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다. 토지소유주가 정해지지 않아서 라과디아 미개발지의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현황이다. 

[그림 3-15] 영역 A 현황사진

 

■ 영역 B : 지자체의 토지 매입과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현재 대상지의 일부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1단계 조성사업(12,731

㎡)’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 2단계 조성사업(21,137㎡)이 예정되

어 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이며 2019년부터 3년간 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지 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국방부로부터 토

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현재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문제로 토지매입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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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배치도

[그림 3-17]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2단계 사업부지 현황 사진



- 53 -

■ TYPE C : 대형개발사가 매입했으나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경우

[그림 3-18] 현대산업개발부지 계획안 (출처 : 김동일, 의정부동 지역 주택조합 현대산업

개발 도로폐지 놓고 갈등, 경기일보, 2018.07.15., 13면)

현대산업개발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현황이다. 현대산업개발의 매입과 동시에 주변지역주민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하였고 주변지역의 토지를 일괄 매입중이다. 대부분이 철거진행중이며 지

역주민 내에서도 주택조합원 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의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주택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과 도로폐지 여부로 갈등에 놓

여있다.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익관계로 얽혀있다. 

[그림 3-19] 영역 C 철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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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별 관련 주체 및 일시적 활용 가능기간 

대상지와 관련된 5개의 주체들을 살펴본 결과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연결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주체들과 연관된 기관, 사건, 공간 그리

고 현상, 그리고 사라진 것에 대한 요인들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맞게 분류하고 관련성을 갖는 요소들끼리 군집을 시켜보았다. 그리고 각 요소

에서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발전 가능한 요소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공간적 환경 부분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미군반환공여지 중에서 

잔여 미개발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이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의 잔여 미개발

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쇠퇴도시 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주변지역 도시재생뉴

딜사업, 라과디아 일부 대상지를 현대 산업개발에서 매입함에 따라 주변지역 

조합원 아파트 설립으로 인해 공가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 있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미군이 떠

나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산업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간적으로도 비어있는, 

활용도가 없어진 공간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한쪽은 기존의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

생과 개발 사이에 일시적 공간 활용의 관점에서 다양한 공간적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환경 부분에서는 의정부시 내에 거주하는 아티스트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비교적 집

값이 저렴한 의정부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작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잠정적으로 시 산하예술기관과, 의정부시 내에 위치하는 문화예

술 관련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또한 지역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군사

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 내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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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이 부분이 개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

상지를 주변으로 노인인구들이 많은 편이고, 주로 파지를 줍거나 무단텃밭을 

경작하며 소일거리를 찾아다닌다. 라과디아 개발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 참

여의지가 높은 편인데 공공에서 적극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라과디아 미개발지

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부탁이나, 계획의

지를 주민에게 어필해주면 주민과 공공이 함께 계획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환경 부분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로 의정부시 경전철을 건설 한 뒤 의

정부시의 재정부족과 미군산업시설이 사라짐과 동시에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에서 모든 이슈가 발생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비용을 지원받길 원하지만 중앙 정부 또

한 도로, 공원, 주차장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지원금 보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으며 

다시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소매점들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

연스럽게 외부인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시발점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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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대상지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액터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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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역 A : 토지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아 미개발지로 방치되는 경우

주체 입장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최대한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토지정화사업

과 매각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어쩔수 없이 방치되는 유휴부

지에 대해서 국방부도 비용을 써야하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협의 가능하며 국유재산법

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 가능하다. 

의정부시

균형발전과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담당 부서 또한 

없는 상태이다. 지역주민과 국방부의 중간 역할로 지역주민의 사

용에 대해 협의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소소한 소일거리를 위해 텃밭 경작을 허가해주길 바란다. 

캠프 라과디아를 둘러싼 담벼락만을 해제해도 충분히 좋아 질 

것이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 산하 예술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

관과 협의해야한다.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문화

예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축제 ,공연을 기획 할 수 있다. 

[표 3-1] 영역 A 관련 주체들과 입장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범정부기구로 2006년 7월 25일 출범했다. 전국 미군

반환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한·미 협상, 주민이주, MP(마스터 플랜)작성, PMC(사업관리업체)선정 등 합리

적 사업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주택공사와 기부 대 양여를 체결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반환되는 공여지 매각을 통해 새롭게 공여되는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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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자치단체인 의정부시는 비전사업추진단에 비전사업과, 민자유치과, 균형

발전과를 구성하여 의정부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진행 및 각종 

민자유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캠프 에

세이욘의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 캠프 스탠리 개발사업 

외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 하지만 의정부시에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중이다. 일시적 공간활용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정적. 모든 사업은 토지소유자(국

방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 의정부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재, 협의기

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의정부시 비전사업단 균형발전과 담당자)

❙지역주민

대부분 3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 많은 편이다. 대상지에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기보다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해제하고 통행이 가능하게 했으

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소일거리를 위해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

했으며, 경제활동의 목적보다는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매일 경작활동을 한

다.

