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학위논문

공적 장소 생산의 국내 공동체 참여 특성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on of Public Places in Korea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 축 학 과

백  선  경









- i -

국 문 초 록

공적 장소 생산의 국내 공동체 참여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백 선 경

지도교수   백    진

본 연구는 동시대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장소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어떻게 

개입해 생산주체와 관계를 맺으며 결과의 생산에 이르게 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생산주체가 포함된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하는 구도를 통해 공적 장

소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며 생산을 위한 공동체 참여의 주 요건을 도출함으로써 그 

특성을 확인한다.

분석 대상의 경우 동시대 국내의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적 

소유로서의 생산에 한정하며 그 가운데 공동체 참여를 통해 조성된 건축 사례 25개 

중 9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은 공동체의 초기 개입 구도에 따라 세 유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기획 이전부터 준공 이후에 이르는 생산과정 및 결

과를 세부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참여의 특성

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공동체가 개입하며 생산되는 장소의 공공적 특성을 수용성과 변

화로 보았는데, 바로 공동체 참여의 동태적 특성이 이러한 생산결과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이다. 동태성은 다음의 두 측면을 의미한다. 첫 번째, 참여하는 공동체

는 변한다는 것인데, 대체가 아닌 재구성으로서의 변화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층

적인 공동체가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참여하는 공동체가 고정적

이기보다 유연하게 변화할수록, 그리고 생산의 전개에 따라 순차적으로 좁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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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기보다 오히려 다층적인 참여 양상을 나타낼수록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발

생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동태적 특성이 드러난 각 구도별 사례, 연희동주민센터(2015), 성

곽마을행촌공터(2016), 구산동도서관마을(2015)을 바탕으로 결과에 이르는 공동체 

참여의 전개를 구조적으로 도해하며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생산 초기 과정에서 공동체가 불특정하게 개입하는 전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불특정 구도에서 공동체는 다시 생산의 장에 개입하기 위해 재상정되는 과정을 지

나 재구성에 이른다. 그리고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단층적으로 개입하는데 추가 재

상정을 통해 다층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공동체 기반의 운영 가능 여부

가 결정되며 조직화된다. 

생산 초기에 그 특성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가 구성되는 생성 구도에서는 먼저 공

동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에 이르며 적합한 공동체가 만들어

진다. 이때 일시적으로 개입했거나 추가로 재상정된 이들이 재구성 이후에 함께 참

여함으로써 향후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의 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재구

성을 통해 조직화에 이른다.

이미 관련한 기조직이 있어 기획 이전부터 협의가 발생하는 구도에서는 공동체가 

초기 개입 이전에 이미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이르러 다

시 재구성되며 확대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층적인 개입을 하는데, 이후 또다시 

재구성됨으로써 공동체의 유연성을 높이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기 개입하는 구도의 차이로 보았을 때, 재구성 구도로 시작되는 경우 프로

젝트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공동체의 이해도와 적극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미 변화의 

발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개입은 단순히 공동체와 생산주체의 역량이 아닌 개입을 위

한 실질적인 조건에서 비롯되므로, 다른 구도를 통해 그 시작이 이루어지더라도 공

동체가 참여하는 데 있어 동태성을 염두에 둔다면 결과 특성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

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동태적 참여는 공동체가 생산주체에 의해 

선별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닌 오고 감의 관계를 통해 생산될 장소에 맞게 구성되도

록 한다. 공동체는 유연하게 생산의 장에 개입함으로써 조성 이후에도 공동체가 장

소와 지속적으로 관계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공공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주요어 : 공동체, 참여, 생산, 공공건축, 공적장소, 공공성

학  번 : 2015-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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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용어의 정의

1.4 연구의 흐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물리적인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 사람, 즉 공동체(community)가 어떻게 

참여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동시대에 이를수록 행정적 의미에서의 공공이 발주하고 결정하는 일에 공동

체 참여가 점점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시 및 건축 영역에서 

국내·외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동체 참여는 당위적 위상을 점하

고 있으며, 참여자와 이들의 참여 범주가 확대된 측면과 맞물려 절차상의 양적인 개

입과 그에 따른 방법론 연구 및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의 문제점들-

획일적이다, 열려있지 않다, 공공적이지 않다 등-은 기획 및 계획 과정, 또는 운영

상에서 공동체(community)를 고려하고 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요구

받고 있다. 기존에 관과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생산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뿐

만 아니라 향후 그곳을 이용하게 될 사용자들이 개입해 실질적인 의견을 내고 협의 

등을 한다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참여는 선택이 아닌, 당위론적 수준에 도달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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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官)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

조차도 과정상에 공동체의 개입이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이제 참여는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실천이 되

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1) 특히 디자인 작업의 특성상 수반되는 괴리감을 어

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어, 건축가의 창조적인 작품(art-work)를 보호하면서 동시

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물의 생산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수용 마인드 및 협력 제고, 그리고 참여를 위한 유형 및 방법론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배경에는 설사 공동체(community)가 실제로 누구이며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단지 ‘참여(participation)라는 방식’의 거래

(deal)만으로도 일련의 조각난 지역사회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이 전제되어 있다.2)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도시 및 건축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비롯해 정책에서의 참

여 논의는 절차상의 심의(審議)를 통한 공정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 서있다. 자유주의(liberalism)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에

서 다각도로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제 우리

는 결과만이 모든 것을 내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긍한다. 이는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주요하게 논의해 온 바였다(이현아 2007, 69). 

개개인의 이익과 그 선택에 합당한 결과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

(commmunitarian), 즉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해 자유주의적 개인에게 부여되

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s)와 정의(justice)로 극복되는 듯 했다. 이때의 

참여는 구성원들(parts of whole)이 하나가 되어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논리상 최소한의 배제와 최대한의 개입이 중요해진다. 

정치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바탕으로 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서는 공동선의 맹목적인 특정성을 지적, 

이의 극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자유주의와 공

1) “Participation is the space in which hope is negotiated. What is clear is that this hope 

refers not just to a better future for the users of the built environment, but also to a 

better future for architectural practice.” Jeremy Till, “The Negotiation of Hope”, in 

Architecture and Participation, Eds. Peter Blundell Jones, Doina Petrescu and Jeremy 

Till, Routledge, 2013, p.36

2) “A wishful and wistful hope that fractured territories can be reconsolidated into some 

semblance of community, without ever specifying what that word may actually mean.” 

Ibi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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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주의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통합하는 식인데, 실제 하버마스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담론적 법이론을 강조한 사항은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패러다

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그 방법

론으로서 토론이라는 절차를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익과 입장이 다른 시민

들의 토론을 통한 참여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하버마스는 이러한 절차 내 나타나는 충실한 언어들과 토론이 행해진 그 자체를, 

공동체주의의 공동선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패는, 절

차에 달려있다.3)

한편 톰슨(John B. Thompson 1982), 왈저(Michael Walzer 1999)와 같은 학자들은 

하버마스 기반의 담론적 참여에서 나타나는 논리상 조건들-토론의 규칙과 형식에 

내제된 언어의 소통 구조, 이성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강력

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심의민주주의 적용과 한계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하버마

스의 토론이라는 절차가 사실상 논리상에서의 이상적 전개이며 구조상의 실증적 오

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이현아 2007; 곽준혁 2005; 정규호 2005 등). 하

버마스의 ‘자유주의의 개인과 공동체주의의 맹목성’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단 담론이라는 과정 자체가 실제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호나 

목적 등이 달라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에 따라 목적하는 바에 달성함이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체주의로부터 하버마스 기반의 여러 실천에서 나타

나는, 최대 다수의 개입으로부터 일종의 토너먼트 식의 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참여한다(했다)’라는 사실 자체뿐이다.

심지어 하버마스는 이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영역(공론장, public sphere)을 물

리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도시 및 건축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를 만들어

야 하는 상이한 선상에 있으며, 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와 같이 단계별 심화 구

조에 따라 비교적 단일한 안건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아닌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참여자와 이들의 참여 내용에 대한 범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절차상

에 최대한의 개입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 및 실행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공동체가 참여했다’라는 자위적 측면에 머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인 실천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내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3) Jürgen Habermas,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 외 역, 나남출판, 2007, p.434,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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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언급한다(신상준 2017; 임동균 2017; 장현주 2017; 최영군 2017; 장원경 

2018; 김영훈 2018 등).

그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연구가 정치행정에서의 제도와 방법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영국 및 일본 선

례를 중심으로 체계 및 방법론 분석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상당하다. 건축에 있어 

일례로 박창배(2017)는 일본에서의 기획 과정과 계획 특성을 연구하며, ‘국내에서 

효과적인 참여 방법을 계획하기에는 기획 경험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성공적인 해당 선례를 분석해 그 특징을 확인한다. 또한 국내의 행정적 프레임 속에

서 그 적용이 매우 협소하고 어려운 탓에, 해외 사례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

(이를테면 체제 및 방법론 확인에서 나아가 새롭게 유형화, 한국식 모델 연구 등)이 

계속해서 요구,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박인석 2009; 안현찬 2009; 김소현 외 2018 

등).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음 행보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자명한 듯 보

인다. 

그러나 이론적, 실천적 한계가 확인된다는 것인데, 먼저 당위론적 실천에 근거한 

방법론 논의에서는 참여가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보면서 사익의 집합을 공공

성으로 치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행정에서의 결정 구조와는 상이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스펙트럼에 따른 양적 개입과 결과가 반드

시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적 틀을 통해 참여 과정과 

결과의 상관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소의 생산과 관련한 공동체 참여의 특

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목적은 짓는 것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으며 결국 무엇을 짓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해외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및 방법론의 적용과 개발 가운데 국내 공동체 참

여 실천의 실질적인 위상 해석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단편적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연구는 동시대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생산의 장에서 공동체가 관 

또는 전문가인 생산주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

시 말해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참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산주체가 포함된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하는 구도를 통해 공

적 장소의 생산을 해석하는데, 다음 세 측면에서의 세부 목표를 통해 연구의 목적에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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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는 국내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 생산 사례들을 해석하고 그 

위상을 살피는 것이다. 특히 국내 공동체 참여를 통해 조성된 실제 사례들의 위상이 

파악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해외 선진 사례들에 대한 해석과 제도적인 적용이 이루

어지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인지하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나타난 국내의 모든 사례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생산의 장에 

언제, 어떻게, 왜 개입하기 시작하는가를 기점으로 그 전개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과정상의 개입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결과와의 상응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을 확인한 바, 두 번째는 생산된 결과

의 특성이 생산주체와 공동체 간의 어떠한 관계 구도와 전개 양상으로부터 발현된 

것인지 그 관련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한 가운데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 개입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정에의 공동체 참여 양상을 일반적 구조로 도출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동시대 국내의 조건 속에서 생산주체들은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해 참여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한 가운데 생산과정에의 공

동체 초기 개입이 어떻게 발생하며, 이후 참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

적 장소로서의 결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전개를 구체화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림 1-1. 공적 장소 생산의 장에 공동체 참여가 발생하는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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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국내 공동체 참여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대한 논의 및 실행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의 모든 사례들을 분석 가능한 범위로 둔다. 일단 선행연구들

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도시활성화 측면에서 제도를 다루거나 참여디자인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건축물 범위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를 다루며 그 과정

과 결과 특성까지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나마도 거의 해외사례 분석이었

다.4)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 참여 연구의 학문적 공백과 과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

으로, 동시대에 이르며 공동체 참여가 국내 건축물 단위에서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의 프로젝트 모두 결과의 특성만을 두고 본다면 넓

은 의미에서는 그 사회에 대해 공공적(public)일 수 있겠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적 소유로서의 생산에 한정해 사례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해 특정 장소의 물리적 환경

이 조성되는 경우는 공공건축사업뿐 아니라 예컨대 마을만들기와 같은 도시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커뮤니티디자인, 장소만들기와 같은 공공공간사업들을 통해서도 양

산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공적 장소(public place)라는 용어로 총칭한다. 공

적 장소는 법적 또는 사전적으로 규정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의미에 

있어 관과의 관련성이 강조된 것이다.5)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적 장소의 생산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사례별 위상을 살피기 위해 그 중 

도시적 범위나 단위공간과 같은 부분 조성을 제외하고 건축물 단위로 한정한다.

국내 도시·건축 영역에서 장소의 생산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 

및 실행이 이루어진 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도시활성화 측면에서의 계획·재생사업

(a), 그리고 공공건축(b) 및 공공공간 조성사업(c)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가

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 범주 또는 담장허물기나 소규모공원만들기와 

같은 공공공간 조성을 제외하고 건축물 단위의 계획이 확인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2). 각각에서 건물군으로 지어진 경우에는 a’, b’, c’로 표기한다. 

4)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국내 공동체 참여 연구의 학문적 공백과 과제는 2.1.3장에서 서술함.

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공적 장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1.3장에서 상세히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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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동체 참여가 발생하는 
공적 장소 생산 범위 내 건축물 단위 조성 범위 

시기적으로 국내의 경우 a-c에 이르는 공동체 참여에 대한 연구와 실행 모두 1990

년대 후반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물 범위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다. 그 가운데 특히 ①기획 이후 의무화된 사항을 따르며 단순 공람 및 공청회에 

그치거나 언론을 통한 담론의 방식을 중심으로 참여가 발생하는 것, ②과정상의 자

료 확보가 불가한 경우, ③과정 개입으로서의 참여를 보는 것이기에 사후의 사용자 

참여와 관련한 것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규모의 관점에서 이러한 범위를 살펴보았

을 때 청사 등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 건립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과정과 결과에 

실질적인 공동체 개입이 발생하기보다 열람이나 언론을 통한 담론에의 참여가 나타

나므로 ①의 이유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단위공간 조성(예를 들어 건물 내 카페, 발

코니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특정 기능의 필요로 인해 이러한 

일부 조성이 상당히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전체 사례들 가운데 위상을 살피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한편 초기 기획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단

위공간 및 일부 시설 조성으로 실행 범위가 좁혀진 사례들은, 그러한 변경과 공동체 

참여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외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02년 이후 학교나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과 같은 지역 공공

시설을 중심으로 총 25여 개의 사례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1-1>

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사업의 범위나 발주하는 관의 특

성 등이 다른데 논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해석 또한 해나갈 것이다. 특히 

생산과정에는 때때로 외부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

공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그 곳’ 사람들의 참여가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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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범주 프로젝트명 연도 건립용도 건립방식

1 b 남한산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조성사업

2002 학교
리모델링
(부분)

2 a
백화마을

커뮤니티시설
농림수산식품부 
전원마을사업

2011 공동이용시설 신축

3 b
영주시참사랑 
주민복지센터

행정안전부생활형지
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11 주민센터 신축

4 b 풍기읍사무소
풍기읍사무소

신축사업
2012 읍사무소 신축

5 b 노량진초등학교 학교개축사업 2013 학교 개축

6 b 가재울초등학교
사용자참여형 
학교설계사업

2013 학교 신축

7 b 은로초등학교
사용자참여형 

학교설계 시범사업
2015 학교 개축

8 b 구산동도서관마을
구립도서관건립, 
주민참여예산사업

2015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9 b 연희동주민센터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서비스디자인사업

2015 주민센터
리모델링
(부분)

10 b 석상고등학교 학교신축사업 2015 학교 신축

11 c 연평도서관
군장병문화공간

지원사업
2015 북카페 리모델링

12 a’ 성곽마을행촌공터
서울시 

성곽마을재생사업
2016 공동이용시설

신축·
리모델링

13 a 할매묵공장
영주시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2016
공장 및 
판매시설

신축

14 c
1318무산

지역아동센터
문화로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

2016
도서관,
돌봄시설

리모델링

15 b
칠보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사업

2017
청소년

문화시설
신축

표 1-1. 동시대 국내의 참여를 통한 생산 사례(연도순 배열)

특히 25개의 사례 중 주요 분석 대상은 총 9개 사례로서 먼저 2장에서 도출된 세 

구도와 관련해 연희동주민센터(2015), 성곽마을행촌공터(2016), 구산동도서관마을

(2015)을 중심으로,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과 광주폴리Ⅲ(2017), 은로초등학교

(2015)과 할매묵공장(2016),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2017)과 남한산초등학교(2002) 

생산의 전개를 함께 살펴보며 유사성과 차이 발생의 지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례들의 확인을 통해서도 추가 해석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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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범주 프로젝트명 연도 건립용도 건립방식

16 c’ 광주폴리Ⅲ
광주문화공간플랫폼

구축사업
2017 문화시설

신축·
리모델링

17 c’
연산역

기차문화체험관
공공디자인으로행복
한공간만들기사업

2017 문화시설 리모델링

18 c’
삼탄역대합실 및 
로컬푸드마켓

공공디자인으로행복
한공간만들기사업

2017 역사, 마켓
신축·

리모델링

19 c 평창고원마루
공공디자인으로행복
한공간만들기사업

2017
판매,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20 c 고모역(폐역)
공공디자인으로행복
한공간만들기사업

2017 문화시설 리모델링

21 b
한내지혜의숲 
한내도서관

구립도서관조성사업 2017 도서관 신축

22 b 광주남초등학교
사용자참여형

학교설계
2018-2020
(예정)

학교 증·개축

23 b 광주북초등학교
학교건축

인프라구축사업
2019-2020
(예정)

학교 개축

24 b 부산북구소방서 북구소방서신축사업
2019-2021
(예정)

소방서 신축

25 a’
굴포일대 혁신센터 

및 문화폴리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사업
2019-2022
(예정)

문화시설 신축

1.2.2 연구의 방법

각 사례들의 사업 추진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사, 잡지, 논문 등을 통해 언급된 바 

있으나 장소탐방, 정책이슈, 사례집 등 추상적 측면에서 그 현황이 논의되었다. 해

당 연구는 공동체 참여에 대해 양과 빈도의 측면에서 다소 피상적으로 다뤄진 국내 

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기에 분석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정

상의 상세한 자료 확보가 중요했다. 국내 참여 현황과 전개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사례 분석은 탐색적 관점에서 누가

(who), 어떻게(how), 왜(why) 그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기술적 방식으로 

시작되는 사례 분석에서 신뢰성뿐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과정상의 주체들을 

확인하고 주요 담당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특히 국

토교통부 및 지자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참여 조직과 운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나 사실상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참여가 자리 잡힌 일본이나 영국

과 달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민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구성, 실행하는 체계가 충

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그 과정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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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살펴볼 관련 회의록, 자료 등이 산발적이거나 소실된 경우도 상당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정보청구를 비롯해 각 프로젝트마다 과정상의 주체들

을 확인하고 주요 담당자들, 특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공개정보청구를 비롯해 각 프로젝트마다 주체들을 구체 분류하고 지자체

의 담당자들과 건축가를 비롯한 총괄계획가 등의 전문가들, 공동체의 경우 일반 주

민들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활동가, 직능단체 관련자 등을 별로도 만나 

인터뷰하며 관련 자료(공식, 비공식 회의록, 회의 자료, 당시 개인 수첩 등)들을 수

집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시 생산과정에 개

입한 공동체였다. 이에 25개 사례를 모두 살펴보되,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 

특히 참여한 공동체에 대해 확인 및 접촉이 가능한 사례들 9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1.3 용어의 정의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각각 어떠한 의미로 쓰이

는지 정의를 한정해보며, 특히 몇 용어들의 영어 표현과 관련해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생산(production), 생산과정(production process), 생산결과(production result), 

생산주체(production agent), 생산의 장(Production space)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장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생산(production), 그리고 일련의 

전개를 생산과정(production process)으로 언급한다. 해당 어휘의 사용은 참여를 

통한 건조 환경의 조성 문제를 실질적인 결과 창출의 구도로 해석하려는 데에 기인

한다. 벤야민은 이미 「생산자로서의 작가」 및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 작품」

(1934)이라는 두 글에서 확대된 조건들을 수용하며 작품(art-work)이라는 결과 창

출이 ‘생산’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결과 또한 새로운 속성의 생산결과(production 

result)가 됨을 언급한다. ‘production’ 단어는 본래 독어로 쓰인 해당 글의 영문판

에서 사용된 것이다. ‘생산’하는 주체(들)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제도와 재원, 기술 

등을 비롯해 장소 특성과 관계를 맺으며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특히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그 곳의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설명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작품

으로서의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과 다른 의미로 ‘생산’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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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때 공동체와 결과 생산 사이에서 실질적인 발주, 결정, 추진을 하는 생산주체

(production agent)는 관 또는 건축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의 

장(production space)은 이러한 생산주체 및 공동체가 참여해 생산을 해나가는 일

련의 영역을 뜻한다.

·공동체(community)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 조성되는 ‘그 곳’의 ‘사람들’을 공동체(community)

로 총칭한다. 즉 공동체 자체는 생산의 장에 개입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다수의 연구들은 참여자로서의 공동체에 대해 이를

테면 개입 범위에 따라 나누거나 조직의 특성으로 나누는 등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더 많아지는 유형 가운데 공동체가 누구이며, 무엇인

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K. Duffy 1997, 355). 특히 유무를 결정하

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사항을 선택하고 개선해야 하는 도시·건축 조성 과정에 참

여하는 공동체야말로 행위의 양이나 개입 범위에 따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공동체 자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분류를 시도하기보

다, 공동체가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구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

았다. 불특정, 생성, 재구성으로서 불특정 구도로 생산의 장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생산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예를 들어 지역 주민과 같은 정체성으로 참

여하는 경우이다. 반면 생성과 재구성 구도는 참여를 위해 구성된다. 생성은 새롭

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후자는 관련한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다. 불특정, 생성, 재구성에 이를수록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및 적극성이 높은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참여 자체가 생산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를 보장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참여하는 공동체는 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

지로 이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

공공재로서 공공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일에서의 참여란 공적 사항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시대 많은 학

자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생산과 관련해 협의나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참여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생산에의 의견 등을 포함한 행위를 중심으로 보며, 연구의 범

위와 목적을 고려해 의식 및 무의식의 범주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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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결정에 이를수록 그 영향력이 누적되고 심화되는 것으로 보며 유형 논의가 이

루어져왔다. 특히 그 정도의 순차성에 따라 분류하면서 공적 결정 과정에 적용될 것

으로 본 것인데, 이 또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상이한 도시·건축에 있

어서는 생산 전개에 따라 반드시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참여의 스펙트럼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발생 순서 또한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공적장소(public place), 공공건축(public building)

일반적으로 공공(public)이라는 어휘가 붙는 경우는 그 특성이 사회의 구성원들

과 밀접하게 관련될 때이며 반드시 행정적 의미에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것만을 뜻

하지는 않는다. 공공건축(public building)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나, 현행 제도에 따라 공공기간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

경으로 한정해 통용된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반면 공공장소(public 

place)의 경우 소유의 측면보다 여러 사람의 이용과 영향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다시 말해 공공(public)이라는 말은 관의 소유와 사회적 이용 등의 관련성 각각

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두 측면 모두를 포함하며 때에 따라 어느 한쪽에 더 무게를 

두어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그 범위를 막론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해 물리적인 환

경이 건축 또는 조성되는 경우는 공공건축뿐 아니라 예컨대 마을만들기와 같은 도

시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커뮤니티디자인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들을 통해 양산된다. 

이들은 추진뿐 아니라 향후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 또는 그 

역할을 위임받은 전문가 등이 개별적인 영리보다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

며 프로젝트의 시작 때부터 결과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해 앞서 언급한 공공장소로 총칭하기보다 공적장소(public plac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적장소는 법적 또는 사전적으로 규정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의미에 있어 관과의 관련성이 강조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적장소의 

생산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사례별 위상을 살피기 위

해 그 중 도시적 범위나 단위공간과 같은 부분 조성을 제외하고 건축물 단위로 한정

했다. 이는 도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조성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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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흐름

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 틀의 구축 
: 참여를 통한 생산

2.1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

· 공동체 참여에 대한 이론적 쟁점과 도시·건축에서의 논의

  ➔ 당위적 위상 및 방법론의 적용

· 국내 공동체 참여 연구의 학문적 공백과 과제

  ➔ 국내 건축물 중심으로 주체들 간의 관계 해석 부재 

⇩

2.2 확장된 장에서 생산하는 주체들

· 공동체의 생산의 장 개입 구도와 특성

  ➔ 불특정, 생성, 재구성

· 생산을 통한 결과 특성

  ➔ 수용성과 변화 

⇩

2.3 공동체 참여 발생의 구조

  ➔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참여 발생의 범주 및 내용 구축

⇩

3장. 

공적 장소 생산에의
공동체 개입 전개

3.1
3.2
3.3

초기 상정 조건 및 특성에 따른 사례 분석

· 사례별 공동체 참여 유형 확인(9/25개-Ⅰ·Ⅱ·Ⅲ유형)

➔ 불특정 구도에

따른 전개
: 공동체 재상정 및 

재구성과 조직화   

➔ 생성 구도에

따른 전개
: 공동체 다층적 상정 

및 재구성과 조직화   

➔ 재구성 구도에

따른 전개
: 공동체 재구성

및 조직화

⇩

4장.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개입의 특성

4.1 공동체 참여 전개의 차이 해석

· 과정의 차이

  ➔ 공동체의 변화(유연성), 특정 범주 및 내용에의 공동체 개입도, 

참여의 빈도, 지속성 4요소

· 결과의 차이

  ➔ 수용성과 변화의 5요소

⇩

4.2 생산을 위한 주 요건 분석

· 생산결과와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 도출

  ➔ 유연성 및 개입도

⇩

4.3 생산과정에 따른 구도별 공동체 참여의 구조 및 전개 일반화

⇩

4.4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의 생산

  ➔ 동태적인 공동체 참여를 위해 관계가 발생하는 생산의 장

  ➔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특성

그림 1-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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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먼저 참여 논의의 흐름 및 위상을 살펴보며 본고의 관점과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공적 장소 생산에의 공동체 참여 구도를 해석하기 위해 할 포스터(Hal Foster)

의 이론을 고찰하며, 생산의 장에서 생산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 구도와 그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 공동체 및 이들의 

참여 내용에 대한 구조적 틀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공적 장소 생산 사례들을 통해 공동체 개입이 어떻게 전개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총 9개의 사례는 각각 공동체 초기 개입 특성에 따라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도

로 나누어 그 전개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종합해보았을 때 초기 개입에 따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특히 연구의 대상 범위에 있었던 다른 사례들을 통해 추가 해

석을 더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사례 해석을 바탕으로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개입의 특

성을 분석해 밝혔다.

먼저 각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다이어그램을 통해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공동

체 참여 전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기 개입 구도를 비롯해 이러한 9개 요

소들 간의 상관성을 해석하며, 생산결과와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러한 가운데 각 구도별로 도식적 해석을 통한 일반화를 시도하며, 특히 분석 결과

의 효용을 위한 과정에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체의 참여를 통한 생산의 위상과 의미를 논하며 공적 장소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

찰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을 정리하며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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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 틀의 구축 : 참여를 통한 생산

2.1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

2.2 확장된 장에서 생산하는 주체들

2.3 공동체 참여 발생의 구조

2.4 소결

본 연구는 동시대에 이르며 나타나는 공적 장소 생산에의 공동체 참여 특성을 밝

히려는 바,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2.1장에서는 

먼저 동시대에 이르는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을 살펴보며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관점 및 방향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2.2장에서는 공적 장

소 생산에의 공동체 참여 구도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2.3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분석을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2.1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

먼저 참여에 대한 이론적 쟁점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쟁점 가운데 점차 무엇이 강조된 것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또

한 실제 체제와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참여가 강조되며 발생하는 지점과 이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그 위상을 가늠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참여 연구동

향의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학문적 공백과 과제를 확인하며, 공적 장소 생산에 

있어 공동체가 개입하는 구도의 확인과 분석의 의미를 논할 것이다.



- 16 -

2.1.1 참여 이론의 쟁점

(1) 참여자 및 개입 범위 확대에 따른 개념의 재정의(re-define)

참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맥락 속에서 작용한다. 일례

로 ‘걷는다, 밥을 먹는다’ 등과는 다르게 ‘대화한다, 결혼한다’ 등과 같이 최소 두 

주체 간, 상호 맺어지는 어떠한 ‘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글자의 표기에서도 이

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參)’은 ‘관계하다, 나란하다(나란히 서다)’의 뜻

을, ‘여(與)’는 ‘둘 이상이 더불어 있다, 같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 일반적으로 참여라는 개념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는 것,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1) 영어 표기인 ‘participation’의 경우 ‘둘 이상의 부분들로 나누다, 분할

하다’라는 어원 ‘partir’ 또는 ‘pars’에 ‘가져가다, 취하다’는 ‘capere’이 더해진 것으

로서 이 또한 ‘무언가에 참가하거나 관여한다는 사실 또는 행위(the fact that you 

take part or become involved in something, the act of taking part in an event 

or activity)’를 뜻하고 있다.2)3)

즉, 참여란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여러 방식을 통해 개입하는 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이 되겠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대상과 주체에 대한 

전제,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다. 대상 및 주

체의 범위나 영향 관계 등의 특성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참여에 

대한 사전적 정의만을 통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떤 성질의 관계

를 이루며 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용례들을 관통해 설명할 수는 없게 된

다.

1) 참여의 개념 논의

이에 수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의 참여(contemporary participation)에 대해 ‘개

입한다’라는 표층적 측면뿐 아니라 여러 기준-주체 및 대상 범위, 영향력, 이념 등-

에 따라 그의 심층적 속성을 다방면에서 설명해왔으며 동시대 나타나는 기준들을 

포괄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하기도 했다.4) 한편 시기적으로 참여에 대한 논의는 

1)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2) ‘participation’의 어원에 대하여서는 의견마다 시기적, 지역적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이

와 유사한 뜻에 어근이 붙은 것으로 본다.

3) Cambridge Dictionary 참고

4) 국내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건축 및 도시 관련 연구에서 이에 대한 고찰은 있어왔다. 다만 정

책상의 키워드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참여’에 대해 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는 저명한 연구자들을 추려 개념 정도를 정리해 결론짓는 아쉬움이 있다(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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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 중반에 이르며 본격화되었고 특히 서구 정치사회학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민중(demos)에 의한 민주주의(democracy) 사회가 무르익으며 이

에 공적 사항의 결정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자를 제외한 다수의 시민들이 허락이 아

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가 계속해서 논의의 주요 

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를 설명하고자 하는 초기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를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ion)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5) 그러한 가운데 참여의 목적과 당위성을 확인하며 공공(정부)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과 같은 참여 정도, 범위에 따른 정의가 주요 논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버바와 나이(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1972)의 경우 미국을 중심

으로 정부에의 일반 시민 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를 참여하는 주체와 대

상의 범위, 영향에 따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와 같

은 의례적 의사 표현을 넘어서 직접적인 정치 영향력을 행사(action) 하는 것을 참

여로 국한해 보았다.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란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창조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6) 이러한 개념은 참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밀하고 핵심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듯 보이나 과정상 실제 발생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변수들을 포함해 결과를 설

명하기가 어렵다. 

이후 밀브레이드와 고엘(Lester W. Milbrath and M. L. Goel 1977)은 위와 같은 

협소한 관점에 공공에 대한 지지 등의 일반적 시민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아가 넬슨(John M. Nelson 1979)의 경우 공공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도한 

폭력 등 불법적이며 부정적인 활동도 참여로 봄으로써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참여 

과정과 결과 해석에 면밀성을 더하고자 했다.7)

용 외 2015, 2016, 김연금 외 2012, 김영훈 2018 등).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학에서 

디자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참여 논의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 그 위상과 특징을 확인

하고자 한다.

5) 예컨대 반즈와 카스는 참여란 정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활동이라고 보며 이를 정

치적 행위(Political Action)라는 말로 대체해 사용한다. Samuel H. Barnes and Max Kaase, 

Political action :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9, ch.2

6) 다음 책 1장(Participation and Democracy)의 “What is Participation?”을 참고할 것.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 Haper and Row, 1972, p.2

7) Lester W. Milbrath and M. L. Goel,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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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정치학자로서 서구를 비롯해 남미 사회에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 연구한 

셀릭슨(John H. Booth and Mitchell A. Seligson 1978)은 그간의 논의들을 확인하

며 특히 참여를 정의하는 협소한 범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8) 참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확장시킨 밀브레이드조차도 ‘정부의 최종 결정에 영

향을 미치거나 의도된 행동’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넬슨보다도 참여

의 범주를 확대시킨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 밖에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냉담이나 무관심도 모두 향후 공적 사항의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성을 포용하는 과정과 결과라는 참여의 

속성과 다르게 정의된 참여 개념의 배제성을 지적하면서 결국 공공에 속하고 관련

된 시민들 삶의 대부분이 참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9) 그리고 콘지(Patrick J. 

