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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산업 시설의 유치가 아닌 공원 등의 공공 공간 개발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주의 정치가 행해지는 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해당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험적인

사례는 서울시 마포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경의선 간선(용산선)의 철

거 및 공원화 과정이다.

본고는 기초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로컬 스케일(마포)의 정치 과정

에서 용산선 지하화 및 철거를 위한 지역 성장 연합이 결성되고 철

길 지하화 운동이 철길 공원화의 정치로 전이되는 양상을 스케일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로컬 행위자가 광역 스케일(서

울시)과 국가 스케일(중앙 정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중앙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밝혔다. 중앙 정

부의 국토 개발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되었지만, 지방 정부의 재

량권은 중앙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서울시 주도의 경의선 포럼과 주민 참여 활동의 조

직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의 개입

은 국유재산의 자산화(assetization)와 개발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

의적인 정책의 도입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의선 공원 전 구간이 개원한 2016년 이후 공원 반

경 100m의 토지 이용은 고도로 상업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며, 이러

한 건설·유통 자본 중심의 개발을 견인하는 것은 철도국유재산의

민자 개발이었다. 본고는 경의선 반경 100m 이내의 영세한 노후건

축물의 이용 양태와 공원 관리인,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의 반응을

현지 조사하여 구체적인 경관의 변화를 토대로 지역 개발주의 정치

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공원의 공공성은 경제적·자원관리적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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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권위적 공공성, 사회적·관계적 공공성으로 유형화하여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원의 사회적 공공성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안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시

민 사회의 결집을 야기했다. 본 사례에서 2015년-2019년까지 활동

중인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은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

해서 공익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공유지의

상업적인 개발을 비판했다.

본고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일정한 지리적인 범

위 내의 행위자에게 고착화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산업

생산 시설과 달리 공원과 같은 공간은 핵심적인 정치 세력이 어떻

게 규정하고 담론화하는 지에 따라서 개발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

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정치 행위자는 유휴철도부지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규

제를 부과하고 시민의 자치활동을 조직하여 사회 자본을 제고하는

공익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공공녹지의 외

부효과를 사유화하는 대자본 중심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개방 공간의 쓰임과 목적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첫

째, 지역 정치 엘리트의 토건 중심적인 세력 기반이다. 발전주의 토

건 연합의 하층부에서 지역민에 대한 동원을 담당하던 잔존한 지방

세력가와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유지 네트워크는 지역 정치

에 토건 지향적인 관성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의 정치 엘리트는 아

파트 주민의 조직화된 민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의 낮은 재정자

립도로 인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둘째,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한 통제와 조절이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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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스케일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개발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이 제

시되는 경우에도 중앙 정부의 선택적인 개입에 의해서 대안이 무력

화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국가 개입의 결과, 광역지자체(서울시)

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한시적으로 끝나거나 무산된 반면, 철도공

단의 역세권 개발은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개발 정치와 신자유주의화

된 발전 국가의 재정 수단을 이용한 개입이 맞물리면 공공 공간의

공공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사회 기간시설의 노후화・이전・철거 등에 의해서 발생한 유휴부지,

또는 10만㎡ 이상의 공원 등에 대한 공간 정치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로컬 정치의 이익 결집에서 나타나는 지역

기반의 성장 동맹 등 산업화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발 정치의

양상이 후기 발전주의 시기에 어떤 차별성과 연속성을 보이는 지

밝힌 경험적인 사례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도시 공원, 철도유휴부지, 공공 공간, 지역 성장 연합, 스케

일 정치, 신자유주의, 후기 발전주의 국가

학 번 : 2018-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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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라는 로컬 스케일의 지역 정치가 개방 공공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의 결집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로컬의 정치과정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통제 및 조절을 거쳐서 어

떤 가시적인 공간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다루었다. 사례의 분석을 위해

서는 로건과 몰로취의 성장연합론(Logan & Molotch, 1987)과 콕스의 스

케일 정치(Cox, 1998) 등 도시 정치 계열의 이론 연구를 참조했다. 동일

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연구가 제조 공장이나 항만 등 근대화 과

정에서 만들어진 산업 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면(백두

주, 2000; 이성호, 2008; 박배균, 2013), 본 연구는 전형적인 근대산업시설

인 철도가 노후화되고 전철・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철거 및 대안 시설로 재조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경의선 철도의 경우 환

경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원으로 공간의

물질적인 셋팅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가 나타난다. 기존의 산업

시설을 둘러싼 공간 정치 연구가 공원이나 광장 등의 개방 공간이면서,

동시에 철도에 비해서 비교적 연성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역할과 기능 그

리고 담론적인 역할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데 본 사례 연구의 필

요성이 있다.

산업시설의 경우 고정 자본으로서 장기에 걸친 이윤의 환수와 물리적

인 고정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Harvey, 1985). 하비는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로컬 경제의 구성원이 특정한 지리적인 범위

내에 위치하는 고정 자본의 가치 절하를 막고 지속적인 투자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동맹, 지역개발주의 정치 등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ibid.). 그러나 도시공원, 관광지, 문화유산 등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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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적인 사회기반시설이나 지역의 정체성과 결부되는 문화 자원의 경우

에는 집합적인 소비의 창출이나 장소의 구성을 위해서 어떤 공간 정치가

행해지는 지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점은 한국의 토건

연합 연구에서 권위주의 정부하의 토건 연합과 민주화 이후의 신자유주

의에 의한 변화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강진연, 2015). 신자유주의는 생산시설의 확충이나 노동자에

대한 획일적인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포드주의 도시와는 다른 공간 전

략에 기초하는데(Jessop, 2002, 최병두, 2012, 176에서 재인용) 이러한 신

자유주의에 의한 도시의 변모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정치 세력과 그러한 도시엘리트의 정치경제적인 기반이 로컬 수준의 새

로운 공간 정치 과정에서 어떤 연속성과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충분히 다

루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고는 후기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12)를 참

조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변화가 로컬의 성장 연합이나 개발 정

치와 어떻게 접맥되며, 중앙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인 제도 개편과

행정적 개입 조치가 로컬의 개발 정치에 반발하는 이견과 대안 세력의

조직화를 어떻게 무력화하는 지 그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간 정치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공원을 중

심으로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에 작용하는 발전주의 토건 연합의 관성과

후기 산업사회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이 국가와

지역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합되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 개발주의(조명래, 2004a; 2004b) 공간 정치에

있어서 도시 공원을 비롯한 공공 개방 공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요약하면, 기존의 공간 정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성장 연합론에 기초한 로컬 정치 연구는 산업사회의 생산시설을 중심으

로 결성되는 성장 동맹을 다루었기 때문에 개방 공간의 공공성의 제약

과정은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둘째, 신자유주의적인 예외 공간이나 공

간 계획의 스케일 재조정과 같은 공간 정치에 대한 연구(최병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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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룡, 2011; 박배균, 2013)는 기존의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

에 보이는 경로의존성과 토건 동맹이 로컬 차원에서 어떤 연속성을 가지

는 지 규명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셋째, 기존의 공간 정치 연구

에서 공원, 광장, 관광지, 문화유산 등의 공공 개방 시설이 가지는 경제

적인 기능이나 가치가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나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공간 전략에서 종속 변수가 아닌 핵심적인 매개변수, 나아가 독립변수로

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생산시설이 아닌 집합적 소비와 관련되는

공공시설(공간)에 대한 장소기반적인 이해관계는 무엇에 근거하여 형성

되고 이렇게 결성된 성장 연합의 이익 정치가 기존의 산업 시설을 둘러

싼 공간 정치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로컬의 지역 개발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을 로컬 스케일

과 국가 스케일의 동인으로 나눠서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리고 장소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도시

공원과 철도유휴부지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공공성의 기준

에 비춰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지역 성장 연합은 공공 개방 공간인 철도유휴부지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결집하였는가?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연대의 공간에서

철도유휴부지의 공간 구상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연구 질문 2.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의 발전 국가는 지역 개발 정치를 어

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는가?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통해서 공공 공간의

성격과 쓰임은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가?

연구 질문 3. 공공 개방 공간을 둘러싼 공간 정치의 결과 토지 이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변화는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개발 정

치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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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의 지리적 ・시간적 범위

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경의선 공원 가좌역~효창공원역 구간 6.3km

와 그 사이사이에 위치한 정거장 부지, 공원의 반경 100m 이내에 위치

한 지역이다. 경의선 철도의 공원화 사업은 최초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까지 이어지는 7.5km 구간에 걸쳐 추진되었다(마포구, 2007). 가좌역

부터 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경우 철도부지 관리 주무처인 한국철

도시설관리공단의 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2013년에야 공원화 MOU가

체결 된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1차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좌역~효창공원역 구간만을 다룬다.

경의선 공원은 총 5구간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에 소

광장 부지로 된 단절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원화 MOU 체결을 위해서 지하철로 재건된 경

의선 정거장 부지 5곳과 공덕역 인근부지까지 총 6곳을 역세권 개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서울시, 2009; 2011;

서고 2011-401). [그림 1-1]은 경의선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면적을

표시한 지도이다. 공원 구역 사이사이로 공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 공원이 서울시 마포구

와 용산구에 걸쳐 위치한 시설이란 점이다. 그러나 경의선 공원화는 마

포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 용산구의 경우 해당 면적이 상대

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 결정 자체가 2012년 까지 지연됐

기 때문에 공원 조성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서울시의 사업 진행에 큰 영

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원과 인접부지(정거장부지, 공원

반경 100m 이내 구역)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되 정치 과정의 전개에 있

1) <마포구, 경의선부지 공원화 MOU>, 문화일보,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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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용산구가 아닌 마포구의 로컬 정치와 서울시-전국 스케일의 연

계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원 1구간: 마포구 연남동~동교동, 2구간: 동교동~창전동, 3구간: 신수동~염리동,

4구간: 마포구 도화동~용산구 용문동, 5구간: 용산구 원효로2가~신계동

(각 구간 정보 출처: 서고2011-401)

[그림 1-1] 경의선 공원이 통과하는 마포구・용산구의 법정동 지도

다음으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 논의가 마포

구 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1995년부터 경의선 공원 전 구간이 개원한

2016년까지이다. 단, 철도가 공원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대상 지역의 주요

한 변화는 연구 시점인 2019년 현재까지 다루었다. [표 1-1]은 본고에서

채택하는 경의선 공원 조성 과정의 시기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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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의선 공원 조성 과정의 시기 구분

년도 주요 사건 시기 구분

1995 마포구의회, 경의선 전철 지하화 안건 최초 논의 지하화

(1995-2003)

2003 철도청, 용산선(경의선 간선의 지상철로) 폐선 결정

공원화

(2003-2011)2007 한국철도시설공단-마포구, 공원화 MOU 체결

2011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지상부 무상사용 허가

서울시, 시장 교체 및 경의선 포럼 개최 공론화

(2011-2013)

가시화

(2015-2019)2016 경의선 공원 전 구간 개원

[표 1-2] 경의선 전철화 연표

연도 주요 추진 경위

1989 경의선 복선* 전철화 계획 최초 발표

1999 경의선 주선 전철화 착공

2003
경의선 간선(용산선) 마포 구간

지하화 결정

2006 경의선 간선 착공

2009 경의선 주선 개통

2012 경의선 간선 개통

*주선(主線) 디지털미디어시티~문산역, 간선(間線) 가좌~공덕역

경의선 공원화는 그보다 선행하는 경의선 철도의 전철화와 지하화에

관련된 로컬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과업이다. 그러므로 경의선 지

하화에 관한 논의의 시작이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 맞춰진 마포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1995년이었다. [표 1-2]를 보면 마포구의

철도 지하화 논의가 중앙에서 이뤄진 발표나 의사결정과는 일정한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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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서 시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

기관 간의 협약(2007), 철도국유지 지상부의 사용허가 발부(2011) 등이

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이 연구가 마포구(local)-서울시(regional)-국가

(national)의 지리적인 스케일2)을 뛰어넘어 국가기관, 시민단체, 이익단

체, 기업체 등의 행위자(조직)의 제휴・연대가 이뤄짐에 따라서 착종된

방식으로 공공 공간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공간을 둘러

싼 정치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기구

분은 연구의 지리적 범위와는 다른 지리적 재현의 범위, 또는 공간을 둘

러싼 정치과정이 포괄하는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vity)의 지리적인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2. 세부적인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지리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연구의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과 지방 각 스케일에서 추진된 정부 정책과 의회의 동향: 철도유

휴부지 공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작용

② 공원과 인접지역(100m 이내)의 토지 이용 변화: 철도유휴부지 공원화

의 결과 조성된 공간의 특징

③ 경의선 공원화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응: 정부의 사업에 대한

호응, 지지, 참여, 반발 등의 정치적인 수용 양상

[표 1-3]은 연구의 세부적인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개별 취득 자료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2) 인문지리학에서 스케일의 일반적인 개념은 지도의 수리적인 축척(scale)과 같이 “일정

한 규모의 증가를 수반하는 공간 재현의 수준들(levels of representation)”이라고 이

해되며, 흔히 네트워크의 수평성에 대비되는 수직적이고 계서적인(hierarchial) 개념으

로 사용된다(Jones et al., 2015, 220g; Marst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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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세부적인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구분 세부 조사 항목
조사 방법

구분 취득 자료 비고*

①

1
선출직 의원의 활동과

발언
문헌

마포구-서울시-국회

회의록, 지역 신문

2

정부 정책 시행 과정

및 실무자의 활동과

발언

문헌
상기 의회 회의록,

정부 생산 문서

문서

#1-13

개별면담 면담 기록지
면담#5,

12-14,17

3 정부 정책 분석 자료 문헌 논문, 정부보고서

②

1
구 철도변(공원 100m

이내) 토지이용의 변화

현지조사
사진, 도표, 면담

기록지

면담

#6,7,9

문헌
고시문, 서울시 시보,

등기부등본, 지도

2
인근 상가 및 부동산

시장 동향

현지조사 사진, 면담 기록지
면담

#1,2,10,11

문헌
논문, 주요 일간지

기사, 정부보고서

3 공원 이용자층의 구성
현지조사 면담 기록지

면담

#3,4,5

문헌 정부 보고서

③

1 언론 보도 문헌 주요 일간지 기사

2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요구 사항

문헌
정부 생산 문서, 주요

일간지 기사

현지조사 면담 기록지 면담#6,7

3
비 지역 기반 참여자

동향

문헌
주요 일간지 기사,

정부 생산 문서

개별면담 면담 기록지
면담

#8,15,16

*111-112쪽의 [별첨 1], [별첨 2]의 개별 취득 자료의 해당 번호

이 연구는 공공 개방 공간 조성 과정을 다루는 연구이고 정치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은 현지조사와 면담 등 각

행위자의 행위 동기나 처한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인 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토지 이용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통계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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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기존의 연구 및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에서는 사례의 일반화

(generalization)가 아닌 특수화(particularization)를 추구하였다(Stake,

1995, 29). 즉, 토지 이용 변화와 장소 이용자의 증언을 예화로서 제시하

여 경의선 공원의 사례로서의 독특함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러한 변화의

정치적인 결과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조사기법적인 측면에서 면담이나 현지조사를 통

계 처리 보다 우월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다(조용환, 1999). 본 연구

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와 의미론, 그리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 공간이 구성되어 가는 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

다. 공원 조성에 의한 지가 상승이나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김우주

& 손용훈, 2015; Gould & Lewis, 2012)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컬의 개발 정치나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는

정치인과 대중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잡

다단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공원 조성과 관련된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조건, 상황, 맥락을 명료화할 수 있는 자료를 구득하고 나아

가 연구 대상의 현상적・재현적 차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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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본고는 경의선 철도의 공원화 과정에서 해당 유휴철도부지에 장소기반

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엘리트와 지역 주민 등이 결성한 성장 동맹

(growth machine)이 유휴 부지의 성격과 용도를 결정하는 데 깊게 관여

했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제1절에서

는 지역 성장 연합(local growth coalition) 및 지역 개발 정치의 전개 양

상과 관련한 기초적인 논의와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

고 이러한 신자유주의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국가가 가지는 특징

및 조건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만드는 지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살펴보

고자 한다. 경의선 철도의 공원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나 인과관계 측면

에서나 큰 영향을 끼친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한 중앙

정부의 입장 선회를 이해하고 지역 개발 정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론적

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제3절에서는 장소의 공공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계열별로 정리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 중에서 장소의 공공성을 일반화하여 논의한 것은 없고

공공 공간에 관한 논의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인 배경에서 이뤄져 왔다.

그런데 공공성 개념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분석적으로 정교화 될 필

요가 있기 때문에(조대엽 & 홍성태, 2013) 본고는 기존의 공공 공간 논

의를 장소의 공공성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서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개발 정치와 중앙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토지 이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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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 개발 정치

1. 지역 성장 연합과 지역 개발 정치

지역 성장 연합에 대한 논의는 서로 다른 경제 계급의 연대와 정치적

공동 행동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Harvey, 1985). 하비

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계급적인 적대관계에 있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지역 및 도시 공간에 집적된 고정 자본의 가치 절하를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급 간 연대(cross class

alliance)의 결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ibid.). 지역 성장 연합에 대한 하

비의 마르크스주의 접근은 지나친 거시구조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으

나 이후의 도시 연구에서 공간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박배균, 2006).

로건과 몰로취(Logan & Molotch, 1987)는 하비의 이론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시사(都市史)를 관통하는 엘리트

의 성장 동맹(growth machine)을 분석했다. 하비의 연구가 자본주의 정

치경제에서 공간적 돌파(spatial fix)의 기제를 이론화하기 위한 거시 이

론의 성격이 강했다면 로건과 몰로취의 연구는 경험적인 사례를 중심으

로 지역 개발 정치의 양상을 구체화했다. 로건과 몰로취는 장소기반적

이해관계(place-based interest)를 도시 공간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을 통해서 명료화하고 지역 개발 정치를 주도하는 도시 엘리트를 장

소 사업가(place enterpreneur)의 연합으로서 분류했다. 로건과 몰로취에

따르면 지역 개발 정치를 주도하는 장소사업가는 간헐적 사업가, 구조적

투기꾼 등으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다(ibid.). 그런데 이

러한 로건과 몰로취의 연구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구이며,

엘리트 중심적인 사회사 연구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야 한다. 또한,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시 엘리트에 대한 로건

과 몰로취의 비판이 경제결정론에 의한 단순화라는 지적이 있다(박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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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하비의 공간적인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로건과 몰로취의 한계를 보완했

다고 평가받는 연구로는 콕스의 스케일 정치에 대한 논의가 있다(Cox,

1998). 스케일 정치는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관계학, 지정학, 지역지

리학, 인문지리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상위 스케일(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지역 경제 블록 등)과 국가 하위 스케일(지방 정부, 민관협

치기구 등)의 국가 스케일과의 중첩, 경합, 대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Johnston, 1994; Marston, Jones & Woodward, 2005;

Flint, 2007). 지역 성장 연합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지역 개발

정치의 복합적인 양상을 포착하기 위한 콕스의 스케일 정치 논의를 간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콕스의 스케일 정치론

스케일은 닐 스미스에 의해서 인문지리학 내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획

득한 개념이지만(Marston et al., 2005), 여기에서는 지역 정치 분석에 스

케일 개념을 적용하여 성장 연합 논의와 결합 및 구체화시킨 콕스의 논

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콕스는 로건과 몰로취의 장소 사업가 논의를 보다 포괄적인 ‘국지적

의존성(local dependency)’ 개념으로 일반화했다(박배균, 2006). 로건과

몰로취가 도시 공간의 사용가치를 몰각하는 교환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제

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면 콕스는 ‘국지적 의존성’을 보다

다원적인 개념으로서 제안했다3). 예컨대, 은행이나 전력회사의 서비스범

위는 (준)공공 기관의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민간 신탁

기관이나 NGO는 단지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경보존, 지역 정체

성의 위기, 전통 문화의 계승 등 보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Cox,

3) 지역 개발 정치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 또한 로건과 몰로취의 경우 장소

(place)를 중심으로 하지만 콕스는 지역(local) 보다 작은 단위에 자신의 논의가 적용

될 가능성을 부인한다(Logan & Molotch, 1987; Cox,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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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러한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개념으로서의 ‘국지적 의존성’ 또는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 개념은 로건과 몰로취의 성장연합론

을 보완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장연합에 대한 반성장연합의 결성과 양

자의 대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또한, 콕스의 논의는 지역 개발 정치의 전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이라는 개념을 제안

했다. 지역 개발 정치는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획일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하비나 로건과 몰로취

의 논의를 경험적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구조적인 요인 이외에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나 지역 개발 정치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우발적인 요소를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연대의 공간’은 기존

의 지역-국가-초국가의 위계적인 스케일 개념 대신 보다 유연하고 투과

적인 스케일 개념을 적용한다. ‘의존의 공간’의 일치를 통해서 발원한 지

역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가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지리

적 스케일에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대의 공간’ 논의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다(ibid.).

이러한 콕스의 논의는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개발 정치가

두 가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지역

개발 정치는 국가적 스케일, 또는 초국가 스케일로의 도약을 통해서 지

역의 경제 성장이나 지역 개발주의(boosterism)를 지향하는 지역 성장

연합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전개에서 예

측 불가능한 지점은 지역-국가-초국가 스케일의 계서적인 구분을 건너

뛰는 행위자의 전략적인 행동이다.