일주일에 한번이더라도 작은 장터를 만들어 놓고 소소한 공연도 같이 병

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쉬고 놀 수도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뒤쪽이 개방된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었

지. 가까운데 나갈 곳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플리마켓하죠! 저렇게 넓은 공간

이 노는 것도 아깝죠 물론 (이담공예 사장님, 5년 거주, 50대 여성)

❙의정부 예술의 전당

시 산하기간으로 의정부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

자 설립취지이다. 의정부시 내에서 다양한 전시, 공연, 축제를 기획하며 전시 

아카데미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힘쓴다. 의

정부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별별예술마당은 지역의 생활예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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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들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

사들을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한다. 문화예술활동이 전문예술인에 의

해서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문화예술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

시 산하기관이라 예산을 맘대로 활용하지 못해 독단적으로 일시적인 공

간 활용은 어렵지만 국방부의 토지사용 허락을 받고 의정부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 공연기획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상주

하는 국악공연팀과 함께 거리축제공연을 기획하고 싶은데 그럴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시청 앞 잔디광장을 이용하지만 예술의 전당과의 물

리적 거리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문화 사업에 관심

이 많아 재개발지구를 재생하고 싶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지역기반 문화예

술 거점사업 담당자)

2-2. 영역 B : 공설주차장에서 공원화 계획

주체 입장

의정부시

균형발전과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담당 부서 또한 

없는 상태이다. 지역주민과 국방부의 중간 역할로 지역주민의 사

용에 대해 협의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소소한 소일거리를 위해 텃밭 경작을 허가해주길 바란다. 

캠프 라과디아를 둘러싼 담벼락만을 해제해도 충분히 좋아 질 

것이다. 

사회적기업

의정부예술공장

의정부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간 및 수요가 부

족해서 서울로 이동한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얻어 마중물 사

업을 진행 할 수 있다. 

[표 3-2] 영역 B 관련 주체들과 입장

❙의정부시

현재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 준비중이다. 1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1단계 체

육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각 관할부서로 운영관리 권한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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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체육공원이 계획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실소유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리

고 호국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위쪽 사람들은 체육공원 활용하기 어려움, 소

식도 잘 모르는 현황이다.

❙사회적 기업 ‘의정부 예술공장’

의정부 예술공장은 의정부시 동일로 454번길 19에 위치하며 2018년 3월 10

일 개관한 사회적 기업이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예술 콘소바토리학과 

교수들이 기획한 의정부예술공장은 의정부 내 5년간 비워져 있던 건물 내 유

휴공간을 활용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생활예술증진과 문화교류를 위해 설립되었

다. 문화예술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정부시에 위치함으로서 지역 내 생

활예술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의정부

시나 경기문화재단의 각종 문화지원사업에 지원해 볼 의향이 있다.

공공성을 가지면 허락해 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예술공장

에서 내년 사업에 각종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중략)....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공공

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일

은 시민참여 예술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자원봉사나 시민참여나..리어카 꾸

며주기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을 공모할 수 있는데 어쨋든 기본예산은 있어야

하니까... 계획을 올해 안에 세워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내년 공모사업에 활용 

한다면 할 수 있겠다.(대진대학교 의정부예술공장 운영자

실제로 지역예술가가 많아요. 타이거JK랑 윤미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

몇이 힙합 아티스트들이 의정부에 살긴 해요. 하지만 일반시민이 느끼기에 

공연문화가 활성화됐다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고..대신 의정부 문화예술활

동하는 사람이 많긴 해요.. 확실히 많은데 활동할 곳이 부족해서 서울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확실히 많아요.. 혼자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의정부

에 수요가 없어서 서울로 나가는 거에요.(의정부예술공장 김광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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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역 C : 대형개발사가 매입 완료했으나 개발계획 없는 경우

주체 입장

현대산업개발

최대한의 수익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사업성이 가장 우선시 되며 인센티브에 따라 협상 가능

하다 

지역주민
공가 및 철거현장이 방치되고 많아짐에 따라 우범지역이 형성되

어 불안해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시작되길 바란다. . 