Conge 1988)는 위와 같은 쟁점들이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인지(또는 일반 시민

의 활동인지), 해당 행위가 요구인지(또는 반대인지), 자발적인지(또는 동원이나 

지지인지), 비공격적인지(또는 공격적인지), 활동적인 것인지(또는 의식적인 것인

지)와 같은 기준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음을 통찰한다.10)

정리하자면, 결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결정 과정에 참여자들의 개입 범위-요구 

및 반대 행위(action) > 지지(support) > 의식(consciousness) > 무의식

(unconsciousness)-를 주요 틀로 보고 ‘이것이 참여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

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그리고 이러한 개입도가 영향력과 비례한다

는 입장이다. 사실상 그 범위가 무엇이든 결국 개념적 논제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위 스펙트럼 내에서 재정의(re-defining)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8) John H. Booth and Mitchell A. Seligs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in America : An 

Agenda for Research”,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1(3) (1976) : 95-119, p.96. 특히 

부스와 셀릭슨의 해당 논문은 위의 버바와 나이, 그리고 밀브레이드에 이르는 참여 논의들을 

살펴보며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 이는 참여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범주의 스펙트럼이 꽤 넓다는 것이며, 예컨대 시민들

의 무관심도 ‘괜찮은’ 참여라고 의미한 바는 아니다.

10) 콘지는 다음의 글에서 반즈와 카스(Samuel H. Barnes and Max Kaase 1979), 부스와 셀릭슨

(John H. Booth and Mitchell A. Seligson 1978) 등에 의한, 당시 참여 개념에 대해 활발한 논

의가 전개된 네 권의 책을 비교하며 이제는 각 개념 정의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선 이

들 각각이 어떠한 관점으로 참여를 보고 있는 것인지 통찰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논문에서 

콘지의 6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참고할 것. Patrick J. Conge,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 Toward a Definition”, Comparative Politics, Review Article, 20(2) (1988) 

: 241-249,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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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참여 개념 논의의 쟁점과 변화

한편 콘지(1988)는 부스와 셀릭슨(1976)에 적극 동의하면서 참여의 개념(참여자 

개입 범위)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며, 특히 참여라 함이 선거 등을 통해 일련의 정

치적 세력을 지지하거나 행동하는 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의 생산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11)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 생산에 대해 논의할 때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모든 사람들’의 개입과 이용 권리를 허용하는 사항 뿐 아니

라 민간에 의한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도 포함시킨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

이 동시대에 이를수록 직·간접적인 영향력 모두 참여의 일부로 보며 스펙트럼이 

확장되었고 개입 범위 뿐 아니라 참여의 대상도 상당히 포괄적이게 되었다. 이는 공

공재의 생산이 점차 다방면의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심지어 개인이나 

소규모 커뮤니티, 심지어 민간의 이익집단에 의한 결과가 공공적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12)

국내 이승종(2011)은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 의미의 

크기에 따라 네 부류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한다.13) ‘최협의 < 협의 < 광의 < 최광

의’가 그것으로서 최협의에 이를수록 정부에 대한 요구 및 반대 범위에 국한된다. 

11) Ibid., p.245

12) ......“defining it as “behavior influencing or attempting to influence the distribution 

of public goods.” ......The term public goods is commonly used to refer to roads, 

schools, health centers, and other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s and, once supplied, 

more or less open to all members of society. According to Booth and Seligs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s not limited to governments.” Idid., p.248

13) 국내의 이승종(2011)은 정치행정학 분야에서 참여 이론의 선두에 있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시민(citizen)이 주인임이 전제되는 민주사회 내에서 ‘참여’를 무엇이라 보는가, 이를 논

의하는 세계 주요 연구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며 재정의를 시도한다. 특히 다음 책의 3장

(pp.55-60)을 참고할 것. 이승종 외, 『시민참여론』, 박영사, 2018. 해당 책은 정치학을 중심

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 틀 속에서 나타나는 참여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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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위의 버바와 나이(1972)의 논의가 이에 포함된다. 협의와 광의 범주는 직

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와 같은 활동 전반을 참여

로 보는 경우인데, 광의는 나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최광의 범주에 이를수록 정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 시민 스스로의 

공적 활동, 특히 <그림 2-1>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의식의 범주까지도 참여로 본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또한 참여의 개념을 종합해 재정의한다. 일단 

그는 정부와 시민 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단순 의식과 태도, 또는 콘지가 언급한 것처럼 상당 규

모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에 의한 생산과 이에 나타나는 참여는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영향력 있는 특정 행위

(action)나 일반적 활동(activity)까지만 ‘참여’로 간주한다.

종합해보았을 때,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개념으로서 참여는 일단 정의 기

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결국 ①공적 사항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특히 동시대에 이를

수록 ②전문가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4) 참여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행위와 개입 범위, 그에 따른 영향력

과 결과, 심지어 대상에 대해서도 폭넓은 견해를 보이는 반면, 공공의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시민들’의 경우 당위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사항이다.15) 왜 그

러한가? 

사실 공적인(public) 결정에 공중인 시민들(citizen)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는 이미 2500여 년 전의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체제에서부터 발견

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때의 시민들은 왕과 귀족 세력은 아니지만 지도자 등

을 뽑는 주요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는, 시민권이 있는 특정 부류의 집단으로서 소위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16) 현대에 이르며 참여는 이와 관

련해 크게 두 측면에서 변화했는데 ‘보통의 시민들’을 강조하는 ①참여 대상의 확

14) 네이버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의하면, 참여는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시민의 활동을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었다.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140&categoryId=42140

15) 앞서 언급한 이승종(2011)도 ‘참여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개념의 범위와 상관

없이 주체는 일반 시민이며, 대상은 공공 문제가 보편적이라고 언급한다.

16) 페리클레스가 이를 ‘몇 사람의 통치가 아닌, 모든 사람(demos)이 나누어 맡아 지배(kratos)하

는 민주정치(democratia)라 부른다’고 언급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이때의 모든 사람은 현대와 다른 ‘제한된’ 시민이며, 이들을 통해 직접 민

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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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리고 나아가 ②절차상의 참여 개입에 대한 당위론적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다. 오늘날 참여 주체에 대해 공공 및 전문가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일반 시민에 주

목하며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소외 집단의 사람들을 강조하는 ‘시민참여 또는 주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residents)’로서 참여에 대한 논의 

및 실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7) 또한 이러한 측면은 참여의 개입이 

특수한 상황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수단이 아닌 공공의 정책상에 당위적 

위상을 점하게 되는 지점과 맞물린다.18) 일단,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공의 정책

(public policy)과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정책’은  정부 기관이 결정 사항에 대해 일종의 경로를 정하고

(J. E. Anderson), 합리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나 규율을 일컫는

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다.19) 특히 정책의 수립과 입

법 및 심의 의결은 정부와 의회에서 담당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결국 논리상 정책이란 당연히 국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정책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국가마다, 각 분야의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정치사회적으로 특정 계층에서 확대되어 일반 시민들이 ‘정책’에 개

입하기 시점은 독제 체제나 귀족 및 군주제에 대응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통해 권

한을 행사하며 이에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민주

주의 발현의 때와 맞물리므로 국가마다 시기적 차이가 있겠다. 또한 학자의 관점에 

따라 참여의 보편적 틀을 공공정책 상의 결정 과정이라는 특정한 상태에 두지 않고 

개별적 사건에 두거나 아애 다른 범주에서 논의하는 경우, 전환의 시기적 스펙트럼

은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전환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를 무엇이라 보는지, 해당 키워드만으로 관련한 ‘모든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17)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p.34

18) 이에 대하여서는 2.1.2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함

19) 공공정책 정의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위키백과 및 네이버 지식백과

20) 개별사적 입장에서 참여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이어 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루소

(Rousseau)가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을 집합적인 민중(people)과 개별적인 시민(citizen)으로 

구분했다는 것, 이어 바버(Barber)는 이 시민(citizen) 중에서도 명목적 자유인인 대중

(masses)을 구분시켰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논지들이다. 이는 집단 및 개인들의 사건들을 통해 

참여의 맥을 잡는 식인데, 결국 ‘참여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 개념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

이 된다. 한편 참여라는 단어 자체를 참석, 참가 등의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며 논지를 펼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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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장소 생산에서의 참여

그렇다면, 공공재로서 공공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일에서의 참여란 

무엇인가? 공적 장소 생산은 공공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과정에의 참여는 마찬가

지로 정부의 공적 사항과 관련한 일반 시민의 개입과 영향을 일컬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본고는 앞서 콘지가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모든 사람들의 개입과 이용 권

리를 포함했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참여하는 주체로 본다.21) 그리고 이

들이 결정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참여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물리적인 생산과정 가

운데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발생하는 요인들에 한정해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개입 범위는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제한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범주는 고려하지 않

는다.

분류 대상 목적 방법 대상

내용         정부       ⇠ ⇢       영향       ⇠ ⇢       개입       ⇠ ⇢    일반 시민

상세
관/전문가 관심·요구·변화

행위·
지지·부정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

표 2-1. 공적 장소 생산에서의 참여 개념

(2) 참여 정도의 순차성에 따른 유형의 재분류(re-classify)

1) 참여 단계와 유형, 방법론 논의

서구를 중심으로 1960-80년대는 이미 공공정책 내 특정한 정치적 행보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거나 재원이 들어간 도시계획, 주택, 복지, 예술 등 다방면에서 참여 

패러다임이 확장되며 즉각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때이다.22) 특히 근대 초기의 결

과물로서 비물리적인 정책과 제도, 그리고 물리적인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후

죽순 나타난 각종 ‘계획들’의 파괴와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들의 개선이 시급했던 배

경이 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는 쇠퇴 개선을 위해 여러 근린활동사업

(Community Action Program) 및 모범도시사업(Model Cities Program)을 시행했는

데, 이들은 각각 ‘가능한 최대의 참여(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광범위한 

21) 이는 단지 ‘더 소외된’ 이들에 대해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고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여 

주체의 ‘유연성’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2.1.2장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22) 어떠한 정황 가운데 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과정과 공공적 결과’가 주목받기 시작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후 2.1.2장에서 상세히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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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widespread citizen participation)’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23) 이러

한 정황 가운데 참여자의 개입 정도 및 영향력에 따른 개념 범주는 유형(type)으로 

설명되면서 이에 학자들마다 단계(level) 분류를 시도한다.

미국의 안슈타인(Sherry Arnstein 1969)은 U.S. Department of Housing, 

Education, and Welfare(HUD)에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계획 사례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최초로 단계별 분류를 시도하였

다. 동시대 참여 수준에 따른 유형(type) 연구에서 그의 8단계 구분은 여전히 유효

한 틀로 언급되고 있다. 안슈타인은 참여란 무엇인가 물으며 이를 정의하는 일보다

는 다양한 활동의 범위를 인지하고 전제하면서 각각의 참여 내용이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24) 이에 따르면 참여 단계는 크게 정부가 진행 및 결정권을 주도

하며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참여 유형이 발생하는 토크니즘 단계(Degrees of 

tokenism)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행정과 동일 선상에서 협력 및 통제가 가능해

지는 시민권력 단계(Degrees of citizen powe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

계는 세부적으로 ‘정보제공(informing)-상담(consulation)-회유(placation)-협력

관계(partnership)·권한이양(delegated power)-시민통제(citizen control)’로 나

뉜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의식 및 무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참여는 조작

(manipulation)과 치유(therapy) 단계로서, 해당 단계에서의 활동은 참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안슈타인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선형적 ‘단계’ 속에서 참여자의 개

입 범위와 영향력이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20세기 중후반 참여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 밀브레이드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과 같은 연구자들 또한 

참여의 단계와 그에 따른 유형을 언급한다.25)  일례로 밀브레이드와 고엘은 참여자 

개입 범위에 따라 참여 유형을 나누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영향력과 동일 선상에 놓

23) 다음의 논문에서 스트레인지는 1960년대 미국 내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와  양상-“by the peaple”에서 나아가 “of "everyone from mayor to dog 

catcher("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 of the poor)인-을 확인하고자, ‘모범도시사업

(Model Cities Program)’을 상세히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척이나 선해 보이는 해당 사

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관점을 보인다. 참여를 위한 참여, 즉 참여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

다. John H. Strange, “The impact of citizen particip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1972) : 457-470

24) Sherry Arnstein, “A labbo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1969) : 216-224

25) 다음을 참고할 것. Verba and Nie(1972), op.cit., pp.73-81, Milbrath and Goel(1977), 

op.cit.,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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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보는데, 결국 각각의 속성과 범주를 살피면서 이것이 ‘참여인가, 참여

가 아닌가’를 다룬다(표 2-2).

참여 유형
(참여자 유형)

참여
속성

참여
범주

개입 내용 비고

Protestors

적극적

참여

미참여

항의,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 
요구. 다른 유형 참여도 함

통계적으로 
빈곤계층>집권층

Community Activists
다수의 공동체(community) 집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
정치문제<지역문

제에 집중

Party and Campaign 
Workers

특정 정당 참여자 또는 
투표 수행, 정치적 의사 전달

개인, 소수집단Communicators 투표 수행, 정치적 의사 전달

Contact Specialists
사적 문제에 대해 특정 
공직자에게 대응 요구

Voters 수동적 선거 등에 의무적 투표 참여의 가장 기본

Inactive 무관심
투표 이외에는 관심 또는 활동 

없음
참여한다고 볼 수 

없음

표 2-2. 밀브레이드와 고엘의 참여자 개입 범위에 따른 참여 단계와 유형
출처: Milbrath and Goel(1977), pp.18-19 재구성

이후 코너(Desmond M. Connor 1988), 룬드(Tormod K. Lunde 1996), 크레이튼

(James L. Creighton 2005)과 같은 학자들에 이르며 참여의 범주를 논의하는 것에

서 나아가며 참여 단계(levels)에 따른 유형(types)의 재분류를 시도한다. 특히 앞

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이후 80년대에 이르며 시민들의 ‘모든 것’을 참여로 보

려는 경향에 따라, 공동체(community)의 공공적 참여에 대해 연구한 사회학자 코너

(1988)나 심리학자 크레이튼(2005)의 경우 ‘참여’로 볼 수 있는 범주 내 각각의 유

형을 나누어 보는 분류 방식에서 나아가 순차적 단계(step by step)로 사다리 유형

을 설명한다. 일련의 연속적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3>을 보면 예컨대 추진 및 결정 단계 이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매체 전반의 활동으로부터 이후 구체적인 의견제시와 피드

백을 통한 계획 및 문제 해결, 그리고 자문을 거쳐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모든’ 

행위들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들이 순차성에 따라 누적되는 속성으로 본다. 이에 

전보다 좀 더 세분화된 유형과 방법의 설명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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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계           ➠           참여-유형
단계 및 유형별 특성

안슈타인(Arnstein 1969) 코너(Connor 1988)

citizen control

참여

e
resolution/
prevention 참여

(누적)

전
문
가 
및 
정
부
중
심

심도 있는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 추후 

논의

delegated power

d

litigation 위원 등 협력자로서 
관·전문가와 

논의(위원회 개최 
등), 협의 및 
문제해결

mediation

partnership joint planning

placation

명목적
참여

c consultation

시
민
중
심

시민 공청회 등 개최 
↔ 절차 내 구체 

의견수렴consulting

informing b
information 
feedback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 불특정 간접 

피드백

therapy
비참여 a education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교육

manipulation

표 2-3. 참여 정도에 따른 참여 유형 분류
출처: Arnstein, S.R.(1969), p.217, Desmond M. Connor(1988), p.249 논의 비교, a-e 분류를 통해 저자 재구성

이처럼 참여 정도의 순차성에 따른 유형의 재분류(re-classify) 논의에 있어 유

형의 실천이 실제 영향력과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쿠머

(Somesh Kumar 2003)는 ‘좀 더 상세한’ 참여 유형을 설명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추

가하기보다 일단 기존 논의의 틀이 결국 시민이 무엇을 하는지(할 수 있는지), 즉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형을 나누는 

기준과 관계를 재해석한다.26) 시민들은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점차 심화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와 시민 중 어느 측의 통제력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그림 2-2). 이를테면 시민들 스스로의 통제력(권

리)이 강화될 때 기능적 참여(Functional participation), 상호작용 참여

(Interactive participation), 자기동기화(Self-mobilisation) 참여 유형이 점차 

활성화되고 이때의 사항들이야말로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참

여 정도 순차성에 따른 유형별 ‘실천’만으로 영향력이 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 이 역시 유형을 ‘재배치’해 다시 순차적인 실천과 영향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26) Somesh Kumer, Method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 A complete guide for practitioners, 

ITDG Press, 200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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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통제에 따른 참여 수준과 유형(Spectrum of Participation)
출처: Somesh Kumar(2003), p.25 재구성

커뮤니티 계획가인 워츠(N. Wates 2000)는 실제 물리적인 계획에서의 참여를 논

하는데 그는 이것이 선거와 같은 결정 과정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한다.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 계획과 관련해 계획의 착수(initiate)에서 사후 관리(maintatin)에 이르

는 단계(project stages)별로 참여의 유형과 단계(level)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실천

적인 참여 매트릭스(participation matrix)를 제안한다.27) 참여의 단계가 실제 프

로세스 단계에 상응하도록 구조적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참여 유형은 네 측면

(정보전달-의견수렴-협력-위임)으로 나누었는데, 사실 이는 단계에 따라 모든 참여

가 발생한다기보다 전 단계에 이르는 ‘협력(partnership)’을 강조한 것이며 각 단계

는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설정되었다. 물론 그는 참여의 단계를 영향력으로 상정한

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각 유형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 협력

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다른 참여 유형이 어떻게 이를 보완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28)

27) 다음에서 매트릭스 모형과 프로젝트 진행에서의 참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Nick Wates,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 How People Can Shape Their Cities, Towns and Villages 

in Any Part of the World (Earthscan Tools for Community Planning), Earthscan 

Publications, 2000, p.10, p.139

28) 한편, 기존의 선형적 참여 단계에 따른 유형 분류의 한계를 지적해 새로운 참여 지표를 만드

는 경우가 있다. 독일의 라르체(Karina Tasche 2006)가 제시한 6가지 참여 강도 모형은 국내 

석사 및 박사논문 등을 통해 언급된 바 있다(신재욱 2014; 전철민 2016; 권은지 2017 등). 이

는 주민들의 참여 활동(기회) 정도, 참여자의 평등성 및 범위, 정보제공 및 투명성 정도, 결

정권, 참여시기에 변화에 따른 참여 지속성이라는 6가지 참여 적정 지표(각각 상-중-하)를 통

해 도식적으로 참여의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강도(intensity)를 설명하도록 고안되었다. 해당 

지표에서는 ‘양’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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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슈타인, 밀브레이드와 고엘, 이후 쿠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설명하는 참여의 

단계적 특성을 종합해 살펴보면 결국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계층도를 보여준다. 그리

고 그 유형에 있어 예컨대 시위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자이기에 비교적 

소모가 덜 한 투표도 한다는 관점을 보이는데, 밀브레이드와 고엘은 이를 ‘완전한 

참여자(complete activists)’로 언급한다.29)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들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양과 빈도의 개입을 보일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협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시민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그리는 완전

한 그림이 된다.

2) 방법론 논의로의 귀결과 한계

안슈타인 이후 20세기 후반 정치사회학을 중심으로 진척된 이러한 단계별 유형화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의 공공적 사안 결정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빠르게 

적용, 실천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동체주의가 부각되던 시기로서, 이를테면 영국은 1997년 신

노동당 출현과 함께 당시 국가의 자본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던 지역 재생 사업(New 

Deal for Communities, NDC)에서 정책상의 시민 참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

천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1960년대 도시사업과 특히 1980년대 계획가들의 

진영에서 구체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 계획(Community Design Planning)을 통한 지

역민들의 실질적인 개입이 추진되면서 이에 시민 교육이나 협의 방식 등 방법에 대

한 고민이 활발히 이루어졌다.30)

한편 국내에서는 정치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유재원(2003), 박대식 외(2005), 

김혜정(2009) 등이 기본적인 투표 뿐 아니라 선거운동, 지역활동 등과 같은 각기 다

른 지표 모형을 설정해 시대별 ‘참여’의 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이승종(2011)

은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체제의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참여 양상

을 함께 조사해 국가 간 참여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1960년대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참여가 80년대에 이르며 투표와 같은 방식에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2000년대에 이르며 참여 방법 및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31) 한국의 경우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투표, 정당 가입 등 체제에 대

29) Milbrath and Goel(1977), op.cit., p.17

30) 김연금 외,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한국조경학회지』, 40(30) (2012) : 

22-31, p.25

31) 다음 책의 7장을 참고할 것. 이승종 외(2011), op.cit., pp.1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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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 비율이 높고 시민단체, 봉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참여 비

율은 다소 낮았었는데, 1990년대 이후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참여 방법 

및 참여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빈도수 또한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여 유형 세분화와 

컴퓨터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론 논의로 귀결되는 동향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다뤘듯 참여의 개념 자체가 확대되고 이들의 양적 개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참여 단계에 따른 유형 논의는 점차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 논의로 이

어지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행위에서 참여를 정의내리

는 것으로부터 점차 ‘모든 것’을 참여로 보는 것으로 확대된 바, 그에 따라 ‘모든 참

여’의 유형을 설명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기적인 관계와 실천 방법

들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시대에 이를수록 참여의 

유형화와 실질적인 방법론 논의는 최대한의 참여를 전제로 두고 있다. 시민들은 개

입을, 정부는 수용을 잘 할수록 과정이, 특히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는데, 이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 

1960년대 미국의 참여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미 스트레인지(John H. Strange 

1972)는 참여가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참여

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낙후

된 상황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잘 참여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32) 이러한 입장은 물론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보이나, 사실상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 포용이 아니라 그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고 기회를 제공한 것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수단(means)-에 그친다.

한편 참여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 입장과 이후 수

정론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고전적 민주이론에서는 참여가 어떠한 목적을 위

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목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정론(회의론, 

수단론)적 입장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방법의 일환으로 참여를 바라본

다.33) 이를 참여에 대한 관점과 행보를 중심으로 비교해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2) John H. Strange(1972), op.cit., p.469

33) 루쏘(Rousseau)와 밀(Mill) 등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민주이론과 이를 수정, 보완해 대의제

적 민주주의로의 체제를 주창하는 회의론(수정적 민주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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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와 같다. 특히 전자의 경우 논리상 최대한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최대 다수 시민

들의 참여가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위해 유형 

및 방법론 논의가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후자의 경우 참여 결과의 이상적 

가정을 우려하거나 극단적으로 부정하기도 하며 이에 참여를 조절하고 제한하기 위

해 구조적 관점에서 참여의 적정성 검토와 조율을 논의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

는 앞서 스트레인지가 언급했듯, 단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소용없다는 주장보다

는 극단적이거나 비타협적인 시민들, 그리고 이들의 사익 집합이 공공성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우려(Lyn Kathlene and John A. Martin 1991)하거나 참여에 따른 효과(특

히 과정의 양적 개입과 공공성 결과의 상응성)를 비판(Michael Walezer 1999)하며 

자기만족적인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참여를 지적한 것이다.

분류 목적론적 입장 수단론적 입장

참여에 대한 입장 참여는 목적이자 수단 참여는 방법론의 일환

시민에 대한 관점
시민성 신뢰 시민의 무지와 사익 우려

active citizen potentially active citizen

주요 주체 최대한 개입하는 최대 다수의 시민들 정부(결정권자·지도자·엘리트)

참여 방식 행동(act) 반응(react)

결정 시민 중심 엘리트 중심

목표(공익/공공성) 교육·소속감 체제

결과에 대한 입장
참여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의 효과 신뢰
참여 결과의 이상적 가정을

우려 또는 부정

정치체계
민주주의 / good government

→심의/참여민주주의 →대의제적민주주의

행보
참여 범위·대상을 더욱 확대

⇩
그에 따른 참여 유형 및 방법론 개발

참여 범위·대상의 조절 및 제한
⇩

참여의 적정성 검토와 조율

표 2-4. 참여에 대한 관점의 비교
출처: 이승종 외(2011), pp.68-80, 81 재구성

동시대에 이를수록 참여 자체가 목적성을 띄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면서 많은 논

의들은 참여의 내용을 비롯해 특히 수준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승종 

2011). 목적론적 입장에서의 참여는 당위적이며 이에 ‘최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방법’이 주요 과제가 된다. 한편 공익 또는 공공성이라는 참여의 궁극적 목적을 새

삼 상기시켜 보았을 때, 참여 수준의 극대화를 위한 유형과 방법론 논의에 있어 참

여의 상관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참여를 극대화

고함. 이승종 외(2011), op.cit., pp.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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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방법론 논의를 메꾸거나 잇지 않고 수단론적 입장 사이에서 참여가 발

생하는 요인과 현상, 결과를 확인하는 선상에 있다. 

본고는 관의 추진 중 물리적인 실체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

는 바, 이어 다음에서는 행정에서의 참여가 어떻게 공공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공공

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참여를 통해 기존의 작업 특성 

중 무엇이 달라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2.1.2 공동체 참여 위상에 대한 논의와 전개

(1) 심의체제로의 전환과 공동체 참여

일반 시민들이 공동체(community)라는 이름으로 공적 결정 사항에 개입하는 일련

의 과정은 서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기반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대한 

폐해 인식, 그리고 그 대안 모색 시점과 맞물리며 1990년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필요로 하지만 시장 및 민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

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성원들은 ①공공이 제공하는 것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②불평등

에 대한 개선 요구, 나아가 ③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며 역할과 책

임을 지는 층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community)’라는 틀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

게 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정치사회학자인 테일러(Marilyn Taylor)는 

동시대에 이를수록 전 사회적으로 ‘의심할 수 없게 된’ 공동체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설명한 바 있다.34) 그녀는 1980년대 영국 대처리즘(Thatcherism)에서

의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①국가에 대한 ‘자립(self-help)-권

리보다는 책임이 강조된-’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②복지 확대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그 중에서도 ③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공동체’라는 새로운 ‘구조’

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35)

34) 영국의 경우 일찍이 1970년대부터 공동체에 대한 구체 논의를 시작해왔다. 특히 테일러는 정

치사회학자이자 교수로서 초창기부터 공동체(community)의 개념 및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고 오

늘날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실제 영국의 공동체 기반 도시재생 사업, 복지정책 등에 상당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학자들(이영아 2005, 이태희 2015 등)을 통해 테일러의 

연구에 대한 의의 및 실효성이 논의된 바 있다.

35) 다음을 참고할 것. Marilyn Taylor, Public Policy in the Community, NY : Palgrave 

Macmillan, 2011, p.22, p.33, pp.95-96, p.169,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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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경우, 해방 후 1960년대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이 참여해

야 한다는 민주주의 의식,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심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1990년대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전의 급속도로 진행된 근대화의 부작용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미 국

가만의 주도적 방식에 대응한 ‘공동체 참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36)

‘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다수의 논의에서 이의 중요성은 퇴니에스(Ferdinand 

Tönnies)가 언급한 공동사회(게마인샤프트, Gemainschaft)와 이익사회(게젤샤프

트, Gesellschaft)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해 인간 본래 삶의 방식인 

전자로의 회귀, 그리고 오늘날의 한계에 따른 개선 방법론 연구로 귀결되고 있

다.37)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관련된 많은 논의에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고 언급하는 이유 또한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38)

그림 2-3. ‘공동체’ 논의의 일반적 구조

그러나 동시대에 이르며 논의되는 공동체 개념, 이들의 역할에 대한 주목은 단순

히 인간소외·고립에 대응한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처럼 

국가와 시장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그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 이에 

공적 사항에의 개입을 위한 구조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의 변화 가운데 등장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 정부의 결정 사항에 목소리

를 내며 추진 주체와 협의하고 대응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이며, 무

엇을 하는-어떻게, 왜 개입하는- 자들인가?

36) 다음의 견해를 참고함. 임혁백,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OUGHTOPIA』,  24(1) (2009) : 137-169

37) Katherine Duffy and Jo Hutchinson, “Urban policy and the turn to community”, The Town 

Planning Review, 68(3) (1997) : 347-362, pp.355-356 

38) “How to complement them with a sense of the common good that encompasses the global 

community is the challenge for communitarians...” 에치오니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Amitai Etzioni, “Communitarianism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9(3) 

(2014) : 241-260,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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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 시점에 논의되는 ‘공동체(community)’는 범주와 역할에 초점을 맞

춰져 국가와 개별적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국가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정의되고 

있다.39) 그러나 사실상 상당히 모호한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일련의 정의는 이미 1955년에만 하더라도 94개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40)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에 이를수록 더욱 더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다양해지고 또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많은 담론에서 공동체는 ‘좋은 것(Community is 

a good thing)’으로 간주된다. 이미 199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재해

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사회학자 더피(Katherine Duffy 1997)에 의하면 

모호한 참여 주체의 실상이 좋은 것으로 대체 또는 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41) 그

리고 한편으로 참여 기반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거나 갈등을 겪는 이유 또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개인적으로 모두 참여 주체인 ‘공동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분업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문제는, 그 의미를 하나로 좁힐 수 없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모호하다.42)

앞서 언급한 테일러 또한 국내 인터뷰에서 공동체의 범위가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질문(“I am still confused of the ideas of community organisations...”)에 대해 

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사실 별 생각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국에는 맥락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언급한다(“...therefore, all depends on 

the context of what you are talking.”).43) 그러면서 위의 인터뷰 말미에 ‘공동체

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사용할 것(“So I Think, when people use the term 

community, they have to be much clearer about how they are using it.”)’을 강조

한다.44) 즉 개입하는 이들의 범주와 역할, 속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여전히 ‘공동

39) 현 시점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정의는 다음을 참고함. 이종수, 『공동체 : 유토피아에

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2015, p.43, 이종수,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

의 논쟁 고찰”, 『지방정부연구』, 4(3) (2010) : 5-22

40) Katherine Duffy and Jo Hutchinson, op.cit., p.355

41) “Almost everyone has sepoused the view that ‘community’ is a ‘good thing’... but its 

popularity may stem from its ambiguity of meaning.” Katherine Duffy and Jo Hutchinson, 

“Urban policy and the turn to community”, The Town Planning Review, 68(3), 1997, p.350

42) Ibid., p.360

43) 이영아, 마릴린 테일러, “특집인터뷰 마릴린 테일러 : 영국의 혼합복지와 커뮤니티의 역할”, 

『국토』, (2005) : 85-99

44) “So I Think, when people use the term community, they have to be much clearer about how 

they are using it.”. Ibid.,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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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둘러싼 논의와 실행의 미제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또는 결정 사항의 특성에 따라 공동체

의 범위, 속성 등을 밝히는 일이 중요해진다.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정의보다 시기 

등에 따른 범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비교하거나 다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45)46)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정치·사회 체제 속에서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와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본격화된다.47)

공동체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1841년 밤비(John G. Barmby)로부터 출발했으나 

1980년대까지도 큰 논의가 없다가 샌델(Michael J. Sandel)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ctice)』(1982)를 통해 급부상하게 된 개념

이다.4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체제는 소위 원자화된 개별적 존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를수록 이때 언급되는 ‘공동체’는 사실상 정부로부터

의 분리를 뜻하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반을 소비하는 ‘무

리’로서 인식된다. 다시 말해 개별적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과 권리를 바탕으로 합의

를 통해 사회를 구성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박으로서 공동체주

의는 인간이 전체 속 부분이자 일부이며 그러한 가운데 목적성을 갖는 존재인 것을 

전제로 논의를 펼쳐 나갔다.