둘째, 지역 개발 정치는 반성장연합의 결성과 그들이 만드는 연대의

공간에 의해서 오히려 지역 개발 사업의 좌초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전개에서 예측 불가능한 것은 대항 동맹의 결성을 가능케

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구조적, 상황적 조건이 성숙했는지 여부이다.

콕스는 하비의 ‘계급 간 연합’과 스케일 건너뛰기(jumping scales) 논

의를 수용하고 발전시키지만 거시적인 경제 결정론으로부터는 일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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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둔다. 콕스는 지역 정치가 고정 자본의 가치를 지키고 장소를 상품

화함으로써 교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보

다 다원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추동된다고 보았다(Cox, 1998). 콕스가

제시한 개념 자원들은 지역 성장 연합이 자신들의 장소기반적인 이해관

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범위를 넓히거나 국가 스케일, 또는 초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발적인 결

과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고는 로건과 몰로취의 성장연합론

과 콕스의 스케일 정치론을 아울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도시 공원과 지역 개발 정치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개발 정치에 관한 사례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국내의 경우 부산의 삼성 자동차공장 유치(백두주, 2000), 새만

금 간척 사업의 전개(이성호, 2008), 울산과 포항의 반성장연합 정치(박

재욱, 1998), 토건 국가의 재생산 기제 전반에 대한 분석(강진연, 20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개 대규모 산업 시설

의 유치나 이와 관련한 토목・건설 사업의 전개과정을 사례로 하고 있

다. 본고에서 다루는 경의선 공원은 500억원 규모의 공원 조성비용 및

공원화와 연계된 인근 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종래의 연구가 다

룬 토건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유휴부지의 공공

개방 공간이라는 특징이 지역 개발 정치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지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원이라는 공간의 유형이 지역 개발 정치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지에 관해서는 외국의 경우 녹색 성장 연합에 의한 환경 젠트리피케이션

연구(Gould & Lewis, 2012; 2016)와 미국 러스트 벨트의 도심 재개발에

서 녹화 사업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Safransky, 2014), 관광 사업을 북돋

기 위한 정부의 유휴부지 공원화에 대한 포르투갈과 중국 사례에 대한

연구(Franklin & Ascensão, 2018; Chung, Zhang & Wu, 2018) 등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국내에서는 ‘신개발주의’ 비판 연구에서 ‘녹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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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green growth coalition)’ 논의가 일부 이뤄졌으나(조명래a, 2004; 김

지원 & 김종영, 2013) 이러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성장연합론에 기초하

여 공원4)의 사회적인 구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 공원은 조성, 유지・관리 등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최

근 공원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연동된 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도시 정책의 증가는 광장, 간척지, 발전시설 등의 산업

시설이 아닌 유휴부지, 지하, 공원 등 기존에 경제적인 기능이 덜 부각되

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주의를 표방하는 성장 연합이 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시 공원을 통해서 가능한 공공 활

동이 경제 성장 중심의 지역 개발 정치에 의해서 어떻게 촉진되거나 제

한되는가 하는 측면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의미 있

는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 개발 정치가 도시 공원의 비교적 균등한 배치 등을 통한

‘환경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며, 도시 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녹색 토건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술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조명래b, 2004; Safransky, 2014; 김우주 & 손용훈, 2015; Gould &

Lewis, 2016). 그러나 도시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을 공간의 사회적인 구

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국외

의 연구에서는 공원과 같은 공공 개방 공간이 지역 개발 정치에서 개발

의 부작용이나 원주민의 축출 과정을 은폐하고 미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Gould & Lewis, 2012; 2016; Safransky,

2014). 이러한 지적은 성장 연합의 개발 정치에 있어서 공간적인 도상

(symbol)과 담론, 공간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중심의 분석에 치우친 성장 연합

분석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4) 2019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광장 개소와 면적은 각각 5,036개소,

152,151,036㎡이고 공원 개소와 면적은 각각 22,439개소(광장의 약 4.5배), 926,600,791

㎡(광장의 약 6배)이다. 오늘날 공원은 광장보다도 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표

적인 공공 개방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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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자유주의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

1.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

으며 보호무역의 철폐, 관세 인하, 복지의 감축, 시장 경쟁의 도입, 성과

주의 등 시장 합리성을 공공 부문을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

키는 국가 정책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이념이다(Park, Hill & Saito,

2012).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의 도입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진행

된 것으로 본다(최병두, 2011; 2012). 첫째, 1979년-1980년 제2차 오일 쇼

크와 부채의 늪으로 저성장 고물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IMF 긴급 차관을 신청하고 그 반대급부로 긴축 재정을 도입한 시기이다

(ibid.).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을 위시

한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시장 자유화, 규제완화, 금융기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도 동시에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

조를 재편하는데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자 했다(손호철, 2009, 77). 최병

두는 이 시기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펙과 티켈(Peck & Tickell, 2002)

의 시기 구분5)에 비춰 볼 때 “무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고

려”했던 발아적 시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최병두, 2012, 29).

둘째,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민주화에 의한 관민협조형6) 발전주의

국가의 등장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개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한・미

5) 펙과 티켈(Peck & Tickell, 2002)은 신자유주의화의 정도를 1) 이념적 구호와 정책 제

안(발아적 시기) 2) 정책 시행과 정부통치제도의 변화(퇴행적 시기) 3) 지배적 레짐과

자본주의 형태 구축(전진적 시기)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Park et al., 2012, 5; 최병두,

2012, 17-18; 이희연, 2018, 209).

6) 김인춘(2004)은 하트(Hart, 1992)를 인용하여 자본주의 발전전략을 1) 동아시아의 정

부주도형 2) 유럽식 혼합경제형 3) 미국식 시장경제모델로 분류했다. 유럽식 혼합경제

형의 조합주의 모델과 동아시아의 정부주도형이 결합된 것이 관민협조형 발전전략이

며, 장기침체 이전의 일본과 IMF 이전의 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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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경제 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세 번째 시기와 중첩되는 것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김인춘, 2004; 최병두, 2012). 1987년 체제 하의 민주화 요구에 의한 지

방자치제의 도입(Park et al., 2012, 22)과 노조 지도자의 정치 활동에 대

한 용인(손호철, 2009, 80),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실질 임금의 상승

(최병두, 2011, 455) 등에 의한 ‘분배 연합’의 출현은 1987년 체제 하의

신자유주의화가 영미식 모델이 아닌 제3의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양상으

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Evans, 1995, 김인춘, 2004, 234

에서 재인용).

셋째,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외환위기로 인한 구

조 개혁의 시기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그에 따른 대량해

고,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기업의 공격적

인 인수합병(M&A) 등 이 시기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급격한 사회 변화

를 야기했다(지주형, 2007). 국제정치경제로부터의 시장 자유화에 대한

압력은 금융 기관의 통폐합과 영미식 기업제도를 적용한 재벌 개혁 시도

로 이어졌다(진시원, 2003).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금융 산업의 자유화

및 투자 효율성의 증진이 아닌 기존의 발전 국가가 가진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ibid.; 류석춘 & 왕혜숙,

2007; 지주형, 2007)7). 이 과정에서 ‘발전 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인 ‘분배 연합’은 기저를 상실케 된다(김인춘, 2004).

7) 특히,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 부문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대기업은 제2금

융권으로 진출하여 발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금을 통해서 부실 채권과 부

채를 해결한 데 비해서 시중 은행의 단기 재무 건전성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것이 상기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다(류석춘 & 왕혜숙, 2007; 지주형, 2007). IMF 프로그램이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

과 족벌 식 사업 확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류석춘 & 왕혜숙, 2007). IMF 이후에도 지속

되는 한국의 “제도화된 중상주의적 경제민족주의”는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에 의한

기업 ‘헐값매각’ 논란으로 표출되었고 재벌 중심 경제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

로 구성된 이중적인 경제 구조는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오히려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진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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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

발전주의 국가 논의는 일본식 경제 성장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다(Johnson, 1982, 이희연, 2018, 205에서 재인용). 서구 자본주

의 국가가 시장 합리성에 기반하여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 경쟁을 보장

하는 방식의 국가-시장 관계를 정립해 왔다면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산업화의 추진에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가 시

장에 전 방위적으로 개입해 왔다(Park et al., 2012). 주로 관치금융을 매

개로 특정 산업 부문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것이 발전주의 국가의 특징이

다(류석춘 & 왕혜숙, 2007)8). 이러한 경제 관료 집단의 효율성, 유능함에

힘입은 높은 정책 자율성의 구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 하에

서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적, 경제적 블록화를 지향했던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보조,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용인이라는 대외적인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Park et al., 2012). 또한, 대내적으로는 서구 열강

의 침탈에 저항하기 위한 민족주의 정체성과 유교적인 국가관 등이 발전

주의 국가의 헤게모니적인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ibid.;

구종서, 1996, 이희연, 2018, 203에서 재인용)

발전주의 국가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후발 성장 국가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보다 최근의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베트

남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는데 유효했다(ibid.). 그러나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전주의 성장 전략의 유효성은 ‘따라잡기’ 기간에만

국한되며(김대환, 2001; Moon & Rhyu, 2001, 김인춘, 2004, 228에서 재

인용), 발전주의 국가의 정경 유착은 경제 정책의 실패와 부패의 원흉이

라는 비판이 이뤄졌다(Vogel, 2005, Park et al., 2012, 17에서 재인용).

또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은 동구권의 몰락 이후 세계 패권의 유

지를 위해서 군사・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되자 그간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미국에 의해서 대외적인 개방의 압력에 직면하

8) 류석춘과 왕혜숙은 기존의 발전국가 논의를 정리하여 1)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 자본

통제 2)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료제에 기초한 경제 규율 이 두 가지가 발

전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요약하였다(류석춘 & 왕혜숙, 200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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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Park et al., 2012). 대내적으로는 한국에서 권위주의 군사 정

권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과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각 국가의 독특한 정치경제적인 조건이 발전주의 국가의 위기 봉착과 전

환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9).

이와 같이 발전주의 국가의 전략적인 선회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

한 국제 레짐에의 통합은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따라서 그

양상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는 발전주의 국가를 완전히 신자유주의화하지도 못했지

만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가 취해 온 성장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지도 못

하게 만들었다(ibid.). 금융부문에 대한 수직적 통제, 거시경제 계획, 강한

산업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자율성은 무역

자유화, 금융시장개방, 세계경제에의 통합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근대화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특정

부문의 집중 육성을 추진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산업정책은 IMF를 겪으

면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인춘, 2004, 235).

하지만 발전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과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 신 공공

관리론이나 공공 선택 이론이 지향하는 공공 기능의 민간 이양과 분권

화, 금융 부문의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Park et al.,

2012). 2000년대 이후에도 특정 산업 부문의 보호와 규제에 관여하는 국

가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는 등 발전주의 노선은 변형을 거듭하며 지속

되고 있다. 경제민족주의에 기반 한 헤게모니적인 정당성과 경제 부문에

대한 강한 자율성이라는 핵심요소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진

시원, 2003). 이와 같이 발전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는 매우 경로 의존

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9) 신자유주의가 각 국가의 독특한 산업구조적 여건과 정치 이념의 접합, 착종에 의해서

다른 전환 경로를 취한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최병두, 2011; Park et

al., 2012; Cahill et al., 2018). 예컨대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개

혁은 좌파 진영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되었고(Cahill et al., 2018, 16) 아랍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노선과 이슬람 체제의 강화(사우디아라비아), 대중사회주의 노선에 자본주의

적용(리비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집트) 등 국가 별로 상이한 노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병두, 201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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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소의 공공성 유형

경제적・자원관리적 공공성

장소의 경제적 공공성은 엘리너 오스트롬의 커먼즈 논의를 통해서 가

장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오스트롬은 지하수, 어족자원, 삼림자원 등

과 같은 자연적인 공유자원10)이 가지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유량(flow)과

저량(stock)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예컨대 물고

기 남획은 유량의 과다 인출로 인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물고기들까

지 씨를 말린다. 그 결과 유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저량인 어장의 생태계

가 파괴됨으로써 유량의 인출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저

량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량의 유량이 인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전이다(Ostrom, 1990, 71).

이러한 논의는 일종의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용의 장소

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파커와 요한슨(Parker & Johansson, 2012)은

오스트롬의 논의를 끌어오면서 도시 환경에서 공유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장, 공원, 길과 같은 공공장

소가 전형적인 도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장소들이 산출할 수 있는 유량은 각종 모임, 레저, 휴식의 가치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장소를 지속가능하게 가꾸려는

노력 없이 대규모 군중집회나 행사 장소로 이용하기만 하면 시설이 쉽게

노후하거나 쓰레기 등의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저량으로서 존재하는 장

소의 특질이 소실될 것이다.

10) 경제학의 자원 분류에 관하여 다음의 표를 참조.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재 클럽재

없음 공유재원 공공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없는 속성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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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미화원이나 시설관리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공장소를 공유자원(commons)이 아닌 공공재

(public goods)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앞장서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시설과 장소를 세금과 공공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 및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의 장소에 대한 공급과 소비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중도덕과 같은 자치 규범이 요구된

다. 공적인 장소의 이러한 성격을 장소의 경제적・자원관리적 공공성이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가적・권위적 공공성

어떤 장소에서는 종교적인 의례(ritual)에서와 같은 엄숙한 태도와 특

정한 행위규범이 강제된다(Amoore & Hall, 2010). 이러한 종류의 장소는

강한 권위를 갖는 개인이나 조직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장소 전체에서 강

하게 작용하는 영토적인 지배력이 작용하는 장소라고 정리할 수 있다

(Delaney, 2005; 박배균, 2010).

장소가 강제하는 행위규범과 그러한 장소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Jones et al., 2015). 여기에서 정리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토적인 지배는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지배

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서구의 정치철학에서

도시는 인간의 말하고 행위하는 삶의 근본 조건이며 공적 세계 그 자체

라고 보았다(Arendt, 1958, 125).

오늘날 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의 국가적 공공성은 국가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정의하고 규율하는 이념에서 발원한다. 대표적으로 헌

법의 이념은 사적 자치의 보장이나 권력의 분립 같은 원칙을 제외하고는

민주적인 가치질서의 형성을 전제한다11). 따라서 장소의 국가적 공공성

11) 조대엽과 홍성태(2013, 11)는 공공성의 핵심요소를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이라고 보

았다. 이 중 공민성은 “공적 시민 혹은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민주적 성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근대적 질서이

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질서라는 점을 함의한다(조대엽,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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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의례 같은 수

동적인 행위규범 외에도 기본적인 민주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적극적

인 시민성을 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장소 이용자의 수동적인 행위와 관련된 국가적 공공성은 국가의

핵심기능과 관련이 있는 의회, 법원, 국경 검문소, 현충원 등에서 강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100m 이내의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

고(집시법 11조)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 나무 등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란 행위는 처벌되며 여러 권위체에 대한 존

중과 삼가는 행동이 요구된다.

정치권력의 획득 및 행사와 관련된 적극적인 국가적 공공성은 광범위

한 장소에서 형성 된다. 예컨대 공원, 광장 등 관습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폭넓은 장소들은 핵심적인 국가 기관이 위치해 있거나 법률

이 특정 행위규범을 강제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

서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명문

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보호받는다(권혜령, 2010; 강태

수, 2011; 박승호, 2013). 이러한 장소의 공공성은 적극적인 시민권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장소의 국가적・권위적 공공성을 “경찰력 또는 기타 행정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적용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의 경찰력이나 보다 포괄적인 행정력의 사용이 이

뤄지는 경우로 개념을 제한하는 이유는 분석적인 명료화를 위해서이다.

사회적・관계적 공공성

많은 공공장소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알고 지내는 이

질적인 사람들이 뒤섞이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거나 장소의 보

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공존 자체를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덕목이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공공성은 직장이나 식당,

지하철과 버스 안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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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자신의 품위와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발원한다

(Goffman, 1959). 로우(Low, 2013, 1)는 이러한 장소의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공공 공간이란 인종, 계층, 젠더, 나이, 성적 지향, 민족성 그리고 다른 능력

의 차이가 정치적 실천, 소통 그리고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 안전한 포럼 속에

서 경험되고 협상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로우는 공공 공간의 ‘공정함’을 세 가지 유형의 정의와 관련된

질문으로 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표 2-1] 참조).

[표 2-1] 공공 공간의 공정한 사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

구분 관련 질문

분배적

정의

�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공 공간이 주어져 있는가?

� 공공 공간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절차적

정의

�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피크닉이나 게임을 위해서 공원 운동장 사용에 작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모든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 공원 관리자가 활동 계획을 결정할 때 다양한 거주민과

균등하게 상의하는가?

� 공원 관리자는 모든 거주민이 특정한 조치, 특히 공원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조치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상호작용적

정의

� 공공 공간이 모든 개인에게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여성이 남성과, 아이가 모든

사람과, 십대가, 유색인종인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은 시민권, 평등,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출처: 로우(Low, 2013, 8)를 토대로 필자가 도표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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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Low, 2013)는 장소의 사회적 공공성을 본고에서와 같이 국가적

공공성이나 경제적 공공성과 분리하지 않고 단일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

를 제안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슈퍼마켓 직원이 하릴없이 배회하는 동

네 중고생에게 “뭘 살거니? 안 살 거면 나가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ibid., 8) 그와 같은 사소한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긴 어렵다. 처

벌 그 자체가 장소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회적 공공성이 결여된 장소에서는 배제, 소외, 불평등 같은 문제

로 인해서 갈등과 불만이 누적될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서로 다

른 장소의 공공성을 구분하여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유효한 분석으로 이

어질 것이라고 보고 로우의 논의를 사회적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

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장소의 공공성 유형

장소의 공공성

유형
주요 규범적인 함의 사례

경제적,

자원관리적

공공성

공간을 경제적인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규칙,

태도의 촉구

공 중 화 장

실, 대중교

통수단 등

국가적, 권위적

공공성

공간을 국가의 영토적, 주권적 지배의 관점

에서 바라보고, 경찰력의 배치와 특정 행위

규범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이념의 관철

을 촉구

국회, 법원,

검문소 등

사회적, 관계적

공공성

공간을 이질적 요소의 군집이란 관점에서 바

라보고, 사적 자치와 관용 같은 구속력이 적

은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촉구

회사, 거리,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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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 개발 정치와 도시 공원

경의선 간선(용산선)의 철로가 공원으로 거듭나기까지, 20년 이상의 정

치과정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철로의 공원화 과정에서 마포의 지역 성

장 연합이 어떻게 결성되었고 활약했는지를 살펴본다.

마포의 지역 개발 정치 과정은 경의선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마포구 구간의 경의선 폐철로를 증축

하여 전철을 짓겠다는 철도청 결정에 반발하여 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하

는 1단계(1995년~2003년), 두 번째 시기는 철도청의 경의선 철로 폐선과

수도권 광역 전철 4선의 마포구내 한정 완전한 지하화 약속을 받아낸

2003년부터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 등 지자체가 활용 및 계획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암막 뒤의 협상과 ‘스케일 건너뛰기’ 전략이 사용되는

2단계(2003년~2011년), 세 번째 시기는 경의선 지상부의 무상사용 허가

를 받은 뒤 공원 조성 착공이 이뤄진 2011년부터 경의선 공원 전 구간이

개원한 2016년까지의 3단계이다.

이 세 시기는 마포의 성장연합이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활약하고, 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의선 철로의 공원화와 관련된 지역의

정치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은 성공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철로의

‘주민 환원’과 공원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

(discourse)을 이용했다. 이 두 담론은 아직 공원이 철로였던 시절에는

공원이라는 가능성과 기회의 공간에서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성장 연합의 토지기반의 이해관계(landed

interests)에 치우친 공간 구상은 철로의 ‘주민 환원’ 담론에 내재한 분배

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결여하고 있었

다. 이 장에서는 지역 개발 정치의 전개 양상을 전술한 맥락에서 각 시

기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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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철도 지하화를 위한 지역 성장연합의 결성

경의선 공원은 경의선 간선이 전철화되면서 지하에 매설되고, 기존에

지상에 남아 있던 폐철로가 제거되면서 드러난 나대지에 조성된 공원이

다. 경의선 공원이 완성된 2016년으로부터 반추한다면 20년 이상의 공원

화를 위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용산선(경의선 간선) 지하화 논의

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와 철도 지상부지 활용 계

획은 거의 동시에, 동일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마포구

에서 전개된 철도 지하화 운동을 개관하는 것은 경의선 공원화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마포구 관내의 경

의선 철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이익 동원의 정치와 이 과정에서 철도 유

휴부지에 대한 공간 구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산선 폐선까지, 이익동원의 정치

마포구 관내의 경의선 철로가 완전히 폐선되기까지는 약 두 차례의 정

부 간 협의에 따른 결정 조치들이 앞서 있었다. 건설교통부의 첫 번째

양보안은 새로이 건설하는 경의선 전철12) 4선을 전부 지하화하되, 기왕

에 지어져 있던 지상의 철도 노선 1선은 향후를 대비하여 그대로 남겨두

겠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1999년 마포구의회에 통보되었는데, 이 때

서울시는 상암동의 새서울타운계획, 수색역의 지하철계획 등을 사유로

지상1선까지 지하화해줄 것을 재요구했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01년에 2차로 제시된 건교부 안은 지상1선을 고가화한다는 것이었다.