팰리스타워 

아파트조합원

현대산업개발의 도로위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부동산 가치 외에는 다소 냉소적이다. 

[표 3-3] 영역 C 관련 주체들과 입장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일부 도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로

를 개설해 토지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가 철

회하기도 했다. 

❙지역주민

 여기 저기 주택에서 세 받아먹는 노인양반들이 많지 이 동네가.. 그러니까 

뉴타운 되서 쫓겨나면 아파트로 간다 해도 돈 나올때가 없으니까 반대한거지~ 

응 근디 말 듣게는 비행장 어딘가가 현대가 사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

이 있거든? 우리들은 확실히 모르지 듣는 풍월이지. 지적도도 보여주지도 않

았고.. 경전철 타고 가서 보면 여기 형편없어~ 아주 지저분해~~되어야지 뭐가 

되든 되어야지! 아파트가 되든 뭐가 되어야지. 동네가 깨끗하지 아주 지저분

해~ (법성뉴마트 주인, 36년 거주, 7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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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스타워 아파트 조합원

[그림 3-21] 팰리스 타워 벽보 고시문

 

2-4. 대상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 기간

대상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을 위해 적정한 기간별로 시나리오 계획을 하기 

전에 대상지 주변의 프로젝트의 시간성을 파악하고 대상지의 일시적 공간 활

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치 요소들을 함께 살펴

보았다. 민간자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략 1년 단위로 사업공고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해야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지역커뮤니티의 기간은 언제든 시작하면 활용가능한 부분이다.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2022년까지 1단계, 2단계가 완료되

며 팰리스 조합원 아파트 및 현대산업개발 계획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

다. 언제 시작될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라과디아 미개발지 주변에 도시재

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흥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일부 고층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현황

이다. 주변 지역의 환경 및 개발계획이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서 대상지의 역할을 무엇인지, 프로젝트 기간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림3-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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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대상지 내 이슈별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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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대상지 및 주변 환경 분석

1. 대상지 및 주변 물리적 환경 분석

1.1  캠프 라과디아 주변지역과 연결성 부족

평화로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다. 동부지역은 의정

부역 앞 상업시설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권이 활발하며 유동인구가 많지만 

의정부역의 서부지역은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미군기지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

발이 진행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유동인구도 적으며 기반시설

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동서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림 3-23] 캠프 라과디아 연결 부분 (출처 :연구자 촬영)

[그림 3-24] 의정부역-캠프 라과디아 보행환경(출처: 연구자 촬영)

캠프 라과디아의 인근지역은 담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이 답

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담으로 인해 라과디아의 배후지는 더욱 쇠퇴하게 되고 

부동산 매각이 되지 않는 맹지로 방치되어 위해한 환경을 만든다. 일반주거지

와 대상지와의 연결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에 의해 막혀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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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은 캠프 라과디아에 대해 인식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가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는 상관없어. 뭐 인생다산 노인네들이 뭐 기껏

해야 깩해야 2,3년이지. 뭐가 들어올지도 몰라...(중략)....에휴 다들 저런 담이

나 헐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뭔가가 들어오겠지... 풀밭이야 풀밭. 여기

는 다 막아놨어. 근데 일단은 이게(담) 있으니까 갑갑해하는 사람이 많아. 지

나다니면서 이건 언제나 헐린데~ 맨날 이래. 여름엔 이거 없으면 시원할꺼야. 

담은 언제나 헐린데~~(송산세탁 부부, 37년 거주, 70대 부부)

1.2 호국로 개통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도심 속에 기이한 모양으로 위치한 캠프 라과디아는 도심 곳곳을 단절시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다. 이에 2007년 반환 이후 의정부시는 동서를 가로짓는 

6차선의 호국로를 개통하였다. 호국로 개통은 동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체증

을 해소하였지만 오히려 대상지 이면의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

권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대규모 대상지가 기존의 가로망의 연장선

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거래 및 건물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

길이 안 뚫렸을 때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방으로 길이 났자나 

그러니까 토막땅이야 토막땅!! 이 길에 유동인구 없어. 길이 그전에는 이 길

이 엄청 복잡 시러웠어. 저쪽에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이 길에 차가 많이 다

녔어. 그런데 가운데로 길이 뚫리니까 지나가는 차도 드물어. 여기 차가 많았

는데 이젠 여기가 한적해. 장사는 더 안되지.(송산세탁 부부, 37년 거주, 70대 

부부)

 

1.3 공가 및 철거현황

대상지 내 매입 완료한 부분을 중심으로 일괄 철거 진행 중이다. 건물 곳곳

에 진입금지 테이프와 매입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폐허와 같은 상태이다. 