이쯤에서 보더라도 2.1.1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예컨대 밀브레이드와 고엘(1977)

의 견해대로 공동체가 단순히 개입 정도-행위의 양-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더러 유형화된 범주 내에서도 각각 여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의적인 공동체, 그 실체에 대해 테일러는 개입 정도에 따른 

45) 예컨대 다음의 연구에서는 고정된 정의보다 시대·정치·사회 등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는 변

화와 차이를 이해하도록 촉구하였다. George A. Hillery, Definitions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55) : 111-123

46) 이미 1986년의 연구에서 공동체의 다의성에 대해 언급된 바 있다. David W. McMillan and 

Davi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 A Definition an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86) : 6-23, 그리고 앞서 언급한 더피도 해당 입장에서 공동체에 대해 연구

하였다. Katherine Duffy and Jo Hutchinson, op.cit., pp.347-362

47) 에치오니는 다음의 연구를 통해 2000년대 공동체주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주요 연구자들의 계

보를 정리한 바 있다.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테일러와 왈저, 샌델을 중심으로 

오늘날 공동체주의에 대한 주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한다. 다음을 참고할 것. Amitai 

Etzioni, op.cit., pp.242-243

48) 샌델은 그의 유명한 강의이자 저서인『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2009)에서 ‘정의’의 판단과 기준은 최종적으로 공동체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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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크게 세 범주로 유형이 나뉠 수 있다고 보았

다.49)50) 다시 말하자면 테일러 스스로도 공동체의 다양성(variety of community 

organizations), 그리고 이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해당 틀은 범주를 설명하는 

것이지 고정된 유형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서술적(descriptive)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이는 가장 기본

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서 일련의 공통점을 가진 형태로 묶이는 집단적 속성을 

보인다. 예컨대 일정 지역 범위 내 사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마을 

공동체’와 같은 경우이며 이렇게 지리적 입지나 혈연, 인종, 종교 등의 공통 인자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도구적(instrumental) 의미 범주로서, 공동으로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모이는 구도를 갖는다. 이때의 공동체는 서술적 의미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를 위해 기회비용을 따져 ‘참여’를 한다. 평

소에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자식이 다니는 초등학교 내 석면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철거를 위해 동일 관점을 가진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내거나 

시위를 하는 등의 경우이다. 만약 이러한 시위를 비롯한 참여가 공동체 내 개인들에

게 권리와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구성원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개입보다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이익 표

현 및 방어로서의 행위가 발생한다. 지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이때

는 적은 수의 구성원일지라도 함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많

은 사람들의 수가 필요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당위론적(normative) 의미를 갖는 공동체 범주이다. 이때의 공동체는 

전자와 달리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연대를 갖거나 함께 공통의 것에 

참여하며 이로써 결속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함께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

에는 개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를 위하는 공공선(common good)에 목

적을 둔다. 즉 구성원들은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집수리를 하거나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역 축제를 여는 일은 단순히 도시재생을 통한 지가 상승 등

을 일시적으로 바랄 때보다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참여이며 

이때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도우며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공동체주의

49) Marilyn Taylor, op.cit., pp.45-50

50) 본 연구에서 ‘서술적(descriptive)’, ‘도구적(instrumental)’, ‘당위론적(normative)’에 대한 

번역은 이태희(201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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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arianism)’에서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당위론적 의미로서의 공동체를 

언급하며, 앞서 언급했듯 이때의 개인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개체임을 넘어서 기본

적으로 전체 사회 속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51) 그렇기 때문

에 이들이 함께하는 방식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 ‘요

구’하는 것이 아니며, 논리상 모두는 전체 내 속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당위론

적(normative)이게 되므로 다수의 참여가 중요해진다는 결론이 난다. 

한편 테일러는 위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정책상에서 조직 발생의 속성과 규모에 

따라 공동체 유형을 ‘단순하게’ 나누고 있음을 언급한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

규모 자발적 조직(big voluntary organisations)’, 그에 비해 다소 독립적인 ‘소규

모 공동체 조직(small community organisations)’,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규모 조

직(middle-sized organisations)이 그것인데, 사실 새로운 정책과 다양한 대응 방

식으로, 조직은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변화’한다는 것이다.52) 종합해 보았을 때 

일련의 공적 결정 사항과 관련한 하나의 ‘공동체’는 행위, 규모, 의미, 영향력 등 단

지 몇 가지의 기준을 통해 유형을 확정하고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심지어 

범주도 그러하다. 

그림 2-4. 공동체 유형의 세 범주
출처: 테일러(Taylor 2011)의 견해를 바탕으로 재구성

51) 자연스러운 참여를 통해 올바른 공공선을 추구할 때, 개인의 행복도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이를 통해 소위 낙후되거나 배제된 사회 문제, 물리적 환경 문제, 사

람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수, op.cit., pp.46-52

52) “...growing and changin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in response to the new policy 

environment.” 이영아, 마릴린 테일러, op.cit.,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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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상 개입하는 공동체에 대해 이러한 다의성과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해석이 상당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는 정치사회 및 행정에

서의 참여 프레임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이승종 외 2011). 그러

나 특히 물리적인 공공재 생산과정에 있어 참여 및 참여자 유형의 순차성이 사업의 

전개와 동일선상에 대응될 때 구조 해석의 이론적 오류와 실천적 오류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2.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위의 당위론적 의미를 갖는 공동체, 이들의 참여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체제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심의 민주주의

는 1980년대 이후 공동체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에서 나아가 ‘공동체’의 ‘참여’ 뿐 아

니라 ‘심의(審議)’를 강조하며 출발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주의와 마찬가지로 공

공선을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삼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참여를 부정적으로 여긴

다. 또한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참여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과 도출이 ‘힘들의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반면, 심의민주주의에서는 ‘모두를 이해’하면서 조정, 절충

안을 도출해내면서 때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목표 지점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53)

심의민주주의의 이러한 ‘심의’와 관련해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하버마

스의 ‘공공권역(public sphere)’이다. 공공권역이란 시민들이 상호 이해하는 의사소

통의 구조, 영역을 뜻한다.54) 그리고 공공선은 국가나 시장이 설정하고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이러한 장에서 함께 ‘토론’하며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그는 공동체가 보

일 수 있는 특수하고도 맹목적인, 무비판적인 선에 빠지지 않도록 사적인 개개인들

의 ‘보편적 이성’을 강조한다.55)

한편 여전히 이러한 ‘심도 있는 대화’ 정도가 공동체주의와의 차이점으로 인지될 

듯싶은데 사실 이를 ‘공동체’와 관련해 재고해보면 일단 구성원들의 이성적 특성, 

규모, 개개인과 공동체라는 집단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의민주주의에서는 공익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절차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버마스 조차도 ‘모든 사람’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심

53)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 아카데미아 리서치, 2002, p.53

54) 하버마스의 “public sphere”은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는데 정치행정에서의 이종수(2015)는 ‘공

공권역’으로, 건축에서의 김승범(2012)은 ‘공론장’으로 언급한다. 특히 김승범은 이것이 물리

적 공간이 아니며 담론이 형성되는 ‘추상적 영역’임을 강조한다.

55)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1(4) (2007) : 69-9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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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정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56)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깊이가 있으며 합리적인 대화 과정’에서는 누군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즉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인의 이익도 존중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개개인이나 공동체

의 이익, 주장=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의 존중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 즉 공공

선의 달성이라는 목표치 내에서 의견들이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나 아렌

트(Hannah Arendt)도 이와 관련되는데, 그녀는 기본적으로 공론영역(public realm)

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성(publicity)이며 이는 우리의 세계가 공동(common)의 것이

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같은 생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수많은 다양성을 ‘합의’를 통해 ‘극복’한

다는 것이다.

특히 하버마스는 개개인의 이성적 상태를 전제하며 이를 근거로 토론이라는 절차 

자체가 결과의 정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긴다. 물론 그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시민(Staatbuerger)이 단순히 투표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정치적 

특성을 가지며 조직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사회=국가라고 여긴 것은 

아니었다. 국가(정치의 영역), 시장(경제의 영역), 시민사회(공공성의 영역)는 독

립적인 것이며 ‘경계가 있어야’ 한다.57) 그러한 가운데 하버마스는 참여자들의 의식

적-자신의 이익과 의도를 타인에게 속일 수 없음-, 언어적-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이성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상식-, 합리적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이현아(2007)는 

하버마스가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 『소통행위이론』에서 언급한 ‘이성적 상호성’을 

비판하면서 그의 기대가 공동체주의의 맹목성만큼이나 실질적이지 못한 것임을 지

적한 바 있다.58) 즉 하버마스 스스로가 부딪힌 이와 같은 모순의 문제, 이의 해결의 

시작은 결국 공동체와 이들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에 대한 순진무구한 기대

와 전제를 깨는 것, 그리고 관계해야 하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어떻게 ‘토론’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이처럼 정치사회학적으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부터 공동체의 참여가 부각되고 이

들의 실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이는 특히 공공선을 목적에 두는 공동

체주의 및 심의민주주의 체제와 관련해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통시적인 접근에 의한 

56) Jürgen Habermas, op.cit., p.435

57) Ibid., p.436

58) 이현아, op.cit.,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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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분류든, 이념에 따른 체제의 분류든 결국에는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 대한 명

확성 논의가 중심에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2) 공공재의 공공성 제고

이번에는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나타난 공동체 참여를 확인하겠다. 앞서 콘지

(1976)는 참여가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나아가 공공재 생산과 깊이 관련되고 있음

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특히 동시대에 이르며 비물리적인 재화 및 서비스뿐 아니라 

물리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참여 논의가 더욱 확대되었다. 공공과 관련해 물리적

인 환경의 구축 과정에 있어 ‘그 곳’에 속하는 시민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의견 검

토를 비롯해 향후 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 등과 같은 참여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논

의가 비단 최근 2000년대에 국한되어 왔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다수가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한 공공적 결과의 도출’이라는 참여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은 시

대를 불문하고, 다소 목적과 방법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을 뿐 ‘사회’ 속에서 어느 때

나 존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특히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며 민주주의 체제 내 공

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뿐 아니라, 사실상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기반을 둔 것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참여는 공공의 결정 과정

에 있어 당위적 위상을 점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학자인 루이스 위닉

(Louis Winnick 1966)은 “장소의 번영(Place Prosperity)에서 사람의 번영(People 

Prosperity)”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에 있어 이전의 사고를 바꾸는 데 일조한 바 있

다. 당시 위닉의 논의 배경은 지역 개발 및 재생 사업에 있어 장소 단위를 중심으로 

재분배하는 방식-특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개발 방식-을 비판, 이에 

사람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었다.59)

이는 결국 ‘그 지역’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요소’가 이전에는 주로 물리

적이며 시각적인 대상으로서 선택되고 최종적으로는 미적인 감각(aesthetic 

feeling)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에 반해, 이후로는 ‘그 곳’의 문화·사회, 무엇보다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한 것으로서 정체성(identity)을 만들

고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0)

59) 백선경 외, “공공건축 작업에서 시민참여로 귀결된 장소성 논의 및 공공성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37(2) (2017) : 1149-1154, p.1150

60) Hans Belting, ‘From World Art to Global Art: View on a New Panorama’, The Global 

Contemporary and the Rise of New Art Worlds, Ed. Hans Belting, MIT Press, 2013,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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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오늘날 건축을 비롯한 공간 환경을 

만드는 문제도 단순히 물리적 실체 구현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일단 

공공건축은 기본적으로 소유 개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국가·지자체·공공

기관·지방공기업)의 자산으로서 이에 속하며 공공이 발주·관리하는 건축물을 일

컬을 수 있다.61) 그리고 공공건축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공적 가치의 구

현이다.62) 정부(官)의 소유이지만 결국 공공건축 건립의 재원은 국가 자체만이 아

닌 일반 시민들에 기인하며 건축물, 더욱이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건축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 뿐 아니라 건축,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공공건축’과 관련해 기존 연구는 크게 논제에 따라 ①공공건축의 목표를 점

검하며 개념과 유형에 대한 재고찰, ②제도 및 정책상의 검토를 통한 기획과 관리 

기준 제시, ③공공건축의 계획 및 설계, 조성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로 확인된다. 이

에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 공공건축에 있어 ‘비판, 개선, 수정, 접근, 방향, 방안’

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여’에 대한 당위적 언급이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때의 참여란「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건설공

사의 시행과정),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절차, 즉 공공건축 기획에서부터 건설

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단계 내, 그 장소(지역)에 지어지는 건

물을 ‘이해’하게 되는 수준에의 참여를 넘어서 실제 절차 내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작업자와 유사 역할하게 되는 층위까지도 일컫는다.63) 다시 말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공공건축의 근대적 프로세스 전반 및 디자인 결과에 대한 비판을 서두로 그 목

표와 과정을 재검토하며 ‘참여’에의 필요성을 주장, 나아가 개입의 당위성까지 언급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수정 외(2008)는 공공건축은 공공성에 기초한 공간 환경의 핵심요소

로서 이러한 공공건축의 현 상황에 대해 관주도의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인한 관료

화와 획일화 문제, 건설·관리주체의 분리로 도시 공간 차원에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디자인과 프로그

램으로 정체성 없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진단,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

61) 현재 국내 법령 상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는 2013년에 제정, 이듬해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의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라는 언급이 유일

하며, 그 정의와 역할은 다소 포괄적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

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6, pp.2-3

6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한다.”

63) 백선경 외, op.cit., p.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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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원인으로서 공공건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활용 주체이자 최종 사

용자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언급한다.64)

김승범(2012)은 공공건물은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실질적인 주체는 시민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디자인 과정에-특히 실제 설계 작업 

뿐 아니라 담론의 과정을 포함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것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법임을 전제하고 있다.65)

조시은 외(2013)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품질을 문제 삼으며 공공건축 조성을 전담하는 조직의 부재와 단계별 추진 및 운영 

미흡을 개선코자, 해외 우수한 공공건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추진 조

직, 그 내용에 대해 상세 분석하고 있다.66) 조직 개설의 주장과 함께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점, 특히 설계 단계에서

는 다수의 평가를 통한 공공건축으로서의 디자인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67)

동시대에 이를수록 공공건축 작업에 있어 참여에의 개입은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비판되어 왔던 사항인 

‘공공건축이 공공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직·간접적인 사람들의 개입과 이들의 참여

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여지없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참여 자체의 유무와 그에 따른 양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면서 궁극적으

로 이것과 상응하는 공공성 창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참여의 

방법-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4) “이러한 공공건축에 대한 문제는 공공건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입안자, 행정

가, 건축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역량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며... 더욱이 공공

건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활용 주체이자 최종 사용자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없다는 것은 공공건축 운영관리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의지를 유발시키

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서수정 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08, p.v

65) 김승범 외,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건축디자인 과정에서의 담론과 참여를 

통한 공공성 구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2) (2012) : 131-138, p.131

6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은 시민의 삶과 직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가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 조시은 외, “국외 공공건축 조성 및 관리 전문조직 사례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29(1) (2013) : 91-101, p.91

67) Ibid,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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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참여를 공공성 창출의 당위적 수단으로 보는 가운데 최근의 연구에서

는 참여는 실제로 무엇을 좋게 하는가, 과연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와 같은 질문

으로 과정상의 참여 개입 가치와 확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조된 바 있다. 

박창배(2017)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가동률의 향상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실증

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2년 실제 관리 운영(실 가

동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고(오오무라 카즈히토, 2012), 2015년에는 만

족도 조사를 통해(히라야마 후미노리, 2015) 참여 방식이 개입한 공공건축 조성이 

결국 해당 장소의 공공성 창출을 증진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몇 사례를 중심으로 얻어낸 수치만으로는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는 지적 또한 있었다.68) 그리고 이처럼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과정에 대한 정량

적 해석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만 앞서 테일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그 

태생부터 다의적이며 다층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공동체이고 이들이 공적 결정 과

정에 관계하는바 또한 매우 다양한 변수로 변하곤 하는데, 해당 측면보다는 사실상 

결과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 유형으로 정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3) 장소 논의의 변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많은 작업에서 참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 실

천이 아닌 일반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Jeremy Till 2013 :36). 건축을 비롯한 

디자인 영역에서 참여에 대한 주목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사회 체제를 비롯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맞물리며 등장한다. ‘물리적 환경을 구현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발주자와 전문가의 영역에 속해왔고 지금도 상당 부분 이들에 의해 주

도, 실현된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이들의 작업은 물리적이며 경험적인 

실체, 형태를 만드는 일을 넘어서 비물리적인 조건들(conditions)을 고려해 구현하

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닉의 말대로 그 곳의 ‘장소’가 문

화, 전통 등의 정체성을 비롯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까지 포함시킴으로

써 가능해진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동시대에 이르며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추진 주체로서 관, 건축가를 비롯한 소

수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닌, 그 곳을 ‘직·간접적으로 공유,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업들에 대개 다음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다. 참여

(participatory) 디자인, 공동체(community) 디자인, 관계(relational) 디자인, 협

68) 박창배, 김광현,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정과 계획 특성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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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collaborative) 디자인, 대화(dialogic) 디자인, 공공(public) 디자인이 그것이

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국내의 경우 1990년대에 등장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생태도시, 경관사업 등의 범주에서 빈번하게 나

타난다. 도시 및 건축에 있어 단순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일

에서 나아가,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무언가

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론은 디자인 기획과 계획 과정에의 공동체

(community) 참여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으로서 논의되

고 있다.

코메리오(Mary C. Comerio)는 1984년의 논문 “Community Design : Idealism and 

Entrepreneurship”를 통해 당시 미국 내 디자인 분야에서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함

께하는 과정을 통한 결과’라는 상황에 집중, 이를 ‘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다학제적 움직임’으로 보며 공동

체 참여 디자인을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개념으로 정의, 설명한 바 

있다.69)70) 당시에는 비교적 근린주구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공동체를 다루었다. 이

후 사노프(Henry Sanoff)는『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1999)에서 이러한 참여 과정이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이론화되고 자리 

잡히기까지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사 개념들을 모두 ‘커뮤니티 디자인

(community design)’으로 종합해 설명한다. 특히 참여 방식으로 물리적 환경을 도출

해내는 것과 관련해 이것이 디자인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

사회학적 문제임이 계속해서 언급되곤 하였는데 크리스토퍼 데이(Christopher Day)

는 본래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에 대한 논의 자체의 출발이 기존 정치 

체제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사회 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이

라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참여해서 특정한 공간적 형태를 창출하는 과정, 행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협업 디자인(consensus design)’으로서 논하기도 했다.71) 이처럼 결

과 창출에 있어 사람이라는 비물리적인 요인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의 개입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커뮤니티 디자인으로서의 논의 동향과 흐름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1980-90년대, 소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한 

69) Mary C. Comerio, “Community Design : Idealism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Research, 1(4) (1984) : 227-243

70) 정치적 입장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으로서 여긴 것으로 당시로서는 상

당히 ‘급진적인 건축가’였던 셈이다. 다음을 참고. Christopher Day, Consensus Design, 

Routledge, 2003, p.x

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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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의 발현 과정과 이론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때 자리 잡은 참여의 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후로는 참여

의 수준, 기여도 등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상세하게 분류하며 프로세스 상에 개입

하는 정도, 그리고 케이스별(국가/지역/사회/문화/환경 등)로 방법론을 재구성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참여 대상자들이 보이는 일련의 수

준으로서의 단계(level)를 평가하는 논의들이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참여/비참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와 필요

성을 강조하거나 발주자가 어떻게 담론을 수립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이 실제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

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최근에 이르며 참여자를 아애 협업자

(cooperator/partner)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형을 

더욱 상세하게 나눠 그 특징 및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참여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 자체는 2010년도 이후에야 본격적으

로 나타난다. 이는 지자체 및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정책과 더불어 구체

적인 노력, 결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참여자/추후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디자인 결과의 공공성보다 기능적 개선을 중요시 했던 측면에서 나아가, 최근에 이

를수록 보편적 참여, 다시 말해 다소 익명적이고 불특정한 공공이 이용할 것으로 보

이는 시설(도서관, 공원, 역, 터미널 등)로 확장되고 있다.72) 이처럼 오늘날 장소 

생산과 관련한 참여 논의의 지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작업 프로세스 상의 용이

함을 위해 참여자 및 참여 내용의 유형이라는 실질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과를 생산하는 주체가 고려하는 대상들의 ‘비물리적’인 전환은 단지 정치

적 요구와 절차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할 포스터(Hal Foster)

는 이를 결과를 생산하는 주체 및 고려하는 매체가 확장된 것으로 보는데 일차적으

로 장소에 대한 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73) 공적 장소 생산의 장으로 이를 좁혀 

72) 박남용 외, “보편적 ‘참여 수준’을 전제한 공공 건축물의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논문집』, 22(1) (2016) : 127-141, pp.132-133

73) Hal Foster,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1996)』,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

판부, 2016, pp.305-308. 또한 그의 제자인 Kwon, Miwon(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의 책 『장소 

특정적 미술(One Place after Another, 2002)』(2013)이 국내에 번역되었다.)은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포스터의 ‘장소’ 관점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M. Kwon, “One Place after Another: Notes on Site Specificity”, October, 80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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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 논의가 이처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담

론과 참여 작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의 경우 장소가 ‘보편성’의 견지

에서 논의되는 범지구적 맥락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사회, 장소에 대

한 통찰이 요구되는 특정성의 측면에서 작업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즉 장소가 특정

한 지역, 사람, 또는 전통적 알레고리 속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모더니즘 초기, 비

단 기존의 도시 사회 및 역사와 무관한 건축에 대한 성찰로서 장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물리적 제약과 조건적 문제 측면에서 받아들인 경

우가 상당했으며, 국내의 경우 196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건축이, 더욱이 그것이 

공공건축물일 경우 단순히 물리적인 특성 뿐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진 특정적 맥락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축, 경험되어야 함이 촉발되었다. 특히 이후 2000년대

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공건축 작업들을 살펴보면 공공성 구현을 위한 장소성 논

의에 있어 이에 대한 담론의 변화, 즉, ‘무엇을 ‘장소’로 보고 있는가‘ 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적 장소 생산과정에서 공

동체 논의, 이들의 참여로 시작해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현 작업

들이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어떠한 맥락 속에 서 있게 된 것인가? 정말로 건축

가의 작가성(art-work)을 필두로 해 만들어진 공간은 ‘그 장소의 사람들’을 해치게 

된 것인지? 오히려 공동체 참여의 작업으로 내어줌으로써 건축 작업의 대부분을 

관,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내어주게 된 것은 아닌지? 어쩌면 참여 방식이 

장소의 특정성을 강조하는 심폐소생술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먼

저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오늘날 장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공성’ 창출을 

위한 도구로 참여 방식이 선택된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떠한 건축물을 ‘그 환경’에 포함되는 실체로 구축하고자 할 때 건축에서의 장소

란 기능적인 것 또는 실존적 의미 등 이런 것이라고 일관적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장소에 대해 그것이 

Place/Region/Area /Location 등 개념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만 보더라

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장소’를 여러 층위에서 정의한 바 

있지만 사실상 현대 사회에 이를수록 장소에 대한 논의는 정의를 필요로 하는 개념

이 아니고, 다시 말해 장소 생산 작업에서 장소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하는 방식’

이 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배경과 관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그 흐

름과 전환점에 대한 통찰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공건축

에서의 장소는 그 자체의 함의를 밝히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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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일련의 사고를 살펴보는 일, 특히 공공건축 조성

을 통해 이 장소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실천하면

서 ‘그 장소’의 공공성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일이다.

근대 이전의 건축은 사실상 물리적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문화적 측면에

서 볼 때 전적으로 ‘장소’에 귀속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9-20세기 모더니즘에 

들어서며 건축뿐 아니라 예술 전반이 장소의 맥락과 상관없는 그 자체의 순수성, 자

율성을 주장하게 된다. 19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다시 실체가 놓이는 ‘장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장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건축은 그만

의 ‘정체성’이 함유되고 내제되어 있는(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다. 이에 할 포스터는 추상적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소성(sense of 

place)을 넘어 바야흐로 ‘지금 여기’를 기반에 두며 실질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는 일

이 20세기 중반 이후(1960-70년대) 나타났음을 언급한다. 포스터는 ‘그 장소’에 대

한 해석이 ‘미니멀리즘’의 출현으로 재등장, 심화되었다고 본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오브제’가 그 자체로부터 전시하는 공간, 상황, 맥락, 이데올로기로 확장된 것이

다. 이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의 작업은 모더니즘에서의 ‘장소’와 명

확히 구분된다.74)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측면이 더욱 활발하

게 진행되며 모더니즘과 구분되는 장소적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더욱이 공공건축에서의 ‘장소’는 실제 이를 둘러싼 지역, 정부, 공동체 등의 전반

을 포함한 특정성, 즉 ‘그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 규정되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획일적 모더니즘에 대한 대응에서(국내의 경우, 엄밀하게

는 ‘주입된’ 모더니즘에 대해) 작용한 것이며 물리적으로는 맞닿아있지만 해당 장소

의 특정성과는 무관한, 무엇보다 건축 자체의 현상학적 이해와 경험을 넘어선 측면

에서 지역의 환경·역사·사회·공동체 등과 실질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은 건축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건축이 동

일해지며 지역 간 차이(difference)가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지역적 정체

성에 구별(distinction)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각시키는 도구가 바로 ‘그 장소’에 대

한 고려와 해석이 된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대상 건물은 주변 환경과 물리적·비물

리적으로 동화하든지, 방해하던지 일단 그 맥락에 의해 규정 또는 유도되면서 놓이

74) 포스터의 다음 글을 참고할 것.  Hal Foster, “미니멀리즘이란 교차점(The Crux of 

Minimalism)”,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1996)』,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

판부, 2016, pp.81-130 (해당 에세이는 본래 1986년의 다음 책에 수록되었던 것임. Hal 

Foster, “The Crux of Minimalism”, Individuals : A Selected History of Contemporary Art 

1945-1986, Ed. Howard Singerman, L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6, pp.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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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와 관계를 맺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장소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세기 후반 이후의 공공건축 작업들은 결국 해당 장소와의 밀

접성과 적합성, 곧 ‘얼마나 그 장소에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건축의 공공성 문제를 단순히 지역 요소들(물리적 환

경·사회·사람 등)을 얼마나 ‘잘’ 조율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할 것인가

(how making)로만 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적 장소성, 즉 특정한 장소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이

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더 공공건축물이 지어지

는 과정 및 결과에 그 지역의 공동체가 밀접하게 결부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받아들여진’ 모더니즘과 투쟁하는 방식으로써 나

타난 ‘지역성’ 발현에서 오늘날 ‘공동체’ 논의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공

건축이 해당 장소와 관련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물리적이며 경험적 의미의 지역성으

로 나타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민참여, 곧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며 장소의 특

정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1960년대 이후 동시대에 이르는 논의 변화를 고

찰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에서 장소에 대한 특정성을 부여하던 시점은 모더니즘의 보편성에 대응한 것

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내의 경우, 모더니즘이 필연적으로 겪어야하는 과거 청산, 

아방가르드적 실험 없이 외부(일제)로부터 유입된 모더니즘을 차용하는 것으로 시

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나와 다른 것을 흡수하고, 또 구분하는 일이 모더니즘의 시작

부터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1960-70년대에 들어서며 공공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 

일제 잔재 청산의 과제는 곧바로 ‘모던 스타일’과 해당 건축물이 놓일 장소가 가진 

물리적인 ‘한국의 지역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할 포스터

가 언급한 장소에 대한 특정성이 드러나는 과정과 양상에서는 모더니즘과 동일한 

언어인 합리성과 추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은 실제 물리적 형태와 양식의 

차용으로 시작되면서 ‘그 장소(지역)’과 관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장소를 고려하는 문제는 ‘오늘날에, 전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와 동일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즉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에 대해 

무엇을 가져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중심에 있게 된 것이다. 장소

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실제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들-시지각적 요소들-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이것과 건축의 공공성 구현이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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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축이 놓이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1960-70년대에는 물리적인 요소 차용

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행해졌던 것에 반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추상적 논

의로 전환된다. 국내의 경우 이는 특히 부여박물관 등에서 단순한 요소 차용의 문제

와 정말로 한국적인 것, 지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이 시발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고려하는 장소의 특정성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용하기보다 공간의 형태, 배치, 자연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현대의 공간 흐름에 접목하려는 시도들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점차 건축물의 물리적 영구성에 대한 인식이 비영구성과 일시성(시간, 단계, 협동, 

경험 등)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 들어서게 된다.

서구의 경우 이미 1960-70년대 그 이론적 기반이 닦이고 활발히 실천이 이루어지

던 90년대, 국내에서는 이때에 여러 정치·사회적 맥락과 맞물리며 ‘지역사회’에 대

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후 수적 확보를 목표로 무분별하게 지어진 다소 거

친 방식의 도시 풍경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고 대도시화되고 있는 몇 지역을 제외하

고는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서 버린 지방 도시에 대한 전략이기도 했다.75) 특히 90

년대 공공건축 작업 전반에서는 장소의 역사, 혹은 비주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

는 집단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의 특성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비단 건축 뿐 아니라 도시의 각종 프로젝트들에도 적용되었는

데 이들은 결국 기존 장소로부터 외부를 향한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어내는 일, 장소

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귀결되었다. 지역 정체성의 추출 수단으로서 작용하며 그 

자체로도 장소에, 도시에 전통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방

식은 건축이 모더니즘 입장에서 작품(art-work)으로서 이해되고 보편화·추상화되

던 방식이, 소위 평범한 사람과 그들의 ‘일상적 경험의 특수한 리얼리티 찬양’이라

는 포스트모던 사고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Kwon, Miwon 2013).

물리적인 지역성에 국한되어 있던 공적 장소 감각은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와 

사람 등 비물리적인 대상을 통한 실현으로 전환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양상

은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이던지, 아니면 결국 전통 요소들의 물리적 이식을 통해 나

75) 이때의 지역민, 곧 공동체와 참여의 개념은 사실상 테일러의 말대로 ‘자립(self-help)’의 관

점에서이다. 국내의 경우 90년대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인 구도 내 공공은 개인(그리고 공동체)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여기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민에게 참여의 방식으로 사실상 공공의 책임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 따라서 국내 2000년대에 논의되는 공동체와 1990년대의 공동체는 엄밀하게 다른 층위에서 

해석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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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람’이라는 요인이 

공공성 구현을 위한 장소성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마을만들기 

등과 같이 해당 지역에 정체성을 둔 사람들에 국한했던 것에서도 나아가, 반드시 물

리적인 의미에서의 그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요 참여자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지

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이후의 추후 관리에 이르

기까지 이러한 ‘공동체’의 의견 반영, 작업 등 실질적인 ‘참여’가 도입되기에 이른

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해당 장소를 기반으로 한 공공성이 더욱 풍부하게 구현

되도록 함이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공동체란 단순히 공공이 이끌어야 하며, 

공공이 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주체성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건축가가 다루는 장소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체되었

으며 각각에도 구체적인 역할 변화가 일게 되었다.

이제 건축가가 장소를 어떻게 다루고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사람’, 즉 

공동체의 참여로 이를 어떻게 함께 이루어 낼 것인가의 고민과 대등한 선상에서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언급한 인간의 ‘행위’ 

변화와도 관련된다. 아렌트는 ‘행위’ 즉, 인간 사이에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

소통하며 수행되는 활동과 ‘공공성’ 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한다. 그녀에 

의하면 행위만이 ‘공동적’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작업’ 단계에서의 소

통은 쉽게 말해 건축가, 실무, 경영 등 관련 사람들만의 협의로 진행되면서 진정한 

의미로서 타인과의 공동성을 창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결국 건축가가 수행하는 

‘작업’의 범주가 오늘날에 이르러 ‘행위’의 범주로 이행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 중심 구도에서 장소의 공공성은 공공(정부)의 

상당한 개입과 주도로 이루어진다.76)

1990년대 신자유주의 및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고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보다 훨씬 국가, 종교, 전통, 윤리 등 규범이 

주는 제재와 틀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에서 일종의 선에 대한 합의의 최대

치는 ‘공공성’이 된다. 공공성은 절대적, 객관적 규범이 사라질 때 개방적이고 계약

적인 구성원 사의의 관계를 보호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는 것이다. 아렌트,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방식의 근거를 제공하는 하버마스의 공공권역 변화에 대한 

해석-공공선은 국가나 시장이 아닌 개인들의 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76) 다음을 참고할 것. Hannah Arendt,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1958)』, 이진우 역, 

한길사, 2002, pp.56-57, p74, pp.183-184. 그러나 이 ‘행위’로부터 창출되는 공공성은 진정으

로 ‘Identity’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는 ‘행위’의 방식으로 하나됨을 요구한

다. Ibid., p.6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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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의미가 변화하는 가운데 반드시 시민과 시장이 주체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본래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국가와 관련한/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한/열려있는 것으로, 아렌트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설수록 국

가와 관련한 영역이 줄고 ‘사람’과 관련한 사적 영역,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

와 관련한 ‘사회영역’이 공공성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공적 장소 

생산에서 해당 장소에 어떻게, 무엇을 지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의 담론, 무엇보다 사적 개인이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결집된 장

(공동체로서의 참여 방식)을 거치며 이루어지게 된다. 아렌트는 궁극적으로 공공성

이라 함이 말 이외의 힘을 배제한 담론의 공간인 것으로 언급한다. 공공성은 소통의 

공간이며 공동체적 합의를 위한 규범이 된다. 