2001년 이전에는 서울시를 통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에 기대 있던 마포구

의 이해 세력이 결집한 것은 2001년의 고가화 결정 이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12) 경의선의 전철화는 일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도권 통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2000)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논의에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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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의선 지하화 연표

년도 주요 사건

1995.12 마포구의회,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 촉구안 결의

1997.2. 철도청, 사업계획 변경불가 회신

1997.4. 마포구의회, 철도청 관료 소환하여 대안 논의

1999.10.
건설교통부, 신공항선과 연계하여 경의선 지하4선으로

건설하되, 지상 1선 존치 통보

2000.6. 서울시, 지상 1선 지하화 재 요구

2001.10. 건설교통부, 지상선 고가화(합의안) 통보

2002.12. 마포구의회, 고가화 반대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가결

2003.3. 서울시의회, 용산선 고가화 반대안 가결

2003.4. 철도청, 용산선 고가건설 및 경의선 복선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3.9.
철도청장,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산선 폐선 결정”

국회 건교위 발언

출처: 마포구의회, 서울시의회, 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필자 작성

1999년의 1차 건교부 조정안을 끌어내기까지도 마포구의회나 공식적인

정부 기관 내의 협의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13). 그러나 2001년도의 2

차 건교부 조정안에서는 홍대입구역과 가좌역 사이의 연남동 구간에서

신공항선(現 공항철도)이 일부 지상화하는데 여기에 경의선 고가 철로가

지어지면 연남동의 이중고가 될 것이라는 점이 지역 중심의 이해 결집에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연남동, 동교동, 신수동 이쪽 주민들은 요즘에 엄청납니다. 아주 이건 상

상을 초월해요. 자, 평당 750만원, 700만원 가던 땅이 지금 550도 아예 거래가 

없어요. 코오롱아파트가 2억 9천, 32평짜리가 3억 갔는데 지금 2억 3천도 안

가.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명분이 24

개동에서 한 동네나 두세 개 동이 어떤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 힘은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범구민대책기구를 한번 만들

13) 예컨대, 마포의 지역 정치인들은 철도청 직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항의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마포구의회, 1997.4.25.), 서울시는 철도청과 2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다(서

울시의회 20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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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요. 자, 구청장, 이 지역 국회의원, 이 지역 시의원, 우리 구의원, 마포구

청에 속해 있는 각종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어떤 반대나 저지 위원회가 아니고 

용산선철길대책위원회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아, 우리 옆에도 사람이 있

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 마시고 꼭 좀 어떤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제92회 마포구의회 예결특위(2002.12.13.) 김효철 의원)

2001년 건교부의 경의선 고가화 결정은 마포 중심의 대대적인 저항 운

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의회 기록이 이 시기에 기초・광역

의원의 대전 철도청 당사 항의 방문, 집단 데모, 경의선 지하화 투쟁위의

결성 등 지역 정치인 중심의 조직화된 이익 결집과 표출이 있었음을 말

해주고 있다. 이 시기의 철도 지하화 운동이 앞의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기관 간 협의 과정과 구별되는 지점은 경의선 철로 통과 지역에 국

지적 의존성(local dependency)을 가진 이해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동

원(mobilization)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돌려보신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변에는 아파트를 이미 15층

을 건립을 다해서 6월에 준공입니다. 6월에 준공인데 이런 고가구조물을 해 가

지고 이것이 원래 지상 1선이 있었던 것을 그것을 지상 1선을 개착을 해가지고 

신공항철도를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다시 복토하고 지상 1선을 존치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지상 1선 존치해 있던 것을 다시 고가화로 하겠

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공해나 조망권 문제, 분진 소음 이래서 이것을 다 지하화로 해 달라하는 얘기

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청원으로 1,500명 서명을 받았지만 우

리 시의회에서는 상대가 건설교통부 소관 철도청이기 때문에 청원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제안설명에서 의견청취해서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해 주시면 관계

요로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해 줄 것을 우리 마포구 주민은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139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2003.2.20.) 김유현 의원)

철도 지하화 의제를 중심으로 뭉친 마포의 성장 연합(growth

coalition)은 그간 도심 지역의 철도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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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철도 고가화로 인해서 지역의 땅값이 하락한다는 재산상의 피해까

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성장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성원은 마포에 지역 기반을 가진 선출직 의원, 마포구의 행정관료, 해

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부동산과 건설사 등

지역의 개발업자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마포구를 지역구로 하

는 국회의원 박주천을 비롯하여 마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의 활약

등은 의회 기록에 밝혀져 있고(마포구의회 2007.10.17.; 서울시의회,

2002.2.22.), 연남동의 주민대책위원장 또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회고조로

진술되어 있다(마포구의회, 2011.11.29.).

마포구의 행정 관료와 개발업자가 성장연합에 대한 가담은 간접적인

증거로 추정이 가능한데, 마포구는 1979년 이후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지역 정부는 SOC 사업을 통한 부

동산 가치 증대, 민간 투자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마포구, 2004, 356). 마포의 성장 연합은 경의선 철도의 고가화를 좌

절시킴으로써 1차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중단을 막을 수 있었고 지역의

개발을 통한 세수의 증대, 지가의 상승 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

었다14). 이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환경권이라는 더

욱 보편적이고 광범위한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담론을 끌어왔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했다15).

그런데 이렇게 결성된 마포 지역의 성장 연합은 경의선 잔존 철도가

제거된 이후에도 경의선 공원화의 과정에 계속적으로 깊게 관여하면서

경의선 철도 유휴 부지를 지역 경제 성장과 개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방 의회의 토건 지향적인

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의회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 정부 시기

14) 굴드와 루이스(Gould & Lewis, 2016)는 ‘녹색 성장 연합’의 구성원인 부동산, 건설

사, 지방 정부는 중장기적인 장소의 사용 보다 단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거래 수

수료, 조세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성장 연합을 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콕스(Cox, 1998)의 경우 지역 성장 연합에 부동산이 가담하는 것에

관해서 “매물, 동네에 대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한계를 이루는 지리적 경계” 내

에서 ‘의존의 공간’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5) <노는 철도부지 ‘시민 곁으로’/ 경춘・경의선 폐지구간 녹지대 등 공공시설 조성>,

서울신문, 2003.9.2., <용산線 ‘아듀~’>, 한국일보,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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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연합의 잔존 세력은 지방 정부의 토지 계획 권한을 경의선 철도유

휴부지와 인접부지(100m 이내)의 상업적인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집행부를 압박하는 데 앞장선다.

[표 3-2] 경의선 지하화 및 공원화에 관여한 구의원의 공통적인 이력

연
번

의원명 활동회기
3대

관변단체
출신

새마을
금고
간부

라이
온스
클럽

민주평통
자문위원 비고

1 이종일 제1,2,3,4대 ○ ○ ○

2 김유현 제1,2,3대 ○ ○

3 박영길 제2,3,4,5,6대
통일주체국민회

의 대의원 출신

4 유응봉 제2,3,4,5대 ○ ○ ○

5 김순금 제2,3,4,6대
공덕2동

재개발추진위원

회 발기인

6 김효철 제2,3,4,6대 ○ ○
용산선철로고가

화저지대책위원

회 위원장

7 김영식 제2,3,4대 ○ ○ ○

8 박상수 제2,3대 ○

9 한수균 제2,4대 ○ 철도청 출신

10 이진환 제5대 ○ ○ ○ ○

11 차재홍 제6,7대 ○
신운산업

(건축자재

도매업) 대표

12 한일용 제6,7대 ○
용산선

철길대책위 총무

13 마동환 제6대 ○ ○

14 조남진 제6대 ○ ○ ○

지방 의회 회기 정보: 제1대 1991-1995년, 제2대 1995-1998년, 제3대 1998-2002년,

제4대 2002-2006년, 제5대 2006-2010년, 제6대 2010-2014년, 제7대 2014-2018년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도서관 선거벽보자료; 활동회기 정보: 마포구의회)

[표 3-3]는 경의선 지하화 및 공원화에 관여한 마포구 구의원의 공통적

인 이력을 정리한 도표이다. 해당의원은 마포구의회 전자회의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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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색된 ‘경의선’ 검색어 포함 회차의 기록을 전수 열람하여 주도적으

로 발언한 의원을 추린 것이다. 표집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이 마포구의

회의 용산선지하화 결의안 통과 등을 주도하고 시의원, 국회의원과의 연

대에 힘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명 한 명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표 3-3]을 보면 14명의 의원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이 3대 관변

단체 소속이고 새마을금고 간부는 5명,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은 11

명, 라이온스 클럽 회원은 3명이다. 이 중에서 3대 관변단체 출신의 자영

상층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 의회로 진출함으로써 토건 중심적인

개발 정책이 로컬 스케일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기존의 지역 성장 연합

연구(홍덕률, 1997; 강진연, 2015)16)를 참조하면, 마포구의회의 경우에도

경의선 지하화 및 공원화와 관련된 지방 의회 의원의 토건 지향적인 관

성은 권위주의 정부 시기부터 연속되는 그들의 세력 기반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간 구상의 변화 과정

경의선 철로가 사라진 나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

상은 경의선 지하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전략적인 수정을 거듭하며 진

화돼 나갔다. 1995년 당시 경의선 지하화 문제가 마포구의회에서 최초로

논의된 시점부터 2003년도 2월까지는 이렇다 할 지상부지 활용계획이 없

었다. 다만, 철도보다는 도로교통이 효과적이라는 원론적인 제안이 이따

금 되풀이될 따름이었다(마포구의회, 1995.12.6.; 서울시의회 2003.2.20.).

16) 강진연(2015, 335-343)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지역 성장

연합에 의한 개발 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지역 지배 구조인 자영상층 중심으로 구성된 관변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사

회정화위원회, 한국반공연맹 등)와 통・반장 세력의 잔존,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

후 관변단체 출신의 지방 정계 진출과 정당 구조의 지역주의 균열에 의한 정책 대결

의 부재,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영향으로 인한 취약한 지역의 경제 기반과 낮

은 재정자립도, 넷째, 신자유주의적 경제변화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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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의선 지상부지 활용계획이 입안된 것은

2003년 5월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철도청에서 10여년을 근무한 경

력이 있는 한 구의원이 경의선 지하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

로 연구 용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4년 발표된 <2020 마

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에 ‘용산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실린 것

이다.

그러나 우리 1만 5천명 공무원은 그 누구 하나도 구청장에게 경의선 전철 복선

화 및 용산 고가화 건설에 대한 입장을 아무도 보고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철도청에서 나와있

는 담당자가 용산선 그리고 경의선 전철 건설하는 전담반의 주임이 나왔습니

다. 주임이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당시의 여론을 수렴해서 상부에 전달

하겠습니까? (…) 적어도 철도청장이 안 나오더라도 본부장은 나왔어야 되고 

그 본부장에게 우리 청장이 "믿어봅시다. 철도청 한 번 믿어봅시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장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임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임이 어떻게 긍정

적으로 검토해 봅니까? (…) 그리고 용산선 고가와 경의선 복선 전철은 우리만

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민 전체의 일입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입니

다. 지금 보시면 우리 마포구가 올해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용역으로 해

서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5억 6천만원에 계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비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우리 용산 고가 철도에 관련되는 부분

과 경의선 복선전철화 부분에 대한 것에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십시오. (…) 여

러분 보십시오. 제가 구청에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용산선 고가와 관련해

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여러분

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신설해 주

니까 피켓 만들고 현수막 만드는데 1,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하

고 기타 잡비로 120만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플래카

드 만들고 현수막 만들면 용산선 고가화는 백지화됩니까? 경의선 전철은 백지

화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출처: 제96회 마포구의회 본회의(2003.5.24.) 한수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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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용산선 고가화되는 부

분하고 경인선 복선전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남동, 동교동, 대흥동, 신공덕동 이쪽 지

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용

역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포구발전계획용역비지만 그때 이 용역비를 편성하면

서 우리가 단서를 붙여준 게 뭐냐면 용산선하고 경의선 복선전철하는데도 그 

용역비를 일부 할애해서 특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의선 복선전철이나 용산선 고가화되는 부분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어떤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 대

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추가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출처: 제97회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2003.7.5.) 한수균 의원)

이와 같이 공간 계획을 ‘전략적’으로 작성하고, 지역에 유리하게 홍보

해야 한다는 구의원의 질타는 경의선 지하화가 아닌 다른 의제에서도 반

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개발지향적인 조치

를 선제적으로 입안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마

포구의회, 2002.4.20.; 2009.5.29.; 2009.6.29.).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길들여

진 구청 공무원들은 2005년에는 만류하는 구의원들에게 ‘경의선 공원화

용역’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에 나선다. 그 결과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의 부록처럼 수록돼 있던 ‘용산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온전한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 기본계

획>으로 개편된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철도청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

서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나중에 협상을 할 적에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

니다. (…) 그런데 위원님! 이 용역을 해서 위의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정짓지 않아 놓으면 갑자기 어떤 우리하고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대

처방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지상부 구간별로 무얼로 쓸 

건지 확정을 해 놔야 나중에 그 철도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출처: 제114회 마포구의회 예결특위(2005.9.7.) 마포구 도시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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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간 구상의 변화 과정은 실제 경의선 지상부지 활용방안의 내

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지역 성장연합의 이해 결집 과정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균 의원은 연남동과 신공덕동 등지의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용산선 지하화를 위한 용역을

촉구한다. 한수균 의원이 특정 동명을 언급한 것은 해당동이 경의선 철

로가 통과하는 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

개발 사업으로 신규 유입되는 주민들과 건설사 등의 우려를 대변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3] 경의선 연변 부지의 재개발 지구 추가 지정 및 건축계획 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최고 
높이
(m)

용도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2지구 15,483.8 50이하 490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3지구 5,190.7 57이하 460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3,125.4 57이하 455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5지구 2,590.3 56이하 455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6지구

2,599.3 56이하 455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7지구 3,731.9 54이하 455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기정 - - - - - - -

변경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5,512.9 57이하 455이하

15층
이하 70이하 주거,근생, 

문화/집회

출처: 서울특별시고시 2004-133호, 위치 가림처리

앞서 살펴본 의회 기록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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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0.; 마포구의회 2002.12.13.), 당시 연남동에 2003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있었고, 신공덕동 일대에 마포 재개발지구가 위치하여 활발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컨대, [표 3-3]의 재개발 추가 지정 구

역 가운데 4곳이 경의선 공원 경계부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축되

었다. [표 3-3]의 2003년 5월 마포구의회에서 논의된 경의선 연변 부지

의 재개발지구 추가 지정의 건은 서울시 권고의 2배에 달하는 건물 연장

을 설정하는 등 향후 경의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

었다(마포구의회, 2003.5.27.). 마포구 도시계획국은 이에 대한 추후의 실

무적인 협의를 기약했으나, 공원 조성과 관련한 공적 규제는 추후에도

부과되지 않았다. 즉, 구의원들은 “마포구민 전체의 생존권”을 강조하면

서도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경의선 지하화’의 타당

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던 셈이다.

한편, 2003년 9월 당시 철도청장이 용산선 폐선 결정을 국회에서 밝힌

전후사정을 보면, 당시 철도청은 2006년도의 건교부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요구조건의 공개적인 협상 없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당시의 의회 기록에는 용산

선을 폐선하는 대가로 철도청이 철도 지장물에 대한 가옥 이설 등 보상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민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는 언급이 나온다(서

울시의회, 2003.5.22.). 철도 지상부의 역세권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지하화

의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엿보인다(국회본회의, 2003.2.11.).

그러나 공식적인 문건에 그 이상의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2003년 4월

의 고가화 관련 공청회 이후부터 2006년 9월의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착공 승인 전 그 중간 시점에 용산선 폐선 방침이 공문 등을 통해서 마

포구에 전달 된 것은 분명한 사실 같다. 단지, 그 대가나 철도청의 요구

조건에 대한 언질은 극소수의 관계자 층에서만 공유되었던 것 같다. 이

러한 배경에서 2005년도의 ‘공원화 기본계획’ 용역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마포구 행정 관료의 설득이 있었다. 이들의 관심은 정부 간 협상에서 마

포구가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기관의 이해관계에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은 ‘철도에서 공원으로’ 이행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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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포구의 공간 구상은 지역 성장 연합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목

적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5년도 마포구의회에서 공원화

용역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마포구의 행정 관료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

친다(마포구의회, 2005.9.7.). 어차피 경의선 지상부는 마포구 관내에 있으

니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철도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상

호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포구 입장에서도 매한가지이다. 그러므로

폐선로의 철거와 경의선 전철 공사가 진행될 때, 필요한 시설을 미리 요

구하는 것이 ‘마포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었다.

즉, 이 지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포구

청의 이익’이 경의선 지상부를 철도청의 힘을 빌어 주민 편의 시설로 조

성함으로써 주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포구의 이익’으로 환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상의 변화 과정은 마포구라는 지역의 개발과 성장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

하고 그들의 이해를 결집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마포구의 2004년 계획의 골자

출처: 마포구(2004, 426)

[그림 3-1] 마포구의 용산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기본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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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마포구의 용산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 주요 도입 기능

구분 개발방향 주요 유치시설

Open Space

공간시설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위주의 공원․녹지계획

� 서울시 및 마포구의 녹지 경관축과 연

계

� 근린공원, 체육공

원, 분수공원 등

공공 문화

체육시설

� 테마별 공공시설 확보

� - 철도역사, 문화시설

� 생활체육시설 확보

� 철도역사(홍대입구

역, 공덕역, 서강역)

� 청소년 문화시설

� 풋살경기장

교통시설

� 차량 및 보행동선체계와 상호보완적

정비

� 쾌적한 접근성, 자원절약형 동선체계

구축

� 주차장

� 자전거 도로

출처: 마포구(2004, 425)

2004년 12월 발간된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용산선 고가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내용을 최초로

수록하게 된 공식 문건이다. 그런데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미 용

산선 폐지가 결정지어짐으로 인해서(국회본회의, 2003.9.19.), 지상부지 활

용방안이 더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첫째, 경의선 지상부지의

복합용도 사용, 둘째, 구역별 주요 전략 사업으로서 홍대입구역・서강

역・공덕역 역세권 개발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마포구, 2004, 107;

374; 377; 425).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의 계획과 실제

공원 조성 과정에는 복합 용도가 아닌 단일 용도의 공원 구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같은 공원 용도의 단일한 장소라

는 점 때문에, 선형의 공원을 구간마다 단절시키는 고층고밀의 역세권

민자 역사의 상업시설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구의 행정 관료들은 2009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공원의 공공성이

침해된다는 의회의 우려에 대해, 경의선과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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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기록에는 자치구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 개발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경의선 지상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구민들은 실망과 우

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민에게 고통을 주던 철길

에 공원을 만들어 보답한다고 선전하던 것과는 달리 공원 면적은 확연히 줄고 

건물만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자역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덕역사는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산재해 있고, 

S-Oil과 KCC빌딩 사이는 도로의 노면이 주변과 1m 가량 높게 시공되어 벌써부

터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역사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의 발표로 주변 주택소유자 및 아파트 주

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수차례 관련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에서 조사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 집행부는 주민의 의

견과 아픔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료가 없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다.”는 

답변뿐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자역

사를 건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포구민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시

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역사가 무분별한 사업자 위주의 수익

시설로 채워진다면 차라리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주민이 단

합하여 건축허가에 제한과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165회 마포구의회 본회의(2011.11.29.) 조남진 의원17))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 개발

경의선 지하화 전 구간에 역사는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효창공원역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효창공원역사는 당초 1층 건물로 설계되었다가 지역 주민

들의 반대로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는 공원 및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3개 역사는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홍대입구역사는 마포구청의 요구

사항으로 경의선숲길과 맞닿은 부지에 책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7) 이와 같은 기록은 마포구의회 내에도 공원 조성을 빌미로 한 성장 만능주의적인 사

업 진행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의 목소리는

도시 계획의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정치적인 협상이 완료된 뒤에야 나왔다. 때 늦은 문

제제기는 공원의 상업화에 대한 공적 규제의 부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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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약서에는 상호 협력한다고 했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허가권자

가 자치구청임으로 자치구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다. 서울시는 상부 공원화 사

업부지를 무상으로 허가 받은 대가로 역사개발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 등의 

부지를 공단에서 사용토록 협조했다. (…) 경의선숲길로 보아서는 단저로가 높

은 건물로 막힘이 바생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몇 가지 공공기여를 가져올 수 있

었다. 공덕역은 공원관리사무소를 역사 부지내로 옮겼고, 홍대입구역은 공원관

리원들의 휴식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30년 무상사용

하는 조건이다. 서강대역사는 무엇보다 서강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워 서강

대역과 와우교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경의선 숲길공원」 백서(2016.11.),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91)

근린공원 한가운데 들어설 쇼핑몰과 호텔, 오피스 건물이 공원에 자유

롭게 접근하여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인근의 지가 상승을 견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를 곤란케 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의 성장연합은 경의

선 지상부지의 공원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수

익 시설이 아닌 공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던 것이다18). 그러나 기록을

보면, 마포의 경의선 지상부지 활용 계획에서 공원 녹지 등의 개활지는

처음부터 웨딩타운이나 기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잔여물에 불과하나, 홍

대・서강대・공덕의 역세권 개발은 그 자체가 ‘전략 사업’으로 비중 있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마포의 지역 차원에서는 민자 역사를 통

한 호텔, 업무 시설 등의 입지를 통해서 경의선 전철의 정거장을 지역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개발의 이해관계가 존재했고, 이러한

개발 구상은 다른 재개발 계획 및 서울시 부도심 계획과의 정합성이란

명목 하에 합리화되었다(마포구, 2004).