노후화와 관계없이 매입 및 철거 진행 중이다. 당분간 경찰이 자주 순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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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되었다. 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당시 미군들을 위한 술집과 클럽이었다. 

이 역시 매입 및 철거 진행 중이다. 대상지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부분

의 주택들은 1층의 단독주택이며 대부분 공가이다. 폭 1m의 골목길이다.   

 

사실 여기 공터가 있어서 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 뒤에는 집들

이 다 비어서 무너져있는데, 경전철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들이 무너져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 되게 보기 싫구요.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는 도둑도 그 빈

집에 막 살고 이래서 확실히 좋지 않구요. 지저분하고 게다가 뭐 뒤쪽에 사

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보면 폐가에다가 땅 주인은 외지에 있고 집을 고쳐서 

살게 아니니까 놔두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쓰레기들을 그 폐가옥에다 갖다버

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냄새나고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어쨋든 담장이 허물어지면 담장만이라도 터지면 그 지저분한 사람들도 

땅도 팔게 될거고..그런데 이게 막혀있으니까 땅을 갖고 있어도 판매가 안이

뤄지니까..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이담공예, 5년거주, 50대 여성)

[그림 3-25] 캠프 라과디아 주변지역 공가현황 (출처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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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및 주변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2.1 지역주민 커뮤니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오래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 뚜렷한 커뮤니티 모

임은 없지만 구역의 도로에는 집집마다 의자가 밖에 나와있다. 주민필요시설

인. 미용실이나 슈퍼, 어린이공원에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 

[그림 3-26] 지역커뮤니티 

 

최근 대상지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어 도시재생주민모임이 형성되고 있

다. 뉴타운에 찬성/반대 하기 위한 주민모임이 생겼다가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특별한 커뮤니티 모임이 없었는데 최근 도시재생모임으로 주민들이 모이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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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흥선 행복만들기 주민워크숍 포스터 

2.2 텃밭 경작 노인인구 

[그림 3-28] 지역 텃밭 현황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여가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은 텃밭

경작을 하거나, 집 앞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텃밭 경작은 어르신들의 신

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도 장점이 많다. 주민 인터뷰 결



- 69 -

과 텃밭을 중심으로 일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개인의 정신건강애 매우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소소하게 하는 용도인거지 뭐..우리로서는 소일거리 이런거 조금씩 해가

지고 몸은 아프니까 어디 돈을 못 벌러가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근데 

또 갈 데는 없어요. 이렇게 작물들 커나가는거 보면 활력소가 생기잖아. 그러

니까 이런거라도 와서 꼼지락 꼼지락 한다고 몸은 불편해도..(텃밭일구는 할

아버지, 50년 거주, 70대 남성)

여름에 여기 사람들 다섯이서 거기다가 꽃을 심었지. 도라지꽃 홍합꽃 이

쁘잖아. 꽃 필 때 되면 흔들흔들하니 참 좋았어. 흥선역 앞이니까.. 도라지꽃

은 보라빛 홍합꽃은 빨간빛 아주 빨개~~ 이만큼 해가지구 흔들흔들 피게끄름 

해놨거든. 다들 보지도 못했던 꽃이니까 사람들 오며가며 보면서 이쁘다고, 

저게 뭔 꽃이냐며 지나가면서 다~ 그랬는데.. (텃밭일구는 할머니, 20년 거주, 

60대 여성)

3. 대상지 및 주변 경제적 환경 분석

3.1 리어카 고물수집을 통한 경제활동

곳곳에 리어카들이 나와 있고 세워져 있다. 이 구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경제생활수단이 고물줍기이다. 체육공원의 뒤편에는 고물상, 

중고물품 매입, 건축물 개보수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흥선마을에는 기

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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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캠프 라과디아 인근 고물상 및 파지 줍는 행위 현황 (출처 : 연구자 촬영)

 

고물상 요 밑에 하나 있다가 없어지고, 큰길로 나가면 남중 보이는데 길

안 건너고 우측에 하나있어. 바로 요 옆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 고물상이 

동네에 생기니까 동네 노인네들 다 고물 줍는다고 했어. 다 유모차에 끌고 

가다가 팔았어. 여기 가까운데 있을 때는 더 많았어. 지금은 적은거야. 그런

데 지금도 하는 사람도 많아. 용돈이나 버시겠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송산세탁 부부, 37년 거주, 70대 부부)

3.2 지역 예산 부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의정부시 재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70.3%로 가