건축이 만들어지는 장소, 해당 지역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

른바 새로운 장소 개념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생산과정에 있어 장소에 대한 고려

가 곧 해당 지역 정체성에 ‘관련한 공동체’와 결부됨을 뜻하게 된 것에 대해, 이를 

지역적 고려에 대한 진보된 관심으로만 해석하는 일은 오히려 오늘날의 현상을 피

상적으로 바라보고 방법론적 적합성으로 귀결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

급한 아렌트의 논지에 따라, 공공성의 의미가 전환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생산

하는 주체성의 확대 및 역할 변화와 맞물리며 나타난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데, 그렇다고 단순히 근대화를 지나며 이제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든

지, 공공장소에 시민들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커졌다는 측면 이전에 공적 장소의 

생산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관점이 물질적인 지각의 측면에서 비물리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구조 속에서 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2.1.3 국내 참여 연구동향과 논점 및 과제 고찰

(1)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공동체 참여 연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대에 이를수록 공공성 창출을 전제로 하는 공적 장소 

생산 논의에서 참여는 당위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서 정치사회학에서의 참여 위상이 나타내는 지점과 유사한 맥락에 서 있었다. 서구

의 경우 시기적으로 1960년대부터 재건 및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가운데 지역

의 쇠퇴와 활성화 측면에서 공동체(community) 참여가 다방면의 분야에서 적극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1950년대를 훌쩍 지나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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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야 정치사회학에서 공적 결정 사항에의 참여(‘투표’에서 확장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물리적인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그 장소와 사람들’의 수용에 대한 

논의는 국내의 경우 1990년대, 마을만들기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마을만들기는 일

련의 운동을 뜻한다기보다 거대 개발 방식의 극복을 위한 공동체 참여 기반의 지역 

활성화 계획 및 실천을 뜻하는 다소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시작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를 선례로 해 해당 논의와 

실천이 전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석 외(2015)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며 염미경

(1999)의 연구가 그 시작점에 있음을 확인하였다.77) 그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국내 

마을만들기 및 주민참여 연구는 1999년 서울시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 방

향(1):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78) 이에 따르면 

국내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부활(1995)을 기점으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

(1996), 부평 문화의 거리 만들기(1996),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 운동(1998) 등

이 일어났고, 2000년대를 전후해 이러한 지역 개선 차원의 ‘함께 참여해 만드는 결

과’에 대한 제도화(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마련, 센터 설립 등) 요구가 일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79)

단일 건물로서는 2001년 남한산 초등학교 계획에서 건축가에 의해 참여 방법이 

처음 시도된 것으로 확인된다(2002년 완공, 박남용 외 2016). 특히 참여에 대해 다

소 이상적이고 개념적이었던 논의가 실제 ‘사람들’의 개입으로서 다수에게 공론화된 

것은 2005년 청계천 복원 계획에서부터이다(이태희 2015).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 중인데 서구와 달리 비교적 정부가 단일 주체로서 추진함

에도 불구하고 실행 범위를 막론해 사실상 공동체(community)의 참여에 대한 공동

77) 물론 거대 개발계획의 폐해와 소외에 대한 극복으로서 물리적인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를 회

복한다는 논의는 90년대 중반(조명래 1994; 홍성흡 1997 등)에도 있어왔으나, 마을만들기에 대

해 구체 사례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다룬 연구는 다음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염미

경, “일본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관광개발의 문화정치 : 오도렬도(五島列島) 삼정악(三井樂)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10(1) (1999) : 

331-360

78) 정석 외, “국내 ‘마을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한국도시

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6(5) (2015) : 123-138

79) 이처럼 ‘마을만들기’는 지자체마다, 사업의 특성마다 조금씩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를테면 

2003년 진안군에서 처음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후 2012년에 이르러 서울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

로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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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론이 형성된 적은 없다. 물론 공적 장소의 공공성을 위해 실제 기획 및 계획단

계에서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연구는 있어왔으나, 이

에 대한 방법뿐 아니라 개념 및 목적에 있어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이르는 지점이 없

었으며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정적 참여자들로 볼 수 있는 시민들조차 아직도 

참여에 대해 다소 협소한 관점-시민단체 활동, 서명, 투표, 행사참여 등의 방법-으

로 국한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국내를 중심으로 도시 및 건축 범

주에서 이러한 공동체 참여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참여가 동시대 정치사회체제 내 핵심적 목표 또는 전략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정

책의 일환으로서 도시·건축의 생산 및 개선 논의에서도 공동체 참여는 매우 빈번

하게 등장한다.80)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도시 영역에서 ‘공동체 참여’-추후 사

용이 아닌 과정에의 개입으로서-를 주요 키워드로 하는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석사 

제외),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2000년 이후 2019년에 이르는 

약 80여 건의 연구를 피인용·이용순위로 추려 확인하였다. 일단 국내 공공의 시설 

계획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 논의는 도시활성화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설계 영역 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뉴딜)과 마을만들기(주거환경개선

사업)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가 상당하다. 공동체 참여 논의가 전개되는 또 

다른 장(場)은 건축물(단일 또는 군)의 조성이다. 한편 이 둘의 교집합 속에서 이루

어지거나 아니면 정부의 재원 및 추진 가운데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시활성화 관련 

계획과 무관한 문제들, 또는 비교적 소규모 참여일 때에는 ‘공공공간·공간환경 조

성’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참여 논의 현황

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이외의 연구는 모두 도시계획·설계 범주로 해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민, 주민, 지역민, 사용자 등을 공동체와 유사 층위의 개념으

로 함께 사용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커뮤니티디자인, 참여디자인, 사용자디자인, 

사용자참여디자인, 공공참여디자인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있어 각각

의 용어가 내포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 단순히 ‘사람들’ 이상의 물리

적·비물리적인 사항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커뮤니티(community)’ 용어를 통해 국

내·외에서 참여를 통한 생산 논의를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으로 포괄하는 이론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김연금 외 2012). 국토연구원(2015)에서는 마을만들기 동향

80) 2000년대를 기점으로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의 ‘공동체 참여’ 키워드만으로도 국내 학위논

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약 500여 건 이상이 확인된다. 물론 이는 포괄적인 키워드로서 민간 

주도 사업이나 추후 사용·관리 측면에 국한된 참여 등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고찰 대상

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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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쟁점 연구를 통해 이러한 커뮤니티 디자인과 참여 디자인이 강조되는 개념적 특

징 뿐 아니라 실행이 다른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참여 디자인이 참여를 통한 ‘디

자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커뮤니티 디자인은 참여한다는 운동성 자체, 커뮤니

티를 강조한다는 것이다.81) 그러나 실제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앞서 언급

했듯 미국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의 대안으로 부각된 운동이자 실천이며, 이에 광범

위한 설계 범주 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국내의 경우 주로 골목길 조성 등

의 경관, 프로그램으로서의 마을사업, 놀이터나 텃밭 등의 조경, 소규모 건축 조성

에서의 참여 도구, 공공미술 작업 등과 같은 범주에서 언급되고 있다(구현모 외 

2004; 이정민 외 2007; 조연경 2011; 박우장 외 2012; 이석현 2013; 박남용 외 2015 

등). 실제 국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 도시연대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

으로 설립된 커뮤니티디자인센터(CDC)만 보더라도 지역의 ‘한평공원’ 만들기에 상당

한 성과를 보인 바 있었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가꾸기’ 행보와 같은 다소 

협소한 관점이 지적된 바 있다.82) 또한 민간에 의한 공공주택(아파트, 공동체주택 

등) 논의에서도 커뮤니티 디자인으로서 공동의 참여를 통한 설계 방법론이 언급된 

바 있다(조숙례 2002; 오인욱 외 2003). 본고에서는, 실제 의미가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용어의 통용에 있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용어에 대표

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2000년대 전후를 비롯해 지금까지 상당수의 연구들이 지역 개선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표 

2-6). 그리고 한편에서는 공동체 참여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이의 의미와 목적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있다(표 2-5). 주로 정치사회학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범주 대상에서 보면 도시활성화 논의 속에서 건축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태희(2015)의 연구는 영국(NDC, New Deal for 

Communities)을 사례로 두고 확인하면서 공동체 참여의 근거와 의미를 단순히 ‘좋기 

때문에’로 두지 않는데 공공에 개입하는 공동체란 무엇인지, 누가·왜 참여하게 되

었는지, 이들이 참여하면 무엇이·어떻게 좋은지, 나아가 동시대 우리는 참여를 어

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떠한 목표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고찰한다. 특히 현대의 

도시가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를 당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배경은 신자유주

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공동체주의에서의 참여 개념이 동

81) 다음을 참고할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4 :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

향과 쟁점』, 국토연구원, 2013, p.56 (국토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간헐적으로 마을만들기 

사례를 정리해 동향과 방향을 발표해왔다.)

82)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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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도시재생 정책에 상당수 녹아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대상의 범주와 상관없이-도시의 영역에서부터 미술 작업에 이르기까

지-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맥락을 수용한다는 커뮤니티 디자인 논의 속에서 공

동체 참여가 실행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논의되는 바가 있다(김연금 외 2012; 김소

현 외 2018). 또한 김명수(2016), 우태식(2018) 등도 국내 공동체 참여의 개념, 목

표를 점검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물리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해 위와 같은 논의들은 

도시·건축보다는 특히 정치·행정·경제·사회·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

게 진행되었다.

또한 참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관련해 국내 도시·건축 분야의 연구 

및 실무 동향을 살펴보며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도시활성화 측면에서 이의 

의의를 다루며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권영상 외(2008)는 한국에서의 도

시설계가 특히 형식적 측면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복원 문제, 지역 정체성 

회복, 전문분야 간의 소통 문제에 진입했음을 통찰하며 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석 외(2015)는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동향을 사람·제도·일로 분류해 살펴보는데 

동시대에 이를수록 더욱더 사람과 관련한 주민참여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그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

경을 만드는 일에 ‘사람’이 개입한다는 것은 시간이 개입된 상당히 ‘동태적’ 측면을 

가지다는 점, 이에 참여자들의 역할이나 인식, 참여 조건 등 표면적이고 정태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 실제 이들의 개입과 합의, 소통에 이르는 상호관계, 흐름

에 개입해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이후 김소현 

외(201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 범주 가운데 사례 소개, 

문헌을 통한 제도 연구, 사후 사용자 인식·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설문 및 통계를 

넘어서 구체적 실행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도시·건축 생산에 있어 ‘공공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참여의 의미와 목적,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정석(1994)은 공공성(公共性)에 대해 그 한

자를 해석해 ‘모두’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 또는 그 정도, ‘함께’하는 마음이나 태도 

또는 그 정도, ‘열린’ 마음이나 태도 또는 그 정도를 뜻한다고 정의하면서 건축이 가

져야 할 도시적 성격으로서 건축에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공개공지)의 실

질적인 협력적 설계를 촉구한다. 서수정 외(2007)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성

에 대한 논의가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특정한 개인 및 단체가 아닌 보편적인 다수

에 이익을 주는 형평적 공익으로 해석되어 왔기에 양적이고 획일적인 공공성을 낳

았다고 비판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공성에 문화적 관점을 더해 그 개념

을 일상성에 가깝도록 유연하고 확장된 것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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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의,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참여와 이를 포함한 복합적인 상황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83) 이영범(2006)은 결과의 획일화 문제는 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특히 공적 프로젝트 결과물은 그 향유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체공간으로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시민들의 과정 참여야말로 

절차의 내용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사항임을 설명하고 있다.84) 조임식 외

(2009)는 해외 건축센터 사례를 통해 참여의 위상을 밝히는데, 공공성 창출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언급한다.

특히 공공성 창출을 위한 참여에의 촉구를 하버마스 이론에 기대어 펼치는 경우

가 상당하다. 이를테면 박소영 외(2008)는 하버마스가 공공의 장의 사용자이며 의

사소통하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 즉 공중(公衆, the Public)을 언급하였던 것

과 나아가 아렌트가 아고라라는 실질적인 공적 공간에 주목한 점을 들어, 건축에서

의 공공성을 공간에서 능동적인 주체들 간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

다.85) 석은정 외(2010) 또한 하버마스 및 아렌트를 근거로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성

원들의 행위를 통해 공공성이 표출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참여를 핵심적인 조건

으로 강조한다. 다만 이후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장소 ‘이용’에 있어서의 참여에 한

정하고 있다.86) 염철호 외(2008)는 건축 및 도시공간에 있어 공공성 논의의 흐름과 

쟁점을 살펴보면서 공공성 창출의 과정과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며 현

대적 공공성의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주민참여 및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관과 전문가(건축가) 간의 협력을 공공성 창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

다. 엄운진 외(2017)도 1950년대 이후 국내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나타나는 담론

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 인식의 측면 뿐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담론의 영역을 포함한 시민들의 개입이 상당해졌음을 구체적

으로 밝힌다. 그러나 사실상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정말로 누구에 의해, 무엇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실체가 확인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추

후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87)

83) 이때의 문화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능동적 행위양식의 문제로 사고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

를 일컫는다. 서수정 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 건축도시공

간연구소, 2007, pp.13-15

84) 이영범, “영국의 공공건축 :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건축과 사회』(2006) : 31-45

85) 박소영 외,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24(8) (2008) : 83-90, p.84

86) 석은정 외,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내 주민자치센터의 사

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10) : 57-64, p.58

87) 엄운진 외,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건축도

시공간연구소, 2017,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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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형식
내용 범주

개념
및
의미
·
목적
재고

도시
계획
및
설계
·
건축

문정호 외
(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이정민 외
(2007)

인간중심 디자인과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참여경향 확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권영상 외
(2008)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김연금 외
(2012)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학술논문

이태희
(2015)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학술논문

정석 외
(2015)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학술논문

김명수
(2016)

주민참여와 공공성 회복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학술논문

김소현 외
(2018)

사용자참여의 공공디자인건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동향분
석

학술논문

우태식
(2018)

주민참여의 도시재생 방향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공공성 
논의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설계 접근
방안

학위논문

주정준
(2003)

보스톤 도시재개발과정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전문지

이영범
(2006)

영국의 공공건축: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전문지

서수정 외
(2007)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박소영 외
(2008)

공공디자인을 통해 발현되는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김은희
(2008)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공공건축 조성 전문지

염철호 외
(2008)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이상헌
(2008)

공공영역과 공공디자인: 공공영역과 공공건축 전문지

성윤정
(2009)

‘사회 미학’의 관점에서 본 공공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전문지

조임식 외
(2009)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해외 건축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석은정 외
(2010)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서수미
(2013)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학위논문

박진수 외
(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
판적 고찰

학술논문

표 2-5. 국내 건축·도시영역에서의 공동체 참여 논의 동향(1) : 개념 및 의미·목적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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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
형식

비고내
용

범주

체
계

및 

방
법
론

거
버
넌
스
제
도 
· 
프
로
세
스

도
시
계
획
·
설
계

해
외
사
례
분
석

염미경
(1999)

일본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관광개발의 문
화정치

학술
논문

일본

이영범
(2003)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공동체 디자인
의 참여

전문지 영국

박인석
(2007)

공공 도시·건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
여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미국,일본
,영국 등

양재섭
(2007)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학술
논문

영국,일본

박인석 외
(2009)

영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참여주체별 역할
과 협력관계

학술
논문

영국

윤준도
(2009)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
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일본

이영범
(2010)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과 제도화 방안

학술
논문

영국

임기택
(2010)

영국도시재생 파트너십의 클러스터화 과
정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영국

최현선
(2012)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한 도시재생정책
학술
논문

영국,일본
,미국

정성훈
(2014)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공동체 파트너
십 특징

학술
논문

영국

임동선 외
(2015)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사업에 있어 참
여 주체 간의 역할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학술
논문

네덜란드

윤주선
(201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
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일본

최영숙 외
(2017)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할
학술
논문

영국

이보람 외
(2018)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연구

학술
논문

뉴욕 
로우라인

이자은 외
(2018)

영국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참여 성숙화 과
정과 정책적 함의

학술
논문

영국

이명규
(2005)

주민참여와 도시개발
학술
논문

-

표 2-6. 국내 건축·도시영역에서의 참여 논의 동향(2) : 체계 및 방법론

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형식
내용 범주

오성훈 외
(2017)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연구보고서

엄운진 외
(2017)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
론 연구

연구보고서

백선경 외
(2017)

공공건축 작업에서 시민참여로 귀결된 장소성 논의 및 공공
성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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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
형식

비고내
용

범주

국
내
현
황
분
석 
및
제
언

박현옥
(2008)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
여형 공공디자인 표현특성 연구

학술
논문

대구,광주
,마산시

박세훈 외
(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학술
논문

-

전원식 외
(2013)

주민참여 마들만들기 사업의 주체 및 추진 
주체 분석

학술
논문

서울 북촌, 
광주 북구

신중진 외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학술
논문

서울시

양재섭
(2011)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

서울

이승종
(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
안 연구

연구
보고서

서울,부산
,인천 등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학술
논문

성북구 
장수마을

오다해 외
(2014)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특
성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

정성규
(2015)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학술
논문

부산

전철민 외
(2016)

우리나라 참여형 도시계획의 추세 및 특성
에 대한 연구

학술
논문

청주,수원
,서울

신상준 외
(2017)

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학술
논문

인천

이나영 외
(2017)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
여 활성화 방안

학술
논문

서울시 
구로구

김성하 외
(2017)

주민참여 방식이 도시경관디자인에 미치
는 영향

학술
논문

수원,부천

신현주 외
(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서울시 
용산구

장원경
(2018)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학술
논문

-

건
축
물

해
외
사
례
분
석

김강섭 외
(2006)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공공시설 계획과 건
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일본

이영범
(2006)

영국의 공공건축: 영국 도시개발에서 제도
와 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성 확보방안

학술
논문

논문

김승범 외
(2012)

시애틀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건축디자인 과정에서의 담론과 참여를 통
한 공공성 구현

학술
논문

미국

김승범
(201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
장의 관계

학위
논문

미국,한국

박창배
(2017)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
정과 계획 특성 연구

학위
논문

일본

염철호
(2018)

일본의 민관협력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방
식 사례 연구

학술
논문

일본

송태규 외
(2014)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협의체 기반 프로세
스

학술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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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
형식

비고내
용

범주

국
내

이은경
(2014)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한 설계사례 전문지
서울시 

가양동,만
리동

이윤서
(2017)

추진주체의 특성에 따른 공동체주택 계획
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서울,부천
,과천,부

산 등/민간

디
자
인
프
로
그
램
·
계
획
방
법

도시계획
·
설계

이상문
(1999)

정주환경설계에 있어서 커뮤니티디자인 
규범의 적용

학술
논문

-

백준상
(2002)

어린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참여적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

안현찬 외
(2007)

주민-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참
여디자인 과정과 도구

학술
논문

-

안현찬 외
(2009)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참여디자인 과
정의 특성 연구

학술
논문

망원로자
전거도로

조연경 외
(2008)

어린이 참여 디자인을 적용한 어린이 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양산 
북정동

조연경
(2011)

패턴언어의 재개열화를 통한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디자인 기법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

권영상 외
(2013)

주민참여를 통한 폐선부지활용 도시재생 
통합디자인 방안

학술
논문

광양시

이석현
(2013)

참여형 커뮤니티디자인의 성과 요인 분석
학술
논문

남양주시

엄희정
(2014)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창의
적 워크숍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서원,장수
마을,석수
골마을

황동은 외
(2017)

도시·건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학술
논문

-

건축물

조숙래
(2002)

사용자 참여를 위한 웹기반의 공동주택 단
위주호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공동주택/
민간

오인욱 외
(2003)

거주자들의 참여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입주시점의 개조행위를 통한

학술
논문

공동주택/
민간

구현모 외
(2004)

사용자 참여 설계계획과정과 생태건축 관
계 고찰

학술
논문

생태건축

송은아
(2009)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
구

학술
논문

일본:지역
공공시설

유웅상
(2010)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학술
논문

교육시설

김승제 외
(2010)

영국의 사용자참여형 DQI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영국·한
국/교육시

설

허윤선 외
(2010)

참여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옥
외공간 계획모형

학술
논문

교육시설

조정현 외
(2011)

백화마을 커뮤니티시설의 주민참여 디자
인 워크숍

학술
논문

문화복지
시설

조도연
(2012)

은로 초등학교 사용자 참여형 설계
학술
논문

교육시설

박우장 외
(2012)

지역아동센터 개조 시 아동의 참여디자인 
기법 및 도구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문화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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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제목

저술
형식

비고내
용

범주

김진욱
(2012)

사용자 참여를 통한 선진형 학교 설계
학술
논문

교육시설

고인룡 외
(2012)

남한산 초등학교의 UPDP와 영국 DQIfS 절
차의 비교분석

학술
논문

영국·한
국/교육시

설

고인룡
(2013)

사례를 통해 본 커뮤니티참여설계의 과정
과 워크샵 방법과 도구

전문지 교육시설

조창희 외
(2013)

학교건축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 연구
학위
논문

교육시설

박남용 외
(2015)

공공 건축을 위한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교육시설

박남용 외
(2016)

보편적 ‘참여 수준’을 전제한 공공 건축물
의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
한 연구

학술
논문

-

참
여 
정
량
분
석

도시계획
·
설계
·

건축물

정문수
(2012)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
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
보고서

서울시 
방화동

최윤 외
(2012)

시민참여형 도시연구를 위한 소셜센서 네
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도시 정보 추출 및 
가시화

학술
논문

-

이재준 외
(2012)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
구

학술
논문

-

이석현 외
(2013)

참여주체에 따른 마을만들기 성과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시흥시

박수현 외
(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
인 연구

학술
논문

성남시

이동규 외
(2013)

맥락작동이론을 통한 도시건축의 주민참
여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

여관현
(2014)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학술
논문

시흥시

강상욱 외
(2015)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과정 모형 개발 
및 적용

학술
논문

서울시
장수마을

반영운 외
(2015)

퍼실리테이션 기반 주민참여 도시재생 워
크샵이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술
논문

-

김영훈
(2018)

참여유형 기반의 공공디자인
실행 모형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포항,구미
,경산

김지인 외
(2018)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학술
논문

-

본고에서 확인한 바, 도시·건축 영역에서 참여 연구의 상당수는 사례 분석을 기

반으로 한 체계 및 방법론 적용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참여의 키워

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레임 중 하나인 국내 마을만들기 연구동향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나는데, 정석 외(2015)의 논문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 마을만

들기와 관련해 살펴본 논문 117편 중 5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례 분석 및 평가, 적

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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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체계 및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는 다시 ①거버넌스(행정) 제도를 논하거나 

주체들 간의 관계를 살피며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경우, 아니면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 ②디자인 프로그램 개발·계획 방법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논의는 다뤄진 범위에 따라 도시계획·설계 및 건축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거버넌스 제도 및 프로세스 연구에 있어 해외사례의 경우 1999

년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특히 계속해서 개선 사항이 마련되고 있는 영국

을 중심으로 꾸준히 다뤄지고 있다. 이자은 외(2018)는 영국 사례에 있어 이제는 통

시적 관점에서 이들의 실행 변화와 효과를 고찰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 효율적으로 단계적 적용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에 있

어 이처럼 제도적 측면을 다루는 경우는 도시·건축보다는 정치, 사회, 행정과 같

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염미경 1999; 최현선 외 2012; 이승종 2013; 정

성훈 2014; 이보람 외 2018 등).

단일 건축물 분석의 경우도 유사한데 다만 도시에 비해 연구된 바가 훨씬 적고 이

때는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보다는 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프로세스 

자체와 생산 결과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범(2012)은 시애틀공공도서관

을 사례로 건물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공식적인 주체들(건축주팀, 디자이너, 내·외부 워크그룹) 및 비공식적인 일반 시

민들 간의 ‘담론’ 사항을 분석했다. 박창배(2017)는 일본 공공문화시설을 사례로, 

이들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을 비롯한 주체들 간 관계를 

확인하며, 결과적으로 다원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국내 현황을 분석하거나 제언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주로 마

을만들기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에서의 참여 논의이다. 이들은 

도시적 차원에서 실행된(되고 있는) 참여 현황을 검토하거나(양재섭 2011; 이승종 

2013; 여관현 2013; 정성규 2015; 전철민 외 2016 등),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시스

템을 종합해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명규 2005; 오다해 외 2014), 나아가 적용된 절

차의 효용성과 가치, 개선 사항을 다루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신중진 외 

2010; 김성하 외 2017 등). 

그러나 국내를 대상으로 한 건축 범위에 있어 생산 결과에 이르기까지 참여가 발

생하는 제도와 주체 간 관계 및 프로세스를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송태규 

외(2014)는 현 제도 내에서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여러 주체들 간 프로

세스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은경(2014), 이윤서(2017)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체주택에 한정해 참여 건축으로서 이를 논한 정도가 확인된다. 



- 61 -

두 번째,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계획 방법론 연구들 또한 다루는 범위에 따라 

도시계획·설계 및 건축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해당 범주에서는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해 참여자들의 유형과 수준을 이론 및 

사례분석으로 접근해 고찰함으로써 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개

발을 논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이상문 1999; 안현찬 외 2009; 박우장 외 2012; 

이석현 2013; 박남용 외 2015; 2016 등). 특히 박남용 외(2016)는 커뮤니티디자인 

연구동향을 통해 사노프(Henry Sanoff, 1990)의 방법론이 일찍이 국내 윤장섭

(1990), 최두원(1997), 고인룡(2003)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계속해서 

이것이 변용 및 적용되고 있는 것임을 언급했다. 이에 건물 설계에서의 실질적인 참

여 프로세스의 도입은 2001년(남한산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2000-2016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을 기획, 계획하는 데 있어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구체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교육시설(학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음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도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자마다 다른 참여 수준의 틀

을 주관적으로 정립하는 문제에 주목하며 보편적 참여 수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영국의 참여 절

차를 참고해 한국형 DQI(Design Quality Indicator) 등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

설(주로 학교)에 적용하기도 했다(김승제 외 2010; 박성철 외 2011; 고인룡 외 2012 

등).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범위 내에서는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국내를 대상으로 

한 참여디자인 방법론 연구라 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반

적 해석보다는 유형 및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통해 일부 실험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

으로 확인된다. 즉 참여의 유형에 있어 공동체와 ‘얼마만큼의 이해’를 주고받을 것

인가를 기준으로 인식, 목표, 요구, 제안 등으로 참여의 목표 단계를 나누고 각 목

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약도 그리기, 꿈꾸는 공간 그려보기, 희망프로그램 설문 

등)을 개발하는 식이며, 정작 이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건립과 맞물리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정량적 분석을 통해 참여 조건 및 효용성,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설문, 통계 등을 통해 참여 이후 여러 조건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해 평가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제도 및 프로세스를 수정해 더 나은 참여 모델을 만

들거나(이재준 외 2012; 이석현 외 2012; 박수현 외 2013; 이동규 외 2013; 여관현 

2014; 강상욱 외 2015), 디자인 방법론 측면에서 계획상의 참여자 개입 범위와 방법

론을 모색(정문수 2012; 최윤 외 2012)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의 두 연구 범주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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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속에서의 참여

위에서 확인하였듯, 도시활성화 차원의 마을만들기 및 재생사업과 같은 논의 속

에서 정책 내 제도와 프로세스를 다루는 경우는 상당하다. 건축물 범위에서 참여 도

입은 커뮤니티디자인 논의 속에서 참여자 수준과 유형 및 디자인 협업 방법에 대한 

것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나 특히 국내 건축물 단위로 참여가 발생하는 제도 및 주

체 간 관계 프로세스를 확인하며 디자인 계획·결과에 이르기까지 통합해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해당 연구동향에 있어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도 속에서의 참여를 살펴볼 것이다. 일단 도시 차원의 제도 속에서 참여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개입 통로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88)

현재 참여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일반 국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반영(제11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제12조), 주요 내

용에 대한 공고(제1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89)90)91) 그리고 광역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도 동일 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2018) 내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이

들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제26조).92) 한편 실제 주민참여형 재생사

업 또는 마을만들기 내 건축물과 단일 공간 범위를 구상하기도 하지만, 이에서 공동

체 참여가 논의되는 사항은 상당수 벽화(골목정비), 정원가꾸기(담장허물기) 등과 

같은 주로 공동 공간 재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93)

88) 다음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한 주민참여 형태의 시작과 현황을 고찰한 바 있다. 이명

규, “주민참여와 도시개발”, 『주택도시연구』, 85 (2005) : 95-113

89)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

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 그러나 이때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아니며,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과 전

문가들로 구성된다.

92)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3) 다음을 참고할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2009,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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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년 처음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공건축의 경우에도 조건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

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의무를 언급한다(제5조).94) 그리고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조성하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제9조), 특히 건축정책기

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고시(제10조)를 명시하고 

있다.95)96) 시·도의 지역건축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 수립과 심의를 

포함한다(제12조).97) 또한 건축기본법시행령에서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있

어 참여와 관련해 교육과 홍보,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언급한다(영3

조).98)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무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해 ‘의견이 수립’된다 하더

라도 상당 부분 관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제도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여의 방식이 설명회, 공청회 등 일방통행적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고, 사실상 참고

용으로서의 의견 수집과 과정 설명 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이명규 2005; 김영

훈 2018). 이러한 가운데 국내 공동체 참여에 대한 실천적 논의는 앞서 동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시작된 마을만들기 운동이 주거환경관리사업(2012)으로서,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2013)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특히 건축물 단위로 

참여가 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 ‘참여예산

제’의 실행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원과 추진을 관이 하더라도 일단 기획(사

업의 제안)의 시작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이며, 이에 사업의 과정과 결과(운영·관

리·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 편성에 시민이 개입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주민참여예산

94)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5)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6) 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

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⑤ 국토

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97)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98) 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 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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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시민들이 먼저 필요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심사와 결정, 실행까지 개입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99)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구산동 도서관마을 건축이 공공연하게 참여가 ‘제대

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2003년 참

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조례가 광주에서 처음 제정되고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본격적

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도화 해 시행하던 때였는데, 2010년에 은평구에서 이를 가

장 먼저 지역 사업으로서 구체화했다. 주민들은「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2010)을 함께 기획했으며, 이후 사업 진행은 단지 위촉된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이후 서울시에서 이를 참고할 정도였

다.100)  일반적으로 공공에 ‘참여하는 제도’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는 수동적

(passive) 제도,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호적(interactive) 제

도, 시민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적극적(active) 제도로 나뉜다.101) 일반적인 

민원처리, 정보공개 등이 수동적 제도에 속하며, 앞서 언급한 공청회 및 위원회, 심

의 등은 교호적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위원회를 위촉, 주민예산학교 실시, 

상세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며 주민들과 구체 사업 시행까지 이어가는 이러한 참

여예산제는 적극적 참여 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관이 부분적인 역할을 주

민들에게 위임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관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위상 제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02) 그러나 사업 선정에 있어 다수의 주민 의견 수렴을 표방

하나 실질적인 선별의 시간 부족으로 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부에게 독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그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단

점도 있다. 이처럼 건축물 범위에서 발생하는 참여는 도시 사업에 비해 사실상 그 

통로만 열어준 상황이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로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실

행이 제도 내에서 추진, 발생되도록 한 것은 아니다.

(3) 국내 공동체 참여 연구의 학문적 공백과 과제 

동시대에 이르며 국내 도시·건축 영역에서 결과 생산과정에의 공동체 참여 논의

99)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참고.

100) 이와 관련해 3.3장에서 다시 상세히 언급함.

101) 이승종 외, op.cit., p.353

102)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개발 방식으로 이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996년 UN에 의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참여를 통해 투명성, 대응성, 분배 형평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

로 본다. 주민참여제의 의의와 국내 현황 및 사례에 대하여서는 다음 책의 2장을 참고함. 서

정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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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축을 이루는 장(場)은 크게 도시활성화 측면에서의 계획 및 재생사업, 그리고 

공공건축 조성 등과 같은 건축물 단위로 나뉜다. 그 밖의 범주에 속하거나 복합적인 

경우들이 있으나 일단 내용적 명료성을 위해 건축물 이외의 사항들은 모두 도시계

획 및 설계 범주로 포함해 살펴보았다. 