이와 같은 마포구의 2004년 경의선 지상부지 활용 계획은 결론적으로

공원을 비롯한 다른 공공 공간에 별다른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직 공원화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초

창기의 임시적인 특성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공

18) <철도부지 10만평 녹지냐 상업용지냐>, 조선일보, 2004.11.15. 공원화 협약과 관련된

정치 과정의 분석은 이 장 제2절의 2를 참조.



- 40 -

간을 일종의 다른 개발 사업의 ‘잔여물’로 취급하는 것은 공원 조성의 전

과정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지역 성장 연합의 일관된 관점이다.

마포의 성장 연합은 경의선 공원을 통한 지역의 관광 수입 제고나 부동

산 가치의 상승에 공원 조성의 주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마포의 지역 개

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원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는 지역 민원의 최전방에 있는 기초지자체로서 지

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별된 ‘주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경제 성장 이상의 목적과 활동이 필요 이상으

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러한 후속의 정치 과정에 대한 분석은 본

문 제4장 제2절, 제5장 제2절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제2절 공원 조성을 위한 성장 연합의 스케일 건너뛰기

[표 3-5] 경의선 공원화 연표

년도 주요 사건

2006.9. 건설교통부, 경의선 사업실시계획 승인

2007.2. 마포구,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발표

2007.3.
국회 토론회, 서울시・마포구・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공원화

방침에 합의

2007.5. 마포구-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공원화 MOU 체결

2009.9. 서울시,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발표

2010.12. 서울시-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공원화 MOU 체결

2011.7.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 무상 사용 허가

출처: 정부 기관 정보공개 문서 등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앞서 철도 지하화 의제를 통해서 경의선과 관련된 정치과정에 개입하

게 된 지역 성장 연합은 계속해서 폐선부지 지상부의 활용 시 ‘지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19)을 움직이기 위한

‘스케일 건너뛰기’를 감행한다. ‘지역의 이익’이란 철도연변에 가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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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시설의 입지,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대

료 수입만 올려주는 것이 아닌 마포구민의 취업 일자리 제공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는 등 철도부지의 지역 환원 방법에 대한 종합적

인 고려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이익을 말한다.

성장 연합의 스케일 건너뛰기는 주로 선출직 정치인의 정당 간 연계,

인적 연계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스케일 건너뛰기를 통한 ‘지역의 이

익’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 형성은 소수의 엘

리트가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긴 합목적적인 정치활동의

연쇄작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욱 산발적이면서도 우발적인 결

과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소용돌이와 같은 과정에 가깝다. 이 점을 마

포 성장연합의 서울시와의 연대, 국가와의 연대 과정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마포의 성장연합과 서울시의 연대 과정

마포구의 구의원들은 같은 정당에 소속된 서울시의원, 서울시장과의

연대를 위해서 당시 이명박(2002-2006), 오세훈(2006-2010) 전 서울시장

의 공약 사업에 경의선 지상부 활용방안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마포구와 서울시의 의회 내에서 경의선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시장 주도의 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의미화하고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이다.

마포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4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이것을 잘 다스려야 마포가 경제적인 면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한강입니다. (…) 이것이 첫째의 문

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편의상 구마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마포 부

분의 역사성, 문화성, 정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신마포 

19) 2004년 철도청의 상하분리로 출범한 시설 분야의 공기업. 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

(Korail)가 맡아 철도에 관한 국가 사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이원화된 체제로

처리함.



- 42 -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암동 DMC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

적인 가장 신도시로 발전할 것 같은 그런 도시, 신도시 부분, 그 도시 부분하

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년 사이 우리들한테 크게 다가온 경의선 지하화로 

인해서 생긴 경의선 지상공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

의 4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포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자가 

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4가지 요

소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꼭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저는 모노레일 

계획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마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모노레일 

계획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출처: 제122회 마포구의회 본회의(2006.10.30.) 박영길 의원)

12쪽에 경의･공한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에 그 위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에요, 테마공원인데, 그 휴식과 문화공간이라 

이것은 이제 뭐 다 좋습니다. (…) 그러면 제가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이왕 휴식이나 문화공원으로 간다면은 그 지역의 이게 중심부예

요, 마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의선 상부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

입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게 창의적인 정신이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 그러니

까 서울 시장도 지금 보면은 서울 전체가 미술관 형태로 간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 그러니까 우리 마포주민들한테도 어떤 비전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지, 맨날 여기에서 정체적인 입장만 표현하는 것이 잘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을 

아니까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출처: 제133회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2008.1.23.), 박영길 의원)

그리고 용산에서 가좌역까지 경의선, 지하는 용산에서 신공항까지 가는 전철화

사업이 되고 그 중간에 경의선 사업이 되고 지상이 공원화사업이 단계별로 나

누어져 있어요. (…) 이런 사업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아까 

최병조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

듯이 보다 나은 경의선 지상화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디자인총괄본부

의 적극적인 노력의 경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 그것을 본부장님이 잠시 

생각이 안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왜냐하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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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인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구간구간 중요한 지점을 연결시켜서 가좌까지 가는 경의선이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출처: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2008.2.19.), 최상범 의원)

이러한 노력은 당시 두 전임시장이 워낙 굵직한 개발 사업을 공약하기

도 했고, 오세훈 시장은 2006년-2010년까지 본인의 임기 중 시장 공약

사업에만 7조 9,9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만큼 예산 쏠림이 심했던 탓

도 있다(변창흠, 2014, 38). 즉, 경의선 지상부를 통일성 있게 관리하면서

도 서울시의 인력과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이 주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공간 구상을 바꿔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2004년 마포구 계획이 대상 부지를 다섯 구간으로 나누되, 구간별로

각각 다른 개발사업과 그에 대한 ‘잔여물’로서의 공공 공간을 계획했다

면, 2005-2007년에 작성된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화 기본계획>에는

경의선 지상부가 통째 ‘녹도(green way)’로 재구성돼 있다. 또한, 2006년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발송한 경의선 복선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의

견을 보면 마포구와 함께 ‘녹도 조성’ 방침을 공동 표명하고 있다.

[표 3-6] 경의선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서울시 의견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공 원 과

02)6321-4184

◦ 지상부 유휴부지(116,745㎡)에 대하여 선형의 특화된 공원 또

는 녹도 등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요망.

조 경 과

02)6321-4196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화 사업구간은 1906년 경의선 개

통이후 주거지역의 단절과 철도소음, 분진, 통행불편 등 많은

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지하화 구간인 공덕역-가좌역간 지상

부는 Green-Way 개념의 주민화합 공간으로 조성 요망,

마 포 구

02)330-2053

◦ 지상부 유휴철도부지는 공원 및 녹지로 조성 (마포구 구상안
참조)

※ 마포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유휴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이 완료 되면 별도협의 예정임.

출처: 건설교통부 광역철도팀-856 붙임 문서 발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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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목적․자투리 공간’에서 통일성 있는 ‘공원’으로의 변화

이유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마포구가 밝힌 입장은 주민 설문 조사에서

공원에 대한 지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었다20). 그러나 두 차례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용산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의 후보안으로 제공된

선택지는 공원을 제외하면 ‘도로’와 ‘주차장’이 전부였다. 즉, 선택의 폭

자체가 좁은 제한된 설문조사가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대변

한다고 보긴 어렵다.

[표 3-7] 마포구 실시 설문조사 결과

발표년도 2004년 2007년

총 인원 854 명 1,282 명

이용방안

도로 12.1% 4%

공원 69.7% 91%

주차장 12.6% 2%

기타 1.2% 3%

무응답 4.4% -

출처: 마포구(2004, 420; 2007, 38)

대신에 ‘선형의 녹지 공간’으로의 전면적인 방향 선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지하에 공항철도와 경의선

전철이 통과하는 부지 특성상 안전상의 이유로 높은 층수의 건물을 올리

기가 어렵다21). 둘째, 부지를 여럿으로 쪼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유철도부지 관리 주무청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부지사용 허가를

획득하기 어렵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영구건조물의 축조가 불가하고

지자체에 대한 양여 및 대부 규정도 까다롭다22). 셋째, 이명박, 오세훈

20) <철도부지 10만평 녹지냐 상엽용지냐>, 조선일보, 2004.11.15.

21) 이 지역은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서 시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행위 신고를 하고 각종 요구사항을

따라야 했다(서울시, 2016, 278).

22) 유휴철도부지의 개발 자체가 전례가 드물고 법제가 미비했기 때문에(김명수, 2018),

초기에는 지자체 측에서 국유철도부지의 단순 대부가 아닌 철도 용도 폐지 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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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의 정책 기조에서 녹지 생태 분야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

었다. 따라서 역사의 복원, 생태의 복원 등 시정 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공간 구상을 경의선 지상부지에 씌움으로써, 기존의 지역 성장 연합이

추구하던 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서울시의 지원 아래 좇을 수 있었다.

‘경의선의 주민 환원’이라는 대의를 위한 서울시와 마포의 성장 연합의

연대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마포구로서는 서

울시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와의 협상을 도맡아 주고, 또 500억원에 가까

운 시비를 투입하여 폐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줬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다. 하지만 마포구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울시라는 더 넓은 스케일에

서 경의선 공원은 일체의 상업적 역세권 개발이 지양되는 공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규제와 그 규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마포구민만을 위한 공원이라면 2004년의 마포구 구상대로 역세권 개발

이나 기타 마포구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의선 공원이 시공 단계에 들어간

2011년 이후에는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지역 홍보를 위한 마케팅 시설

등 다양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요구가 지역에서 제기되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공원’이 된 이상 이제 경의선 공원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

평에 맞는 예산 투입의 정당화가 필요했고, 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

와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어야 했다.

이러한 공적 규제의 강화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다([표 3-7] 참조). 정권이 교체되면 신임시장은 전임시장의 업

적이나 사업을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철도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경의선 지상부지 사용허가가 떨어진 뒤 공원 시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1년에 부임했다. 따라서 공원 조성 과정이나

결과가 취임 초기 시정 리더십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시장은 전문가, 시민단체, 경의선 인근 주민에 대

한 의견수렴과 공공 활동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자들을 동반한

양여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2011). 다만,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허가 절차의 복잡성은 예견되는 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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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답사와 각종 포럼을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는 경의선 부지에 대한

장소기반적 이해관계가 없는 새로운 행위자를 끌어 모았다. 그 결과 현

실적인 대안으로서 도심 텃밭, 상설 예술가 조직, 청년 주거 대책으로서

의 컨테이너 임시 주택, 상설벼룩시장 등의 아이디어가 실행단계에 착수

되었다(본문 제4장 제2절 참조). 경의선 지역의 성장과 개발에 강한 국지

적 의존성을 갖는 마포의 성장연합으로서는 이러한 공공 공간의 개방과

다원화는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표 3-8] 경의선 공원화 기간 서울시 및 마포구 의회 정당별 당선인 현황

선거 회차 의회단위 계 새정치국민의회 한나라당 자민련 지자체장

제2회

(1998-2

002)

서울시 94 78* 15 1 고건

마포구 24 * .
무소속

노승환
24

제3회

(2002-2

006)

서울시 92
새천년민주당

82*
자민련

이명박
10 .

마포구 24 . *
무소속

박홍섭
24

제4회

(2006-2

010)

서울시 96
민주당

96*
열린우리당

오세훈
. .

마포구 16 1 10* 5 신영섭

제5회

(2010-2

014)

서울시 96 74* 22*
진보신당 오세훈→

박원순.

마포구 16 7* 8 1 박홍섭

제6회

(2014-2

018)

서울시 96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노동당

박원순
72* 24 .

마포구 16 8* 8 . 박홍섭

제7회

(2018-2

022)

서울시 100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박원순
97* 3 .

마포구 16 8* 8 . 유동균

*당 회 서울시장 및 마포구청장의 소속 정당, 굵은 줄은 정권 교체, 점(.)은 해당 없음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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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지역 성장 연합의 연대가 공적 규제의 강화나 공공 활동의

다원적인 조직화라는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애초에 2001년~2003년

의 철도 지하화 운동으로 구축된 마포 성장 연합의 ‘연대의 공간’은 경의

선 지상부의 개발이익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지자체의 몫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결성된 것이다.

2002년~2010년 사이 서울시는 녹지 생태 부문의 환경 보전 및 역사 복

원 등을 내세우며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표 3-9]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 사업 추진 명분별 대상 사업

기간

명분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균형발전 뉴타운 사업

창의형신 마곡산업단지 산업뉴타운

녹색생태 서울의 숲, 청계천 복원 한강르네상스, 마곡워터프론트 개발

역사복원,

문화
오페라 하우스

디자인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둥둥섬, 한강예술섬, 시청 신청사

출처: 변창흠(2014, 21)

당시 이명박・오세훈 전임시장은 경제성장이나 국토개발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개발주의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을 비켜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도시 개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시민 참여와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등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23). 그 결과 환

경 보전과 역사 복원 등의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었으나, 정

책 실행의 단계에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졸속적인 토목 공사의 형태로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홍성태, 2004; 변창흠,

2014). 특히, 녹지 조성과 생태 복원 부문의 경우에는 개발을 위해서 불

가피하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용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

23) 이와 같은 개발주의의 변형된 담론, 정책, 공간 환경의 특성을 ‘신개발주의’로 이론화

한 최초의 논의는 조명래(2004a)를 참조.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신개발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변창흠(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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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 자체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조명래, 2004b). 예컨대,

2006년 10월 발표된 한강르네상스 종합계획은 ‘치수’가 아닌 ‘이수’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관광․문화 소비를 진작키 위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설

정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1960년대처럼 자연 하천을 복개하

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계천의 사라진 ‘자연성’을 복원하여 그

‘자연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

다(ibid.).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이 서울시와 연대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와 같이

공원이라는 형식을 빌어 또 다른 지역 개발과 지역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구의원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역사관광, 환경 개발의 구체적인 방

안 강구를 계속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다(마포구의회, 20016.10.30.). 이 공

원이 철도로 인해 고통 받은 주민을 위해서 조성된 보상적인 시설이라는

명분은 점차 희미해졌다. 경의선 공원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공간으로 반복적으로 재맥락화 되었다.

중국의 상해에는 난징로라는 거리공원이 내외국인의 관광코스이고 황포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입니다. 중국 같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도 있는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이런 관광지보다 더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기 좋은 이곳 신공항선 지상부 공원은 주변여건이 신촌권

과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홍대앞 문화상권과 연계되어 있고 공원의 위치 모양이 

너무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나무나 심고 잔디도 심어 임기 

중에 주민들 산책이나 하는 공원으로 만든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이 거리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소 이

런 공원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처: 제 169회 마포구의회 본회의(2012.5.22.) 한일용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경의선 7.6킬로, 8킬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 당장 잔디 심고, 내 임기 중에 산책로로 만들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우리 마포의 큰 관광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누차

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제169회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2.6.28.) 한일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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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07년에 작성된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화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새로운 공간 구상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공원 조성을 위

한 기본 계획이라는 연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지방선거로 교

체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차이나타운 사업 등에 연계되

어 있는 공간 구상의 흔적이 엿보인다(마포구, 2007). 또한, 공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이질적이고 특징적인 대목은 “청계천 Blue Line, 마포

Green Line”을 언급하며, 향후 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의 지가 상승에 대

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흔적들은 마포의 성장연합이

전면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견인하고자 서울시

의 녹색 토건, 녹색 성장 정책에 연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을 간

접적으로 말해준다.

(출처: 마포구, 2007)

[그림 3-2] 경의선 공원과 청계천 복원 사업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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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본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이 서울시에 대하

여 형성한 ‘연대의 공간’은 개발과 규제의 스케일이 더 복잡해지고 다층

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는 단순히 행정청 간의 위계에 의해서 마

포구 관내에 위치한 경의선 지상부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 이

장의 제1절 2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마포의 성장연합의 이해관계를 결집

하고 집약하는 과정으로서의 연구용역이란 선제조치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서울시가 개입한 것이다(서울시의회, 2010.9.1.).

시의원 및 시장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들이 꾸준히 녹색 성장

(green growth)의 공간 구상과 세부 계획안 마련을 촉구하는 과정을 통

해서 정치적인 세력 간의 연대가 정책의 연대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경

의선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에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그 공공성의 저

변을 확대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마포의 성장연합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

를 초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개

발 사업으로서 경의선의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24)와 역세권 개발 등 성장 연합의 개발 이익 추구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개발 태세를 굳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렇게 개발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제약하는 서울시의 모순적인 개입은 지

리적인 스케일의 중첩과 이를 가로지르는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사회공간성의 실례에 해당한다.

2. 마포의 성장 연합과 중앙 정부의 연대 과정

경의선 지상부지를 마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인 의지는 이전 시기의 철도 지하화 투쟁을 거쳐 결집돼 있

던 지역 정치의 역량에 힘입어 굳어진 것이다. 철도 지하화 투쟁은 마포

24) 오세훈 전임시장의 산업뉴타운 정책에 의해서 홍대․합정 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의

개발 제한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서고 2010-제21호), 경의선 선로변의 7필지에 대한

재개발 지구 추가 지정을 통한 개발 제한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서고 2004-제133

호), 서울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 개발에 협조하기로 2010년 12월의 MOU에

서 약속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고밀고층개발이 허가된 것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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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국지적 의존성(local dependency)을 갖고 있는 행위자의 연대롤

통해서 초당적인 지역 운동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초당파성은 서

울시와 경의선 지상부 공원 사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만큼이나, 한국철

도시설공단과 그 상위 기관인 건설교통부를 설득하여 ‘철도의 공원화’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표 3-10] 경의선 공원화 기간 마포구 출신 국회의원 정당별 당선인 현황

총선 회차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직업 경력

제16대

(2000-

2004)

마포구갑 한나라당 박명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지부

위원장

한나라당당무위원

마포구을 한나라당 박주천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제14,15대국회의원

제17대

(2004-

2008)

마포구갑
열린

우리당
노웅래

정당인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MBC노동조합위원장

MBC보도국사회부차장

마포구을
열린

우리당
정청래 정당인

열린우리당 청년대표 중앙위원

시민단체 ‘국민의힘’ 초대대표

제18대

(2008-

2012)

마포구갑 한나라당 강승규 정당인
(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전) 서울시공보관

마포구을 한나라당 강용석 변호사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

(전)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제19대

(2012-

2016)

마포구갑
민주

통합당
노웅래 정당인

(전) 17대 국회의원

(전) MBC연합노동조합위원장

마포구을
민주

통합당
정청래 정당인

(전) 제17대 국회의원

(현) 민주통합당 서울시 마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제20대

(2016-

2020)

마포구갑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현) 19대국회의원

마포구을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관장

(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굵은 줄은 정권 교체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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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을 전후한 철도 폐선 결정 이후의 정치 상황은 그 이전과는 정

반대의 국면을 만들어냈다. 제2회 지방선거(1998-2002)와 제16대 총선

(2000-2004)에서는 지자체가 새정치국민의회 우세이고 국회는 한나라당

우세였다면, 제3회 지방선거(2002-2006)와 제17대 총선(2004-2008)에서는

지자체는 한나라당 우세이고 국회는 열린우리당 우세인 정 반대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본문 46쪽 [표 3-8]과 51쪽 [표 3-10] 참조). 특

히, 제17대 총선에서 마포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노웅래, 정청래 2명

인데, 이 중 초선인 노웅래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제1,2회 마포구청장

을 지낸 노승환 전 의원의 차남으로서 지역에 강한 연고가 있는 인물이

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연고는 당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경의선 지상부

의 계획 권한 협상에 두 여당 의원이 개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출처: 마포타임즈(2007.3.13., ibid.)

[그림 3-3] 국회토론회 현황

노웅래 의원은 당시 건교부 장관 강동석을 만나 경의선 지상부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25). 그리고 노웅래, 정청

래 의원은 2007년 3월 <산업화 시대의 국가기반 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

25) <노웅래 의원, 용산선 지하화 사업관련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면담>, 마포타임즈,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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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마포구간 경의선 공항선 철도 지상부지 공원화를 위한 정책 토

론회->를 공동주관하여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철도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6) 용산선 부지의 공원화에 대한 일단의 정

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한다(서울시, 2011; 2016). 계속해서 2007년

5월에는 동 의원 둘의 주선 하에 신영섭 마포구청장과 이성권 한국철도

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원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맺게 된다.

출처: 마포구([별첨 2] 문서#11)

[그림 3-4] 마포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MOU 문서

26) <“산업화시대 국가기반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포타임즈,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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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성장 연합(growth coalition)이 자신들의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으로부터 벗어나, 전국에 통용될 정치

의제로서 ‘탈 산업사회의 토지 이용’ 화두를 선점했다는 사실은 지역보다

더 큰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용하는 공간 구성의 논리와 담론이 지역의

특정한 장소기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균열을 일으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성장연합은 중앙 정부인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철도시

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철도의 공원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

국구로 활약하는 국회의원의 힘을 빌렸다. 면담과 사전 조율을 거쳐 ‘철

도의 공원화’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정도의 국가

적인 의제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스케일 건너뛰기’는 앞서 살펴본 서

울시와의 연대만큼이나 예상 밖의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

첫 번째 우발적인 결과는 철도공단이 가좌역 이서(以西) 구간에 대해

서는 공원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27). 철도공단이 내세운 명

분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서부권 유일의 면허시험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하의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서울시

의회, 2010.3.25.). 그러나 후일 경의선의 제2차 공원화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 구의원은 철도공단이 연10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운

전학원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좌역 이서 구간의 공원

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의회, 2011.2.22.).