장 많았다.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및 산업

단지 관련 사업이 73.3%로 가장 많아 공원과 같은 시설보다 지역경제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병장이 있을 때 미군이 있으면 등을 50미터 간격으로 다 켰어요. 전

주 있는 데가 미군들이 불 킨거야 낮에도 키고 그러는데 미군 떠나고는 안켜

요. 위험하고 미군이 있으면 구멍가게도 잘되고 서울의정부장사꾼이 여기 도

봉동에서 들어선다 그러면 장사가 최고 잘된 데가 의정부랬어요. 다른데는 

돈이 꾸불꾸불 꼬부러져서 나오는데 의정부는 빳빳하게 달라 같은 것도 나오

고 순 한국 돈도 기냥~~나온다고., (60년 거주,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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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분석의 종합 및 해석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가 위치함에 따라 의정부는 군사도시라는 도시이미

지를 갖게 되었다. 미군부대가 위치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산업생태계가 형성

되고 도시화가 된 것은 미군덕분이다. 하지만 현재 미군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우선 

물리적 공간은 미군부대 담벼락에 의해 기존의 도시조직과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 또한 반환이후 개설된 호국로는 오히려 대상지를 이등분하였

고 호국로의 이면 도로에 면한 상점 및 주택들의 쇠퇴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미군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리에 나와 커뮤

니티를 이루고 있었으며 꾸준한 텃밭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정신적 건강함도 

유지하고 있었다. 텃밭의 긍정적 효과를 직감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미군

대상 산업시설이 쇠퇴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수익이 줄어들었다. 리어카를 끌고 

고물이나 파지를 줍는 인구가 많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고물상산업, 자원산업

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캠프 라과디아가 초급 장병 숙소를 짓던 곳이었기 때

문에 주변에 건축, 건설 부자재 산업들이 분포한다. 하지만 미군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주변지역 산업은 쇠퇴했다. 

다양한 주체들과 그 관계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어

느 주체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가져가야하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개발 프

로젝트와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영역화 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체들간의 관계망을 재정립하고, 어떤 주체가 어떠한 이

유를 갖고 펀딩 및 개발을 하는지, 그 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간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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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주변지역과 연결성 부족

-호국로 개통이후 침체

-미군이전 후 기본 인프

라 부족

-주택 밀집지역 내 소규

모 커뮤니티

-지역주민 텃밭 활성

- 교육시설 많음

-노인 복지시설 부족

-리어카 고물수집을 통한 

경제활동

-지역 예산 부족에 대한 인

식

-골목 상권 쇠퇴 

[표 3-4] 대상지 및 주변지역 환경분석

[그림 3-30] 각 주체별 일시적 공간 활용을 위한 입장 및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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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시적 공간 활용 방향 및 전략

1절. 일시적 공간 활용 방향 

1. 기본 방향 및 목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기본 방향은 각 주체들이 그린인프라를 계획하여 유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후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대상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기본 방향은 개발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시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제안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

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

들의 입장과 주변 환경 변화 요인, 프로그램 및 경제적 지원 요소들을 살펴본

다.

 

[그림 4-1] 기본 방향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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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목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린인프라를 조성하고 추후 도시건축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공간을 개선하는데 참

여하기 위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프로그램

을 담기 위한 공간을 제안한다. 전체적으로 그린인프라 형성을 위한 각 단계

별 주체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 대상지 내의 공간도 변화하는 모습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시

나리오 전략이 적용 가능한 기간 동안 대상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도시공

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일시적 공간 활용이 새롭게 발

생하는 공간 및 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영역 별 일시적 공간 활용 방향 및 목표

각 영역이 그린 인프라 형성을 위한 최대한의 주민참여, 식생 전략이 있지

만 각 영역 별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

에 그린 인프라 시나리오의 방향 및 목표를 달리해야한다. 이에 각 영역의 주

변 환경을 분석하여 영역 별 목표를 설정한다. 

■ 영역 A : 지역주민 텃밭 운영과 민간 개발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현재 영역 A 내 몇몇 장소에서 텃밭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교회, 학교 커뮤니티 시설들이 맞닿아 있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좋은 영역이다. 지역 텃밭을 장려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이 텃밭 프로그램이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역 A의 목표는 주민텃밭

을 통한 그린인프라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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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B : 터주식물을 활용한 점진적 녹지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역에 새로운 체육공원 계획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생태적 특수한 상황에서도 잘 자라는 터주식물 배치를 통해 점

진적으로 녹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녹지화 주체는 주변의 교회, 초등학교 커

뮤니티와 지역예술가들이다. 그들이 터주식물을 배치하고 식물은 대상지에서 

자유롭게 정착하고 토질을 정화한다. 공공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육공원 조

성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역 B의 목표는 터주식물의 식재 및 지역 주민, 아티

스트들의 자발적 공원 조성이다. 