내용적으로는 참여에 대한 개념 및 의미·목적을 재고하는 경우, 아니면 체계 및 

방법론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시대에 

이를수록 ①참여가 수단일 뿐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당위적 위상을 점하고 있으

며, 이에 ②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절차)에의 정당성을 위해 시스템·방법론 개선과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 참여 연구는 정량적 연구들을 포함해 상

당수 해외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제도 및 프로세스 개발, 실질적인 참여

를 위한 설계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도시적 범주 내 다뤄지

는 경우가 상당했는데, 특히 실제 국내 건축물 생산과정을 바탕으로 제도와 함께 참

여 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과정과 결과 특성까지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재생 및 마을만들기 내 공공건축 

조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었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은 제도 속에서의 참여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물론 도시적 차원에서 큰 틀을 재고하며 참여 방법과 프로그램을 논한 연구들이 

점하고 있는 지점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론에서도 밝혔듯 ‘모두가 

더 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계속되는 질문만으로는 ‘누가·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왜 참여하는가, 참여를 통해 무엇이·어떻게 생산되는가/되어야 

하는가’를 논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불충분해진다. 해당 질문들을 통해서야 현상에 

대한 이상적 해석이 아닌 실천으로서 참여에의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1.4 소결 

지금까지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을 살펴보며 본 연구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참여에 대한 각 논의에 있어 두 측면의 쟁점을 확인하며 점차 무엇이 강조된 

것이고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쟁점은 참여의 개념 논의에서 

나타나는데, 동시대에 이를수록(민주주의 체제 내) 공적인 결정에의 공동체 참여가 

당위적 위상을 점하며 이에 관여하는 참여자 및 영향력을 확대해 참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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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관과 관련되지 않고 심지어 소외되기도 한 일반 시민들의, 결과에 실질적

으로 반영되는 개입뿐 아니라 일부 영향을 주고받는 간접적인 행위와 무의식에 이

르는 전반이 모두 참여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본고에서는 물리적인 실체를 만드

는 일에서의 참여를 논의하는 바, 주체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무의식의 범주는 제외해 참여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한의 참여를 전제로 두며 참여 및 참여자에 대한 순차적 단계

(level)와 유형(type)을 중심으로 방법론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쟁점 또한 확인하

였다. 이는 배제된 이들에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며, 예컨

대 교육이나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등과 같이 영향을 적게 미치는 참여를 한 이들

이 최종 결정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되는 완전한 참여자

(complete activists)가 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이렇게 순차적인 양적 개입이 

결과를 보장할 것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최대한의 사익 

및 공익의 집합이 공공성인가, 참여는 목적 그 자체인가 방법의 일환인가와 같은 논

의가 확인된다. 앞서 설명한 동시대 경향에 대해 참여의 효용성을 부정하며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논지들에게서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참여가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뽑

는 일과 지역 도서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의 참여는 방법뿐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행정에서의 협소한 범위

에서 나아가 각각에서 참여가 과정 및 결과의 무엇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는 관의 추진 중 물리적인 실체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

는 바, 행정에서의 참여가 어떻게 공공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공공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참여를 통해 기존의 작업 특성 중 무엇이 달라졌

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을 이어갔다. 

먼저 공적인 결정과 관련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당위적 

위상을 점하며 실천이 확대되는 기점은 심의체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서 공동체에 대해 단지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포용이 필요한, 일부 배제된 약자라기

보다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논의되기 시작했

다. 즉 이와 같은 체제의 변화와 실천의 확대 가운데 관과 이들에게서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공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동체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어떻게, 왜 개입하는- 자들인가에 있어, 사실상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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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대다수 규정하는 개입 정도나 영향력에 따른 분류는 공동체를 상당히 고

정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참여하는 공동체는 

‘변한다’. 하버마스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들에서는 이들 모두를 이해하며 조정되는 

가운데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도출되는 것으로 그 변화의 속성을 설명한

다. 이들은 참여 수준의 축적과 향상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상응할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 투표를 통한 토너먼트 식의 결정이 아닌 이상, 결과에 이르

기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다수이며 그 기간이 길고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정도에 따른 참여자 분류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재고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인 공공재 생산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는 결과의 공공성에 대한 기존 

작업의 문제의식으로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공공건축이 공공적

이지 않다’는 문제가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사람들이 과정상에 관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다수 논의와 실천에서는 행정에서의 구조를 

기반으로 방법을 적용하면서 마찬가지로 참여의 유무와 양적 개입의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작업의 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바뀌게 되었는

데, 예컨대 공공건축물 자체를 공동체가 생산한다는 것은 아니나 관과 전문가들, 

특히 물리적인 결과물 생산의 주 작업자인 건축가가 고려하는 장소적 특성이 달라

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건축가가 장소를 어떻게 다루고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가 관련한 공동체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모더니즘 건축의 공공성이 작가

에 의한 작품의 보편성으로 설명되던 것에 반해, 이제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공공

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며 지역 내 평범한 사람들, 즉 공동체의 행위가 작업의 과

정과 결과에 발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발주를 비롯

해 주요 추진과 결정권을 갖는 관과 전문가들은 확장된 작업의 장에서 공동체를 둘

러싼 생산조건들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경우에 따라 동등한 층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본고에서 작업의 장이 다른 속성으로 전환되었

다기보다 확장된 것으로 언급한 것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의미를 수동적이

고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여김은 전혀 아니다. 다만 공적 장소 생산과 관련해 관과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재원, 제도를 비롯한 작가로서의 영감 등의 조건들이 일부 축

소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을 뿐 공동체로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 

참여로 인해 고려할 조건들이 많아지며 작업의 장 전체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참여 논의의 흐름과 위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외 쟁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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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유사하나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는 공동

체 참여에 대해 국내 적용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국내 참여 연구에의 학문적 공백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 도시·건축에서의 장소 조성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 논의 및 

실천이 시작된 이후, 주로 해외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제도 및 프로세스, 

실질적인 방법론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데 상당수 도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며 건축

물 중심으로는 관련 제도나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루기는 하나, 실제 

조성 과정에서 참여가 어떻게 발생하며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

석은 전무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공동체 참여를 통해 공공건축이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의 사례들을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가 발생하는 국내의 특정한 

조건들을 확인하며 전개의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특히 공동체의 변화를 염두에 두

어야 하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이론적 고찰을 더해 분석의 틀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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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장된 장에서 생산하는 주체들

이에 본고는 앞서 살펴본 정치행정 또는 도시개발의 일환이 아닌 특정한 장소를 

만드는 작업의 장이라는 구도 속에서 주체들 간의 관계 관점과 그 변화를 추적하며 

각각의 시대적 위상을 밝힌 할 포스터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공동체라는 

매체, 즉 생산 조건에 주목하는데, 공동체 참여를 통한 방법론 자체에 초점을 두고 

논지를 펼쳤던 것은 아니다. 그는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1996)』

(2016)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동시대에 이르며 예술 생산의 장에서 주요 변화와 특

징들이 나타났음을 언급하며 그 흐름을 추적한다. 

특히 동시대에 이를수록 주체를 비롯해 제도, 재원, 기술, 장소 등의 문제가 복잡

하게 얽혀져있는 가운데 이들 간의 관계 해석을 통해 작업의 장을 이해하려는 그의 

관점은, 점점 더 복잡하고도 모호해지고 있는 건축 생산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 상

당히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사회에 대한 포용성이 요구되는 동시

대의 건축 작업에서 그의 ‘예술 작업의 장’이라는 표현이 시의적절해 보이지만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일례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 건축가 의지와 상관없는 가상(the 

virtual)의 속성들로 ‘생성’되는 ‘디지털 건축(digital architecture)’ 조차 사실상 

기술을 이용한 표현성으로 다시, 작가에 의한 ‘지금, 여기-포스터가 언급한 실재

(reality)-’로 회귀하고 있음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이다.103)

다시 말해 건축을 생산하는 일련의 장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들과 관계들에 대한 해

석 또한 기본적으로는 예술 작업에서의 틀로 봄과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건축 작업을 도시 및 정책상의 제도 한 편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확장된 논의가 

될 것이다.

특히 포스터는 훨씬 이전에 벤야민이 작업에 영향을 주는 매체의 확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에 주목했음을 서술하며 이후의 변화를 밝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작

업자 입장에서 이들과 어떠한 구도로 결과를 생산하는가에 대해 주체-타자의 견지

로 해석한다. 

이전과 다른 동시대를 규명하기 위한 틀로서 주체와 타자가 포스터에 국한된 논

의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104) 특히 정체성 논의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

103)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건축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흐

름’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한 건축가의 새로운 창조 결과(art-work)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강훈, “시뮬라크르 사유를 표출하는 ‘흐름의 건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건축 작품사

례의 이미지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3) (2011) : 3-10

104) “내가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더니티의 전형적인 질문은,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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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20세기를 지나며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다른 곶(The Other Heading, 1992)』(1997)에서 자신의 유럽적이면서

도 유럽과 동일성을 지닌 것은 아닌 ‘정체성’에 대해 논하며, 오랫동안 완결적이었

던 정체성의 해체라는 방법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의 주체적 특성과 관계 관

점을 설명한다.105) 정치철학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자아의 원천들 :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Sources of the Self, 1989)』(2015)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

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구별’되지 않는 것, 동일화는 범죄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관계

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이해를 촉구한다. 이러한 논지는 그럴 때에야 보편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와 다른 동시대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

다.106) 심지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며 극대화된 국가 및 민

족 간의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인권과 정의 및 행복과 같은 영역은 표면적 논의로 

보고, 그 이전에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복귀와 생성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07)

그러나 포스터의 경우, 단지 시대 흐름에 따른 어느 특정 상황의 전복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주체와 타자라는 틀을 가져왔던 것만은 아니다. 미술사가로

서 그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지점은 ‘만드는 자(들)’가 ‘만들 곳’에서 무엇

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다시 말해 작업자가 확대된 생산조건들과 어떻게 관계

를 맺으며 생산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포스터는 타자(other)에 대해 나와 

다른 정체성을 이해하며 관계가 시작된다는 조건이 되므로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오히려 타자와의 ‘적절하지 않은 관계’, 즉 국외성

(outsideness) 또는 아예 타자로 상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등 동일화

(identification)함으로써 타자화(othering)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번 2.2장에서는 결과를 창출하는 확장된 장과 그 

가운데 생산하는 주체들의 달라진 역할, 관계, 결과의 특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

었다. ...이에 대한 대답들은 흔히... 타자성에 호소함으로써 찾아지곤 했다. 수많은 본격 모

더니스트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느꼈다.” Hal Foster, op.cit., p.322

105) Jacques Derrida, 『다른 곶(The Other Heading, 1992)』, 김다은 역, 동문선, 1997, p.82

106) 공동체주의 철학가인 테일러는 이것을 개인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나’에 함몰되는 자

아실현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는 특정성이 형성되는 것

이다. 다음 참고. Charles Taylor, 『자아의 원천들 : 현대적 정체성의 형성(Sources of the 

Self, 1989)』, 권기돈 외 역, 새물결, 2015, p.17

107)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탐색보다 사회적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날 갈등의 극대화 문제를 정체성과 타자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들의 관계 설정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다음 책의 서론을 참고할 것. Miroslav Volf, 『배재와 포용

(Exclusion and Embrace, 1996)』, 박세혁 역, IVP, 2012,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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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결과를 생산하는 장(場)

(1) 생산 조건의 확대

예술에 대해 작가로부터의 창조 과정과 결과라는 견지에서는 그 작가 영감의 출

처와 결과를 위한 기술(technē),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러

나 오늘날 예술은 작가의 영감 뿐 아니라 여러 제도, 재원, 기술 등 확대된 조건들

이 개입하는 일종의 다층적 장이며 심지어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체(들)와 이러한 

조건은 계속해서 ‘다른 힘들에 의해서 위치가 재규정’된다.108)

이러한 관점은 이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

품(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4)」

(2007)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시대의 새로운 조건들에 의해 예술이 사유의 과정이

자 대상이 됨을 넘어서 시대의 총체적 표현이 됨을 강조하며 ‘생산’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 그리고 이제 생산을 위해 새롭게 중요해진 조건은 기술과 사람(대중)이며, 

이러한 조건들의 수용을 통해 예술이 ‘정치화’되었다는 것이다.109) 그렇다면 벤야민

은 왜 생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것일까? 이 ‘생산’이 변화된 작업의 특성을 이해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실마리를 주는가?

먼저 벤야민이 예로써 살펴본 것은 당시 위조와는 다르게 대량으로 기술적 복제

가 가능해지며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사진과 영화였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작

가(artist)의 작업 과정 및 결과의 특성이 바뀐 사진 및 영화가 ‘예술적’인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를 만든 주체를 과연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

보다는, 벤야민은 예술의 속성 자체가 바뀐 지점에 주목한다.110) 해당 에세이는 새

로운 기술이 예술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며 표면적으로는 매체(media) 미학의 선

구자격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매체’가 촉발시킨 주체영역의 

변화와 확장, 그리고 대중, 결과 간의 중층적 관계에 대해 다루며 결과 생산의 새로

운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11) 즉 그가 언급한 매체(media)에 대해 

단순히 이전 결과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차원-새로운 시대 조건-에서 확장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8) Hal Foster, op.cit., p.20

109) Walter Benjamin,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품(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1934)』,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07, pp.42-43

110) Ibid., p.62

111) 특히 번역상 ‘미디어(대중매체)’ 특성에 주목했던 것에 대해 ‘매체’가 함의하는 바와 영향관

계에 대해 주목하는 견해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성만, “기술과 예술의 

열린 변증법”, 『뷔히너와 현대문학』, 32 (2009) :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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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은 기술복제 자체에 집중해 그 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무

엇보다 생산을 위한 조건들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그러한 가운데 마치 갑자기 등

장한 것 같은 ‘대중(사람들)’, 이들의 수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개입 강도와 관련

해 일련의 작업 과정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생산을 위해 고려하는 

생산 조건들의 확대로 인해 생산하는 주체 영역에는 작가뿐 아니라 재원의 주체 등

이 포함되는데,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다른 특성으로 대체되었다기보다 영

감과 같은 일부 축소되거나 제도 및 재원 주체를 포함해 확대되는 변화가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해서 이러한 확대된 조건들과의 관계 해석이 

요구되면서 생산하는 장(場) 또한 다층적으로 변한다. 즉 생산의 장에서 생산주체 

및 조건은 계속해서 재구조화된다. 

그림 2-5. 생산의 확대된 조건들

(2) 생산자로서의 주체성

그렇다면 확장된 장에서 작업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수용하고 협력하며 결과를 생산하게 되는가?

본래 작가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art-work), 즉 지금-여기에서의 결과는 엄

숙한 아우라(aura)를 보이며 제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일종의 숭배행

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세속적인 탐닉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어찌되었든 결과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녔던 것이다. 작품은 그가 속한 장소의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시대나 사람 등의 비물질적 측면에도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것으로 말미

암아 유일성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112) 그러나 새로운 조건 속에서 창출된 

112) 벤야민은 ‘아우라(aura)’에 대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현상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때는 결과의 시각적 구현 이전에 이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다음

을 참고할 것. Walter Benjamin, op.ci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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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를테면 사진처럼 대량 복제 기술을 통해 만든 결과물들은 이와 같은 제의적 

가치를 잃는다. 유희 중심의 전시적 가치로 변화하면서 예술은 대중화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뿐 아니라 창출까지도 가능한 집단적 매체 특성을 보이게 되

었다. 벤야민에 의하면 바야흐로 ‘예술의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된 것으로, 이제 예

술은 특정 의식의 실천에서 정치적 도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예술은 이러한 정치

화된 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조율, 설득이 중요해진 장(場)에

서 ‘생산’된다.113) 특히 그는 마치 기계가 그러하듯 여러 조건들이 일련의 체계

(system)로 조직되어 결과에 이르는 속성을 내포하는 생산(production)이란 단어를 

통해 작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벤야민의 논지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론의 등장에 집중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보수-

진영의 양 극단만이 확인되며, 그가 후자의 입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

으로 결론이 난다. 실제로 그는 창출하는 과정보다는 기술로 인한 결과의 특성 차이

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논지를 펼쳤고 해당 에세이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논

평들은 이러한 결과의 기념비적인 가치 변화, 전시적이며 정치적인 속성에 대해 다

루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특히 벤야민 사후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의 글이 매체

이론과 관련해 집중 조명된 까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욱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량생산과 복제라는 다소 진부한 조건과 그 결과 특

성을 본고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는 정치화된 장에서의 작업을 통해 창출되는 결과, ‘새로운 예술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계속해서 이것이 생산의 과정이자 결과임을 언급했는데 위의 글에서는 영

화를 통해 새로운 작업 방식의 등장으로 변화된 결과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사

실 이는 직전에 쓰였던 글「생산자로서의 작가(The author as producer)」(1934)와

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그가 단지 시대 조건의 변화를 직시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

응하도록 제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산하는 ‘주체(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다.114)

독일의 조각가이자 이론가인 힐데브란트(Adolf Hildebrand, 1847-1921)가 『조형

예술에서의 형식의 문제(Das Problem Der Form in Der BildendenKunst)』(1893)를 

113) Ibid., p.53

114) 「생산자로서의 작가」(1934) 글의 첫 문장은 “플라톤이 그의 국가론에서 ‘시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로 시작한다. 다음을 참고할 것. Walter Benjamin, “생산자로서의 작가

(The Author as Produser, 1934)”,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3,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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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결과의 창출에 있어 시각적 질서와 공간 구성의 관계에 따른 작가의 개인 의지

를 강조하며 기존의 사상성(기존의 관념, 전달해야 하는 내용)과 모사성(성서, 구

전의 내용을 옮기거나, 훌륭한 것들을 따라 만듦)에 근거했던 것을 해방시킨 이래, 

벤야민은 이러한 주체성에 있어 개인적 영감을 넘어서 기술을 비롯한 제도, 재원, 

장소 등의 매체들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매체적 주체로 확장시켰다. 그렇다고 매

체적 주체가 결과의 창출을 위해 영감에 기대는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이와 관련한 벤야민의 논지에서 기술과 프롤레트쿨트가 유독 강조되

었는데, 「생산자로서의 작가」 이전에 「오늘날 프랑스 작가들의 사회적 위치에 

관해서」글을 썼던 것을 살펴보면 사실 그는 훨씬 거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작가의 

주체성 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115)

분류 주체 정체성 ⟷
장에 개입하는 
매체(조건)

➠ 결과 결과 특성

전통적 작가

⟷

사상성·모사성

➠
작품

(art-work)

- 지금-여기의 
아우라(aura)

- 의식 실천
- 결과물 자체에 

집중 

근대
초기

작가
영감 >

제도/재원/
기술/장소

이후
작가 + ○○
(생산자 또는 
생산자들)

⟷
영감 <

제도/재원/기술/
물리적·비물리적 장소

➠
생산하는 

도구

- 아우라의 붕괴
- 정치적 실천
- 매체 재해석 

및 관계 지속
- 다시 생산

      

표 2-7. 확장된 작업의 장(생산의 장)에서의 주체-매체-결과 특성

결론적으로 벤야민은 결과를 창출하는 전통적인 작업자 개념을 ‘생산자

(producer)’로 확대시킨다. 여러 확장된 조건들을 통해 결과를 창출하는 작업은 ‘생

산’이며, 생산하는 주체는 생산자이다. 생산자는 새로운 매체들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산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결과를 생산하는데 이때의 생산물은 또다

시 계속해서 매체와 관계 맺는 생산적 도구가 된다. 그는 이처럼 결과를 생산하는 

장이 다층적으로 확대될 때 나타나는 새로운 주체 특성에 대해 생산자로서의 주체

성을 강조하며 전체 구도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생산자가 확대된 생산

조건-공동체-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15) Walter Benjamin, 『발터 벤야민 선집 9 :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최성만 역, 도서출

판 길, 201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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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동체와의 생산 구도

(1) 인지와 발췌

이제 결과를 생산하는 작업자는 영감을 비롯해 일련의 체제를 포함하는 ‘제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 그리고 그것이 놓일 물리적·비물리적 ‘장

소’에 기대어 결과를 ‘생산’한다. 근대의 격변기에서 벤야민은 생산으로서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체-매체-결과’의 다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였

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일단 생산하는 주체의 특성을 당시 사회주의라는 특수한 틀 

속에서 발견한다.116)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생산자로서의 작가(The author as 

producer)」(1934) 글에서 예술이란 생산하는 것, 만드는 작업자는 생산자가 될 것

을 언급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 ‘사회주의

적 어휘를 차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마치 19세기 

파리의 에콜데보자르와 에콜폴리테크닉에 대한 이분법적 담론에서 나타나듯 단순히 

예술이 실용적이어야 한다든지 와 같은 기술의 측면과 관련해 예술의 의미를 재고

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이 생산과 생산자 어휘를 통해 주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벤야민은 다층적으로 변한 작업 과정에서의 주요 특성을 

‘생산’에 두며 본래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생산’의 

개념을 1900년대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업 방식을 통해 확장시키고 있다.117)

그는 구체적으로 ‘작전(operative) 작가’에 대해 언급한다.118)

정치적인 이 작가의 정체성은 이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새롭다.119) 작가

는 관객, 소위 사용자의 입장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들의 특성을 발췌

한다. 실제 ‘집단 농장에 가서 대중 집회의 소집, 트랙터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116) Ibid., p.52

117)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벤야민은 그가 실제 모스크바에 머물며 경험한 프롤레타리아들, 그

리고 독일에 6개월 간 머물며 순회강연을 했던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작가 트레티야코프의 ‘작

가모델’에 영향을 받았다. 국내 김수환은 다음의 논문에서 벤야민과 그의 소비에트 행보를 추

적한 바 있다. 김수환, “생산자로서의 작가 : 발터 벤야민이 읽은 소비에트 팩토그래피”, 『비

교문학』, 73 (2017) : 33-55

118) ‘operative’에 대해 국내 벤야민의 책에서는 ‘기술실천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환

(2017)은 이것을 ‘작전 작가’로 표기한다. 그는 실제 러시아어 ‘operativnyi’의 함의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의 실행의 의미로서 ‘작전’으로 재번역한 것이라고 언급

한다. 본고에서도 역시 벤야민이 기술이라는 매체에 국한했다기보다 이를 다루며 관계하는 작

가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기에, ‘작전 작가’로 설명하겠다. 다음을 참고할 것. 

Ibid., p.41

119) Walter Benjamin, op.cit., p.256



- 76 -

모금, 개개 농민들의 콜호즈에로의 가입을 위한 설득, 독서실의 감독, 벽신문의 창

안, 신문제작, 모스크바 신문을 위한 취재, 라디오와 순회영화관’을 수행한 뒤 문학 

책을 쓴, 작가답지 않았던 한 작가(트레티야코프)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작가는 보

도하는 것이 아닌 투쟁하는 것, 관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한

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다.120) 그렇다면 벤야민은 이 작가의 새로운 정체

성과 그로 인한 수행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일까?

그는 일단 예술의 사회적이며 다소 혁명적인 기능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전과 다

른 특정한 작가 모델을 통해서야 예술은 비로소 정치적인 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주체가 기대는 바는 영감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화한 사회적 조건들이 되며 벤야민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작가가 이념적으로

만 연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적’ 연대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당시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로의 정치적 전환과 혼란 속에서 기득권에서 해방된 

진정한 예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동자들과의 대중적 소통을 통한 문화적 노선을 

추진한 배경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결성된 1917년의 프롤레트쿨트

(proletkult, organization for proletarian ‘culture’)는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실험,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예술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이데올로기에 걸맞도록 재생, 확장할 것으로 본 것이었

다. 실제로 조직 내에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인 상호 소통과 수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벤야민은 이들의 결과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의 문화를 인지하고 발췌하는 가

운데 표면적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동일화되는 지점

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결과를 창출하는 일종의 예술가가 노동자처럼, 

노동자와 함께 생산하고자 할 때 생산주체 층위에 선 프롤레타리아를 오히려 영감

의 테마로 여기거나 그대로 모방하기만 하는 일에 머물지 않도록 촉구한 것이

다.121)

포스터는 타자성의 견지에서 이러한 국외성(outsideness)과 동일화

(identification)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간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스터에 의하면 작가의 예술적 전환의 장소가 정치적 전환

120) Ibid.

121) Walter Benjamin, op.cit.,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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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타틀린, 제3인터
내셔널 기념탑(1919-20)

의 장소가 되는 타자의 영역은 소위 기득권층으로부터 제외되고 착취당하는 프롤레

타리아에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설정된 사회적 타자로 설정되었다. 벤야민도 

이 지점을 비판한 것이다. 행동주의나 리얼리즘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테

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이 작가 엘리트들에 의해 유희 및 관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는 우위적 입장에서 오히려 이들이 소외된 타자임을 더욱 공공

연하게,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체와 타자 간 오히려 간극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122)

(2) 조직과 연대

포스터는 「민족지학자로서의 미술가(the artist as ethnographer)」(1996) 글에

서 벤야민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의 관점에 기대어 생산자로서의 예술가 주체성에 

주목한 것은 위와 같은 프롤레트쿨트보다 그 이후의 생산주의(productivism)를 더 

염두에 두었던 측면에 대해 언급한다.123)

생산주의(productivism)는 타틀린(Vladimir Tatlin)을 

위시로 유물론적인 재료와 형태의 상호 관계성을 고려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자들(타틀린의 입장에서는 기술

자들)을 동일한 생산 주체로 간주해 이들과의 연대로 결과

가 만들어지고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며 구축주의

(constructivism)로 전개되었다. 실제 이러한 맥락에서 

1925년 러시아 내 설립된 현대건축가연맹(OSA, the Union 

of Contemporary Architects)은 건축가는 더 이상 작품을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주체성에서 나아가 먼저 사회학자, 정

치가, 기술자 자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다.124)

벤야민이 이처럼 작가의 주체성을 실제 생산자들과 연대

하는 ‘생산자’로서 언급한 것에 대해, 포스터는 이러한 연대가 그저 예술적인 테마 

또는 정치적인 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닌 생산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 

실천에서의 연대를 강조한 것임을 계속해서 언급한다.125) 왜냐하면 앞서 벤야민 스

122) Hal Foster, op.cit., p.274

123) Hal Foster, op.cit., p.230

124) Kenneth Frampton, “partⅡ-19, The New Collectivity : art and architecture in the 

Soviet Union 1918-32”,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4rd ed., Thames and 

Hudson, 2007, p.167

125) Hal Foster, op.cit.,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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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긴즈부르크(Moisei Ginzburg), Flow Diagram 
and Scheme of Equipment(1928)

스로 말했듯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의 과정이 주체의 영감과 헌신, 의미보다 기술을 

포함한 일련의 제도 등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벤야민이 새로운 조건들의 등장과 확대로 인한 예술 속성 자체의 변화를 언

급하고, 더욱이 이때의 주체를 생산자로서 설명한 위의 글은 본래 강연의 원고였는

데 사실 당시에는 ‘대단히 불쾌한, 반동적인, 편협한 유물론’적 시각으로 거부당했

다가 사후 1966년도에 이르러 한 책자에 실리게 되면서 공개된 배경이 있다.126) 그

러면서 본래 그가 생산하는 주체와 새로운 매체와의 관계,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일

련의 정치화 과정을 언급했다면, 60년대에는 그 중 결과를 만드는 매체의 확장에 본

격적으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넓어진 스펙트럼 속에서 주체는 이제 구체적

으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생산주의에서 주체성

을 다루는 입장이 단순히 러시아 배경의 작가 모델이라는 특수성으로 치부되기보다 

1960년대에 이르며 그 계보가 계속해서 다른 양태로 이어지게 된다.127)

1960년대 당시 논의의 초반에는 주체가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노동자, 기술자와 

같이 확장된 매체를 실제로 어떻게 고려하며 연대하는가에 있어, 아방가르드 작업

에서 전개된 ‘다이어그램(diagram)’에 주목하였다. 이를테면 생산주의에서 전개된 

OSA의 구축 작업에서는 소위 작가가 개인적 영감에 기대는 표현의지에 의한 형태보

다는 합리적이며 규범적 형태를 추구했는데, 통제 가능한 논리적 프로세스야말로 

실질적인 현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의 창출에 

있어서 정확한 지적 논리를 따르며, 다시 말해 매체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론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집

중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은 색, 

선, 면, 공간, 볼륨, 그리고 물질

적 재료 등은 물론, 사회와 시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요소들을 

정확한 논리, 규칙에 따라 조직해 

시스템(system)으로서 전체를 구

축(construction) 해내는 것을 일

126) 한편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상 국내에서 벤야민의 위의 글에 대한 고찰은 다음이 유일하다. 

다음을 참고할 것. 김수환(2017), op.cit., pp.34-35

127) 다음을 참고할 것. Hal Foster, “Some Uses and Abuses of Russian Constructivism”, Art 

into Life, Ed. Richard Andrews, New York : Rizzoli, 1990,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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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결과 창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벤야민이 매체 혹은 생산기구라고 불렀던 것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의 건축 작업에서는 변수, 요소로 일컬어지는데, 이들에 대

한 해석은 ‘동선다이어그램(flow diagram) 및 설비개요(Scheme of Equipment)’로 나

타났다. 이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사람과 물질 요소를 동등한 층위에서 다룬 배경이 

있다.

생산자(들)인 주체는 생산을 위한 매체를 선별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조직화한다. 

결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목격을 넘어서 다양

하고도 복합적이며 때로 무질서한 매체들을 확인하고 조직하는 능력

(organizational capacity)이다. 특히 앞서 벤야민이 생산자 모델로 설정한 러시아 

프롤레트쿨트 작가 트레티야코프는 이후 ‘노동의 과학적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 여러 실험을 전개시켰다.128)

한편 벤야민, 그리고 생산주의에서는 생산자와 생산조건이 개념적으로는 동등한 

층위에 이르더라도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생산자가 생산조건을 조직함으로써 연계

되는 관계로 보았다.

사실 벤야민, 그리고 그가 주목한 작업들은 모두 철저하게 유물론적이며 그렇기

에 당연하게도 건축 관련 작업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설명된다. 벤야민 스스로도 태

곳적부터 인류를 동반한 건축,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건축, 결과의 사용이 전

제된 건축이야말로 대중을 포함해 확장된 매체, 그리고 주체 및 결과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정도였다.129)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벤야민은 작

가(writer)를 일례로 들었고, 실제 건축을 분석하는데 이르지는 못했었다. 

(3) 재구성과 협력

한편 1960-70년대의 수용미학이나 상황주의(situationism)에 대한 해석은 주로 

‘사용자(user)’의 행위 및 프로그램 수용에 집중되어 이것이 결과의 유연성

(flexibility) 및 적응성(adaptability)을 줄 것으로 보고, 특정한 인지 및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어포던스와 같은 다소 협소한 범위 내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 드보르

(Guy Debord)의 유명한 상황주의 잡지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1964)에서

의 ‘상황주의자’ 정의는, 사용자의 개념을 추상적 대상에서 구체화시키고 상황을 인

식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하는, 만드는 행위를 실천하는 위치로 끌어올린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른바 고착화된 이론적 실천에 대응하는 행동주의의 일환으로 보이

128) 김수환, op.cit., p.42

129) Walter Benjamin, op.cit.,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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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 이러한 행보는, 사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용자 및 전용

이라는 일련의 요소들을 통해 주체가 확장된 매체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 주체와 

매체 간의 관계, 매체를 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상황주의자들은 벤야민의 새로운 작가 모델에 주목하면서도 러시아 아방가르드들

을 비롯한 독일의 신즉물주의 작업들이 사용자에 대한 균일성을 부과했다고 비판하

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이어나간다.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주체는 매체를 ‘인

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주체는 매체를 ‘어느 정도’로 확인하고 고려하며 관계

해야 하는 것일까? 기 드보르(Guy Debord)의 1964년 상황주의자(situationist)에 

대한 정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일련에서 주체와 매체 간의 관계를 살피고

자 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상황주의자로서 주체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상황의 조절은 주체가 선행하

지만, 구축, 완성은 사용자(user), 이들의 교류(human association)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용자(user)들에 귀결되기에 

이르렀으며, 르페브르는 이러한 선상에서 나아가 창조적 사용자인 전용자

(appropriator)가 만드는 ‘공간의 생산’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130)

이처럼 상황주의는 주체성의 약화가 결과의 유연성을 가져올 것이며, 상대적으로 

매체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확장된 매체의 영역 가운데 

주목했던 것은 주체와 변증법적 위치를 점하는 일련의 사용자들이었다. 무엇보다 

상황주의를 기점으로 매체는 단지 선별되고 조직화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와 유사

한 역할, 층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매체에 

대해 이전의 연대와는 다르게 주체와의 층위를 분리하지 않으며 서로 협력해 결과

를 생산할 것을 기대한다.