한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수익

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박홍엽 & 나유성,

2017, 53). 때문에 홍대입구역이나 공덕역 같이 추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화-역세권 개발을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

업에 지상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7.5km의 경의선 지하화 구간 전체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해 온 마포 성

27) 2008-2009년 진행된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는 경의선 공원화의 원 과업 범위가 2007년 마포구 계획에서와 달리

더 짧게 축소된 까닭은 철도공단의 추후 부지 활용 계획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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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철도공단 측의 ‘반쪽자리 공원화’ 방침은 뜻

밖의 결과였다28).

또 다른 우발적 결과는 국유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청구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문 제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이상에서 논

의한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경의선 공원화를 위한 지역 개발 정치의 전개 과정

- 콕스의 스케일 정치론 분석

연대의 공간

(스케일 중심)

의존의 공간

(실현 예상 이해관계)
우발적 결과

마포구

→서울시

→서울시장(이

명박, 오세훈,

박원순)

� 철도공단과의 협상

에 대응

� 지하철의 지상부 관

리 비용 분담

� 각종 지역 (재)개발

사업 존치

① 시장 공약 사업에 따른 내용

변화

� 차이나타운 사업 → 아시아공

원

� 청계천, 한강르네상스 등 녹색

개발 정책

� 도시텃밭, 경의선 포럼 등 대

안공간 조성 사업

② 시전문위원, 타지역구 의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견제

� 민자역사 상업성 비판

� 역세권 개발 계획의 축소

마포구

→국회의원(노

웅래, 정청래)

→건설교통부

장관(강용석)

→철도공단 이

사장(이성권)

� 철도로 인한 낙후

지역에 주민 환원

시설 입지

� 유휴철도부지의 사

용 권한 및 귀속처

를 지자체로 설정

① 가좌역 서쪽 구간 공원화 사업

에서 제외(향후 활용 방안은 철도

공단에서 결정)

②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자체 협

조의 명문화

③ 국유철도재산 사용료의 청구

28) 마포 성장 연합은 2007년도에 체결된 마포구-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공원화 MOU

를 근거로 지속적인 정치적인 협상과 요구를 통해서 2013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2차 공원화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마포구, 경의선부지 공원화 MOU>, 문화일

보,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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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경의선 공원화를 위한 스케일 건너뛰기의 전개과정(199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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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의 신자유주의화가 공원 조성에 미친 영향

앞선 본문 제3장에서 마포 지역의 로컬한 스케일의 성장연합 정치가 경

의선 유휴 철도부지의 공원화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그 보다 큰 국가 스케일의 정치-경제적 과정, 특히 국가의 신자

유주의화가 강화되면서 발생한 변화가 경의선 부지의 공원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제1절 국유재산의 자산화와 개발 규제 완화

이 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 민영화, 권한 이양 등 국가 정

책의 변화가 도시 공원 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고 제2

장의 제2절에서는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도입되는 전말을

이미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을 개관한 것에 가

깝기 때문에 내용 1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맥락과 주요 변화를 우선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

런 뒤 내용 2에서 세부적인 정책의 변화 중에서 도시 공원의 조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한다.

1.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변동

1990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국

유재산 관리와 운용의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정부는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1994년 국유재산

개발신탁제도를, 2004년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지 활용기반을

확대하는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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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4-1]에서 나타나듯이 국유재산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아닌

확대·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은 1994년부터 지속돼 온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표 4-1]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관리기관 변천

구분 연도 주 관리청 비고

처분(세수) 45-76년 관재청, 재무부(관재국), 국세청 재정수요 충당

유지·보존 77-93년 재무부(지자체 위임) 소극적 관리

확대·활용 94년 이후
재무부 → 재정부

(지자체 위임 / 캠코 토공 위탁)
적극적 관리

출처: 기획재정부(2009, 94-97)

그러나 본 사례와 관련이 있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2008-2013)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유

재산법은 2008년과 2009년에 2번의 전면 개정을 거친 뒤 “시장 지향적

임대와 매각”, “경영 마인드의 도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분 개정되

었다(ibid, 17).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들은 일관되

게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대내외 경제 여

건의 변화로 인해서 “국유재산의 활용과 수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8; 기획재정부, 2009; 남창우, 2010; 한국행정연

구원, 2011).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변동이 기본적으

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조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부시

정부는 연방부동산자산관리를 위한 대통령령을 승인하여 국유재산에 대

한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기획재정부,

2009, 67). 이러한 주요국의 제도 변화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위탁개발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2008년 재정경제부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재

산”에서 “자원”, 그리고 “자산”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천명하였으

며, 그 제도적인 구현이 2008년과 2009년에 국유재산법의 전면 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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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표 4-2]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변화

방향
패러다임 목표 대상 상세 추진 내용

재산관리

(Estate -)

유지관리/

고정가치

유체

재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중심의 관리

권리보전 및 현상유지의 재산관리

자원관리

(Resource

-)

효율성/부

가가치

무체

재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을 통합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도 극대

화

자산관리

(Asset

Manageme

nt)

수익성/

잠재가치

무형

자원

기술, 인력, 지식 등 무형재산까지

포괄

잠재, 미래가치 구현, 수익성 극대화

민간부문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수준

출처: 재정경제부(2008, 11, 남창우, 2010, 275에서 재인용)

이명박 정부 시기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 개정은 거시적인 정책 기

조를 이념적으로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응집력 있는 법령

개정과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권이 동일

한 정책 기조를 이와 같이 응집력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 수렴과 절차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병두, 2012). 그러나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이로 인해서 누적된 경제적 양극화, 노동권 억압 등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역설적으로 보수 정부의 재집권을 가능케 했다(손호철, 2010).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난 민주 정부 집권 시기를 ‘잃어버린 10

년’으로 규정하고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시장주의 정책을 과감하

게 추진했다(이창희,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유재산 운용의 수익성

강화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강력하

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편과 정책의 추진 방

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국유재산을 자산화(assetization)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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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시장 합리성에 의해서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도시 공원의 공공성 제약 요인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변동은 일정한 공원 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국민

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선

정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모순을 야기했다.

이 모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도시 공원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첫

째, 공원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 둘째, 국유지의 상업적 개발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 공원 뿐

만이 아니라 기타 유휴 국가 기간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다.

토지 문제

2000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이 중앙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되면

서, 중앙 정부는 사실상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법적인 의무가 없

어졌다(경기연구원, 2016, 54). 그 대신 중앙 정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했으나 조성하지 못한 도시 공원을 비롯하여 장기미집행 중인 공원 계획

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자체에 넘겨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규정인 국토계획법 제48조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탄생했다. 이 규정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도

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토지수용 등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의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00년 7월 이전에 결

정 및 고시되었으나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일괄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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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결정권자 연혁

년도 해당 법령 변경 내용 결정권자

1962
도시계획법

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 국가

(건설부장관)
중앙정부

1973
건설부 고시

제123호

도지사에 권한위임: 도로, 주차장, 시장,

수도 등(공원 제외)

1974
건설부 고시

제6호

도지사에 권한위임: 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권한 추

가(공원 포함)

광역

지자체1977
건설부 고시

제41호

도지사에 권한위임: 읍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권한 추

가(공원 포함)

199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도지사에 권한위임: 종전 고시 사항에서

법률로 정함

2000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도시계획법상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

기초

지자체

출처: 경기연구원(2016, 53)

[표 4-4]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건수 규모(㎢)
소유구분(㎢)

비율(%)
사유지 국공유지

총계 135 98.06 41.23 56.83 99.99

공원 71 94.62 40.34 54.28 96.49

출처: 서울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56.4%가 공원

이므로, 이 규정은 ‘공원일몰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일몰시한이

가까워 오는 공원용지 중에서 국유지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모순

이 야기된다. 보편적인 환경 복지 시설로서 공원을 확충하고 유지 및 관

리할 국가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으나 그 이전에 중앙 정부

가 국유지에 조성한 공원의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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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국유재산의 지자체에 대한 양여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고(이 장의 제2절 참조) 국유재산과 관련한

지자체 및 공공 분야의 회계 합리화가 추진되면서(남창우, 2010). 공원일

몰제로 인해서 부과되는 공원에 대한 국유지 점용료를 지자체가 면제받

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2020년의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와 도시 공원

조성이 제도적으로 상충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넘겨받

은 이후부터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매입한 땅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분으로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가까워오자 중앙 정부는 2016년 <도시공원부

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여 토지 수용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지역을 개발하는 대가로 민자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본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이뤄진 헌법재판소 판결을 국유재산에

도 적용하여 지자체가 국유지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자체는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책임과 의무를 넘겨받았으나 중앙 정부

는 국유지 보상을 요구하고 공원 내 개발 유도의 특례 지침을 만들어 이

를 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한 이양(devolution)을 통해서 지방 정부

로 국가 기능을 이관하면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정부 소유로 남게 되

면서 발생하는 공원의 보상 문제는 지방 정부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공원 개발 특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개발 규제 완화

등의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더욱 심화된 국유지의 공공

성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발 문제

중앙 정부는 토지 입대 사업과 같은 영리 목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공사나 공단 같은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04

년 국유재산의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의 국유재산법 전면 개

정 이후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서 위탁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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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기획재정부, 2009, 238-241)29).

[표 4-5] 국유재산법 개정 주요 내용

연혁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2011.4.

시행,

일부개정)

사. 민간참여개발 제도 도입(안 제59조의2 신설)

국유재산의 개발제도는 신탁개발과 위탁개발로 한정되

어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 참여자가 제한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국

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도입함.

출처: 법제처

[표 4-6] 국유재산의 위탁기관별 위탁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지자체 96 86 84 65

KAMCO 3 13 15 25

토지공사 1 1 1 10

합계 100 100 100 100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2009, 99)

[표4-6]은 국유재산의 위탁기관별 위탁 비율을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지자체 위탁 비율은 위탁 개발 제도를 도입한 2004년 이후

2005년 96%에서 2008년 6월 65%로 급감했고 KAMCO나 토지공사 위탁

비율은 도합 4%에서 35%로 급증한 것을 보여준다. 국유지의 개발이 활

성화되면서 공공성 시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사례도 늘고

있는데(김명수, 2018), 경의선 공원 내의 역세권 개발 또한 이런 공공성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외에도 국유재산의 상업적

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제도적인 우회로가 존재한다. 각종 특례

조항을 이용해서 공기업 주도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국유재산은

29) <‘국유지 財테크’, 나선 정부, 상업시설 세워 國庫(국고) 채운다>, 조선일보,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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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단기 유료 대부만이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고

타 기관에 대한 양여 제한의 규제가 적용된다([표4-7] 참조). 그런데 이

러한 원칙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의 개정은 일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개발을 완

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표 4-7] 국유재산법과 타 법령상의 특례와 관계

국유재산법(일반법) 개별법(특별법)

- 관리처분 기본원칙 - - 관리처분의 예외사항 -

유상대부 및 사용 수익 무상 대부 및 사용 수익 (108개 법률)

단기 대부 및 사용 수익 장기 대부 및 사용 수익 (17개 법률)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5개 법률)

제한적 무상양여 무상양여(개별법, 41개 법률)

출처: 기획재정부, 2009, 243

본고의 사례와 관련이 있는 국유철도부지는 국유재산의 특례법이 적용

되며, 따라서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장기 대부 등이 허용된다. 철도 적자

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인 철도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

런데 2005년 <철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철도청의 상하 분리에 의해서

출범한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한국철도시설공단(KRA)으로 특례 적

용 대상이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화된다. 이는 국유재산 특례의 개

발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국유철도부지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개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자 복합 역사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민자 역사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단일법의 적용을 받았다30). 그러나 2013년

이후 민자 역사 사업은 철도청의 민영화에 따라서 제·개정된 <철도사업

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더욱 분화된 개별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었다. 국유지 관리와 개발의 주체가 정부기관

30) 2013년 이전에 설립된 전국의 민자 역사 15곳 중 14곳이 이 법의 적용을 현재까지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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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특례법이 더 많은 개별법으로 분화되었다

는 사실은 국유재산 특례의 규제완화를 용이하게 만든다. 일반법인 <국

유재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도 개발 특례

조항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19년 4월에는 민자 역사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철도

사업법> 제46조 2의 신설을 통해서 국고로 귀속된 국유재산의 재임대가

허용되고 대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국유재산이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불

가능한 이유는 각종 하청업, 임대업 등 국유재산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

는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자 역사의 경우 특

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재임대를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의 원칙과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경의선 공원의 사례에서는 경의선 유휴철도부지를 공

원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를 개발하기로 잠정 합의한 정치적인 과정

이 선행했기 때문에(본문 제3장 제2절 참조) 선형의 도시 공원 내에 고

층 고밀의 상업적인 개발이 이뤄졌다는 문제가 의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31)(서울시, 2011, 조경과-11603; 최정한, 2015). 그러나 공기업에 대

한 위탁과 특례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서 국유지의 상업적인 개발

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제도 손질과 개입은 지역 성장 연합의 개발주의

정치와는 또 다른 개발주의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31) <경의선 숲길 유감>, 서울신문, 20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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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의선 공원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

이 절에서는 경의선 공원화 과정이 제1절에서 살펴본 국유재산 관리체

계의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이

절에서 다루는 시점은 본문 제3장 제2절에서 다룬 2007년도의 마포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MOU 체결 이후에 해당한다. 2009년 서울시는

철도국유지 지상부 무상사용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및 중앙 정부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2011년에는 무상급식 논

란으로 서울시장이 교체되고 경의선 포럼 등 시민 사회 조직 활동이 전

개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광역 정부(서울시)의 녹색 토건에서 대안 공

간 조직으로의 사업 방향 선회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한 중앙 정부의

개입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펴본다.

1.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MOU 체결

경의선 공원화 논의의 시발점은 마포와 철도공단의 MOU이지만(본문

제3장 제2절의 2 참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유지 사

용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무자 간 협의가 필요했다.

경의선 철도용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지로서, 2004년까지는 당시

건교부 산하의 철도청이 관리를 담당했다. 철도를 전철화하여 지하로 넣

기로 한 결정 이후에도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한 토지의 용도는 여전

히 철도용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경의선 공원화 사업의 실제적 주재자

역할을 맡게 된 서울시는 철도용지의 관리 주무청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

단과 경의선 공원화를 위한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철도

공단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장차 공원으로 사용될 철도용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략

한 설명을 보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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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역세권 개발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철도청의 상하분리32)에 의해서 출범한 공

기업이다. 철도공단은 채권 등을 통해서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

련하고 철도사용료를 통해서 부채를 차감해 가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

다(한국신용평가, 2018.7.5.). 이는 철도를 지을수록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철도공단은 법

률적으로 공식화된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된다(박홍엽 & 나유성, 2017).

경영실적평가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실적

을 평가하므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진 철도공단은 수익 구조의 다변

화에 사활을 걸게 된다(ibid., 54)33).

이와 같은 민영화, 성과주의 등의 영향 하에서 철도공단은 철도 유휴

부지의 임대 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07년 마포구와 철도시설관리

공단의 공원화 MOU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와 경의선 지상부의 무상사용 허가를 규정하는 일종의 쌍무적인 협

약이다. 철도공단은 서울시와의 실무 협상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체화하여 경의선 광역 전철 정류장(가좌역, 홍대입구역, 서강

역, 공덕역, 효창공원역)과 인접 부지(공덕역 인근 부지) 총 6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다(서울시, 2009).

서울시의 실무적인 협상 전략과 공원화 추진 방향의 획정

본문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이 주

도하는 경의선 공원화의 정치가 한창이었던 2001년-2007년 사이에 서울

32)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Korea Rail Authority)은 철도 시설의 확충을 담당하고 한국

철도공사(Korail)는 실제 철도 교통 운영을 담당한다.

33) <100년 무풍지대에 경영혁신 새 바람 공기업 철도시설공단 조직개편 화제>, 문화일

보, 2005.12.21.; <철도공단 투자효율성 높인다>, 서울신문, 2012.1.11.; <철도공단 국유

재산 사용료 63억 증가한 575억원 달성>, 세계일보,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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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명박(2002-2006), 오세훈 시장(2006-2011)의 생태 개발, 녹색 성

장 등의 신 개발주의적인 정책을 주력으로 펼치고 있었다. 마포의 지하

화 운동 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심으로 일궈낸 정치적인 협상과 타

협의 결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의 공원화 MOU가 체결되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선언문이자 상징적인 타협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관

료들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철

도 공단과 실무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2008년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서 신(新)도

시계획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2009년 홍대입구역 민자 복합 역사를 포함

한 16개소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 한다34). 이러한 개발

계획과는 별개로 공원 녹지를 주관하는 관료들은 공공녹지 조성을 위해

서 철도 공단에 요구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서울시, 2009) 공원

이라는 공익적인 시설을 조성하는 데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협상을 전개해 나간다35). 협상의 주요 내용은

경의선 지상부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늘릴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

치를 강구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무진은 당초 철도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 설정을 함으로써 해당 국유지의 관리 소관을

지자체로 이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2011, 공원조성과

-6208). 그러나 서울시는 철도공단과 당시 국토해양부의 철도담당관 등

과 협의를 거치면서 국유지 관리 소관을 전환하는 데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무상 임

대 방식으로 철도 부지에 지상권(토지의 지상부에 대한 사용권) 설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서울시의 관계기관 설득에는 2007년 마포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 정

34)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주요 추진사항

(http://115.84.164.44/4DUPIS/sub3/sub3_3_2.jsp 최종방문일: 2020년 1월 18일)

35) 철도공단은 2007년의 공원화 MOU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마포구의 협조를 약속받은

상태에서 해당 역사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작업을 발 빠르게 준비했고, 이

를 토대로 2010년에야 이뤄진 서울시와의 실무 협상에서는 기 착수된 개발 사업은 조

정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2011, 조경과-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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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 노웅래 의원이 주관한 국회토론회 <산업화 시대의 국가기반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마포 구간 경의선 공항선 철도 지상부지 공원

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 공원화 합의와 2008-2009년에 자체 수립한

공원화 계획 등이 사용되었다(서울시, 2011).

출처: 서울시([별첨 2] 문서#13)

[그림 4-1] 서울특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MOU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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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그림 4-2]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철도공단과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익적 목적의 공원

설립이라는 대의명분 외에도 그간 서울시가 지출해 온 서울시 전역의 철

도연변 녹화비용, 철도공단의 지하철 공사에 수반되는 환경정화 비용, 역

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액 등 양 기관의 지출원을 따져보고 국유지

임대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흥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ibid., 조경과

-11603).

이러한 실무적인 협상의 결과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2010

년 12월에 마포구-철도공단 MOU와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1년 7월 서울시는 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사용허가를 획

득하게 된다.

서울시의 실무진은 철도공단의 개발 계획이 공원화의 목적과 상충되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도시계획국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개발 계획을 축소하는 방침을 세운다(서울시, 2009; 2011). 이와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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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정부(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철도유휴부

지의 공원화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김명수, 2018) 선도적이고 발

빠른 지자체의 대응을 통해서 달성된 쾌거로 평가되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경의선 경춘선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도 정말 

잘한 사업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철도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화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또 다른 근대화가 아닌 이제 복지화로 가는, 추가한 노선

이 또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은 단순히 서울

시 사업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엄격한 협조를 얻어내야 됩니다.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 토지소유권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

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추진한 것은 정말 엄청난 공로였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단절된 서울의 녹지축을 연결해 주도록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제227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 감사(2010.11.17.), 김정태 의원)

위의 인용문은 서울시의회의 경의선 공원화 추진에 대한 평가를 보여

준다. 2007년 국회토론회에서 탈 산업사회 담론이 중앙 정부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주

된 가치를 ‘근대 산업 사회’의 장소를 후기 산업사회적인 것으로 전환한

다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협조와 관

여를 복지화라는 거시적인 담론을 통해서 의미화하면서 공원 확충에 기

여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바람직한 협조라는 관점에서 이 MOU를

치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앙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 감사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경의선 공원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2010년 12

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획득한 2011년 7월 사이

인 2011년 4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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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개정 현황

(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회)

[표 4-8]을 보면,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내용은 비영리 공익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은 서울시와 철도

공단 간의 협의가 마무리 된 시점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뤄졌고

공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의

경과 해당 내용

국유재산법

(기존안)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

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조항 신설)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

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

다.

2018년 국회

입법 발의안

입법 취지

(의안2013521)

(…)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당초 사용료 면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

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따라서 1년에 불과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

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

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2019년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

입법 취지

(2019-185호)

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

부 허용(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의2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

서 그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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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앙 정부는 철도공단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공원화 협상에 대해

서 행정 감사를 진행하고 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

울시의회, 2010.9.1.). 이와 같은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한 공원화

의 정치, 서울시의 행정 관료가 주도한 법률적인 토지 사용권 획득의 과

정 이후에야 이뤄진 중앙 정부의 개입은 공원화 MOU의 균형을 무너뜨

리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자체 간의 공원화 MOU는 철도 유휴 부지

를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낙후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공공 환원 시

설을 마련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본문 제3장 제2절의 2 참

조). 이러한 정치적인 타협은 기존의 지상 철도를 증축하는 건교부의 계

획이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면서 광범위한 지하화

운동을 벌였던 마포구 측의 동원과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

다. 마포의 저항 운동을 통해서 경의선 전철이 지하화 되지 않았더라면

지상부의 유휴 부지 또한 없었을 것이기에 철도공단은 개발 사업으로 지

하화 등의 재정을 충원하는 대신 지상 부지 일부를 공익 시설로 환원하

겠다고 합의한 것이었다(본문 제3장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의 중앙 정부에 의해서 이뤄

진 제재는 공공녹지 조성에 필수적인 철도 지상부의 무상 사용권에 대한

철도공단과 서울시 간의 합의를 징계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무효화함

으로써 오히려 철도공단의 유휴 철도 부지를 통한 수익 사업 전개는 촉

진하고 서울시의 공공녹지 조성은 제약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36).