■ 영역 C :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식생체류지 조성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역 C의 비점오염

원이 높을 것이라 추론 할 수 있다. 이에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점오염원

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체류지, 빗물정원을 조성한다. 추후에 주상복합이 건설

되어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리드 내에서 계획하며 대형개발사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 

3. 단계 별 시나리오 플래닝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계 별로 제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텃밭활동을 장려하

고, 도시공간을 스스로 가꾸어야 한다는 주민 도시재생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및 도로망을 활용하여 기준 그리드를 정한다. 중기에는 

앞선 그리드에 맞춰서 그린 인프라들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리

고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장기에는 중기까지 갖춰진 시설들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

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으로 그린인프라를 계획하고 활용했지만 추후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화 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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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 그린 인프라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교육 및 프로그램  

초기에 그린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주민의 참여

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텃밭 커뮤니티, 학교, 교회, 예술가 커

뮤니티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참여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을 스스

로 가꾸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도시재생주민모임교육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텃밭활동을 지원해주며 텃밭 경작에 있어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도시건축계획에도 반영될 것을 염두하여 기본그리드를 조

직해야한다. 

■ 중기 : 그린 인프라에 기반하여 민간/대형 개발업자와의 협상 

중기에는 초기에 형성한 그린인프라에 기반하여 도시건축계획이 맞닿을 수 

있도록 개발업자들과의 협의해야한다. 보스턴의 도시계획의 사례처럼 공공이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민간개발업자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

제를 활용해야한다. 초기에 형성된 지역 텃밭, 터주식물에 의한 점진적 녹지

화, 식생체류지 조성과 같은 그린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도시공간에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 : 도시공간과 형성된 그린인프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장기에는 초기, 중기의 문제들이 점차 안정화 되는 시기이며, 대상지의 그린

인프라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

록 한다. 대상지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주변지역의 재생을 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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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

[그림 4-2] 인프라그리드 형성 과정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기존의 도시조직과 현재 설치되어있는 전기 인프라를 

기준으로 그리드를 형성한다. 그리드 간격은 10m로 현재 지정되어있는 지구단

위계획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린인프라 그리드를 기준으로 각 단

계의 전략들을 조직화한다. 

1. 영역 A : 지역주민 커뮤니티 텃밭과 도시계획 

1-1. 공간 전략

우선 대상지를 둘러싼 담벼락을 해제하여 기존의 도시조직에서 자유로운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최대 일주일 단

위의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들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또한 의정부시는 토지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로 유휴부지 라과디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사

회적기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의정부시의 블랙뮤직 페스티벌 외 각종 생

활예술지원,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아티스트와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캠프 라과디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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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활용

[그림 4-3] 텃밭활용

현재 대상지에는 불법경작 노인인구가 많이 있다. 미군반환공여지로 진출입

이 가능해진다면 노인인구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텃

밭활동을 장려한다. 자연스럽게 주민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주민들 간의 커뮤니

티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도시를 직접 가꾸어야 한다는 도

시재생 교육, 시민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 용적율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미개발지에 대해 민간인에게 필지를 매각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60%, 용적율 300%,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 제안하는 인프라그리드에 맞춰 대지 내

부에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 상향 용적률을 적용하여 400%까지 신축 할 수 있

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7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율 700%이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에서 초기 대상지 내부에 위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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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의 텃밭을 유지 또는 신축 이후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용적율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상업,업무용지에서 옥상텃밭 또는 대상지 내부에 텃밭을 유지

하는 경우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 업무용지

[표 4-1] 인센티브 적용 후 규모검토

평면으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벽면 한계선과 건축 

지정선을 맞춰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의 그린인프라 그리드에 맞춰 

형성된 텃밭과 신축건물이 공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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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영역 A 평면구성

1-2. 액터 맵 

[그림 4-5] 영역 A 액터맵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에게 텃밭경작 및 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해주고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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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유휴부지를 가꾸는 역할을 한다. 민간개발업자가 지역주민의 텃밭을 유

지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얻는다. 의정부시는 

토지 매각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펀딩은 지역예술단체의 도움을 얻는다. 특히 지

역 내 거주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주도적으로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지원사

업에 기획서를 제출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전략

■ 주민 텃밭 먹거리장터

도쿄 UN대학교 앞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이나, 서울의 마르쉐 마켓과 같

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과 체험 및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리어카 광고 프로그램 

리어카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인구들을 위해 리어카에 광고판을 제작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주민 커뮤니티 모임에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도록 장려

한다. 