한편 포스터는 상황주의자들의 결과가 정작 꿈에 그리던 ‘새로운 생산’이 되지 못

하고, 오히려 주체(작업자)에 의한 재현으로 귀결된 바 있음을 지적한다.131) 이를

테면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가 <펀 펠레이스(Fun Palace)>(1964)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가 허용되고 이에 적응하는 기계를 보여주지만 사실상 이러한 ‘자유로

운 놀이’가 규정된 시스템 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

다.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헤르만 헤르츠베르허(Herman Hertzberger)의 

130)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 2000)』, 양영란 역, 에코리브

르, 2011, p.135

131) Hal Foster, “민족지학자로서의 미술가”,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1996)』, 

이영욱 외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6,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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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펀 펠레이스(Fun Palace)에서의 
사용자들 모습

<센트럴 베헤이르 오피스(Centraal 

Beheer Offices)>(1972) 또한 유연한 

다목적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자유’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키웠을 뿐이다.

그는 생산주의에서의 조직화, 그리

고 이러한 재구성 작업에서 오히려 생

산자의 의도를 강하게 숨겨 타자를 은

밀한 수동적 행위자로 만들거나, 아니

면 사용자를 방치하면서 전혀 관계 맺지 않고 타자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포스터는 ‘타자성의 문화정치학’을 설명하면서 정체성과 동일시는 다른 것이라고 언

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조직화하거나 재구성할 때, 예컨대 생산자는 공동체를 동

일 층위로 상정하며 그만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하며, 생산자로서 동일시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타자화된 타자로 만든다는 것이다.132)

한편 앞서 벤야민이 언급했던 것처럼 주체가 고려하는 매체는 확장되었고 상황주

의에 이르러 이러한 매체가,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 및 결과에 깊이 연관된 사용자

(user)를 의미하게 된 것에 대해 매체 전체의 범위가 도리어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

은 오해이다. 포스터는 벤야민이 언급한 프롤레트쿨트와 생산주의, 그리고 나아가 

상황주의에 이르는 흐름을 설명함에 있어 특히 상황주의를 비롯해 동시대에 이를수

록 제도, 재원과 관련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심지어 작가 개인의 영감조차 제도적인 것으로 치환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제도 속에 엄청난 자본과 권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더 생산주체는 단

순히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된다.

또한 그는 앞서 살펴본 세 구도가 동시대에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단

순히 조건이 달라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공동체라는 매체와 관계 

맺는 구도의 차이로 해석한다. 포스터는 이를 타자 개념으로 설명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국외성(outsideness)과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타자화

(othering)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과정에서 조율되는 

적절한 거리를 강조하며 논지의 끝을 맺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3장과 4장을 통해 실

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포스터가 말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자들과 공동체 간

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32) Hal Foster, op.cit.,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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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생산을 통한 결과

확장된 작업의 장은 곧 생산의 장으로서 이때 생산자(들)인 생산주체는 추가되고 

확대된 매체들, 즉 생산의 조건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들과 특정한 구도를 형성해 

결과를 생산해나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의 장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의 특성은 

이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벤야민은 결과에 대해 ‘다시 생산하는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작가의 영감을 우선으로 여러 매체들의 ‘종합되어’ 만

들어진 결과는 다시 그 자체에 집중되는 작품(art-work)이 된다. 이때의 작품은 총

체적 반영으로서 진정으로 그 시대의 아우라(aura)를 비롯해 의식을 실천하는 장소

로서의 도구적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작가의 영감보다는 새로운 매체, 특히 비물

리적인 ‘사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산하는 구도에서는 그 결

과가 다시 생산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과는 매체를 재해석’

하며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인데, 이를 수용성과 변화의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

다. 

수용성은 말 그대로 다시 이전의, 또는 새로운 매체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

다. 매체의 특성이 다시 반영될 수 있고, 기존의 생산주체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주

체를 형성하는 일의 가능 여부 모두 수용성에 포함된다. 그리고 변화는 이 결과가 

일종의 ‘종합’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또다시 매체와 관계를 맺고 생산하는 생산주

체로서 역할하는가, 나아가 결과를 생산하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사건 공동체에 대한 관점 주체 정체성 관계 특성 생산결과

프롤레트쿨트
(proletkult)

인지,발췌,모방
→불특정 구도

로 상정
생산자

의미적 
동일 층위

수용성
·

변화

생산주의
(productivism)

조직화,연대
→생성 구도

로 상정
생산자(들)

의미적·실천
적 동일 층위

상황주의
(situationism)

재구성,협력
→재구성 구도

로 상정
생산자들

실천적 
동일 층위

  

표 2-8. 생산주체의 공동체 상정과 생산 특성

다음 2.3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틀을 구축할 것

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장소라는 물리적인 생산과 관련해 개입하는 공동체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 이에 새로운 해석의 구도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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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체 참여 발생의 구조

공적 장소로서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은 결

과 생산을 위해 영감에 기댈 뿐 아니라 확장된 제도·재원·기술·장소와 같은 조

건들을 고려하고 수용한다. 벤야민(Walter Benjamin 1934)에 의하면, 특히 근대 이

후 생산자(들)는 더욱더 확대된 매체와 관계하며 생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생산

주체는 이러한 시대의 생산 조건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결과를 생

산하게 되는가? 일단 작가로서 기대는 영감은 축소되었고, 그 외 재원을 비롯한 제

도·기술·장소는 확대되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동시대에 이를수록 장소의 물리적 

사항과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되는 비물리적인 장소적 매체, ‘사람’에 집중한다. 이

를테면 건축가가 생산을 위해 그 시대의 진보된 기술을 수용하고 그곳의 풍토를 적

용하듯이, 그곳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제는 수면 위로 등장한 주민, 공동체, 사

용자 등의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수용하는(해야 하는) 위상을 점하고 있다. 포

스터 또한 공동체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생산 영역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며, 더욱 

개입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제는 생산의 장 내에서 구체적인 작업, 

예컨대 형태 디자인, 재료 선택을 함께 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가 물리적인 생산과 관련하는 문제에 있어,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

동체는 이미 그 시작부터 단순히 ‘그곳의 사람들’로 규정될 수 없는 다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하게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양

상 자체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한다는 말로 대체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포스터는 이

에 대해 공동체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행위의 양적 측면에서 분류를 시도하기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생산주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 구도 차이로 이를 살펴본 것이다.

이번 2.3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세 구도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들에서 공동체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2.3.1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

(1) 공동체 유형화 구조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 정책상의 참여자 논의는 개입 범위에 따라 영향력과 비례할 것으

로 전제된 행위의 ‘양’에 초점이 맞춰져 분류되고 그에 따라 참여하는 방식과 효과

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각 분야에 ‘적절히 적용’할 것,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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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방식을 분야 특성에 맞게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체’하는 것이 동시대 과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 분야에서는 실제 상당수의 연구가 ①도시·건축 

특성에 맞도록 제도 및 프로세스를 변형하거나 ②디자인 방법론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행정에서는 실제 정치 구조가 단계별 심화되는 참여자 유형 구조와 일치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건축·도시에서 물리적 환경을 생산하는 구조를 유

사한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정치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상정

하는 참여자 범위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좁혀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점차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일 건축물만 하더라도 기획에서 준

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2-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가 결정 사항 또한 ‘건물

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어떻게 짓고, 누가·어

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같이 상당수에 이른다. 즉 물리적 장소를 생산하는 구조는 이

와 같은 기간과 결정사항의 복합성을 전제하는데, 더욱이 이때 개입하는 공동체는 

‘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과정을 훨씬 다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 테일러(M. Talor 2011)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공동체가 변한다는 사

실을 망각하는 듯하다. 장기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관계하는 공동체는 경우

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형태로 나뉘거나 합쳐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의 참여는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

으며, 심지어 비교적 단일한 공동체 참여라 하더라도 시기, 지역적 조건뿐 아니라 

결국 디자인이라는 특성상 건축가 등의 가치 개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건축분야에서 물리적인 장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 모델을 종합해 규정하

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경우의 수에 대한 예시 및 선례로 봄이 

옳겠다. 

특히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공동체 참여에 있어 주체별 분류와 그에 따른 결과에

의 영향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참여를 통해 생산하는 작업에

서 초기 주민-행정 중심의 이분법적 구도가 2010년도 이후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어 왔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있어 관련한 전체 참여주체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로 정리되고 있는데(이규선 외 2012), 이에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특성과 유형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구도에서 논의되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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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 등장하는 공동체를 동등한 위상에서 펼쳐두고 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다시 말해 주민 또는 지역민 등의 큰 카테고리로 묶으며 사례

의 특정성에 주목해 분류한다(김승범 2012; 이승종 2013 등). 그리고 상당수는 참

여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들은 단순 참가→기획에 관여→주도에 이르는 참여

의 발전 및 심화 수준에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공동체의 행위(역할)를 중심으로 시

기와 유형을 살펴보는 경우이다(이규선 외 2012; 김영훈 2018 등). 특히 본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수준(level)에 따른 참여 유형이 시기적으로 기획단계 뿐 아

니라 계획단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상정해 보는 연구들이 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수준의 축적과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박남용 외 2016; 신현주 외 

2017 등).

그리고 이러한 참여 수준에 대한 유형 분류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민주도 및 전

문가·관주도 구도로 나누어 보는 경우, 이 또한 단계 흐름에 따라 개입도 및 영향

의 심화를 중심으로 평가 및 제언한다(안현찬 외 2009; 이석현 외 2013; 박창배 

2017 등). 그 외에 재원 출처인 공공이 민간(민간기업, 민간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둘 것을 미리 계획하고 조직화 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파트너십 방

식의 유형을 행정적 차원에서 논한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과정보

다는 민간의 주도적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거시적인 개선 방안 정도, 선례들을 다루

고 있는 시점이다(임기택 2010; 우태식 2018; 이자은 외 2018 등).133) 생산하는 ‘공

동체’의 실체를 아는 일이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는 바, 단지 주민들, 활동가, 대표자, 조합, 시민단체 등 규모와 역할, 수준에 따

른 분류만으로는 계속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만 논의될 위험이 있다. 

(2) 구도 상정에 따른 공동체 유형

그렇다면 공적 생산의 장에 나타나는 참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개입하는 공

동체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 논의에서도 고찰한 바, 개입 

범위에 따른 단일한 공동체 유형을 통해서는 결코 ‘생산’이라는 복합적인 과정을 면

밀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이에 먼저 공적인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되는 관점에 

따라 그 구도를 세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33) 최근 참여자 유형에 대한 연구는 영국을 선례로 지역주민 중심의 파트너십 논의가 한창이

다. 이는 일괄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자발적 주민 모임 및 조직에 의한 

근린계획(1-2년)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며, 한국에의 적용에 있어 사업 초기 기간의 여유 확보 

및 매개자로서의 주민 역할 등에 대해 강조한다. 특히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이자은 외, 

“영국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참여 성숙화 과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98 (2018) :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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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스터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회화, 조각 등 예술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참여 문제에 주목하며 이를 주체-타자 관계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개념적인 

측면에서 일반화시킨 측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관계의 차이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제

언으로 그치면서 그가 말한 지속적인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환경의 생산과정을 해석하고

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건들에 대한 인지가 있어

야 하겠다.

일단 공적 장소의 생산은 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생산의 장에서 진행 결정권

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지역활성화 측면에서의 사업추진으로 실제 대상지의 물리

적인 범위와 이에 관련하거나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서 출발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2-9). 생산의 장은 이들을 본래의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로 

두어 인지하고 발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들과 접

촉해 연대한다. 이러한 관계는 크게 두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생산 특성과 관련해 기

존 조직이 없는 경우 새롭게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한 

기존 조직이 있어 이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이다. 

그림 2-9. 공적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 조건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해 관을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결정에의 적극적인 실천자로서 

공동체를 특정한 범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 포스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 인지하

고 발췌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가 생산과정에 들어오기 

위해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는 생산의 특성에 맞게 조직화함으로써 연대하려는 관점

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기존 공동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협력을 위한 구도

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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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초기 개입 조건 구도 관계 특성
참여 공동체의 

주요 특성

생산특성 관련 기존조직✕

불특정
불특정한 공동체 특징을 

인지·발췌
서술적

생성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협의 가능 구도 형성

도구적

생산특성 관련 기존조직○ 재구성
(유지 또는 재구성)

기존 공동체 조직과 협력해 
동일 층위에서 담론 형성

도구적 또는
당위론적

표 2-9. 생산주체-공동체 구도에 따른 특징 비교

한편 앞서 테일러는 공동체 행위의 양과 영향력이 아닌 공동체 자체의 생성 범주

에 따라 서술적(Descriptive), 도구적(Instrumental), 당위론적(Normative) 공동

체(community) 특성으로 나누었다. 해당 구도 내에서 이를 살펴보면 불특정 구도로 

개입한 공동체는 물리적, 사회적 범위 등으로 묶인 집단으로서 서술적 특성을 내포

하는 공동체이다. 생성 구도로 개입한 경우 특정한 사항을 위해 모이며 새롭게 조직

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힘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구적 특성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구성 구도로 개입한 공동체는 생산주체와의 협력 구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당위론적 특성을 보이나, 때에 따라 도구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불특정, 생성, 재

구성에 이를수록 생산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적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134)

다만 반드시 더 좋은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각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확인

하는 가운데 구도와 결과 특성 간의 상관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기 상정이 생산에 참여하는 공동체 조건과 이에 대한 생산

주체의 추진 관점을 나타내지만 생산의 장 전체의 참여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테일러(M. Taylor 2011)가 언급한 것처럼 특히 도시·건축에서의 생

산 구조에서는 참여하는 공동체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134) 불특정다수보다는 조직화될수록, 관주도보다는 공동체주도일수록, 다수보다는 소수일 때(즉 

<Ⅰ-1>보다 <Ⅲ-2-2>에 이를수록) 참여개입도(프로젝트이해도·적극성)가 높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국내, 이승종 2011). 이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참여 이론 선두주자인 이승종(2018)의 연

구를 참고한 것으로, 특히 소수가 다수일 때보다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논의가 있으나 그는 국내의 경우, 투표를 제외하고는 소수일 때(특히 관과 

밀접한) 개입도가 높아짐을 국가 간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불

특정다수 및 시민조직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참여 여건 부족 때문일 가능

성이 크다고 설명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3장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이후 제언에서 상

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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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 유형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을 전제한

다. 초기 개입 조건에 따라 생산주체와 관계를 맺은 공동체는, 생산이 전개되며 변

할 수 있다. 예컨대 불특정하게 개입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주체와의 동등한 협

력 구도를 위해 다른 지역 조직이 더해져 위원회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는 처음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구성원들이 사업에 동의하지 안하 해체됨으로써 

다시 새롭게 생성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 공동체가 생산주체와 관

계를 맺으며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세 구도의 상정은, 생산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

한다. 본고에서는 그 전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각 생산 사례별 공동체 참여를 종

합적으로 논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생산의 장에서 생산주체들은 생산 특성에 따라 관련한 조직을 만들

거나(생성), 기존의 조직을 조정하며(재구성), 아니면 특정한 유형으로서가 아닌 

본래 상태 그대로(불특정) 생산의 장에 개입하도록 한다. 이를 생산의 장에 개입하

는 공동체 유형으로 해석하는데, 결국 공동체 초기 개입 조건(관련 기조직 유무 및 

접촉 가능 여부)을 중심으로 나눠진다는 것이며 특히 각 구도 내 세부 유형을 두어 

좀 더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생성 및 재구성할 시, 예컨대 협의체 등

의 다수 또는 소수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재구성은 기조직에서 개입을 위한 일부 구

성원이 선별되더라도 형태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마찬가지로 다수 또는 소수

로 재구성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그림 2-10).

그림 2-10.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세 구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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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참여의 발생과 내용

(1) 참여 내용 유형화 구조의 한계

앞서 2장에서 고찰하였듯 공동체가 특정한 공적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범위 및 내

용적 틀은 동시대 참여 논의에 이를수록 더욱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에 이르기까지 안슈타인의 참여-단계화로부터 코너의 참여-유형화 이론을 유의

미한 틀로 보면서 이를 분야 특성에 따라 단계별 참여 방법론(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 참여’로서의 협의와 결정 

과정에 대한 방법론 연구가 한창이다. 

한편 정치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해당 틀은 참여자 행위의 개입 정도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단계와 유형을 분류한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참여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상의 결정 구조가 단계별 심화되는 참여 단계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특히 이러한 틀은 최대한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러한 참여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심화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목적론

적 입장에서 참여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음을 위의 2.1.1장에서 논한 바 있다. 이에 

본고는 참여에 대한 수단론적 입장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았었는데, 단순히 참여가 

덜 중요하며 그 내용과 유형이 틀렸다는 견해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의 참여 방법을 

논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참여 내용 및 과정의 순차성에 대한 논리를 지적하기 때문

이었다. 

이를테면 공공정책 과정 말미에 협상·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며 초창기 참여 ‘훈련

(training)’을 통해 참여자들이 더욱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거나 담론하

는 수준이 향상된다든지,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중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입장은 공동체 참여의 과정과 결과 효과를 지나치게 신뢰하며 결과를 

이상적으로 포장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구조상

의 가장 큰 오류는 위의 공동체 유형 해석에서 언급한 바, 공동체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즉, 단계가 지나며 참여자와 이들의 참여 내용이 누적되고 심화되는 것(Low 

Level to High Level)이 아닐뿐더러 효과(결과에 반영, 수용성 증진, 공익 발현 등)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실제 생산 단계와 맞물려 나타나는 공동체 개입

의 범위 및 내용은 동일 층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기에 참여의 양상이 

그 분류처럼 위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순차적, 양적 참여가 질적 

결과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참여 내용에 대한 새로운 틀은 기존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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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선하고 전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생산단계를 고려한 구조적인 재해석을 

통해 구축될 수 있겠다. 

특히 본고에서는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 유형의 동태성과 이들의 순차적이

지 않은 다양한 참여 방식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장소를 만드는 생산과정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에서의 공동체 참여를 

어떠한 틀 속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다.

(2) 생산과정에 따른 참여 발생의 범주 및 내용

정치행정과 다른 도시·건축에의 환경 조성과 관련해 새로운 참여 범주와 내용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 커뮤니티 디자인을 중

심으로 실제 계획상의 공동체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워츠(Nick 

Wates 2000)의 경우 커뮤니티 계획과 관련해 착수부터 관리에 이르는 4단계별로 참

여의 단계(level)를 나타내는 참여 매트릭스(participation matrix)를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참여 단계 내 모든 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계획

단계별 협력(partnership)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실제 생산의 장에서 공동체 참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정제되며 실제 참여 내용의 발생과 해석의 통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렇

다면 다수의, 다양한 참여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어떠한 틀에서 해야 하는지 살펴봄에 

있어, 먼저 건축물의 생산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고에서는 위의 공

동체 유형 해석에서 그러했듯 공적 장소의 생산이 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구도에

서 진행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로 인해 프로세스 자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공적 장소 생산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과 관

련해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

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해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135)

특히「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과 과정’에 있어 ‘계

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건축물의 경우 발주청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들은 특정 사업의 전개가 위와 같은 절차 내 이루어지도록 

135) 이규철 외,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6. 국가법령정보

센터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497&efYd=20180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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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는다. 또한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재해 복구,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 관의 장과의 협의 후 시행 과정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시행령, 제67조). 통상 공사에 있어 기획은 기본계획 수립까지를 이르며, 특히 구

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공사 기본 요

건(규모, 조건, 공사비 등)을 확인하는 기본구상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타당

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경제·기술·사회·환경 등 종합적으로 유용성을 평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유용성이라고 보는 까닭은 해당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을 이후 이

용실적과의 차이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인데, 만약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

이가 30/100 이상인 경우, 중과실 여부 조사 및 영업정지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 기본구상을 기초로 구체화 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은 설

계용역(건축가)을 계약하며 건축 형태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발전·완성되는 단

계로, 실시설계까지를 일컫는다. 이후 시공, 그리고 감리를 통해 건축이 지어지게 

되며,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시공의 적정성 등을 평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사후평가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기획과 계획, 결과를 평가하며, 특

히 주민의 호응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포함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136)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획-계획-시공에 이르는 단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참여

와 관련해 기획 이전 및 결과를 포함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계획단계를 다시 전

문가 선정과 설계 과정으로 나누어 총 5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공동체의 참여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다음의 두 전제를 바탕으로 참여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첫 번째, 다수의 공동체에서 소수의 영향력 있는(공공성을 추

구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좁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여하는 공동체는 변함을 전제함에 따라 두 번째, 공동체의 행위 자

체도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슈타인 및 코너와 같은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공동체의 참여 내용 및 효

과가 순차적으로 누적되고 심화되는 것(low level to high level)이 아니며, 그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는 참여 내용을 a, b, c, d, e의 범주로 설정해 이들이 건축 프

로세스에 따라 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의 틀을 구

축하였다(그림 2-11). 

136) 「건축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제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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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은 생산주체들이 교육과 같은 방식을 통해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는 일들이다. 또는 반대로 개입을 위해 공동체 스스로 축제를 여는 등의 지역 

행사 및 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b.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동체에 공개(주로 매체를 활용)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는 설계 발주 공고와 공개가 이에 포함된다. ‘c.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특

정한 설명회 및 워크숍과 같은 자리를 통해 공동체가 초청되는 것으로 이때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d.관·전문가 협의 및 문제해결’의 경우 기획 이전에는 프로젝

트 기획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획단계에서는 건축계획의 방향을, 계획단

계에 이르며 설계안에 대한 협의가 나타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에 참여하거나 

변경요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이를 결정하는 사항

을 ‘e.결정·추후단계 유형’에 두었다. 예컨대 기획단계에서 건축계획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결정에 공동체가 개입한 사항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1. 생산과정에 따른 참여 발생의 범주 및 내용

특히 벤야민에 따르면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든 생

산 결과는 이전의 작업 결과인 작품(art-work)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생산의 

결과는 매체(조건)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된, 종합적인 결과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

해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단순히 필요사항의 반영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보는 관점

에서 나아가 크게 두 측면에서 생산된 결과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용성과 

변화로서 앞서 벤야민은 이에 대해 다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언급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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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를 다시 ‘이전 또는 새로운 조건’과 관계를 맺는 문제로 해석한다. 즉 

공동체는 생산된 결과에 계속해서 참여한다. 이에 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특성

이 반영된 사항뿐 아니라 생산된 장소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받아들이는가의 여부 

모두 수용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변화는 이 결과가 일종의 종합된 상태

로 유지되는 것에서 나아가 또다시 새로운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장소를 생산하는

(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수용성의 경우 크게 세 측면에서 확인할 것인데 먼저 건축물에 반영된 사항들, 그

리고 준공 이후의 지역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소의 공동체 수용을 확인한다. 

또한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동체 위탁을 포함해 관리, 그리고 장소의 특정한 

사용에 공동체가 개입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화는 두 측면에서 확인하는데 생산된 장소의 운영이나 관리에 공동체가 개입하

는 가운데 이들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 새로운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보며, 그러한 가운데 물리적인 공간 개선 및 변경이 있

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3.3 위상 해석을 위한 구조적 틀

공적 장소 생산과정에의 공동체 참여를 단순히 양과 내용의 순차성에 따라 논의

하게 되면 참여하는 공동체의 변화와 이들의 다양한 행위, 그러면서 생산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바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산에 개입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들의 참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특히 이러한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들의 참여 내용을 통합적으

로 설명하는데 단순히 표로 그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구조적 틀을 

바탕으로 일련의 다이어그램 작업을 시도하였다(그림 2-1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공동체 참여 양상을 확인하는데, 준공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참여가 일련의 양태로 나타날 것이며 생산 사례들 간의 위상 

해석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사례별 차이의 발생과 요인, 의미에 대해 확인

하며 공동체가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데 있어 어떠한 특성이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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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생산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참여 범주 및 내용과 공동체 유형
; 사례별 공동체 참여 양상과 위상 해석을 위한 틀

2.4 소결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 및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체 참여를 해석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하는 공동체의 경우 기존의 유형화 구조 해석의 오류와 한계를 인지

하고 건축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참여자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 특히 이론

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공동체의 세 개입 구도는 참여를 위한 공동체 조건에 따라 

시작되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생산의 장에서 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산주체

들은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해 관련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생성), 기존의 

조직을 생산 특성에 맞게 구성해(재구성) 함께 생산하며, 아니면 특정한 유형으로

서가 아닌 본래 상태 그대로(불특정) 생산의 장에 개입한다. 생성 및 재구성할 시 

예컨대 협의체 등의 다수 또는 소수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재구성은 관련한 기존 조

직에서 참여자들이 추려지는 이외에 형태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다수 

또는 소수자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도 이를수록 생산 특성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도 및 참여 적극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기 상정이 생산에 참여하는 공동체 조건과 이에 대한 생산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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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 관점을 나타내지만 생산의 장 전체의 참여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이 전개되며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은 변하거나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동체의 참여 내용 해석에 있어 마찬가지로 기존의 참여자 행위의 개입 

정도, 영향력에 따른 참여 유형 및 심화 단계의 적용 문제를 인지하였다. 그리고 건

축물 생산과정에서 참여의 발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 단계에 따라, 이를

테면 기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참여 내용 및 효과가 누적되고 심화되

는 것(low level to high level)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에 

따라 참여 내용을 a, b, c, d, e의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건축 프로세스(세

부 5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해석의 틀

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생산과정에 따른 

공동체 참여 양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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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적 장소 생산에의 공동체 개입 전개

3.1 불특정 구도에 따른 전개

3.2 생성 구도에 따른 전개

3.3 재구성 구도에 따른 전개

3.4 사례를 통한 추가 해석

3.5 소결

공적 장소의 생산에 공동체가 초기 개입하는 특성은 곧 특정한 조건 속에서 생산

주체와 공동체가 어떠한 구도로 함께 생산하기 시작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개입 구도에 따라 전개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것인데, 3장에

서는 2장에서 구축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

도록 하겠다. 

앞서 1장에서 연구의 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확인한 사례는 총 25개

이다(표 1-1). 이들은 각각 공동체 초기 개입 특성에 따라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

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체가 불특정 구도로 시작된 사례는 연희동주민센터(2015), 연평도서관

(2015), 1318무산지역아동센터(2016),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 광주폴리Ⅲ

(2017)으로 총 5개이다. 그리고 생산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생성하고 이들이 초기 

개입한 사례는 참사랑주민복지센터(2011), 노량진초등학교(2013), 가재울초등학교

(2013), 은로초등학교(2015), 석상고등학교(2015), 성곽마을행촌공터(2016), 할매

묵공장(2016), 삼탄역대기실·로컬푸드마켓(2017), 평창고원마루(2017), 고모역

(2017), 광주남초등학교(2018-2020예정), 광주북초등학교(2019-2021예정), 부산북

구소방서(2019-2021예정)로서 총 14개로 확인된다. 추진될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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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있어 이들을 생산의 장에 초기 개입시킨 사례는 초기 사례인 남한산초등학

교(2002), 그리고 풍기읍사무소(2012), 구산동도서관마을(2015), 연산역기차문화

체험관(2017), 한내지혜의숲한내도서관(2017)으로서 총 6개이다. 한편 이를 통해 

국내 공동체 참여 위상을 살펴보면 현재에 이를수록 그 시작에 있어 생성, 이를테면 

건립위원회 등으로 생산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생산의 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사례들을 모두 살펴보되 구도별 세 사례씩 상세 확

인하였다. 특히 공동체가 초기 개입한 이후, 그 전개에 있어 단일하기보다 복합적

인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이 결과와도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 사례, 

연희동주민센터(2015), 성곽마을행촌공터(2016), 구산동도서관마을(2015)을 중심

으로 생산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한편 사업 범위나 추진 특성이 다른 이들이 각 

구도 특성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각각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

과 광주폴리Ⅲ(2017), 은로초등학교(2015)과 할매묵공장(2016), 연산역기차문화체

험관(2017)과 남한산초등학교(2002) 사례를 통해 생산의 전개 해석을 더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 발생의 지점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례들의 추가 해석을 

통해 마찬가지로 구도에 따른 전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총 9개의 사례를 각 구도에 따라 3개 사례씩 나누어 분석하는데, 먼

저 3.1장에서는 불특정 구도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생성 구도, 

3.3장에서는 재구성 구도의 사례들을 통해 전개의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례들을 통한 추가 해석은 3.4장에서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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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희동주민센터 개선(2층부) 모습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3.1 불특정 구도에 따른 전개

3.1.1 분석 대상 개요

(1) 프로젝트 개괄 및 특성

번호 범주 프로젝트명 위치 연도 건립용도 건립방식

A-1 b

연희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9

2015 주민센터
리모델링
(부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서비스디자인사업

A-2 b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09
2017

청소년
문화시설

신축
청소년문화시설건립사업

A-3 c’

광주폴리Ⅲ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16-19 등

도심부 일대
2017 문화시설

신축·
리모델링광주문화공간플랫폼

구축사업

표 3-1. 불특정 구도의 분석 사례 개요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워크숍을 통한 디자

인 참여’ 과정으로 리모델링된 사례이다.1)

주민센터와 관련해 서울시 공간개선 사업

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서비스디자인 사업

이 함께 추진되면서 두 그룹으로 구성된 

생산주체 영역에 공동체 개입이 어떻게 발

생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프로젝트의 기획

과 계획 방향에 대한 기획 및 결정, 그리

고 구체적인 전문가 선정에 이르기까지 기

획단계에서 일부 정보 공개를 제외하고는 공동체가 생산과정에 개입한 사항은 나타

나지 않는다. 즉 관의 방향 설정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제안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단계에 이르며 

불특정 구도로 상정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워크숍에 초대되었는데 이때부터 세

부적인 계획을 함께 진행하였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축가그룹과 서비스디자

인그룹의 작업 영역이 확연히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에 공동체 참여는 후자에서만 

1) New1, “연희동주민센터 세계3대 디자인상…’주민 목소리 담은 덕’”, 2017.03.16.

http://news1.kr/articles/?29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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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원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전경
출처: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두 번에 걸친 주민워크숍에서 활발한 참여를 보인 주민들을 중

심으로 서비스디자인팀에서는 몇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이들을 새롭게 조직화했고 

기존 모임을 재구성하기도 하는 등 향후 지속가능한 공동체 개입을 위한 기반을 다

지게 된다. 실제 이들 대다수가 현재까지 주민센터의 이용 및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또한 수원시에 건립된 사례 A-2(칠보청

소년문화의집)는 일반적인 공공건축 건립 

과정에서 ‘참여’가 발생하는 전형을 보여

준다. 특히 생산주체들이 사업과 관련한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생성하거나 조직화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불특정 다

수의 잠정적 이용자들을 공동체로 상정한 

경우인데, 이들이 생산과정에 지속적이거

나 계획 등에 깊이 있게 개입했던 것이 아

니며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간헐

적으로만 등장한다.2) 특히 당시 시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시설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설계안과 

건축가 선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설계안과 준공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개관 이후에 해당 장소에서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이나 지역의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을 활발하게 수용하고, 무엇보다 운영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개입하고 있는 이들의 대다수는 공사 이후 개

관 전 조직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동아리 조직들이다. 즉 기획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청소년 계층으로 상정되었던 공동체가 이후 시공단

계에서 운영과 관련해 새롭게 조직되거나 기존 조직이 발굴됨으로써 개관 이후에 

이렇게 변한 공동체 유형이 시설 운영 및 사용의 주축이 되고 있다.

사례 A-3(광주폴리Ⅲ)의 경우 공모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공동체

가 생산과정에 개입하고 이들이 다시 조직으로 생성되는 일련의 양상을 보여준다. 