이러한 결과가 역설적인 이유는 중앙 정부가 철도 국유지의 공익 목적

활용이 아닌 수익성 창출 방안을 장려하고 공익 목적 활용은 오히려 제

한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2017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 기한이 만료되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은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 사용료 연간 61억 원을 청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허가한다. 공공녹지의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반대

급부로 상업적인 개발을 추구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서울시-철도공단, 사

용료분쟁 해결되나>, 내일신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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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 공단의 실무진들을 거의 다 설득을 시

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서울시의 생각이 오픈마인드로 가

주면 되겠다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감사관실에서 그 직원 집중감사를 했어요. 3

개월 감사를 해가지고 그 직원이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의 

감사관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국가가 왜 공원이나 이런 것들

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느냐. 그런데 공단이라고 하는 업무특성상 저희들과 같

이 공적인 기능보다는 수익과 이윤의 창출에 대한 거에 목매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쫓아내려가고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결국 그들도 중앙정부, 국토해양부하고 또 기획재정부 

이런 데 국유재산 관련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경춘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을 서로 찾자.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앉혀지는 것만 연부로 끊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우

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여유를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이고, 경의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제권

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하고 협동

으로 그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행을 강조하면서 공원다운 공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 투자하는 쪽으로 논리를 세우자. 경의선은 저희가 

보상할 땅은 아니거든요,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출처: 제225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2010.9.1.),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위의 인용문은 당시 서울시의 공원 실무진이 중앙 정부의 시행령 개정

과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추후 역세권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공원

을 공익시설로 조성해 갈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결국 국유지 사용 허가는 2011년 7월-2016년 7월까지 공원

공시 기간 동안 5년 기한으로 주어졌고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되

었으나 2017년 철도공단은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한다. 이와 같이 공공

녹지의 토지 소유권이 불완전하다는 점은 추후 경의선 공원의 공익적 활

용에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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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활동 조직과 개발 계획의 충돌

본문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연속

성 있게 추진해 온 생태 개발, 녹색 성장 등의 개발주의 정책은 경의선

유휴철도부지의 공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은 경

의선 공원화에 대한 시비 투자를 얻어내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 다양한 시장 주도 사업에 경의선을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9년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신(新)도시계획

협상의 대상 부지로 홍대입구역 민자 복합 역사가 선정되고 그 결과

2018년 연장 75m의 쇼핑몰, 업무 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복합 역사 시설

이 준공되었다(서고 2014-134).

이러한 역세권 개발의 전개는 마포의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한 공원화

MOU와 서울시의 신 개발주의가 결합되면서 가능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 주도는 상기한 개발의 활성화라는 결과와 동시에 전문 인력

과 관료 조직에 의한 공원 내 개발의 제한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기도

했다37). 이러한 가운데 2011년 서울시장이 교체되고 2012년에는 경의선

전철 공사가 완공되면서 기존에 소수의 관료 및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축

되어 온 경의선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등 공론화의 장이 열리

게 된다.

지방 정부의 정권 교체와 대안적인 토지 이용 방안의 수립

2011년도의 서울시장 교체와 2012년의 경의선 전철 공사의 완공은 경

의선 공원의 토지 소유권이나 개발문제 같은 물적 조건이 이미 확정지어

37)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2009)에는 한국철도시

설관리공단의 역세권 개발 계획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모두에 지적되

어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2011년도 정책자료집: 경의・경춘선공원 조성>에 수

록된 회의록(조경과-11603), 실무진의 서울시의회 발언 내용(서울시의회 2010.9.1.), 마

포구의회 내에서 제기된 서울시에 대한 불만(마포구의회, 2014.11.28.)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의 공원과 실무진이 경의선 공원을 상업적인 개발과 수익시설로부터 독

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규제를 부과하거나 정부 간 협상에 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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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운데에도 공원의 가시적 경관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무상급

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물러난 오세훈 시장 대신에 새로운 서울시

장으로 취임한 박원순은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됐던 경의선 공원 사업이 착공되기 직전에 선출됐다.

경의선 공원 조성 과정은 취임 초기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성과를 드

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경의선 포럼>과 도보 답사 등의 방식으로 일반

에 공개되었다. 시장과 부시장의 공원답사와 전문가 포럼 및 주민 설명

회에는 기자들이 동행했고, 시민단체와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공원화

논의에 참여했다.

[표 4-9] 경의선 공론화 연표

연월일 추진 경위

2012.2. 경의선 공원 1단계 개원(대흥역~공덕역 구간)

2012.3.31. 시장 1단계 구간 방문

2012.3.16.~29. 전문가 자문회의(3회)

2012.4.13.~7.3. 경의선포럼(3회)

2012.8.22.~8.27. 주민설명회(3회)

2012.11.5.~6. 공원 조성계획 보고 및 현장투어(시장 및 전문가)

2013.3.22.~5.27. 전문가 자문회의(2회)

2013.4.2.~6.5. 시장보고(3회)

2013.6.~7. 주민설명회(4회)

출처: 서울시(2016, 144-15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정한 잠정 개발부지는 공원 내의 경의선 전철

정거장마다 소광장 형태의 필지 구획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주

도의 <경의선 포럼>에서 여러 가지 공적 활용방안이 논의되었다.

2012-2013년은 홍대와 공덕에 고층 개발이 완공되기 전이고 소수의 관

계자 외에는 경의선 공원화 및 역세권 개발 MOU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다. 그리고 서울시의 실무진은 역세권 개발을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축소 및 제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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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OU에 명시된 사안은 역세권 개발에의 ‘협조’이기 때문에 운영

의 묘를 살려서 철도공단의 수익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본문 제4장 제2절의 2 참조).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취임 초기에는 광장 부지 활용 계획안이 수익성

과 경제논리에 얽매이지 않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안으로서 다각도로 검

토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서강대학교 앞 정거장 광장 부지에 컨테이너

형태의 네덜란드식 청년 주택을 지어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별첨 2] 면담#16). 그리고 ‘마포벼룩시장’으로서 구청장 주도의

시책 사업으로 명명되기 이전에는 공덕역 연변부지의 상설 벼룩시장 사

업도 서울시에 최초로 제안되었다([별첨 2] 면담#8).

전임 시장에 의해서 기틀이 마련된 사업이 공론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시장의 치적으로 기표화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제가 뒤따랐다(서

울시의회, 2013.9.5.). 공론화는 민주적이지만 시간이 드는 일이었고, 시민

적 참여의 확대보다 관료적 절차와 빠른 공원 준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견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2년-2013년의 공론장 개방은 경의

선 공원을 마포구에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특정한 이해관계자를 넘

어서서 서울시의 공원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도시 텃밭을 만들자”(서

울시의회, ibid.)38), “공원 위에 청년 주택을 짓자”39), 또 “홍대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40),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벼룩시장으로 만들자”41) 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실험적으로 구현되었다(서울시, 2016). 이러한 제안들은 지금까지의 공원

논의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의회 의원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를 중심으

로 이뤄져 온 폐쇄성과 배타성의 반대 축을 구성하였다.

시장 주도의 공론화는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는 시범적이 성격이 강했

으나 일부가 실행에 옮겨진 공공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전술한 도시

38) <서울시 ‘도시농업’ 쉽지 않네>, 내일신문, 2012.4.6.

39) <“경의선 폐선부지에 거주공간을” “지하철 역사에 구직 카페를”>, 한국일보,

2013.1.28.

40) <홍대 문화 발원지 ‘땡땡거리’, 예술인들이 돌아온다>, 경향신문, 2014.10.26.

41) <“사회적 기업 창업 청년들, 시민과 소통하는 장터”>, 한겨레,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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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청년 대안 주거, 상설 벼룩시장, 홍대 예술가 모임 중에서 실행 단

계까지 옮겨진 것은 벼룩시장과 예술가 모임 두 가지 사업이다. 경의선

공원을 중심으로 경의선 유휴철도부지 전체를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단

체, 주민 등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조직하고42) 소광장 필지를 다양

한 기능의 장소로 조성하려는 시도는 2011년 이전의 지역 개발 정치와

정부 개입과는 또 다른 맥락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반하는 것 이었다43).

개발 계획의 관철 과정

서울시의 공공 활동 조직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철도유휴부지 개

발 계획과 충돌한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마포의 지역개발정치, 중앙 정부의 국유재산 자산화

및 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장소의 구성 방안

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주도의 공공 활동 조직이 하나씩 무

산되거나 개발 정치에 의해서 제한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2013년 초 청년주거대책 NGO 소속 활동가의 인터뷰이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한 포럼에서 청년 주거 대책의 일

환으로 경의선공원의 서강대역 광장 부지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설치하

자는 제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후 착수 단계에서 마포구가 주최하는

회의가 있었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당시

마포구 측에서 밝힌 사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반

42) 서울시는 경의선 전역의 활동 조직을 하나의 사단 법인으로 조직하고자 했다(서울시

의회, 2015.2.27.).

43) 예컨대 도시 텃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공 활동 조직은 활동 장소를 필요로 한다.

본 사례에서 다루는 ‘경의선 공유지’의 경우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잠정적인 개발

부지로 선정했던 ‘공덕역 인근 부지’에 자리 잡은 상설 벼룩시장으로 출범하였으나 1

년간의 활동 후 퇴거 요청을 받아 ‘점거 부지’로 바뀐 것이다(마포구, 2015). 이와 같

이 마포 주도의 지역 개발 정치 이후에 이뤄진 각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정

책 기조의 영향과 중앙 정부의 개입은 본 사례에서 궁극적으로 서울시 주도의 대안적

인 토지 이용 방식과 철도공단의 상업적인 개발 방식의 충돌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공공활동 조직과 대안적인 토지 이용 방안은 2001년부터 전개된

마포의 공원화 정치와 그 때부터 축적되어 온 정치적인 합의, 또 그에 근거한 개발

계획에 비해서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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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는 것이었다. NGO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청년 주거 대책 사업

대신 마포구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사업은 ‘마포벼룩시장’이라고 한다.

그 때 단일의제로 주거의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청년들 여러 이슈들이 있

는 자리였거든요. 여러 자리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제 지금 기억으론 서울시장

님이 오신 자리였던 거 같은데44). 경의선 폐선 부지를 보여드리면서, 땅을 좀 

빌려 달라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제안의 배경이나 상황은 당시만 해도 땅을 

20년이나 빌리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주거 쪽에서도. 지금은 이제 사회

주택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땅을 빌리기도 하지만 그때

만 해도 그렇게 못했고. 임시로라도 건축을 할 수 있게 네덜란드 컨테이너 주

택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아예 땅을 달라거나 건축물 짓겠다

는 건 아니고, 그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그래도 라도 해보자. 워낙 청년들 

들어갈 주택이 없다 보니. 그때 마침 경의선 폐선부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

요. 그래서 답사에 갔다가. 어차피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다보니, 나중에 계획이 바뀌면 일정용도 사용하다가 옮겨도 좋

으니 200m 구간의 일부라도 빌려 달라 이런 거였죠. (중략) 그 때 그렇게 하고 

경의선 폐선부지가 좀 기니까, 그 중에 일부를 청년 주거 임시 공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마포구청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

고, 거기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청년허브라는 기관이 막 만들

어질 때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대신해서 이런 제안들, 청년 주거문제를 풀 

수 있는 임시적인 공간으로 써보자는 이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당시 구청에서

는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걸 받아들이

지 않았고, 그러면서 채택했던 게 장터 같은 거였죠.

(출처: 청년주거대책 NGO 관계자, 2019.8.9. 면담)

2011년도 이후의 공원화 착공 전후로 마포구는 다양한 전략적인 선택

을 했다45). 그, 중의 하나가 홍대입구 역사의 역세권 개발에서 애경과

44) <“경의선 폐선부지에 거주공간을” “지하철 역사에 구직 카페를”>, 한국일보,

2013.1.28.

45) 이러한 의사 결정은 대부분 선형의 공원 각 구간에 위치한 광장 부지의 사용처를 결

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본문 5쪽의 [그림 1-1]을 보면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

역, 효창공원역 4곳에 공원의 단절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

설공단은 이 4곳과 공덕역 인근 부지(現 ‘경의선 공유지 시민공원’ 舊 ‘마포벼룩시장’

의 위치), 가좌역 부지까지 총 6곳의 역세권 개발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서울시,

2009).



- 80 -

MOU를 맺고 민자 역사 쇼핑몰에 마포구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46). 이러한 조치는 2011년을 전후로 마포구 및 서울시 의

회에서 제기되었던 민자 역사의 공공성 논란을 무마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공익’에 대한 요구를 ‘지역의 이익’으로 환치시킨 결과이

기도 했다. 이렇게 경의선 공원을 갖은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개발과 성

장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마포벼룩시장’의 사업 시작

경위에서도 엿보인다.

‘마포벼룩시장’의 위탁 운영 주체인 ‘늘장협동조합’(現 ‘경의선 공유지

시민운동’)의 관계자는 마포구가 다른 서울시 주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벼룩시장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를 통

해서 마포구로 사업이 하달되었다고 회고한다([별첨 2] 면담#8). ‘마포벼

룩시장’의 추진 단계부터 마포구는 이 사업을 임시적인 용도로만 계획했

던 것처럼 보인다. 마포구의 집행부는 공덕역 인근 부지가 워낙 ‘알짜배

기’ 땅이라서 건물 올리기 전까지 비워둘 시 노숙자 등 불법 점유 문제

가 발생할 테니까 벼룩시장이라도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

단했다고 한다(마포구의회, 2014.9.23.). 이에 대해 마포구의회에서는 ‘일

할 의지’가 없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준데 대한 힐난의 기록도 남아

있다(마포구의회, 2013.11.29.).

사실상 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들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서 굉장히 운영에 잘되는데 저희 

늘장 마포 벼룩시장은 거기 부지가 상당히 앞에, 마포로의 귀빈로기 때문에 부

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하루라도 비워 놓게 되면 뭐뭐하는 단체들이 와 가지

고 선점을 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운영회사에다가 365일 항시 이것을 비우지 못하

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190회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2014.9.23.) 지역경제과장)

46) <마포애경타운-마포구, 일자리 창출 MOU>, 연합뉴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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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인용문을 통해서 마포구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 활동 조직

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더러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파

악할 수 있다. 로컬 스케일에서 마포의 지역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지역의 경제 성장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성장 동맹이었고 이들은

서울시장이 ‘경의선 포럼’이나 각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구성한 대

안적인 토지 이용 방식을 반려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 과정

을 주도했다. 또한, 공원 내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시민 사회의 조직

에 대해서는 ‘귀빈로’를 비워놓지 않기 위한 임시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만

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문 제3장 제1절의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 유휴철도부지에 대

한 법제는 미비한 형편이라서 지자체의 구역(區域) 안에 위치한 이상 어

떤 종류의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지

자체의 인허가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지

자체는 국유지의 관리주무청인 국토해양부47) 산하 한국철도시설관리공

단의 양여나 대부, 또는 철도사업법 등의 국유재산 특례조항에 의한 점

용허가 없이 이 부지가 지자체 관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계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땅은 정부기관 간의 공조 없이 어떠한 용도로든

전용되기 어려웠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마포의 성장연합이 정부 간 협상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수십 년 간 철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에 부지를 반환하라고 설득하고 요구했던 것이다(본문 제3장

제2절 참조). 달리 말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원화 MOU에도 불구하

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경의선 공원의 국유지 점용료를

서울시에 부과했듯이 마포구든 서울시든 잠정 개발부지로 공원 지정에서

제외된 국유 철도부지에 개발 사업 이외의 공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요

구를 역세권 개발 협조가 명시된 MOU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

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진행된 경의선 포럼 등 커뮤니

티 프로그램과 각종 주민 참여 방안을 계획하면서 이와 같은 ‘협상의 여

47) 건설교통부(1994-2008)의 후신. 국토해양부(2008-2013)의 후신은 국토교통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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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기록에 남겼다(서울시, 2009, 40; 서울시의회,

2010.9.1.).

그러나 서울시든 마포구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 개발을 최종적

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국유지 관리의 법제 정비를 맡고 있는 기획재

정부의 관여와 그보다 앞서 진행된 국유재산 운용 체계의 신자유주의적

인 제도개혁이란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이명박 정부 하에 강력하게 추진된 국유재산의 자산화(assetization)

정책은 서울시(마포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공원화 MOU에 대해

서 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중앙 정부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경의선 지상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내 준 대가로 징계 조

치를 받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공익사업에 무

상으로 철도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는 것은 불가한 입

장이었다. 따라서 ‘마포벼룩시장’의 경우에도 사실상 개발 계획이 구체화

되기 이전까지 부지 관리 차원에서 임시적인 필요성이 없었다면 성사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예외적인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별첨2] 면담

#13). 또한, 서울시는 2011년 4월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의선

지상부의 영구적인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중앙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

다. 내부적으로는 추후 역세권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사용료에 대

해서도 협상해 나간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서울시의회,

2010.9.1.) 실제로는 공원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 권한 자체가 불안정하고

중앙 정부의 수익 논리에 발이 묶이게 된 상황이었다48).

이상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서울시는 2011년의 정권 교체와 집권 초

기 시장의 리더십에 힘입어 경의선 지상부의 공간을 대안적으로 조성하

기 위한 시민사회 조직과 공론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서울시 주도의 공

공활동 조직은 경의선 철도유휴부지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유재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자산화와 고수익 개발을

추진하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또한, 경의선 공원

48)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 행정 관료는 공원이라는 장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자연

식생 이외의 시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방식으로 여타의 개발 시도를 차단하고자 했

다(마포구의회,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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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해 있는 로컬 스케일의 자치구에서는 지역 기반의 성장 동맹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

다양한 참여자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공공 활동 조직의 경우 마포구는 아

파트 주민의 반대 등 장소기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이를 축소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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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원 조성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개발 정치의 동인이 어떤 결과

를 낳았는지 검토한다. 제1절은 도시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촉발된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개발 정치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

는 대안적인 토지 이용 방식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

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도시 공원이 조성됨으

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경

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점거운동에 의해서 표면화된 개발정치에 잠재

되어 있는 갈등 유발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제1절 상업적인 개발의 가속화

경의선 철도유휴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됨으로써 발생한 토지 이용 변화

의 양상은 ‘상업적인 개발의 가속화’로 요약 및 정리될 수 있다. 본 사례

에서 다루는 서울시 마포구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활발

한 재건축과 철거, 개발이 계속돼 온 지역이다. 따라서 경의선 공원화를

독립변수로 놓지 않아도 기존의 재개발 사업만으로도 토지 이용의 합리

화, 지가의 상승, 고층화, 원주민의 이동 등은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다.

그러나 공원을 만드는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장소의 변화가 억

제되거나 속도가 늦춰지거나, 개발에 의한 피로감과 피해를 회복하게 만

들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개발의 가속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제3장과

제4장을 통해서 살펴본 지역 개발 정치의 구조적인 제약에 의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상업적인 개발의 가속화를 철도 연

변 부지의 토지 이용 방식 변화, 아파트 건축의 증가와 통제적인 공원

관리의 제도화, 경의선 홍대입구 및 공덕역 민자복합역사 개발 이 세 가

지 요인별로 나눠서 논의해보려고 한다. 이 절의 논의는 실제로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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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발이 가속화됐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 이러한 결과가

지역 개발 정치나 신자유주의적인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변화와 어떤 상

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1. 철도 연변 부지의 토지 이용 방식 변화

서울시의 경의선 공원 조성 백서(서울시, 2016)와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의 면담([별첨2] 면담#17)에 따르면, 공원 조성의 첫걸음은 부정형 토지

를 새로이 구획 및 정리하고 지장이 되는 가옥이나 점포를 철거하는 것

이었다고 한다. 경의선 철도 교통이 실제로 거의 운행되지 않은 채 세월

이 흐르면서, 낙후된 도심의 철로 연변에는 노후하고 영세한 건축물이

상당수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이러한 철도연변 주택의

철거에 적극적이었는데(서울시, 2016, 283-289) 그 이유는 우선 그 건물

이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론 도

시 미관의 개선과 자치구의 부동산 가치 증진 등을 위해서 철거가 필요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슬럼화 된 도시 내부 지역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거나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높기 때

문에 일부 공원의 통행로 등의 확보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괄적인 철거가 아닌 순차적인 철거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

대 [그림 5-1]은 서강-대흥 구간의 경의선 공원 인근 건물들 중에서 철

거된 것만 표기한 지도이다. 이 중에서 2019년 현재 백범로 62길은 이미

완전히 철거되어 공원 시설이 되었지만, 서강로 13길의 건물들은 아직

남아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그림 5-2] 참조).

흥미로운 것은 경의선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영세하고 철도로 인한

소음, 분진, 저발전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었을 철도 연변부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철도의 지역환원’과 ‘주민의

생존권’을 앞장세웠던 마포의 지역 정치인(마포구의회, 2011.11.29.)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기록에서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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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경의선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철도연변 주택 폐쇄지의 예

(출처: 필자 촬영, 2019.7.9.)