■ 의정부와 관련된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의정부예술의 전당은 지역문화를 반영한 문화공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기

획 운영해왔다. 보다 오픈플랫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공모를 받아 후원해주

고 크라우드 펀딩개념으로 의정부를 홍보하고 펀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프

로젝트가 행해지는 공간은 영역 A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비계’구조물 활용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카페, 쉼터, 놀이터, 플리마켓, 페스티벌,과수원,덩굴, 작은 영화관 등등)

캠프 라과디아가 초급장병숙소를 짓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하는 건설

자재 및 건축시공 소규모 산업들과 협업하여 가변적이고 유연한 비계구조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모임 공간 또는 마켓 공간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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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B : 식물의 정화작용을 통한 점진적 녹지화

2-1. 공간 전략

[그림 4-6] 영역 B 단계별 변화과정

■ 터주식물(ruderal plant)의 점진적 녹지화 

터주식물(ruderal plant)이란 생리적 또는 생태적으로 특수한 조건에 대응하

여 인내하는 식물을 뜻한다. 현재 대상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콘크리트 바닥재와 자연 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설정한 그린인프

라 그리드에 맞춰 30m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각 나무를 중심으로 터

주식물들을 점차 심으면서 녹지화가 된다. 녹지화가 진행된 부분에는 파빌리

온이나 아트작품이 배치되기도 하고 , 새롭게 잔디 광장이 조성되기도 한다. 

앞서 조성된 체육공원과는 대비되는 형상 및 조성단계이다. 지역주민과 공공

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체육공원임에 의미가 있다. 단계별로 식재하는 터주식물

은 [표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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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쑥갓

(Senecio vulgaris)

새포아풀

(Poa annua)

서양민들레

(Hypochoeris radicata)

사진

이름
소리쟁이

(Curled dock)

실망초

(Conyza bonariensis)

뽀리뱅이

(Youngia japonica)

사진

이름
까마중

(Solanum nigrum L.)

닭의장풀(달개비)

(Commelina 

communis)

돌피

(Echinochloa crus-galli)

사진

[표 4-2] 터주식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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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터 맵

[그림 4-7]영역B 액터맵

의정부시는 터주식물을 식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임대형 민간투

자사업’방식을 통해 비용을 조달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

회기반시설(도시공원 포함)을 건설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권

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을 건설하기보다 점진적으로 공원이 조성된다는 특수

성에 맞게 재구성해야한다. 그리고 인근에 교육기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청소

년들의 참여,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의정부 예술공장’과 함께 진

행한다. 

2-3. 프로그램 전략

■ 청소년 나무심기, 플랜팅 교육

 인근에 교육기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하도록 한다.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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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결과 학교주변에 미군부대가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지도가 매

우 낮으며 캠프 라과디아 근처로 접근을 하지 않도록 등교하여 심리적 거리감

도 멀게 느껴진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 및 주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

들이 라과디아 대상지에서 플랜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업사이클링 가구 만들기 

주변지역의 고물상과 건축자재점들을 활용하여 지역 내 아티스트들은 업사

이클링 가구만들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만들어진 가구들은 공원에 배치되

거나 판매도 가능하다.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기업과 함께 기획하여 제한시간 내 구조물 제작한다. 지역 내 청소년 또는 

아티스트, 외부방문객에게도 캠프 라과디아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영역 C : 비점오염원을 낮추기 위한 식생체류지

3.1, 공간 전략 

[그림 4-8] 대상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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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C는 대형개발업자의 개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기간동안 

식생체류지를 조성한다. 영역 C의 특성상 나머지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위치

에 있으며 빗물체류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관을 제공한다. 