2) 개관 후 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기획에서부터 이용자인 청소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간담

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원시 보도자료를 통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것. 일요신문,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2017.10.2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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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광주폴리Ⅲ 중 쿡폴리 모습
출처: 론리플래닛매거진코리아

2011년 광주폴리Ⅰ, 2013년 광주폴리Ⅱ 

이후 2017년에 광주폴리Ⅲ가 최종 완료

되었다. 일반 공공장소에 놓이는 ‘폴

리’ 특성상 그 이용뿐 아니라 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광주폴리Ⅲ는 2014년 시민참여형 

구축을 표방하며 시민협의회의 구성, 세

미나 등을 열면서 2015년에 이르러 본격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총 5

개 영역의 폴리 중 뻔뻔폴리와 쿡폴리, 

GD폴리의 경우 일반 시민들로 상정된 공동체의 개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뻔뻔폴리

는 계획단계에서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후 이를 바

탕에 둔 4개의 폴리를 설치하게 된다. 쿡폴리는 2개의 건물 계획 과정에서 청년그룹

을 모집하고 이들을 협동조합으로 구성했는데 디자인 작업은 아니었고, 향후 운영

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한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GD폴리는 보행로 디자인이

라는 특성상 지자체를 비롯해 인근 초등학교와의 협의-설명회와 워크숍-를 통해 완

성되기에 이른다. 광주폴리Ⅲ 과정에서 참여는 기획단계 이후 매 단계에서 발생하

고 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의 경우 사실상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장소나 작가 선정 

등을 결정하는 전문가그룹으로서 생산주체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 외의 공동체는 

모두 불특정다수의 불특정 구도로 상정해 공모전 등의 방식으로 생산과정에 개입되

도록 했는데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운영과 관련한 조직을 새롭게 생성함으로써 준공 

이후에도 이들이 생산결과에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2) 프로젝트별 생산주체와 공동체

① A-1(연희동주민센터)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 전

문가(건축가-최성희, 서비스디자인-사이픽스·마음스튜디오), 그 외 외부전문가

(오브젝트, 어반플레이)

연희동주민센터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주체 영역은 크게 관과 전문가그룹으로 형성

되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한 주체이다. 시의 자치행정과에

서는 2014년 ‘동마을복지센터(가칭)’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에 이르러 이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변경해 공간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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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당시 서대문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연희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

다. 특히 서울시는 각 구와 동별 사업을 맡을 전문가(건축가)를 지정하고 투입시켰

다.3)

서울디자인재단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 주체이다. 

재단의 경우 공공서비스디자인과 관련해 이미 재단 내 서비스디자인센터가 설립된 

바였다. 그러면서 동주민센터와 관련해 2012년 종로구 창신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변화-지역 문제 해결 및 숙원사업 배출구 역할

-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이듬해 이의 시범사업으로 금천구 시흥5동주민센터 일부를 

도서관으로 만들며 주민 공간으로 변모시킨 바 있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연희동주민센터의 공간 개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향후 주민센터 개선에 대한 

방향과 실질적인 모델 구축을 목표로 잡게 된 것이었다. 이에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받아 사이픽스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 과정의 보고를 받으며 추진과 결정에 지

속적으로 개입하였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그 

시행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였다. 본래 초기에는 천연동과 북가좌1동을 대상으로 하

였다가 이후 ‘서비스디자인’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연희동을 시범사업에 추가

하였다. 구는 건축가 및 서비스디자인팀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의 설계안에 대한 

자문과 결정을 수행하였다. 

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민센터 공간의 실질적인 사용

자이자 관리자로서 사업 기간동안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설계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전

문가들 또한 직원들에 대해 일반 주민들과 동등한 층위에서 접근하였다. 예컨대 사

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의 경우 직원워크숍과 주민워크숍을 나누어 진행한 

것인데, 동시에 시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설명회 및 3차 전문가 협업회

의에도 이들이 함께 포함되며 논의를 진행해나갔다.

한편 본격적인 계획단계에 이르며 전문가그룹은 건축가와 서비스디자인팀 두 영

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건축가의 경우 서울시의 추진에 따라 연희

동주민센터에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계약에 이르게 된다. 공공건축가인 최성희 건

축가가 맡게 되었는데, 연희동의 경우 타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과 달리 서비스디

자인 사업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협업과 결정이 

3) 2015년도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가 선정 추진 과정에 대해 다음을 참고할 것.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공건축가 참여 계획 수립 결재문서, 2015.04.29., 서

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백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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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건축가는 1층의 설계를 맡고 나머지를 서비스디자인팀이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가가 주민들의 참여 발생 지점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서비스디자인팀이 건축가와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업회의를 통해 워크숍 결과 

및 니즈에 대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건축가는 최종안에 대

해 주민워크숍이 개최될 즈음인 상당히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디자인팀의 경우 사이픽스가 선정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래 사이픽스의 제안서에서는 1

층부를 다루며 주민 참여에 대한 방안을 고민했으나 이후 2층과 3층부의 리모델링

을 맡게 된다. 인터뷰를 비롯해 각 두 차례의 직원 및 주민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공

사 단계에 이르러 다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향후 공간의 이용과 운영에 밀접한 조직

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때 2-3층 부분의 구체 설계와 시공을 마음스튜디오에서 진

행했는데, 1차 주민워크숍 이후 사이픽스가 접촉한 것으로 사실상 상당 부분의 계

획이 이루어진 후 마음스튜디오가 합류하게 된다.

그 외에 외부전문가로 물물교환 서비스 기획을 맡은 오브젝트, 지역 공동체 프로

그램을 진행한 어반플레이는 모두 사이픽스 측에서 접촉한 것이다.

·공동체 영역 : 연희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그 외 재능공유프로그램 주민

강사, 청소년기자단(마을신문기자단), 신연중학교 방송반, 서울외국인학교 학생들

생산주체 영역에서는 과정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경우 먼저 불특정 다수의 연희동 

주민들을 불특정 구도로 상정하였다. 처음에는 기획단계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다

소 간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며 서비스디자인팀에서 워

크숍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다수의 주민들이 포스터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모이게 되었는데, 2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공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논

의하고 실제 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결

과적으로 ‘오픈키친’이라는 컨셉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한편 이때의 

워크숍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공사 단계에 이르며 사이픽스 측에서는 향후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연희동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 등을 전개해왔었는데 해

당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주체적으로 이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워크숍에 일반 주

민들과 함께 초청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향후 운영과 공간 관리를 논의하면서 이

들을 중심으로 한 2층의 카페 ‘컵(cup)’의 운영이 결정되었다. 

한편 워크숍 이후 서비스디자인팀에서 다시 이에 개입할 공동체를 재상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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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들에 접촉하거나 또는 새롭게 생성하면서 특히 오픈식과 향후 운영과 관

련해 이들을 세부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예컨대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들 중 재능공

유프로그램 주민 강사를 발굴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외 인근 중학교의 방송반 및 

외국인학교에 접촉하거나 청소년기자단(마을신문기자단)을 새롭게 꾸리게 된다.

②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수원시, 수원청소년재단), 전문가(건축가-스튜디오인로

코·이상도시)

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생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주체 영역은 크게 관과 전

문가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수원시의 경우 서수원 호매실지구의 청소년문화시설 건

립을 계획함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된 이후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에 대한 개선 필요성으로 

디자인에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설계 공모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시의 시설

공사과는 건축가 선정을 비롯해 사업의 추진과 결정을 담당하였고, 구체 설계안과 

공사에 있어 청소년과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수원청소년재단의 경우 2010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이후 2009년에 이르러 

비영리 법인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수원 내 청소년 시설들의 운영을 맡았는데, 당

시 추진된 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건립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이

후 공사 단계에 이르러 향후 청소년 시설의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해 조직을 꾸리게 

된다. 개관 후 지속적으로 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축가는 신진건축가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

된 스튜디오인로코 및 이상도시인데, 이들은 공간별로 달라지는 다양한 형태와 풍

경, 실내·외 공간의 입체적인 배치와 연결 등을 컨셉으로 다채로운 공간을 제안하

게 된다. 특히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 측에서 이전의 권위적이고 답답한 건축 디자인

에서 나아가 창조적이며 청소년들에게 열려있는 설계 지침을 강조한 바, 이후 시에 

보고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해가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초기안에 비

해 전체 구성에는 큰 변동 없이 공사에 이르게 되었다.

·공동체 영역 : 수원시 권선구 일대 청소년들, 그 외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예

술동아리 등, 대학생, 주민들 

해당 사례에서 공동체 개입은 다수의 수원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

사를 통해 처음 발생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에서는 기존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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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공사 단계에 이

르러 열린 청소년 간담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재단 측에서는 공사 단계에서 새롭게 공고를 통해 청소년들을 모집해 조직

을 형성하게 되는데 향후 운영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그 외에 동아리들을 세부적으로 조직하게 된다. 한편 중·고등학

생뿐 아니라 대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도 만들어졌고 이들 조직이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③ A-3(광주폴리Ⅲ)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시), 전문가(시민협의회, 총감독 

및 큐레이터, 작가·건축가)

해당 사례의 생산주체 영역도 크게 관과 전문가그룹으로 형성되었다. 먼저 광주

비엔날레재단은 광주폴리를 추진하고 결정한 주체로서 1994년 처음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후 1995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0년 광주폴리에 대한 추진계획 방침을 결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2011년 광주폴리Ⅰ을 시작으로 2013년 준공 및 개막한 광주

폴리Ⅱ에 이어 2014년부터는 광주폴리Ⅲ를 기획하게 된다. 3차 폴리 프로젝트의 컨

셉을 비롯해 작가 및 건축가, 장소 선정 전반을 결정하는 시민협의회 내 재단 측의 

관련자들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폴리가 광주 도심부 내 설치되는 만큼 특

히 장소의 결정 및 추진 일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에 개입하였다. 

또한 시민협의회는 2차 폴리 사업 이후 3차에 이르러 2기가 구성된 것인데, 공식

적으로 총 14회의 회의를 거쳐 폴리의 장소와 작가 선정 등의 협의 및 결정을 하게 

된다. 해당 위원에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주요 결정과 자문을 위

한 협의체로 볼 수 있다.

광주폴리Ⅲ의 총감독 및 큐레이터로 천의영, 그리고 유우상, 위진복 건축가가 선

임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Critique of Everyday Life)’이라는 프로

젝트의 주제를 기반으로 ‘대중성·참여·의외성’이라는 3원칙, ‘보다·걷다·먹다·

놀다’라는 4액션버브에 맞게 각 폴리의 실행에 대한 전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된

다. 또한 작가 및 건축가 그룹은 폴리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정되었으

며 각 폴리를 맡아 디자인 작업을 수행했다. 뷰폴리의 경우 독일의 리얼리티즈 유나

이티드, 팀 에들러&얀 에들러와 함께 국내 건축가 문훈이, 미니폴리는 국형걸 건축

가와 미디어아티스트 신수경, 덴마크의 라이프 한센 건축가가 진행했다. 또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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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구성된 뻔뻔폴리는 건축가 김찬중과 아티스트 진시영이 참여했으며, 쿡폴

리의 경우 장진우 기획에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설계를 하였다. 마지막으

로 GD폴리는 MVRDV와 한국의 조병수 건축가가 협업해 완성되었다.

·공동체 영역 : 광주시민, 전 국민, 일반시민평가단, 청년그룹(맛있는골목협동

조합), 서석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 시민단체

광주폴리Ⅲ 생산과정에 공동체 개입은 기획단계에서 처음 발생했다. 먼저 재단 

측에서는 광주시민을 포함해 공청회를 공개, 초청하였고 곧이어 축제를 통해 폴리

에 대한 홍보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광

주폴리Ⅲ 워크숍을 비롯해 쿡폴리 운영을 위한 지역 청년 모집 공고 등을 통해 개입

이 허용되었다. 

또한 뻔뻔폴리의 경우 구체적인 작가 선정 이전에 주제에 대해 전 국민들을 대상

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선정된 안을 바탕으

로 4개의 폴리 작가 및 작품 선정이 추진되었고 특히 1차 심사 이후 2차 심사에 이

르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평가단 18명이 구성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쿡폴리 계획에 있어 건축 계획상의 참여는 아니나 향후 운영을 위해 계획단

계에서 미리 청년그룹을 공개 모집해 선정함으로써 7명의 협동조합이 이후 교육 등

을 받으며 운영을 준비하게 된다. 쿡폴리의 경우 장진우 쉐프의 ‘작품’이었는데, 건

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은 건축가가 추진하고 이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그룹은 세워진 식

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맡았다. 

각 시설 및 건축물의 군으로 이루어진 폴리 프로젝트 특성상 폴리마다 계획과 시

공의 시기 차가 조금씩 발생하는데, 쿡폴리의 개막 이후에야 GD폴리의 설치가 진행

되었다. 특히 ‘거리칠판’이라는 작업으로 학교 앞 보행로를 확보하는 프로젝트였는

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지역 시민단

체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의 설치를 협의하고 완성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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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희동주민센터 외
관 모습; 일반적인 공공기관 모습

이며 당시 내부 리모델링만 추진되
었다.

3.1.2 프로젝트 전개와 공동체 참여 양상

(1) 프로젝트 추진과 공동체 위상

먼저 A-1(연희동주민센터)의 추진 배경과 당시 공동체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의 실행은 2014년 9월, 서울시가 ‘동 마을복지센터(가칭)’ 추진

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해 12월, 시범운영으로 13개구 80개동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부터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들에 ‘찾아가는’ 

것으로, 민원처리에서 복지 및 공동체 지원 장소로 바꾸

기 위한 지자체의 단계별 전략으로서 2019년 완료 예정 

중에 있다.4) 기존 주민의 서비스 신청에 대응하던 민원

센터로서의 공공기관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현장 지향 공공서비스 센터로 변화하도록 하면

서 발굴 후에는 이에 공공지원과 보편적 돌봄, 주민 주도

성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센터로의 발전

을 로드맵으로 잡게 된다.5) 이러한 가운데 서대문구(천

연동, 북가좌1동)가 해당 사업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정식 명칭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공간개선 사업에 대한 기획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연희동 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0여 명을 비롯해 새마을 부녀회 30여 명, 바

르게살기에 40여 명 주민들이 직능단체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중 지역 활동에 적

극적인 주민들은 약 30-40여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6) 그러나 기획 이전, 

지자체의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한 ‘c.공청회·설명회·워크

숍,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결정’에 공동체 상정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4)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실행(시범사업 80개동)에서 동주민센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

반의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기획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2, 3, 4단계에 이르며 개선사항을 보

완해 사업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

터 2단계 사업백서』, 2018,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공간개선 백서』, 2018. 한

편 2019년 강남구 16개동 사업 실행으로 서울시 25개구 424개동 전체 적용 완료 예정이다.

5) “찾동은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서비

스를 강화한다. 그리고 공공의 손길만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움직이는 찾동은 민과 관의 경계가 없는 협치의 모

범 모델이 될 것…….” 뉴스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서울시 전역 확대”, 

2019.07.17.

6) “거의 자치위원들이나 부녀회 중심으로 한 20명에서 많으면 30-40명이 모여 지역 봉사나 뭐 

그런걸 해왔지요.” 주민 이**와의 인터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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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수원청소년문화센터(2000) 
모습; 청소년시설로서 형태 및 공간이 부적

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일게 되었다.
출처: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개입 또한 없었다. 또한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의 사항은 발생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비롯한 자발적 개입도 나타나지 

않는다. 공간개선 사업과 관련해 공공건축가의 주민의견 수렴 논의가 있었으나 이

에 대하여서는 향후 계획에의 공동체 개입에 대해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개입 구도를 상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1년 서수원 활성화와 관련해 2020도시계획에 따라 호매실지구를 중

심으로 한 수원시의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사업의 

추진 이전인 2000년 1월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하며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설

립된 바 있는데, 이후 장안청소년문화의집(2005), 영통청소년문화의집(2010), 광교

청소년수련관(2013) 등 수원시 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에 힘을 

쏟던 터였다. 특히 청소년의 범주가 단순히 중·고등학생 대상을 넘어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칭하는 바, 당시 시에서는 성장기

에 있는 이들이 복합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 문화, 예술 중심 시설 및 설비가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7) 무엇보다 기존에 지어진 청

소년시설들의 다소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용만족도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

다는 문제의식이 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서수원 내 청소년 시설 건립의 

기획에 있어 건축가 및 설계안 선정에 주력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한 배경이 있다.8)

결과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기획 이전에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

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사업과 관

련해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d.프로

젝트 기획·협의, e.프로젝트 결정’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이에 공동체 개입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A-3(광주폴리Ⅲ)는 위의 두 사례보다 사업 규모가 큰데 건물을 비롯한 시설 

군으로 지어진 사례이다. 본래 광주폴리의 등장은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로 거

7)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2017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자료, 2017.10.26.

8) Ibid., 수원시 시설공사과 사** 주무관 발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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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광주폴리Ⅱ(2013) 
중 광주천 독서실 모습
출처: 광주폴리 홈페이지

슬러 올라간다.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

을 뜻하는 ‘폴리’가 현대의 공공공간 속에서 장식적인 

역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 등을 통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반폴리(urban folly)’로 기획된 

것인데, 참여 기반의 커뮤니티디자인 및 특정 장소성에 

입각한 목적 및 방법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0년 8

월에 이르러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광주폴리Ⅰ이 시작되

었다.9) 당시 주제는 ‘도심재생과 사라진 역사의 복원

(Urban Regeneration & Memory of City)’이었다. 총감

독 승효상, 큐레이터 김영준 건축가를 필두로 광주읍성

터를 비롯한 시 일대에 11개의 폴리를 설치하고자 건축

가를 비롯한 작가를 선정하고 관련해 워크숍, 국제세미나, 답사 등을 시행한 바 있

었다. 결과물 자체가 공공성을 띄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계획단계에서 기본디

자인에 대한 시민보고회(2011.02.17.)를 열기도 했으며 이후 5월 12일 착공, 9월 1

일에 이르러 준공하게 된다. 한편 해당 폴리와 관련해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이

라는 시민모임은 ‘광주 어반폴리 조성 전략과 미래’라는 토론회를 열어 폴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2012년에 이르러 광주폴리Ⅱ

도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인권과 공공공간(Human Rights & 

Public Space)’로서 총감독 니콜라우스 히르쉬, 큐레이터 천의영 등으로 구성되었

고, 이때도 ‘광주폴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중심의 시민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2012.06.26.). 그러한 가운데 재단 측에서는 광주폴리Ⅱ가 결정되

고 당해 8월부터 ‘시민협의회’를 따로 구성해 디자인 컨셉, 장소와 참여 작가, 프

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광주폴리 관계자를 비

롯해 광주 일대 대학의 건축대학 및 미술대학 교수, 건축가, 학회장 등의 전문가그

룹으로 구성된 것이며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것은 아니었다. 광주폴리Ⅱ

는 2013년 11월에 개막하였고, 곧이어 광주폴리Ⅲ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

도 2기 ‘시민협의회’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었다.10)

광주폴리는 처음부터 지속적인 추진을 기획하였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광주폴리Ⅳ). 그리고 광주폴리Ⅰ 이후에 공공시설로서 과정에의 공공성이 지적됨

9) 광주폴리 홈페이지 참고.

http://gwangjufolly.org

10) 광주in, “광주폴리 시민공청회, 17일 비엔날레에서”, 2015.06.15.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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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직접적인 전문가 이외의 의견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생산주체는 실제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이후의 시민공청회를 비롯

한 공모전 등을 통해 상정하며, 이때에는 사실상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전문적인 

구체 협의(컨셉, 장소 및 작가 선정 등)가 가능한 자문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 이전 단계에서는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만들

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기존 광주폴리들에 있어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이용은 있으나 3차 폴리 기획과 관련해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

개·의견수집’의 발생과 개입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결정’에 공동체를 상정해 수용하거나 이들의 활

동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획과정에서의 공동체 불특정 상정

앞서 각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기획과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의 공동체 개입 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2015년 3월에 이르러 서대문구 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운영과 관련해 공간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시에 서울

디자인재단의 ‘동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사업’이 함께 선정되었다. 이에 당시에는 천

연동 증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으나 사업 기간의 적정성과 서비스디자인 기반의 

공간개선의 필요를 고려해 2015년 5월, 연희동주민센터를 사업 범위에 새롭게 추가

한 배경이 있다.11) 연희동의 경우 2008년에 연희 1, 2, 3동을 모두 통합하면서 4만 

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해당 주민센터가 모두 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소득층과 연령층의 주민들을 함께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

데 주민 최접점 기관으로서 주민센터가 주민에 ‘찾아가는’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은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일련의 관점과 방법(프로세

스)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오래되고 낙후된 곳을 단순히 새

롭게 바꾼다는 접근이 아닌, 함께 ‘문제’를 찾고 이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한다는 

관점이다. 특히 이러한 공공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디자인은 실질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 제시에 있어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동반되며 이러한 과정이 공공성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는 터였다.12)

11) 서울시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서대문구 연희동) 추가운영 계획(안), 

2015.05.20.

12)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8년 서비스디자인 개념이 공론화되었고, 이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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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류 주요 내용 결정 주체

① 목표
-기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2018년도까지 
단계별 추진)
-주민·마을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관
(서울시)

②
사업 

추진방법
공간개선사업 서비스디자인개선사업

관
(서울시·
서울디자
인재단)

③
총괄 및 
기획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④
전문가 
선정

서울시 공공건축가 배정 서울디자인재단 용역 발주

⑤
대상 및 
범위

연희동 주민센터 대민공간 연희동 주민센터 전체

-공간재설계 및 공사
-문제 파악 및 주요 공간 개선
(이외는 차후년도 사업 제안)

⑥ 실행방향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장소로의 개선
-주민공동체 공유 공간으로의 
개선

추진키워드 제시
-Live : 만드는 디자인에서 살
리는 디자인으로
-Indispensable : 마을에 없어
서는 안 될 주민센터로
-Self : 사용하는 사람이 만드
는 ‘스스로’ 가치를 찾는 디자인
으로
-Together : 사람과 사람을 잇
는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디자
인으로

새로운 공간의 ‘틀’ 제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활용
-주민인터뷰, 주민워크숍, 이해
관계자 인터뷰 등 적극적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파악
-분야별 협력 운영(‘틀’의 방향 
협업)
-세부적인 디자인콘텐츠 개발
(시각·제품디자인, 키트 등)로 
‘틀’을 채움

표 3-2. 주민센터 공간개선과 관련해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들
출처: 제안요청서(2015.05.) 및 결과보고서(2015.12.)를 바탕으로 작성

부 차원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며 2013년에 이르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서비스디자인전담팀이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실천 중에 있다. 특히 다음을 

참고할 것.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 2014, 행정안전부, 한국디자인진흥

원, 『알기쉬운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가이드』, 2019



- 111 -

그러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

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2). 사업의 목표

를 비롯해 방법, 전문가 선정, 대상 및 범위, 실행의 방향 모두 관이 주체적으로 결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통해 연희동주민센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방향을 디자인’하면서, 서울시의 찾

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한 공간개선 사업과 ‘협력’해 최종 결과를 도출함으

로써 우수모델로 추진할 것을 기획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온라인상의 행정정보 자료를 통해 공개(주민열람)되었으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체를 목

적으로 했다기보다 주민센터 리모델링의 추진과 일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전달되

었다.13) 그러한 가운데 위에서 언급했듯 당시 연희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

해 지역 활동을 전개해오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기획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

서 협의와 결정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개입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 지역 행사나 프로그램 등의 발생이나 주민 활동 또한 없었다. 그리고 기획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민간리더교육 등은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 진행할 

것으로 구상하였다.14) 정리하자면 연희동주민센터의 기획단계에서는 ‘b.공개·의견

수집’과 관련해 생산주체 영역이 일단 불특정 다수에 정보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공

동체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지역행사·프로그램’의 발생과 활동

은 없었으며,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

영·결정’의 경우 관련한 사항에 공동체가 개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공동체 상정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시는 2014년에 이르러 수원칠보청소년문화의집 기본계획

을 수립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는 새로운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해 ‘좋

은 설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설계공모지침을 만드는데 주력하였

다. 따라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건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도록 청소년 특성에 맞는 외관 및 내부 디자인의 ‘방향’

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에서는 2015년에 기존 청소년시설 이

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새로운 청소년 시설 건립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

하거나 건축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함은 아니었고, 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

13) 서대문구, 사업내역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2015.05.13.

14) 서울시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서대문구 연희동) 추가운영 계획(안) 

결재문서, 2015.05.20.



- 112 -

그림 3-7. ‘3차 프로젝트의 향방’에 대한 시
민공청회 모습(2015.06.17.)

출처: 광주비엔날레재단 보도자료(2015.06.18.)

는 기존에 건립된 다수의 청소년시설을 통해 반영 가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

당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들의 신체활동(운동 유

무), 심리(미래불안감 유무), 사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즉 수원칠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계에서 축

제 등을 비롯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공

동체 개입 사항은 없다. 그리고 구체 기획 과정에서 ‘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영·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b.공개·의

견수집’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잠정적 이용자들을 처음 접촉하였고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들에게서 간접적인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 개입이 처음 허용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례 A-3(광주폴리Ⅲ) 또한 위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상정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전개 가운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2014년 2월 14일, ‘시민참여형 광주폴리Ⅲ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내부적으로 3차 광주폴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도시 경관과의 융화, 도시

재생과 밀접한 접근, 이를 위해 낡은 골목 등의 지역을 시민 의견 수렴으로 발굴하

고 특히 마을가꾸기와 폴리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것, 그러한 가운데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동참하는 ‘참여형 예술’에 대해 논의하였다.15)

이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광주폴리

운영평가단을 구성해 기존 폴리 프로젝트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2015년 6월 17일에 

‘3차 프로젝트의 향방’이라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층에서 진행되

었는데 여론 수렴을 위해 일반 시민 모두에

게 공개해 초청하는 자리였다. 특히 2차 광

주폴리 운영 평가 결과 보고와 3차 광주폴리 

방향 발제 이후 라운드테이블에 앉은 폴리도슨트,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파트너, 폴

리 작품 인근의 주민, 주민자치위원장, 시민단체, 예술가, 광주비엔날레 재단 직

원, 예술가 등 9명이 간단한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 외에 광주폴리

15) New1 Korea, "3차 광주폴리, 도시재생과 연계돼야" 토론회, 2014.02.15.

http://news1.kr/articles/?15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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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시민협의회의 2기가 

2015년 5월 13일 위촉되었는데,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총 1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주제를 비롯해 장소 및 작가 선정,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결정해 나가

게 된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을 상정한 것은 아니었고 전문가 중심의 

자문 조직으로서 역할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광주폴리Ⅲ의 총감독 천의영, 큐레이

터로 유우상 등이 선임되었고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Critique of Everyday Life)’

이라는 이전보다 보편적인 주제로 접근해, ‘대중성·참여·의외성’이라는 3가지 원

칙, ‘보다·걷다·먹다·놀다’라는 4가지 액션버브를 세워 본격적인 계획단계에 들

어서게 된다.

즉 기획단계에서는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주민들을 초청해 시민공청회를 열었고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긴 했으나 이들의 의

견 수렴이 있었다. 또한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 재단이 광주폴리의 홍보를 

위해 특정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가 발생하게 된

다. 그러나 ‘b.공개·의견수집’에 있어 매체 등을 통한 공개와 피드백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동체 개입 또한 없었다. 그 외에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

영·결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재단 이사장 등을 포함한 전문가그룹인 시민협의회가 

개입한 것이므로 공동체 참여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전문가 선정 및 계획과정에서의 공동체 재상정

앞서 살펴본 바,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 A-3(광주

폴리Ⅲ)에서는 프로젝트가 기획되는 단계에 이르러 열람이나 조사, 공청회 등을 통

해 불특정한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장이 허용됨으로써 초기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후 계획단계에서의 전개는 전문가 선정과 설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전문가 선정 과정

먼저 전문가 선정 과정에의 공동체 개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연희동주민센

터)는 2개 사업이 동시 진행됨에 따라 기획단계를 지나며 생산주체 영역에 크게 두 

그룹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시 전역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는 서

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 공간개선에 공공건축가(최성희, 최-페레이라 건축 대표)를 

선정했다. 대민공간의 공간재설계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비 총 5천만 원

(설계비 8백만 원, 공사비 4천2백만 원)이 투입되었고(이후 동당 사무집기비용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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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천만 원, 공사비 1천만원 추가 지원), 설계 및 시공에 2개월 소요를 목표로 잡

게 된다. 해당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와 인력 배정에 집중했었

고 연희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결정 사항을 건축가와 협의한 

바는 없다.16)

항목 내용 상세

방법 서비스디자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해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이를 통해 단순히 공간 디자인을 넘어서, 동 주민센터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총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프로
세스
및

리서치 
방법론

①이해하기
   

-사업 이해, 문헌조사
-연희동 Town Watching, 서비스 수요자 조사, 주민 워크숍 및 인터
뷰, Shadowing, 서비스 제공자 조사, 직원 워크숍 및 인터뷰

②컨셉 
도출하기

-리서치 결과 정리, 자료 정리, 자료 분류 및 패턴 분석
-핵심 가치 정의, Affinity Map 분석
-디자인 원칙 정의

③아이디어구체
화하기

-아이디어 워크숍, 주민 참여 워크숍
-아이디어 구체화, 컨셉 도출
-디자인 구체화, 전문가와 협업,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

④실행하기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공간/커뮤니케이션/서비스 별 아이디어 시
행
-만족도 조사 분석,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및 서비스디자인 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

역할

리서치 기반 
방향 제시 

및 
서비스 기획

-주민센터 내·외 니즈들을 분석해 공간 재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
-그 ‘틀’안에 디자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해당 사업은 1step(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물리적개선)과 2step(지
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소통) 사이에 포지셔닝

표 3-3. 연희동주민센터 기본구상 내용(1)
출처: 사이픽스 제안서(2015.06.), 연희동주민센터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담당자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16) 당시 서울시와 총괄 MP는 건축가에 주민센터가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

고 지원 방침 수립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필요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설계, 시공, 감리할 것

을 당부하며 구별 동별 건축가 배치를 결정하고 계약했다.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할 것. 서울

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백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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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5월 2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 개

선사업’으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1억 9천만 원, 약 5개월에 대한 계획으로 

위의 공간개선 사업보다 예산과 기간뿐 아니라 수행 내용의 범위도 넓었다. 궁극적

으로 주민센터 계획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으로서의 사업 추진, 그러면서 향후 주민센터 디자인가이

드라인을 구축하는데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2015년 6월 16일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이픽스가 선정되고 사업을 맡게 되면

서 7월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되었다.17)

당시 사이픽스는 기획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제안요청서)을 바탕으로 ‘서비스디

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서를 통한 초

기 구상 과정에서는 먼저 ①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추진 방향과 리서치 방

법론 제안을 우선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워크숍 등을 계획하며, 

②기본적인 현황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 아이디어 표현, 그리고 ③키트

(kit) 개발을 통한 확산 가능 방법론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인 공간 개선에 대해 제안하면서 앞서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사람

들(직원·이용 주민)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 그에 따른 문제 도출에 따라 ①주민 스

스로 가치를 찾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②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

간’, ③서비스 유형과 공간의 유기적·연속적 결합이라는 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각각에 대하여서는 사례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평면과 3D 모델링을 보여

주었다(표 3-4). 사전 분석 과정에서 직원 및 주민들의 개입은 없었다. 한편 제안서

에서의 상세 분석 및 제안은 1층을 중심으로 하였고, 2-4층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프

로그램,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현된 2층의 카페 아이디어는 

제안 때만 하더라도 ‘휴게공간’ 정도로 제시했었으며, 주민들의 공공 이용 장소로서 

‘오픈키친’ 컨셉과 ‘컵’이라는 디자인 요소의 경우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 접근성 

및 전망이 좋은 2층 내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 오픈하는 카페와 대여 공간들을 만드

는 일, 그리고 컨셉과 디자인 요소는 이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민 아이디어 및 전

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18)

17) ㈜사이픽스는 건축사사무소는 아니며, 제품 등 디자인 전반에 대한 경험치가 높고 당시 ‘서비

스디자인’ 사업 실행 경험이 있었던 디자인 회사이다.