[그림 5-2] 서강로 13길 주택 폐쇄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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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16년까지 서울시의회 기록에서 경의선 공원과 관련하여 철

도변 주민에 관해서 이뤄진 질의는 총 1건인데 그 내용은 공원 옆에 사

는 영세가옥 및 단독주택 주민이 속옷만 입은 채 갑자기 나타나서 공원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2016.11.29.).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은 차차 상가 등으로 영세 건물의 쓰임이 전환되리라는

것이었다(ibid.).

이러한 지자체의 무관심과 철거일변도의 대응 속에서 실제로 철도변

영세주택은 상가로 개축되거나 기존의 건물주가 제3의 자본가에게 건물

을 팔고 그 팔린 건물은 다시 약간이 인테리어만을 거쳐 토지 용도의 전

환 없이 상가로 전용되는 등 상가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5-1]은 연구자가 경의선 공원을 답사하면서 공원의 100m 이내 경

계를 맞대고 있는 영세 건축물의 토지 이용 변화를 조사한 표이다. 이

표에 선정된 사례 건물은 가시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임의 선정된 것인

만큼, 이 표를 통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대신 경

의선 공원의 영향권(연남동 구간 1.1km의 200m 이내)에서 상가의 수가

공원 조성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점은 [표 5-2]에 인

용된 한누리(2018)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표 5-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남동 이외의 서교동, 신수동, 대흥동

등의 인접구간에서도 상점으로의 토지 이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다. 철도변의 노후 건축물의 소유주는 주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

으며 서울시 소재의 다른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다. 등본 상으로는 주택

이지만 실제로는 카페나 음식점으로 전용되고 있거나 등본 없는 주소에

편의점이 위치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가로의 전용 실태와 공원 착

공년도인 2011년 이후의 최종 권리 변동 시점을 고려하면 철도변 노후

건축물 매입은 생계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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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철도변 건물의 실제 토지이용 사례

연

번

건물

소재지

도로명

주소

등본상

건물내역

실제

토지

이용

최종

권리

변동
소유주

1
연남동

375-***

성미산로

23길
주택

주택 2006
차OO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
연남동

375-***
카페

2015
양OO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
연남동

375-***
2014

박OO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
동교동

188-**

와우산로

32길
- 편의점 - 등기 없음

5
동교동

188-*

와우산로

38길

근린생활

(2001-)
카페 2001

한OO

(거주-소유 일치)

6
노고산동

124-*

서강로

14길

주택

철거 2016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
노고산동

124-*
주택 1985

김OO

(제주도 서귀포시)

8
노고산동

123-*

근린생활

(1988)
철거 2013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
창전동

2-**

서강로

13길

- 철거 - 등기 없음

10
창전동

2-**

근린생활

(2011-)
주점 2011

이OO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안OO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
창전동

2-**

근린생활

(2018-)
중국집 2011

장OO

(경기도 안산시)

12
창전동

2-**
주택 화학 1988

김OO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자료 출처: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 답사 및 열람 연월: 2019년 7월,

상세 주소 및 소유주 이름 가림 처리 함.

[표 5-2] 경의선 공원 연남동 구간 사업체수 증감율 변화

구분 영향권 비영향권 차(영향권-비영향권)

음식점 사업체수

증감율

2010년 0.331 -0.050 0.380(*)

2015년 0.823 0.094 0.729

DID 0.492 0.144 0.349(*)

* p<0.1 / DID(Difference-in Difference) - 공원 조성 전후의 차이

출처: 한누리(2018, 30)에서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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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 건물의 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서 많은 경의선 공원 연남동

구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평당 1,000만원 하던 게 이제 4,000만원, 5,000만원 하니까.(…) 아무래도 나

이 드신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팔고 명지대나 망원동 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가격이 오르지.(…) 나이 드신 분들이야 있지만, 지금은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는 2~3층은 월세 주고, 맨 윗 층에 자기가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길가에 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세 주는 것도 일반 사람들

도 많이 해요. 여유자금 되는 개인들. 건축주가 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고.

(출처: 경의선 연남동 구간 인근 공인중개사, 2019.7.2. 면담)

철도 경계부를 포함한 주택가 전반에 걸쳐서 특별한 자본이 없는 노령

의 실거주자는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자본금이 있는 건축주가 주택

을 매입하여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의선 공원 각 구간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별첨2]

면담#1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남동 위주의 상업적인 목적

의 건물 매입과 개조 및 용도 전환은 경의선 공원의 인접 구간에서도 개

별 사례가 관측되며, 위의 면담 기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원주민이 인접 지역이나 다른 행정동으로 전입함으로써 인근 지

역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본금이 있는 건축주 위주의 점포 수 증가는 상권을 활성화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권을 불안정하고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만든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림 5-3]을 보면 사진 촬영

이 야간 공원 이용자가 많은 7월에 이뤄졌음에도 서교동 일대의 점포 공

실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면담 자료를 보면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49) 비수기에 버티기 어려워 상권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9) 김상일과 허자연(2016, 60)은 경의선 연남동 구간의 업주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가임

대료의 상승폭이 300%에 달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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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자 촬영, 2019.7.9.)

[그림 5-3] 서교동 일대의 상가 공실 현황

상가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니까. 세가 비싸서. 임대료를 비싸게만 받으려고 하니까. 다들 적

자야. 이런 데 종합 설비회사가 있기가 힘들어. 임대료가 얼만데. 여기 그래도 

오래 있던 사람은 전화가 오지, 여기저기서. 직원? 요새 다 혼자 하지. 누가 

월급주고, 퇴직금 주고 사람 써? 임대료가 몇 백인데. 식당도 시간제로 쓰잖

아, 요새는. 왜 예전에는 한 달에 얼마 주고 배달 두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한 

번 갈 때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준다고~ 그렇지. 일하는 사람은 매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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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서 오라고 하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일 있으면 그때마다 전화 

쫙 해서 모이는 거지. 여기는 여름, 가을, 봄 장사야. 겨울은 완전히 적자벌

이. 월세 2-3개월씩 밀리고.

(출처: 서교동 설비회사 사장, 2019.7.12. 면담)

즉, 요약하자면 경의선 공원 인근의 철도변 영세 노후 주택과 점포를

철거하거나 시장 법칙대로 개조하는 것이 지자체가 의도하는 바람직한

변화인데, 그러한 변화가 야기한 것은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영업이나

자생능력의 신장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역 외부에

서 투자 가치를 보고 진입하는 건물 소유주, 프랜차이즈 모기업의 임대

수익을 제고하는 데는 공원 조성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조차 높

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적어 원만

하게 재생산이 어려운 수익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파트 건축의 증가와 통제적인 공원 관리의 제도화

경의선 철도 유휴부지의 공원화로 인한 또 다른 토지 이용 방식의 변

화는 공원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에 아파트 건축이 많아졌다는 점이

다. [표 5-3]을 보면 경의선 공원의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수는 총 16곳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 출입구가 공원 내에 위치한 곳이 2

곳이고 2019년에 완공되는 아파트의 경우 연결녹지를 조성하여 공원과

아파트의 연결성을 높였다(서고 2009-429호). 이러한 아파트 건축의 문

제점은 공공 이용 시설인 공원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공원의 위

요성50)이나 조망권51)을 고려한 공적인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세권’ 프

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원을 정화하고

미화하려한다.

50) 광장, 공원 등 개방 공간과 주위의 건축물 높낮이가 조화를 이룰 때 이용자에게 아

늑하고 둘러싸인 느낌을 주는 공간의 성질을 말한다(김지현, 2017).

51) 건축 인센티브에 의해서 공원의 조망과 접근성이 역설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서는 정혜진(2008, 김우주 & 손용훈, 2015에서 재인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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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경의선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아파트 현황

연번 아파트명 동명 준공년도 세대수

1 연남동 2003 466

2 연남동 1995 128

3 서교동 1997 44

4 염리동 1987 579

5 대흥동 2007 165

6 신수동 2019 1,015

7 신수동 1997 391

8 공덕동 2018 124

9 공덕동 2015 288

10 신공덕동 2011 132

11 신공덕동 2009 290

12 도화동 1996 1,021

13 도원동 2001 1,458

14 효창동 2010 307

15 효창동 2006 66

16 신계동 2011 867

*주상복합 포함, 아파트명 가림 처리, 굵은 선 이하 용산구

출처: 필자 작성, 준공 년도 및 세대수 정보: 네이버 부동산

아래의 면담 자료는 경의선 공원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공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강

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경의선 공원 뒷길에 위치한 이

고물상 주인은 리어카를 끌고 오가는 폐지 줍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 그

리고 증가하는 가게 점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파트 주민들이 넣는 민

원이 지역의 영세 자영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도 아마 평당 3500은 할거예요. 4년 전에 임대료가 250이었는데 지금 450

이니까.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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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앞보다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왔는데, 지금은 올랐지. 확실히 동네가 많이 

젊어졌어요. 공원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그런 게 아파트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거지. 통행에 방해된다고 민원 넣고.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

요.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통

행한다고 민원 넣고 하니까. 요새 다산콜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민원 넣고 

그러면 구청에서 할머니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잡지. 그리고 가게 주인들도 

“왜 쓰레기 안 수거해 가냐고” 하니까, 예전에는 구청에서 할머니들 주워가

라고 쓰레기는 수거해 가도, 종이는 그대로 뒀는데, 가게 주인들이 자꾸 민원 

넣으니까 이제는 아예 지정차량을 두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높여주는 대신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종이까지 수거하게 하고 있지. 사람 둘에 차량 1대. 한 

1년 됐을 거예요.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됐을 거야. 그러니까 할머

니들이 주워갈 게 없지. 그 사람들이 빌라 앞에까지 싹 다 주워가니까.

(출처: 경의선 공원 연남동 구간 인근 고물상 사장, 2019.7.2. 면담)

또한, 공원 정화와 미화에 대한 요구는 공원 내 음주 등 풍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법 경찰 제도의 도입52)(서울시의회, 2011.11.18.)과 질서

단속 요원, 조경 인부 등의 비정규 기간제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야기했

다([별첨2] 면담#3,4). 이러한 관리 제도의 정비는 현행법상 공원 내에서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경의선 공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니 강력한 단속, 권고 조치를 통해서 소란 등의 민원 해결에 힘쓰겠

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 내의 행위제한은 시민적인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53), 더 나아가 현재의 공원 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하고 일

률적인 규제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54).

52) <서울시, 도시공원관리 특별사법경찰 발족>, 중앙일보, 2011.12.15.

<경의선숲길 올바른 공원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 열려>, 시사경제신문, 2018.6.4.

53)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내의 행위제한이 법률적인 분쟁으로까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만, 미국의 경우 구걸・노숙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기된 적이 수차례

이며, 조례를 통해서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권의 침해라는 연방대법원

의 판결도 존재한다(Ellickson, 1996). 구걸과 음주는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지만, 형법

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자의적인 조례 제정과 단속이 과도

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논의이다.

54) 로우(Low, 2013)는 공원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 모두가 그 이유를 이해하고 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

컨대 뉴욕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공원의 경우 공원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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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 복합 역사 개발

앞서 본문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가좌역,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효창공원역,

그리고 공덕역 연변 부지까지 총 6곳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시, 2009).

[표 5-4]를 보면 2019년 현재 집행된 면적이 공원은 101,668㎡, 홍대입구

역과 공덕역의 개발부지가 37,420㎡으로 약 1:0.37의 비율로 대기업이 주

도하는 민자역사 개발이 기 완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 부지는 아직 네 곳이 남아있고 계획 면적대로 모두 개발될 경우 현

재의 공원 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1:0.7의 비율로 개발 면적의 비율이 증

가한다.

[표 5-4] 경의선 공원 면적 대비 역세권 개발 면적

구분 계획 면적 비율55) 집행 면적 비율 참고

전체 면적56) 140,170㎡ 100% 101,668㎡ 100% 서울시(2009),

서고 2011-401개발 면적57) - - - -

홍대입구역 20,800㎡ - 20,844㎡ - 서고 2014-134

효창역 8,090㎡ - - - -

공덕역 15,840㎡ - 16,576㎡ - 서고 2013-334

서강역 22,290㎡ - - - -

공덕역 연변 3,186㎡ - - - -

계 70,206㎡ 50% 37,420㎡ 36.8% -

출처: 서울시(2009)

푯말(snow fence)에 대해서 아프리카계・카리브계 미국인은 ‘백(인)’에 대한 ‘흑(인)’의

접근 금지와 같이 받아들였고 이러한 불공정성은 절차적으로 다양한 근린에 대한 의

견 수렴의 과정이 없었기 발생한 것이다.

55) 총 공원 면적 중에서 개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닌, 각 면적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잠정 개발 면적은 공원 면적과 중첩되지만 공원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부지 면적을 일부 포함하며, 개발 집행 면적은 공원으로 지정되

지 않은 정거장의 토지 면적을 포함함.

56)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 중 지하화 구간의 지상 구간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서

울시, 2009, 3)

57)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홍대역사 외에도 주요 4개 역사(효창역, 공덕역, 서강역, 가

좌역) 및 공덕역 연변부지까지 개발 구상 중임.”(서울시, 20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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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 간의 MOU

에는 경의선 지상부의 무상사용과 역세권 개발에의 상호 협조가 명시되

어 있다(53쪽, 69쪽 참조). 그런데 명문화된 MOU의 ‘협조’ 조항이 융통

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시 정부 관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

원의 단절을 야기하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제한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본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의선 지상부의 ‘무상사용’

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협조’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자복합역사는 연장 75m(홍대애경타운), 107m(효성 해링턴 스퀘어)의

마천루로서 업무시설을 포함하여 호텔, 쇼핑몰, 푸드코트 등 대자본에 의

한 상업적인 개발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공덕역에 들어선 신

축 주상복합의 1층 상가까지 더해져 공덕역 앞의 상권은 영세한 자영업

자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고도로 자본화되어 있다. 이러한 건

설자본・유통 자본이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은 앞서 살펴본 철도변 부지

의 상가 전용과 맞물리면서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출처: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신문(2019.6.3.)에서 재인용)

[그림 5-4] 서울・마포구・공덕역・홍대입구역 지가지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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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철도공단의 개발사업이 이뤄진 홍대입구

역과 공덕역 인근의 지가지수가 경의선 공원 개원 시점인 2016년을 기점

으로 급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그림 5-4] 참조)58). 이와 같은

지가 상승은 경의선 공원화가 단독 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기

존의 재개발 사업의 영향과 무엇보다도 공원 조성과 결부된 각종 개발

사업이 맞물려 이 지역의 상업적 개발이 가속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포구는 경의선 공원화를 추진하면서도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역 사회

의 해체, 영세민의 생존 기반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을 형성

하기보다는59) 공원을 하나의 물화(物化)된 랜드마크 또는 외부에서 찾아

오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했다(마포구의회, 2006.10.30.; 2008.1.23.;

2012.5.22.; 2012.6.28.). 지역 정치의 강한 개발중심적인 정향은 공원 인접

부지의 재개발과 고가의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기보다는 부추겼으며, 이

러한 맥락에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 태동되었다(본문 제3장 참조).

지금까지 공원 조성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공원 인근(100m 이내)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는 철도

공단의 역세권 개발처럼 개발 정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정책의 직접

적인 결과인 것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지방 의회의 무관심이

나 개발 일변도의 접근 방식 때문에 적절한 규제나 조력 없이 방치되어

나타난 결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원 조성에 의한 토지 이용 변화는

임대사업자, 아파트 건설사, 아파트 소유자, 유통 대기업과 같이 투자할

자본금이 있는 집단에 유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공원을 매개로

하는 자원의 재분배는 초기 개발 정치와 공원 조성의 공론화 과정에서

유효했던 낙후 지역에 대한 보상과 환원이라는 담론에는 실질적으로 부

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변화를 본문 제2장의 제3절

에서 논의한 장소의 공공성 유형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8) <국유지에 모인 ‘도시난민’ 개발 걸림돌인가, 공유 주춧돌인가>, 서울신문, 2019.6.3.

59) 주민 참여와 공원을 통한 지역 간의 연결, 지역 사회의 통합은 조경 및 공원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공공 공간의 기능이다(마포구, 2007; 서울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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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공원 조성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

- 장소의 공공성 유형에 따른 분석

구분 강화 요인 약화 요인

경제적

공공성

� 국가 기관 입장에서 공원 조

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역세

권 개발 사업으로 충당 및 상

쇄하는 효과

� 마포구 차원의 자원봉사 조직

을 통해서 공원 관리 거버넌

스 창출

� 질서단속요원・조경관리인력

등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의

증가로 고용 불안과 관리 비

용 상승

� 일부 구간의 과도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 공원의 지속가능성 저하

국가적

공공성

� 복지시설로서의 도시 공원의

면적과 개소 증가

(케인즈적 공공재정 투입에 의한

분배 정책에 해당)

� 사법경찰 및 질서 단속요원에

의한 과도한 시민권 규제

사회적

공공성

� 새로운 공공 공간의 창출을

통한 사회적인 교류와 연대의

제고

� 공원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의 저변 확대 노

력 전개

� 역세권 개발과 결부된 상업적

인 시설의 과도한 확장으로

획일화된 토지 이용

� 인근 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인구 이동60) 및 상권의

불안정화

� 질서요원의 감시와 규율에 의

한 상호작용적 정의의 약화

60) 굴드와 루이스(Gould & Lewis, 2016, 29)는 공원 조성에 의한 자원의 재분배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주 기전은 환경 자원의 부동성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인구

집단의 유동성을 대비시킨 것이다.

이동불가능한 자원 변형된 자원 인구 변화

w 잠재력 있지만 지가는

낮은 환경의 장소

w 국가, 개발업자, NGO

등의 자금에 의한 개선

▶

w 자원이 아니거나

비재화(bads)였던

환경이 높은 지가의

장소, 환경재가 됨

▶

w 부유하고 권력있는

백인 인구의 유입

w 가난하고 가용자원이

없는 유색인종의

전위(dis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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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안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시민사회의 결집

이 절에서는 공원 조성을 매개로한 상업적인 개발의 가속화에 반발하

면서 결집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민사회의 저항은

본 연구의 경험적인 사례에서는 매우 상황 의존적이고 우연한 과정에 의

해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운동이나

부지 점거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은 본문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개발

주의에 내재한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예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개발 정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의 공론화를 중심으로 사례의 저항

운동을 개관하고자 한다.

앞서 본문 제4장 제2절에서 다룬 것과 같이 2011년 이후의 공원 조성

과정에서 서울시는 경의선 공원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했고 마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원 해결 등 당면한 지역 정치 과

제로 인해서 이러한 서울시의 공공활동 조직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철도

공단은 중앙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사업에 부

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사된 공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마포벼룩시장’ 사업이었고 마포구는 2014년 이 벼룩시장에 참가

하는 사회적 기업의 연합체인 ‘늘장협동조합’에 마포벼룩시장 운영을 위

탁했다(마포구, 2015).

늘장은 항상 열려있는 장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다른 대안적인 토지

이용 방안들(도시텃밭, 예술가 마을, 청년간이주거)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도로 기획 및 조직되었다([별첨 2] 면담#7)61). 늘장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공덕역 연변부지에서 추

진하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체되면서 부지가 우연히 공지로 남게 되었

기 때문이다(서울시, 2018; 마포구의회, 2014.9.23.). 2013년 9월부터 활동

을 시작하여 2014년-2015년 정식으로 국유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벼

룩시장 활동을 전개한 늘장은 2015년 12월 철도공단의 개발계획이 확정

61) <“사회적 기업 창업 청년들, 시민과 소통하는 장터”>, 한겨레,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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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부지원상회복 및 반환 요청을 받는다(마포구, 2015). 2016년 2월

초 단체명을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으로 바꾼 늘장은 부지 반환을 거부

한 채 점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2015년 12월 31일이었던거 같은데. 마포구청에서 계약 종료됐으니 나가라고 통

보했고. 2016년 2월 경의선 공유지가 출범했죠. 처음에는 커먼즈가 있지도 않았

고 개념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었죠. 사회적 기업도 빠져나가진 않고 공간 대여

에 참여하는 식으로 연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런 단체들이 꼭 지역 기반이라

고는 할 수 없고요.

경의선 공유지는 처음에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땅이 공

유지이고 국공유지의 공유지라는 거죠. 취지는 국공유지의 사용방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퇴거하라고 할 때는 관심도 없었고, 문서 쭉 보고 알았죠. 철도청

에서 북한이랑 관계 개선 이런 것은 나중에 포장된 거고 초기 보고서들은 상업

적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9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사회적 경제도 마찬

가지고 축제나 동네행사에 문화예술계 NGO들을 일회용품처럼 도구화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출처: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발기인, 2019.8.13. 면담)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은 단일한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여

러 시민단체와 활동가, 연구자, 지역주민의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최초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을 발족한 한 활동가는 연구자와

의 면담에서 경의선공유지의 발족 동기가 국공유지의 상업적인 개발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다. 이 점은 언론지상의 경의선공유지 관계자 인터뷰

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다62). 그런데 발기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경의선공유지에 ‘입주’하

거나 이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63). 2016년부터 경의

선공유지에서 이뤄진 각종행사는 단일한 폐쇄조직의 내부 행사라기보다

62) <‘숲’으로 열린 길 누가 막으려 하나 사유보다 ‘공유’ 함께 누릴 땅으로>, 경향신문,

2016.7.15.; <‘경의선 공유지’의 사회적 가치를 묻는 세가지 질문>, 한겨레, 2018.8.13.;

<국유지에 모인 ‘도시난민’ 개발 걸림돌인가, 공유 주춧돌인가>, 서울신문. 2019.6.3.a;

63) <‘아현포차’ 철거로 터전 잃은 할머니 위해 음악인들이 뭉친 까닭은?>, 한겨레,

2017.3.8.; <집 잃고 쫓겨난 이들 위로하며 예배합니다>, 국민일보, 2017.11.27.; <누구

를 위한 땅인가 공유지에 대한 물음>, 서울신문, 2019.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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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 주민이나 일반 대중의 참여를 모집하는 성격이 강했다. 또한, 인

근 지역의 개발 사업에 의해서 거주지를 상실하거나 포장마차가 철거된

자영업자가 경의선 공유지에 들어와 ‘공간지기’를 담당하게 된다([별첨 2]

면담#15).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활동하는 염리동 부지는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현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나는 원래 마포우체국이 

있던 부지다. 이 부지는 지금도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쳐져 있어 누구도 활용하

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으련만 펜스를 쳐놓고 6년이 넘

게 방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곳은 매년 1백여건의 시민행사가 열린

다. 마포구, 성동구, 가든파이브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자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애를 쓰고 시민들을 

만난다. 100명에 가까운 26번째 자치구의 주민들은 기꺼이 매월 회비를 내고 우

리는 이 돈으로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내고, 때때로 청소차를 불러 인근 주민이 

버려둔 폐기물을 처분한다.