[그림 4-9] 대상지 부분 단면도

식생체류지의 장점은 강우유출수를 지하침투 유도, 오염물질 유출하는 것이

다. 주거 및 상업지역의 보도, 주차장, 수변공간의 도로 인근에 적용이 가능하

며, 도심지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식생은 초본 또는 

키가 1.2m 이하인 관목으로 조 성하며, 초본과 관목을 조합하여 식재할 수 있

다. 식생체류지의 설치기준은 최소 폭 0.5m 이상, 깊이는 최소 0.8m 이상으로

한다. 식생체류지의 자갈층 두께는 0.3m 이상, 모래층 두께는 0.2m 이상, 토양

층 두께는 0.3m 이상으로 설치한다. 물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하여 내부 공극율

을 최소 35% 이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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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식생 체류지 식생 종류

3.2, 액터 맵

[그림 4-11] 영역C 액터맵

지자체는 대형개발사의 개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

공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한다. 개발 지연에 따른 보상은 지역주민

에게 하나의 임시 경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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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단계 별 공간 변화

[그림 4-12] 기존 현황

[그림 4-13] 일시적 공간 활용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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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일시적 공간 활용 (중기)

[그림 4-15] 일시적 공간 활용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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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A _지역주민 커뮤니티 텃밭과 도시계획

초
기

[그림 4-16] 영역 A 초기 투시도

중
기

[그림 4-17] 영역 A 중기 투시도

장
기

[그림 4-18] 영역 A 장기 투시도 



- 91 -

■영역 C_ 비점오염원을 낮추기 위한 식생체류지

초
기

[그림 4-19] 영역 C 초기 투시도

중
기

[그림 4-20] 영역 C 중기 투시도 

장
기

[그림 4-21] 영역 C 장기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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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쇠퇴도시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현황과 개발 지

연 문제를 살펴보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 살

펴보았다. 도심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유휴부지로 방치되면 주변지역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기

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인 공간 활용 전략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살펴본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은 이벤트나 프로그램 속성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고 

중간단계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 공간 활용 전략을 세우는데 

시간에 따른 단계별 전략과 대상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다.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대형 유휴부지의 일시적 공간활용 전략을 제안하기 위

해 인터뷰와 답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액터맵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

다. 하나의 대상지이지만 영역마다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이유가 조금씩 달랐

기 때문에 각 유형마다의 공간, 주체, 프로그램, 펀딩 전략을 단계별로 달리 

해야했다. 

기존의 도시계획 및 개발은 인구성장, 경제성장, 도시화를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탈산업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도시개발계획 및 개발 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탈성장사회 그리고 

쇠퇴하는 도시에서의 개발 방식은 기존의 도시개발 및 계획과는 차별성을 가

져야 한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우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적 요인

에서 낮은 지표를 갖는다. 쇠퇴하는 도시는 건물의 노후도가 높거나, 신규주택 

건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도시환경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에 공공 또는 민간

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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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점, 민간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도시의 쇠퇴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기존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여 개발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이 아닌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도시공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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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mporary Spatial Utilization Strategy of the U.S.F.K 

Return Area in Shrinking City 

: Focused on ‘Camp La Guadia’ in Uijeongbu 

 As the USFK wa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s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53, various US 

military facilities were install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US-ROK Allied Land Management Pla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rmy in 2002, Returned. Out of the 54 USFK donations 

nationwide, 29 are located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However, as the 

project to develop the USFK return donation area own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delayed, the period of neglect of the downtown area 

became longer. If the idle space is left in the city for a long time, the 

surrounding area will be negatively impacted on socioeconomically, and it will 

become a crumbling zone in the city center, which causes the urban 

environment to deteriorate.

  In relation to these trends, this study proposes a temporary space 

utilization strategy of the USFK return donation area which is left in idle site 

from the return to the pre - development stage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hrough the network with the landown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local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spatial expressions and establish strategies for temporary space utilization. It 

focuses on what can be done. The temporality mentioned in this study re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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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before the utilization of the space for the 

previous use and the use before the new space and its use. Th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is means the utilization method which can 

positively affect the space to be permanently used, not the application of 

the event nature or the program center applied before the permanent use of 

the space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ijeongbu city government 

official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Uijeongbu Arts Center, and 

local residents. The basic direction of temporary space utilization is to 

propose a step-by-step scenario so that each participant can plan the green 

infrastructu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dle space and influence the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In order to utilize space temporarily, we want 

to establish a scenario strategy which can suggest the use of temporary 

space by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site. In order to establish a 

scenario strategy, we will examine various entities' positions, environment 

change factors, programs, and economic support factors. Initially, we 

encourage garden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communities of residents, 

and promote resident urban renewal education to educate urban spaces on 

their own. And we us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road network to 

determine the baseline grid. In the medium term, infrastructures drawn in 

line with the preceding grid are gradually formed. It is time to explore ways 

to coexist with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facilities 

equipped to mid-term and development period are planned and utilized, but 

green infrastructure has been planned and utilized through temporary space 

utilization. However, after the development is completed, it coexists and 

stabiliz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new possibil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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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pace by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the site through th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strategy. Furthermore, temporary space utilization can 

influence the space and use of new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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