(출처: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활동가64))

위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의 성격과

조직이 점차 변화해 간 양상이다. 2015년 말 ‘마포벼룩시장’의 위탁 계약

이 종결된 직후의 경의선 공유지는 기존에 벼룩시장을 운영하던 활동가

와 사회적 기업의 연합체로서 비교적 소수의 잔존한 점거 운동가 집단이

이끈 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거민의 입주와 ‘공간 대여 사

업’ 등 해당 부지를 다양한 이용자에 대해 열어두고 개방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시민행동’의 인적 네트워크와 장소 제공 서비스의 포괄 범위는

넓어졌다. 이제 경의선공유지는 ‘점거 운동’과는 별개로 장소의 기억과

쓰임을 바꾸기 위한 공간 정치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경의선공유

지 시민행동은 기존의 철도 건설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국

가기관의 작용을 단절시키고 해당부지의 제공・관리・조성을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도맡아 함으로써 대안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공론을 조직하

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64) 한겨레, 2018.8.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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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이 단지 이름만 바꾼 ‘늘

장협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공유지 운동은 ‘늘장’의 영업권이

나 퇴거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단의 역세

권 개발과 지역의 급속한 상업적인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에 문제를 제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공공 공간의 구성 주체가 시민이 될 수 있다

는 주장은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출처: 서울시(2018)

[그림 5-5]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의 개최 행사 포스터

‘시민행동’은 언론지상에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내보내고 SNS를 운영

하면서 새로운 공공활동의 조직에 나섰고 구성원의 반경을 넓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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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운동을 주거권 운동, 시민자산화 운동 등과 접목시켰다(서울시.

2018)65). 또한, 시민행동 측은 공유자원 연구자와 서울시 등과 연대하여

공덕역 연변부지의 역세권 개발 사업 대신 유휴국유지의 토지 이용을 보

다 덜 상업적이고 다수의 시민 참여에 기반한 거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안을 창출하고자 했다(ibid.)66). 그런데 이와 같이 경의선공유지를 중심

으로 시민사회가 조직화되는 동안 지체되었던 역세권 개발은 추진 단계

에 돌입하였고(마포구, 2015) 2019년 7월 마포구는 컨테이너 등 공유지

내의 간이시설 철거의 대집행을 시도하였다67).

지금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경의선 공유지를 둘러싼 주요사건을 시계열

에 따라서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전개 과정

연월 주요 사건

2012.7-1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덕역 연변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SPC) (주)이랜드공덕 설립

2013.9. 공덕역 연변부지 개발 사업 지연으로 ‘늘장’ 활동 시작

2015.12. 마포구, 늘장협동조합에 퇴거 요청

2016.2.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발족

2016.8. 아현포차 입주(포장마차)

2016.9. 도시난민 이희성씨 입주(컨테이너)

2016.11. 경의선공유지 26번째 자치구 선언

2017.10. 제주대-서울혁신센터, 커먼즈 네트워크 발족

2018.2. 서울시, 경의선공유지서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2019.7. 마포구, 경의선공유지에 자진정비 계고 및 펜스 설치

2019.6.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철도부지 투기적 개발 규탄 기자회견

국유지의 점거라는 형태로 전개된 공유지 운동은 개발일변도의 공간

정책과 지역의 정치 과정에 의해서 백안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대안적인 공간 자원의 활용을 고민하는 학술적인 연구자 집단과의 연대,

65) 서울신문, 2019.6.3a., ibid.

66) 서울신문, 2019.6.3.b, ibid.

67) <마포 위법 펜스설치 강행, 시민 힘으로 맞서다>, 시민사회신문,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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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 정부 주도의 탈성장연합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연대를 통해

서 도시 공원의 공정하고 공익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상업적인 개발 위주의 획

일적인 토지 이용과 소수의 장소사업가(place enterpreneur)에게 유리한

경제적인 재분배라는 경의선 공원 조성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는 것이었다. 도시 공원 조성 이전에 철도

유휴부지를 둘러싼 지역개발 정치와 국가 정책의 신자유주의화에 의한

공공 공간의 구성 논리가 이미 그러한 토지 이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지 운동의 문제제기는 토지 이용의 결과가 아닌 공간의 구성

과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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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고는 성장연합에 의한 개발 정치가 탈근대・탈산업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변모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발 정치에서 생산 시

설이 아닌 여가・문화 시설로서 도시 공원이라는 개방 공간이 어떤 역할

과 기능을 담당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 제1장 제1절의 연구 질문

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지역 성장 연합은 공공 개방 공간인 철도유휴부지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결집하였는가?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연대의 공간에서

철도유휴부지의 공간 구상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연구결과 - 본 사례의 지역 성장 연합은 철도의 공원화에 대해서 두 가

지 주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첫째, 아파트 주민의 재산권

보호이다. 이는 공동 주택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주택 시장

의 특이점, 그리고 단독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주민의 정치적 조직화가

용이한 점 등 고유한 상황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재개발 사업의 제약 요인 제거이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시

기에 형성된 토건 연합의 이해관계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의선 지하화・공원화에 관여한 의원들의 절반이 3대 관변단체

출신이며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이거나 건설업

체 회사 대표, 재개발추진위원회 발기인 등 기존에 중앙에서 형성된 토

건연합의 영향을 받는 정치조직의 말단에 위치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

다.

이러한 지방 의회의 사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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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SOC 사업, 부동산 가치 증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

정부의 행정적인 리더십과 결합하여 로컬 정치 행위자가 철도 부지를 공

원화는 데 필요한 조치(시・국회의원과의 연대, 선제적인 도시계획 연구

용역 등)를 감행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성장 연합은 탈산업사회와 녹색성장 등의 담론을 매개로 광역 및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와 연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의

회 구성 상황(이명박-오세훈 시장 시기의 정권의 연속성과 시장-시의원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동일 정당 내의 연계)은 우연한 요소이지만 신 개

발주의 토건 사업의 대상으로서 경의선 철도유휴부지의 공간 구상을 탈

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대의 공간에서 경의선

부지는 ‘주민 환원’이라는 환경 복지 맥락의 지경학적인 도상으로 담론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녹지라는 장소는 마포구의회 내에서 마포나루터의

관광지화, 새우젓 축제 등의 문화이벤트와 인접성이 있는 또 다른 ‘연결’

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구의회는 경의선 공원화 추진이 완료되는 시점

까지 계속해서 경의선 공원을 관광 명소이나 성장의 영토로 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정의의 변화는 경의선 공원화를 필두로 행해

지는 인접 토지(100m 이내)의 급격한 상업적인 개발을 정당화하는 포석

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담론적 프레임 하에서, 지가 급등과 공원의 상업

화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는 마포구민 우선 채용, 경의선 책거리 문

화 시설 같은 ‘마포구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이 곧 유치될 것이라는 논

리로 불식되었다.

연구 질문 2.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의 발전 국가는 지역 개발 정치를 어

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는가? 이러한 국가의 작용을 통해서 공공 공간의

성격과 쓰임은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가?

연구 결과 - 이 사례에서 중앙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신자유주의

적인 원칙에 따라서 위탁・민자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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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한 공익적 사용을 위한 양여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규제

를 강화함으로써, 로컬 주도의 경의선 공원화에 제재를 가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대대적인 법률

제・개정을 거쳐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관련 정책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단지

시민사회의 저항과 비판으로 지체돼 온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불과하다.

경의선 공원화는 마포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MOU를 통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런데 MOU에 명시된 정부기관 간

의 정치적인 타협과 양보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인 개입에 의해서 무게

추의 균형을 잃게 되었다. 국유지의 지상권 설정과 역세권 개발이라는

쌍무적인 협약 사항 중에서 국유지의 지상권 설정이 불안정해지게 된 것

이다. 그로 인해서 2011년 이후 본격화된 가시적인 공원경관의 조성, 그

리고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민의 참여나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위축되고 국유지의 수익 논리에 얽매이게 된다. 서울시가 주도한 공공

활동(도시텃밭, 예술가마을, 청년주거, 벼룩시장 등)은 철도공단의 부지사

용 협조를 얻지 못해서 한시적・임시적 활동으로 남거나 또 다른 제약에

의해서 무산되었다. 대신에 공지로 남겨져 있던 공원 사이사이의 광장

부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고층의 민자 복합 역사로 개발되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발전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는 이전의 발전주의

토건 연합과는 다른 국가의 개입 방식을 야기했다. 발전주의 시기의 국

가는 국토 개발을 경제 성장의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국토 개발의 전 과

정을 통제하면서 개발 공사 및 건설대기업 등과 경제 관료가 유착 관계

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반면, 신자유주의화된 후기 발전 국가

는 지방으로 이양된 도시개발계획 권한의 실질적인 행사 과정에 재정적

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국가의 로컬 정

치경제에 대한 통제와 조절은 지방 정부 주도의 공공 공간 조성 결과가

여전히 공공성보다도 건설・유통 자본 위주의 개발 사업 일변도로 나타

나도록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에 해당한다. 로컬 정치의 토건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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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성은 중앙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성사되

는 선례를 목도함으로써 새로운 개발 정치의 동력을 얻는다. 또한, 중앙

정부의 재정적인 통제는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민간 자본에 대한 위탁을

촉진함으로써 지자체나 시민 단체 주도의 공공사업 보다는 일정한 수익

을 낼 수 있는 민간 기업체 위주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연구 질문 3. 공공 개방 공간을 둘러싼 공간 정치의 결과 토지 이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변화는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개발 정

치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가?

연구결과 – 이 사례의 대상 지역인 경의선 공원과 인접 부지 반경

100m 이내에서 나타난 토지 이용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철도변의 노후건축물은 상가로 용도 전환되거나 2010년대에

매매 및 증여되어 개축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상가로의 전용은 지

가상승, 원주민의 거주이동, 상가공실률의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과

상권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둘째, 공원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늘어났고 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단속, 감

시 등의 제도화가 이뤄졌다. 아파트와 공원의 지리적인 밀착은 지방 정

부의 재개발・재건축 계획 및 공원 조성 과정에서 공공 이용시설인 공원

의 접근성・조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은 결

과이기도 하다. 셋째, 공원의 일부 구간에 총 면적비중 1(공원):0.37(개발

면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는 잠정 개발부지 6곳 중 2곳이

개발된 결과이며 나머지 4곳이 마저 개발되면 면적 비중은 1:0.7 수준으

로 증가한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지역 성장 연합 주도의 개발 정치 과정에

서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방치 되었다. 일각에서는 지

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방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과 일정한 성과의 확보를 통해서 그조차 용인 가능한 결과로서 정치

적 의미가 희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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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컬 정치의 전개 과정은 공간의 의미가 순차적으로 철도변 주

민에 대한 환원, 지역 관광 수입의 증대를 위한 명소, 마포구민에 대한

집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고도로 개발된 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정의들은 철도 유휴 부지를 환경 기반 시설로

재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다른 한 편으론 그렇게 조성된 공

공녹지가 ‘지역 공통의 이익’이라는 영토적인 수사를 통해서 토건 중심적

인 개발의 부산물 이상은 될 수 없게끔 제한하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정치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공간의 상업화와 영토화는 지역

개발 정치에 내재한 갈등유발적인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대안적인 토지

이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민 사회의 결집을 야기했다는 점을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본고의 연구 목적은 근대화・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산업 생

산 시설이 아닌 집합적인 소비 공간, 또는 목적과 쓰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시설이나 개방 공간에 대해서도 토건중심적인 개발의 정치가

행해질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그러한 공간 정치 과정의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로컬의 정치과정에 작용하는 토건중심적인 관성은 공원으로

대표되는 철도유휴부지의 전환된 공간 이미지를 관광지나 문화소비 공간

으로 담론화하고 그러한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낳았

다. 이는 국가의 재정 수단을 통한 통제와 개입에 의해서 촉진 및 조절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로컬 성장 정치 연구가 충분히 다루

지 못한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의 지역 정치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관

계를 다소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의 연구 결과 비생산시설・문화적인 공공시설(공간)에 대한

공간 정치는 국가의 경제민족주의나 중상주의가 아닌 복지 담론과 결합

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 복지의 실질적인 의미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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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한 경제적 재분배와 공공복리 증진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간

조성의 전과 후에 재분배의 대상이 사라지고 없거나 결국 지역 경제 성

장이 가장 큰 복지라는 발전주의식의 담론으로 지역 정치의 초점이 회귀

하면서 정부 정책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와 같은 철도유휴부지의 공원화에 대한 본고의 사례 연구가 추후 반

환되는 미군 기지의 공원화, 또는 다른 유휴 기간 시설의 용도 전환 등

공공의 몫으로 주어진 장소의 공익적인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

들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문화・

예술・환경과 같이 물질적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치가 이전에 비해서

담론적・실천적으로 더 중요해진 후기 산업사회의 공간 정치에 대한 연

구를 자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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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획득한 문서의 목록

연

번

제공

기관
문서 번호

문서

생산일시
제목

1

국토

교통부

광 역 철 도 팀

-628
2006.5.8.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사

업 실시계획 협의

2
국방부 시설

기획팀-2394
2006.6.7.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협의회신

3
서울시 시설

계획과-4230
2006.6.12.

경의선 복선화사업 공덕~가좌구

간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붙임 포함)

4
광 역 철 도 팀

-856
2006.6.20.

경의선 복선화전철사업 실기계

획 관련기관 협의내용 알림(붙

임 포함)

5
광 역 철 도 팀

-912
2006.6.28.

경의선 복선화전철사업 실기계

획 관련기관 협의내용 알림

6

마포구

서울시 시설

계획과-4843
2004.7.21.

경의선(용산~문산간) 복선전철

화사업 실시계획 협의사항 통보

7

한국철도시설

공단 사업개

발팀-4

2007.1.3.
경의선 홍대입구 역세권 특별계

획구역 지정 요구

8

한국철도시설

공단 재산관

리팀-531

2007.2.12. 경의선 철도부지관련 업무협조

9
도 시 계 획 과

-1675
2007.2.21.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기본계

획 도서 배부

10
도 시 계 획 과

-5100
2007.5.30.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알림

11 - 2007.5.29.
마포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체결한 MOU 협약서

12
서울

특별시

- 2009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기본

조사 및 기본계획

13 - 2010.12.20.
서울시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체결한 MOU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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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면담․질의 조사 내역

연

번

관련

구간
내담자

인

원
장소 일시

소통

방법
주요 면담․질의 내용

1 연남동
공인중개사

(50대)
1

공원 인근

부동산

2019.7.2.

12:10-12:25
대면

w 주택 시장 동향

w 주변 지역 인구 동향

w 공원으로 인한 지역 변화

2 연남동
고물상 운영자

(50대)
1

공원 인근

고물상

2019.7.2.

13:00-13:00
대면

w 공원으로 인해서 지역에 생긴 변화

w 고물상 및 폐지 재활용 업계의 변화

3 연남동
질서 요원

(30대)
2 경의선 공원

2019.7.2.

15:00-15:10
대면

w 질서단속 대원의 주요 업무

w 공원 관리 조직 체계

4 효창동
조경 인부

(50대)
3 경의선 공원

2019.7.4.

10:00-10:40
대면

w 공원 이용자의 유형

w 공원 관리 조직 체계

5 전 구간
서부공원녹지사

무소 관계자
1

공원

커뮤니티

센터

2019.7.4.

11:40-11:50

대면

서면

w 경의선 공원 조성 백서 발송

w 직영 공원과 자치구 공원의 차이점

w 서울시 공원 조성 업무의 조직 체계

6 대흥동
지역 주민

(60대)
2 경의선 공원

2019.7.4.

13:30-13:40
대면

w 과거의 지역 모습

w 공원 조성에 대한 호응도

7 염리동
지역 주민

(40대)
3 경의선 공원

2019.7.17.

15:40-16:10
대면

w 지역의 변천사

w 공원 조성에 대한 반응

8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시민운동’

관계자

(40대)

1
활동가

사무실

2019.7.9.

10:00-11:30;

2019.8.13.

11:30-12:30

대면

w ‘경의선 공유지 시민운동’ 발족 동기

w 국유지 개발 체제의 문제

w ‘늘장협동조합’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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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관련

구간
내담자

인

원
장소 일시

소통

방법
주요 면담․질의 내용

9 신수동

아파트 공사장

인부

(40대)

2
공원 인근

공사장

2019.7.9.

12:40-12:55
대면

w 아파트 공정 과정 및 주안점

w 주변 지역의 철거와 필지 변화

w 관공서의 허가 사항

10
노고산

동

유료 주차장

관리인

(50대)

1
공원 인근

유료 주차장

2019.7.9.

13:00-13:30
대면

w 경의선 공원 해당 구간에 얽힌 분쟁

w 주변 지역 인구 동향

11
노고산

동

공인중개사

(60대)
2

공인중개사

영업장

2019.7.9.

13:40-14:10
대면

w 주택 시장 동향

w 경의선 공원 해당 구간에 얽힌 분쟁

w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와 불만

12 전 구간
국토교통부

관계자
1 -

2019.7.23.

17:30-18:50
유선

w 경의선 공원 조성 관련 한국철도시설공

단과 국토교통부 간 업무 분담

13 전 구간
기획재정부

관계자
1 -

2019.7.24.

19:10-19:20
유선

w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현황과 향후

계획

w 공원화 MOU 협약서의 법적인 효력 유무

14 전 구간
한국철도시설공

단 관계자
1 -

2019.7.26.

9:30-10:30
유선

w 경의선 공원화로 인한 기관의 득과 실

w 경의선 지상 구간 개발 계획의 개요

w 마포구 및 서울시와의 협조 사항

15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시민운동’

관계자

(30대)

1
활동가

사무실

2019.8.5.

16:10-16:40
대면

w 구성원 및 활동 개요 소개

w 대관 등 ‘공유지’ 운영 방식

w 인근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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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관련

구간
내담자

인

원
장소 일시

소통

방법
주요 면담․질의 내용

16
노고산

동

청년 주거 대책

NGO 관계자

(30대)

1 -
2019.8.9.

12:40-13:00
유선

w 경의선 공원 내 청년 주거 시설 설치

제안 경위 및 사업 진행 과정

17 전 구간

서울특별시

관계자

(40대)

1 -
2019.8.21.

13:30-14:05
유선

w 공원 조성 실무진 관점에서 본 역세권 개

발 및 정부 기관 간 업무 공조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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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space without public realm

- a case study on the Gyeongui railroad park

김보경(Bokyoung Kim)

사회교육과 지리전공(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Geogra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bout urban political process on the transforming 

the railroad into park. In Mapo, Seoul this process lasts over 20 

years. This research reconstituted the urban political process 

through official records of council meetings, press report, interviews 

on the related personels, and the field survey, which is followed by 

socio-spatial relation analysis.

  First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local growth coalition in 

Mapo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whole park making process 

and they articulated this project as post-industrial national project 

and also as compensation about the underdevelopment caused by 

living near the railroad. However local growth coalition’s ‘jumping 

scales’ caused distortion and ambiguity of the accountability of this 

project. Agents from different government scales had only limited 

informations and powers over the land transforming and their 

entanglement blurred the matter of prevention of speculation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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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belong the cost and benefit of upcoming park place.

  Second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commercialization of the 

land use near the park was paradoxically resulted by state 

intervention. Since 2009, Korean government has coined 

neo-liberalistic reform on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Legal 

regulations on the purpose to prevent abusing public property was 

drastically eased and those opportunitie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consequently undermined free provincial use of public 

property for public interest. To maximize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central government intervened and put discipline in park 

making process initiated by local growth politics. Through this, 

growing alternatives about the land use near the railroad park at 

local scale were invalidated being blamed as “illegal” and highly 

intensive commercial development around this area was carried out 

by Korean Rail Authority. 

  Above mentioned findings show malfunction of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al contestation about public space. While local growth 

coalition stretches it’s scale and network, nation state cannot retain 

territorial coherence for the proper regulation to prohibit local elites 

pursuing raising exchange values of such space. On the contrary, 

nation state regulated local politic’s potential alternatives through 

imposing market logics on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Market 

rationality functioned as weakening factor in local government’s 

urban planning practices. Therefore the newly renovated urban park 

has remained as territory of economic growth not as public realm. 

keywords : local growth coalition, scalar politics, urban park, 

public space, neoliberalism, post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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