18) 특히 주민들에게 상시 오픈되는 ‘카페’ 조성의 경우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

나, 사업 초기 사이픽스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사례지 답사를 통해 주민센터 내 카페가 지

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을 확인 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게 되

었다. 결과보고서(2015.12.)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사이픽스(강** 매니저, 조** 디

자이너)와의 인터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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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상세

개선1)

“주민스스로 
가치를 찾는
‘열린 커뮤니
티 공간’”

-볼일이 없어도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주민이 주인의식을 느
낄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 지향

①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함께하여 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
출

②프로그램을 고려한 공간 제시
③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오픈 공간 제공

④개방형 소규모 모임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민교류 적극 지
원

개선2)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

-업무 특성, 고객 유형,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기존의 공
간을 ‘외부 변화에 유연한 공간’으로 재정립

①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
②외근, 파트타임 등 유동인력이 많은 복지팀의 업무 여건에 적합한 라
운지형 상담테이블 구성

③모듈형 사무공간 조성으로 공간 유연성 높임
④주도적 업무 공간을 조성

개선3)

“서비스 유형
과 공간의 
유기적/연속
적 결합”

-민원: One-stop 통합서비스 및 문서 발급 위주의 업무 특성으로 원활
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치 설계

-복지: 1대 1 상담 위주의 업무로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 상담
의 유형에 따른 공간 제공

-마을자치: 마을 내 직능단체 관리 업무로 1대 다수의 상담이 주로 이루
어질 계획. 이를 위한 유동적 공간 설계

제안도

1층

2-4층

표 3-4. 연희동주민센터 기본구상 내용(2)
출처: 사이픽스 제안서(2015.06.),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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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체 배치와 건물 
구성

출처: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

해당 사례에 있어 건축가 협약과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의 공고 및 계약에 이르

기까지 관련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았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에의 공

동체 참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b.설계발주·공개, c.공청회·설명회·워크

숍, d.설계안 의견·협의, e.설계안 선정·계약’과 관련해 생산주체 내부적인 논의

는 발생했으나 이 또한 공동체가 개입한 사항은 없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전문가 선정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가 발생하지 않은 측면은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2015년 4월에 이르러 설

계공모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만45세 이하의 신진건축가 대상으로 한정해 보다 창의

적인 설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는 5월 과업설명회를 통해 해당 청소

년시설 건립에 있어 기존과 색다른 디자인, 그리고 단순히 모습이 다른 화려한 컨셉

만이 아니라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실현 가능한 완성도가 나타나는 것에 중

점을 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2015년 6월, 스튜디오인로코가 이상도시종합건축사

사무소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당선되어 계약을 하게 된다. 당시 건축가그룹은 청소

년들이 학교와 학원 등에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 취미 등

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19)

일단 건축가그룹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대한 다이어그

램을 통해 딱딱하고 정형화된 공간과 다른 새로운 형태, 

수시로 달라지는 내부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공간 경험을 

설명하며 특히 실내외 공간의 입체적인 연계를 강조하였

는데, 사실 공사뿐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있었으나 시가 오히려 이러한 기본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림 3-8>과 같이 전체 

배치와 건물 구성을 하였다. 기존 건물들과 구별되는 다

채로운 지붕선과 창을 가진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는 집 

형태가 군집한 모양으로서 각각은 개별 프로그램이 들어

가도록 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이 외부 플레이트로 연결

되도록 해 전체가 하나의 집으로 엮일 수 있도록 구상했

다. 특히 해당 건물을 기획하면서 시에서는 건축가가 물

19)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 참고.

http://www.inloco.kr/2017/05/04/호매실-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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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공간을 연결하는 공유벽 구상
출처: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

리적 프레임뿐 아니라 가구나 사이

니지 작업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이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 건축가그룹에서는 각각의 프로

그램 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바닥의 연결뿐 아니라 ‘공유벽’을 통해 구분과 연

결을 함께 하도록 구상했는데, 이것이 벽임과 동시에 머물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이기도 한 것이었다.20)

항목 이미지 내용

형태

단조롭고 반복적인 
외관→다채롭고 
밝은 인상의 입면

수직으로 
적층→수평으로 
펼쳐진 공간

공간
층별로 반복되는 

공간→다양한 층고 
및 공간 형태

내외부
연계

실내외 공간 단절 
및 단조로운 동선과 
시선→입체적인 

연계

표 3-5.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기본구상의 컨셉
출처: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를 통해 재구성

정리하자면,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설계공모를 

비롯해 제안 단계에 이르며 ‘b.설계발주·공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설계

안 의견·협의, e.설계안 선정·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관과 건축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체 영역에서 공동체 개입 없이 발생했다. 그

리고 이때 ‘a.지역행사·프로그램’의 경우 발생과 개입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20) “공유벽은 전시용 선반, 앉을 수 있는 자리, 수납장, 창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형태의 개

구부를 통한 시선의 교차를 유도하고 사용자 간의 거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장치는 다양한 관

심사의 사용자, 서로 다른 연령층의 청소년 그룹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 다채롭고 입체

적인 문화의 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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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뻔뻔폴리 대국민아이디어공
모 포스터; 공모를 통해 작품 컨셉을 잡았다.

출처: 광주폴리 홈페이지

그림 3-11. 뻔뻔폴리 2차 심사; ‘일반시

민평가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 광주폴리 홈페이지

사례 A-3(광주폴리Ⅲ)에서는 건축가를 비롯한 작가 및 장소 선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동체 개입뿐 아니라 구도의 재상정이 발생한다. 프로젝트 전개 속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를 비롯한 총 감독과 큐레이터 선정 등 사업의 큰 골격이 잡히고 2015년 11월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소와 작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폴리, 쿡(Cook)폴리, 뻔뻔(FunPun)폴리, 미니(Mini)폴리라는 5

개의 폴리를 계획하는데 기존의 작가 선정과 유

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앞서 전문가들이 

설치한 수십억의 ‘작품’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참여 기반의 계획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뻔뻔폴리’의 경

우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일반 시민들

로부터 구체적인 컨셉 아이디어를 받게 된다. 재

단 측에서는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이라는 주제 

속에서 도시브랜딩과 도시재생이라는 큰 개념을 

바탕으로, 미디어폴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한 주변 지역 상권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존재성이 드러나

는 것이 추진 방향 중 하나였다.21) 그리고 해당 

공모전을 통해 광주 도심부의 건물들 사이 틈에 

문을 설치한다는 ‘folly as urban library’ 아이

디어가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

으로 네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작품 현상공

모를 통해 작가들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선정과정에서 2차 심사 때에는 전문가 6명을 비

롯해 ‘일반시민평가단’(18명)을 함께 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재단은 2016년 4월 8일에 이르러 

광주폴리Ⅲ에 대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폴리와 도시의 일상성’이라는 주제로, 사전에 일

반 시민들에 공개되었으나 사실상 참여 작가 워

크숍으로 진행되었다. 

21) 광주폴리 홈페이지 참고.

http://gwangjufolly.org/?community-post=「광주폴리Ⅲ-대국민-아이디어」공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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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획에 있어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는 관련해 행사 개최를 비롯한 여타 프

로그램 진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공동체 활동 또한 없었

다.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공청회 및 축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입이 허용된 이후 

해당 단계에서 모든 폴리에 대해 그러했던 것은 아니나 뻔뻔폴리와 관련해 ‘b.설계

발주·공개, d.설계안의견·협의’에 다시 개입할 공동체를 재상정하는데 이때도 마

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평가단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d.설계안의견·협의’에 개입된 지점이 확인된다. ‘c.공청회·

설명회·워크숍’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허용되었는데, 사실상 관련자 

워크숍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

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e.설계안선정·계약’과 관련해 장소 및 작가 선정 자체

에 공동체 개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구체 계획 과정

이어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에서의 공동체 참여 발생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이전에 기획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에 정보가 공개

된 이후, 사실상 디자인 계획 과정에 이르러서야 공동체 구도 재상정에 따른 본격적

인 개입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가 최종 선정과 서비스디자인 수행 업체의 계약 이후 구체 계획단계에서

는 총 4회에 걸쳐 공식적인 워크숍이 열렸는데, 먼저 직원워크숍 2회가 열리고, 이

후 주민워크숍 2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모두 사이픽스 측에서 추진했으며 건축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석한 바는 없고 전문가 협업회의를 통해 결과 및 유념할 

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특히 건축가와 협력 구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의 워크

숍과 인터뷰에서는 먼저 직원들을 중심으로 연희동 및 연희동주민센터의 정체성을 

묻고 업무 부분의 필요사항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때 인터뷰와 워크숍의 경우 해당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한 직원그룹을 상정해 진행했다(12명). 첫 번째 워크숍

(2015.07.25.)을 통해 연희동과 마을공동체 및 주민 특성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연희 1, 2, 3동이 합쳐져 주민이 4만 명에 달하면서 타 주민센터에 비해 

업무처리량이 상당한 점, 그러한 가운데 부서 배치 등이 효율적이지 않은 점, 주민

들에 최대한 개방하려 노력하는 주민센터인 만큼 직원들의 복지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니즈 사항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마을공동체 및 주민 특성에 있어 동 크

기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직능단체 활동 수 및 대표성이 낮으며, 빈부격

차 및 세대 분포가 다양해 마을공동체 개념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서울디자인재단 측에 착수보고를 한 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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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워크숍(2015.09.02.)에서는 주민센터 직원그룹이 다시 참석한 가운데 실제 툴

킷(Toolkit)을 활용해 공간 배치를 해보도록 했다. 이때 도출된 이슈를 전문가 측

에서 수집하였고(표 3-6), 이를 2차 전문가 협업회의에서 건축가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당시 건축가의 1차 설계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했는데, 이후 9월에 이르러 

이해관계자(주민센터 직원)가 포함된 3차 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해당 부분에 2개 사업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전문가 그룹은 협력체계로 담당 

사항을 논의해 나간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축가와 서비스디자인팀의 총 3회의 회의

를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 1층의 최종안이 결정된 것이다.

사실 사업의 공고 및 제안이 이루어진 기획 때만 하더라도 두 사업의 방향을 1층

과 2-3층으로 분명하게 나눴던 것은 아니었다. 본래 서비스디자인 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방향과 안을 적용하며 건축가가 이를 실현하도록 추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건축가가 1층을 전담하고 이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형식

으로 되었으며 나머지 공간의 리모델링을 서비스디자인팀에서 맡아 진행하게 되었

다. 이는 전문가들 내부의 협의라기보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전문가그룹

에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주게 된 것이다.22) 이에 사이픽스는 이후 주민워크숍 등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 했던 1층에 대한 논의를 모두 빼고 2, 3층 중심의 논의 및 

실행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있다. 먼저 직원워크숍과 전문가 협업회의를 중심으

로 1층의 설계안 협의 및 결정에 대한 상세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직원워크숍 직후 진행한 1차 전문가 협업회의에서는 이때가 사실상 건축가팀

과 서비스디자인팀의 첫 미팅이었기에 일단은 각자의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특히 

사이픽스 측에서는 공공 건축가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주 대상이 주민센터 직원

임을 확인하며 그동안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내부고객 뿐만 아니라 외부고객인 주민

까지 고려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민원·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

른 공간 구성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2차 협업회의에서 건축가는 1

차 설계안을 가져왔다.23) 이때 사이픽스 측에서는 직전에 주최한 2차 직원워크숍에

서의 설계 아이디어를 건축가에 전달하며, 해당 초기 설계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요

청 및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해관계자(주민센터 직원)를 포함한 회의를 거쳐 

22) 사이픽스(강** 매니저)와의 인터뷰, 2019.08.28.

23) 2차 직원워크숍(2015.09.02.) 이후 두 번째 전문가(건축가팀-서비스디자인팀) 협업회의에서 

건축가와 1층부 설계안을 처음 논의하였다. 사이픽스 측에서는 제안서 이후 지속적인 리서치

와 협의 과정을 원했으나 건축가는 이미 따로 완성된 설계안을 구청장에 승인받아둔 상태였

다. 그리고 건축가 입장에서는 협의를 위한 적정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었고, 사이픽스 

측에서도 1층 설계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고 위치나 민원·복지

영역 분리 등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협의가 가능했다.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사

이픽스(강** 서비스디자인팀 매니저, 조** 서비스디자인팀 디자이너)와의 인터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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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의 1차 주민워크숍 이전에 최종안을 완성했다. 

구분 배치 공간과 관련한 주요 이슈

기존

-직원과 주민 소통 문제: 모니터의 부적절한 위치, 불편한 민
원대
-복지데스크의 프라이버시 문제
-민원/복지팀 연결로 구분 불명확
-직원 업무 및 수납공간 부족
-그 외 무인민원발급기, 공용기기, 서식대 배치 등의 불편 문
제

1팀 제안

-민원/복지팀의 공간 및 민원인의 출입구 분리
-민원/복지팀 서고의 출입이 자유롭게 출입구를 양 옆으로 배
치
-서고 한 켠에 직원을 위한 휴게실 마련
-기존 상담실을 창고로 활용. 복지 뒤 편에 조그마한 상담실 
마련

2팀 제안

-기존 배치에서 민원/복지 팀 사이의 통로 확보
-행정팀과 민원팀을 같은 공간에 배치
-통합 코디네이터를 출입구 쪽에 배치
-문서 캐비닛을 서고 밖으로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높임

3팀 제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원팀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배치
-민원팀 뒤에 테이블을 배치하여 지장 채취 업무의 효율을 높
임
-문서 캐비닛을 서고 앞으로 배치하여 서고 내의 공간 활용을 
높임
-화장실 앞에 ‘ㄱ자 형태’의 칸막이를 놓아 공간 활용 범위를 
넓힘

이슈 
종합

-서고에는 복잡한 통신램프가 있어 서고 위치를 변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서고의 공간을 줄이고 한 쪽에 직원 휴게 공간 마련
-직원이 휴게실 사용하는 모습이 주민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됨
-주민등록 보관함의 각도를 바꾸고, 문서 캐비닛을 서고 앞으로 배치하여 서고 내의 
공간 활용을 높임

-화장실 앞에 유리벽을 제거하고, ‘ㄱ자 형태’의 칸막이를 놓아 공간 활용 범위를 넓
힘

-민원 : 대민업무용 책상 5개 / 행정업무용 책상 3개, 복지 : 대민업무용 책상 7개 / 
복지업무용 책상 5개

-통합 코디네이터는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
-민원팀과 복지팀의 공간 분리 필요
-민원팀 뒤 쪽에 테이블을 배치하여 지장 채취 업무의 효율을 높임

표 3-6. 연희동주민센터 1층에 대한 주민 제안
출처: 연희동 주민센터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 123 -

항목 내용

1차 
협
업
회
의

건
축
가

설계
방향
설명

-내부고객을 위한 공간 개선 : 고객과 직원의 거리를 적당히 길게 하며, 
직원을 위한 동 주민센터 개선

-동 주민센터를 새 것처럼 보이지 않되, 개선된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조성

-공간 개선 시 고려사항 : ① 기후, ② 동선, ③ 유리 활용
-무채색(흰색, 회색, 검은색) 사용
-주민센터의 큰 틀을 조성할 예정: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배경 
및 공간 zoning 계획

-고정형을 피하고 표준형 및 flexible하게 공간 구성: 사용 장비들의 규격을 
고려하되, 장비 교체 시에도 공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광원 노출을 줄이는 방안 고려
-입구의 위치 변경 제시: 현 메인 입구가 오픈형으로 냉/난방의 효율성 저해, 
현 화장실 앞쪽으로 입구 위치 변경

서
비
스
디
자
인
팀

직원 
니즈 및 
문제점 
리서치 
공유, 

설계방향 
설명

-지속가능한 공간(모듈화) : 업무 특성, 고객 유형,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기존의 공간을 ‘외부 변화에 유연한 공간’으로 재정립

-서비스와 공간의 연속적인 결합
·민원: 통합서비스 및 문서 발급 위주의 업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치 
및 동선 설계 (ex.민원과 가까우며 일반인 동선이 제한된 서고)

·복지 : 1대1 상담 위주의 업무로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며 상담의 
유형에 따른 공간 제공

2차 
협
업
회
의

건
축
가

1차 
설계안 
공유

-중앙에 라운지 테이블을 위치시켜 복지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서고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서비스
디자인팀

직원워크숍(1,2차) 이슈 종합사항 공유, 구체 수정사항 협의
-서고 : 복잡한 통신램프가 있어 서고 위치를 변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서고의 공간을 줄이고 한 쪽에 직원 휴게 공간 마련. 서고 내의 공간 활용을 
높일 것

-직원 휴게실 : 직원이 휴게실 사용하는 모습이 주민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됨
-시설물: 주민등록 보관함의 배치 각도를 바꾸고, 문서 캐비닛을 서고 앞으로 
배치할 것

-민원팀과 복지팀의 공간 분리 필요함
·민원부서 : 대민용 책상 5개 / 행정용 책상 3개
·복지부서 : 대민용 책상 7개 / 복지용 책상 5개
-민원팀 뒤 쪽에 테이블을 배치 필요함(지장 채취 업무)

3차
협
업
회
의

이해관계자 / 
건축가·서비
스디자인팀

-1층에서 업무하는 직원의 수 확정
-수납장의 위치, 복지 및 민원의 위치를 확정
-공간 활용을 위한 서고의 이동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서고 내 통신램프 
이동의 어려움과 한정된 예산 및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해 서고의 위치는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

-향후 공사 일정 공유

최종수정안

-서고의 위치는 변동 안함
-복지창구와 민원창구를 분리
-복지창구에 대민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
-통합 코디네이터 자리는 1층 입구와 가까이 배치

표 3-7. 1층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협의 과정
출처: 연희동 주민센터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9.)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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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주민워크숍 홍보 
포스터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그리고 해당 1층의 경우 곧 10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일

정에 맞춰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축가가 진행한 설계에 있어 니즈와 

관련한 사항은 서비스디자인 팀의 현장조사와 직원 리서치를 ‘전달’받아 진행했으며 

사실상 상당 부분 건축가 주도로 디자인 계획을 완료했기에,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

민들이 설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었다.24) 1층 주민복

지 및 통합민원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계 협의 및 결정 과정을 정리하면 <표 3-7>

과 같다. 

한편 서비스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계획 과정에서 연희동주민센터의 개선 방향을 

위한 리서치를 직원과 주민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특히 물리적인 공간 개선에 

있어 건축가 또한 계획 당시 직원의 니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

해서는 직원 의견 수렴을 먼저 수행하게 되고 건축가에 의해 1층 설계안이 어느 정

도 완성됨에 따라 이후 2, 3층 부분 방향 설정을 비롯해 서비스와 운영 개선은 주민

들을 중심으로 수행한 측면이 있다.25) 이의 전개에 따른 공동체 개입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첫 번째 주민워크숍은 이전의 직원 인터뷰 및 두 차례

의 직원워크숍 이후 건축가를 중심으로 1층의 설계안이 

확정되던 시기인 9월 17일에 이르러 열렸다. 사이픽스 

측에서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포스터를 게시해 지역에 알

렸고, 직접 연희동 인근(도서관, 카페,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정의 참가비와 상품을 지급

할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

민 20여 명을 모집하게 된다. 아무래도 주민센터와 관련

한 것이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측에서 많이 참석

했다. 그리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 전문가를 4명 정

도를 함께 초청했는데, 이후 2층과 3층의 설계 및 공사 

담당한 ‘마음스튜디오’를 이때 서울디자인재단 측으로부

터 추천받아 해당 워크숍에 초청했었다. 이때의 인연으

로 1차 주민워크숍 이후 사이픽스 측에서 본격적으로 계

획 및 시공 전문가를 찾는 과정에서 마음스튜디오가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오픈

키친’ 컨셉 결정 이후). 주민워크숍 때에는 이전의 직원워크숍 때와 유사하게, 먼저 

24) 사이픽스 측에서는 당시 1층부 설계 방향 설정에 있어 주민 특성에 대해 직원들을 통한 간접 

정보를 통해서만 확인하였다.

25) 서울시, 연희동 주민센터 결과보고서, 2015.12., pp.80-81, 사이픽스(강** 매니저)와의 인터

뷰,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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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리서치 기반 ‘이슈’ 도출 과정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그림 3-13. 1차 주민워크숍 모
습(2015.09.17.)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연희동과 연희동 주민센터 정체성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을 들으며 필요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사이픽스 

측에서는, 오랫동안 거주한 어르신들이 많아 서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지역의 커뮤

니티 공간 부족과 주민센터 이용 시간대 확장에 대한 주

민 니즈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 포함 10명씩 5팀을 꾸

려 각각 미리 사이픽스 측에서 준비한 공간 기획 주제 5

개-지식충전, 건강카페, 무료대여공간, 몸짱클럽,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해 이에 대한 평가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운영시간, 공

간분위기, 프로그램 운영 등)를 논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 3층의 유휴공간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 프로그램과 필요사항, 운영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주민센터를 단순히 민원 또

는 서류 발급을 위해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특히 5팀 중 무료대여공간을 제외한 4팀의 경우 모두 주민센터를 내 집 

앞의 ‘카페’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해당 리서치를 통해 이후 2층

의 카페 공간, 풍경 좋은 테라스 활용 연계, 주민 대여 공간, 재능기부(연희동 사람

이 연희동 사람에게), 인근 인적 자원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를 반영

하게 된다.

한편 사이픽스 측에서는 1차 주민워크숍 

이후 2, 3층에 대한 첫 번째 설계안 구상을 

위해 그동안의 의견들을 종합해 주요 문제

점 및 니즈를 확인하며 주요 이슈(Key 

Issues)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 과정을 다

시 거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2-3층

의 공간 개선을 위한 4가지의 원칙(방향)

을 정리하였고, 특히 워크숍 때 주민으로

부터 나왔던 여러 키워드들 중 ‘오픈키친’

에 주목해 이를 주요 컨셉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다만 이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에 주민들이 개입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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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항목 내용

원칙
(방향성) 

도출

①열린 커뮤니티: 
시간/공간

-주민센터 이용 시간대 확대
기존: 09:00 - 18:00
변경: 평일 07:00-21:00 토요일 09:00-17:00
-유휴공간 및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열린공간 확충

②지속가능한 공간: 
모듈활용

-유휴 공간 및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가변형 회의실: 열린 
대여 공간 활용
-모듈화 테이블 배치

③이용이 쉬운 
서비스·공간

-연희동 만의 브랜딩
-주민들 간의 소통 공간 마련
-연희동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연희 외국어 마을, 연세
대 멘토링, 연희동 사람이 연희동 사람에게 재능기부

④주민과 주민의 
소통연결

-심리적으로 편안한 쉼터
-주민센터 사용 설명서
-통합코디네이터 및 안내서
-쉬운 대여공간 예약 시스템
-픽토그램을 활용한 사인시스템

컨셉 
도출

-기능적 가치인 ‘오픈(Open)’과 감석적 가치인 ‘키친
(Kitchen)’을 결합해 ‘오픈 키친(Open Kitchen)’으로 컨
셉 도출
-가족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정감을 나누는 집안 내 주요 
공간인 ‘키친’처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동의 ‘키친’ 같은 주민센터로 언제나 주민들이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오픈’한 연희동 주민센터

비주얼 
모티브

-컨셉의 비주얼 모티브로서 컵(Cup)
-‘커피 한 잔 할래?’, ‘차 한 잔 마시자’의 ‘한 잔’속에 담
겨있는 나눔과 정을 ‘컵’으로 표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컵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 간의 소
통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

표 3-8. 1차 주민워크숍(2015.09.17.) 이후 설계 원칙 및 컨셉의 결정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및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그리고 이러한 컨셉(오픈키친), 그리고 합류한 마음스튜디오와 협의하며 일부 수

정된 설계안을 가지고 10월 6일에 2차 주민워크숍을 열었다(마음스튜디오는 2차 주

민워크숍 때 참석 안함). 이때는 1차 주민워크숍 때 참여한 주민들에게 다시 연락해 

초청했고, 전문가 그룹 내에서 계획된 2, 3층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식

으로 시각화 해-사례 사진 등- 설명하면서 모인 주민들(전문가 포함 총 30여 명)을 

통해 추가적인 공간디자인 아이디어 및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

고 2층 ‘오픈키친’과 3층 ‘대여공간’에 있어 주민 또는 자원봉사를 통한 운영 아이디

어,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12월에 있을 오픈식 홍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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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당시 
논의한 
설계안

(2차 설계안)
2층 프로그램:
-카페 ‘연희동 오픈키친’ 및 테라스
-컴퓨터실, 서고
-직원사무실, 통장실
-창고, 화장실 등

(1차 설계안)
3층 프로그램:
-대여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만화방
-창고, 화장실 등

주민의견

-편안한 좌식공간: 연희동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온
돌기능이 있는 편안한 좌식공간 필요함

-1인용/공용 공간 필요: 혼자서 사용하는 공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구분지어 
각 공간 별 목적성에 맞게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주민센터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함

-자유로운 전기사용: 주민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노트
북 및

핸드폰 충전) 콘센트 및 멀티탭 대여가 가능했으면 함
-영상 상영 가능 공간: 청소년들의 UCC제작 및 방영, 주민들끼리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상영이 가능한 공간 필요함

표 3-9. 2차 주민워크숍(2015.10.07.)에서의 디자인 논의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및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즉, 1층이 건축가 계획을 통한 직원 업무 공간으로 진행되면서 초기 기본구상 때

와 다르게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아애 2, 3층으로 바꾸게 된 것인데, 4층은 

직원식당으로 사업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2, 3층 계획의 방향 설정 및 실행

을 모두 서비스디자인팀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특히 1층과 달리 좀 더 주민들을 위

한 공공공간으로의 특성이 강화되도록 주민워크숍을 통해 기존 공간에 대한 직접적

인 니즈 사항을 도출, 반영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치게 된다. 1차 주민워크숍 때

까지는 도면 등을 통한 구체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었다. 먼저 워크숍 때 주민들로

부터 실제 필요 사항과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고, 이때 도출된 것들을 정리하며 필요 

프로그램과 동선 등을 고려해 개략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표 3-8). 한편 

앞서 언급했듯 1차 주민워크숍 이후 그동안의 리서치를 정리하며 주요 이슈와 방향

을 설정하는 가운데 워크숍 때 주민들이 제시한 키워드 중 하나였던 ‘오픈키친’을 

주요 컨셉으로 잡게 된다. 그리고 2층 부분의 테라스를 적극 활용한 주민 공간(카

페)을 만들면서 컴퓨터실 이동 불가 등의 사안을 반영해 두 번째 안을 도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스튜디오 측이 합류한 것으로 사실상 2차 주민워크숍 이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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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아이디어, 3D 모델링 작업 전까지의 모든 계획은 사이픽스 

측에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계획단계에서 워크숍 홍보 이외에 SNS(페이

스북)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소통하고자 했으나 주민 이용이 적어 의견 

수집이 되지 않는 등 결론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항목
내용

2층 3층

기존

1차 
주민워크숍

-공간 기획 제시 주제 5개(지식충전, 건강카페, 무료대여공간, 몸짱클럽, 
기타)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 도출

-운영시간, 공간분위기, 프로그램 운영 등 논의

서
비
스
디
자
인
팀

1차 
계획안 -2층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카페 조성
-소규모 대여공간을 카페 내에 조성
-기존의 컴퓨터실을 직원사무실로 이동
-직원 사무실을 2층 서고로 이동
-동장실과 이어져있는 작은방을 직원 
휴게실로 변경

-남자 화장실을 창고로 변경하여 
서고의 물건 보관

-회의실은 인원수에 맞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자바라 설치

-기존의 버려져 있던 중앙홀에 만화방 
조성

-다목적실과 연결되어있는 창고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여공간으로 조성(채광이 잘 드는 
공간)

-다목적실 뒤편의 공간을 확보하여 
창고로 활용

표 3-10. 2, 3층 계획 변경 과정 : 1차 계획안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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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2층 3층

서
비
스
디
자
인
팀

2차 
계획안
도출

-컴퓨터실을 이동하는데 많은 
예산비용이 발생하여 컴퓨터실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함

-카페를 기존 직원사무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카페 뒤쪽에 창고를 조성하여 서고의 
물건 보관

-기존 직원 사무실을 2층 서고로 
이동하며, 동장실과 이어져 있는 작은 
방을 터서 직원사무실로 사용

1차 설계안과 변동 없음

2차 
주민워크숍

-설계안 공유
-공간디자인 요소 아이디어 도출, 투표

서
비
스
디
자
인
팀

3차 
계획안 
도출

-2차 주민워크숍 아이디어 및 투표 
반영

-기존의 직원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정리하여 그 
공간에 카페를 조성

-서고에 직원 사무실 배치 시 환기 및 
채광이 어려워 이동하지 않기로 함

-기존 직원 사무실과 테라스 사이에 
존재하던 벽을 허물어 홀딩도어를 
설치하여 채광이 잘 들도록 함

-기존 회의실은 회의가 없는 시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공간으로 활용

-열린공간에서는 소규모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쪽 벽면을 유리로 하여 
화이트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버려져 있던 중앙홀에 책방을 
꾸려 누구나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중앙홀 가운데 천장에 뚫려있는 
유리를 통해 채광이 들어옴. 
주민들이 채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중앙홀에 책방을 조성

-열린공간과 책방사이의 벽을 반 
유리로 조성하여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트여보이는 효과 제공

-다목적실과 연결되어있는 창고를 
개선하여 대여공간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예산 제약으로 불가

표 3-11. 2, 3층 계획 변경 과정 : 2, 3차 계획안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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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2층 3층

사이픽스
+

마음스튜
디오

최종 3D 
모델링

-‘컵’ 형상화
-시공시 나무 재료 변경(유지관리 
관련 직원 요청)

-최대 60명 회의 가능 요구→가구 
모듈화

표 3-12. 2, 3층(주민복지 및 통합민원실) 계획 변경 과정 : 최종안
출처: 결과보고서(2015.12.), 사이픽스 인터뷰(2019.08.28.)를 바탕으로 작성

결과적으로 1층 계획안이 먼저 결정되고 이후 2, 3층의 경우 서비스디자인팀의 

추진으로 1차 주민워크숍을 통해 필요 요소와 방향을 확인하며 첫 번째 설계안이 도

출되었으며, 이후 ‘오픈키친’ 컨셉 반영으로 내부적으로 일부 수정된 2차 설계안을 

가지고 2차 주민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이

에 설계팀이 합류했으나 이전의 1층 계획처럼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도출하지는 않

았고 사이픽스 측의 계획안에 대한 자문 정도를 수행했다. 그리고 2차 주민워크숍 

이후 최종 계획안을 도출, 이어 실질적인 구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공사를 앞

두게 된다. 2차 주민워크숍 이후 실제 디자인 요소에 대한 결정 과정에는 주민 개입

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의 경우 기획단계 이후 구체적인 계획에의 

공동체 개입을 위해 생산주체 영역에서 이들을 재상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불특

정 다수의 주민들에 본격적으로 공개하며 이들을 워크숍에 초청하거나 특정 부류의 

경우 새롭게 그룹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를 참여 내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a.

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한 발생과 공동체 활동은 없었으나, SNS(페이스북) 및 

포스터 등을 통한 주민워크숍 홍보와 공개를 통해 ‘b.공개·의견수집’에 불특정 다

수의 주민들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c.공청회·설명회·워크

숍’에 있어서는 주민워크숍 두 차례에 일반 주민들이 초청되었으며 인터뷰와 직원워

크숍의 경우 직원그룹으로 새롭게 상정된 이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e.설계반

영·결정’ 자체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워크숍을 통해 2-3층 부분에 

대한 ‘d.설계의견·협의’에 주민들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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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며 건축가는 시와의 

협의 속에서 최종안을 도출해낸다. 위의 사례와는 다르게 계획단계에서 공동체 개

입을 위한 재상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시기에 건축가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거치며 설계안을 구체화시켰고, 시 관계자(시설공사과, 청

소년과)와 세부 프로그램 등의 추가·보완을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형태 및 공간 구성에 있어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진

행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설계 의견·협의, e.설계 반영·결정’에  공동

체 개입은 나타나지 않으며,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과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 공동체 개입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항목 내용

평면도
(1F, 2F)

  

단면도

주출입구 
입면

표 3-13.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최종안
출처: 스튜디오인로코 홈페이지

사례 A-3(광주폴리Ⅲ)의 구체 계획단계에서는 위의 1-A(연희동주민센터) 사례에

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공동체 개입이 허용되면서 이들을 중

심으로 다시 새롭게 형성된 그룹의 참여가 발생한다.

3차 폴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2016년 5월에 이르러서는 각 작품의 기본디자인이 

완료되고 이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었다. 한편 앞서 뻔뻔폴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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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건축가의 쿡폴리 계획안
출처: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블로그

초기 단계에 공동체 개입이 발생했다면, 쿡폴리

는 이때 향후 운영과 관련한 공모를 진행하게 된

다. 일단 쿡폴리 건축의 경우 장소 및 작가 선정 

과정에서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가 계획할 것으

로 결정되었고, 마찬가지로 이들 건축가그룹은 

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 도심의 공가를 개조함

으로써 식당을 만드는 것, 신축 카페 건립을 계

획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향후 이를 운영할 

지역 청년들을 공모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청년 7

명이 광주청년협동조합인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을 꾸리게 되었다. 재단 측의 계

획은 쿡폴리의 경우 장진우 쉐프의 ‘작품’이나, 그가 직접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새롭게 발굴된 이들 청년그룹을 통해 ‘지속가능한 참여’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었

다. 이들은 선정 이후 서울 장진우 식당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며 식당 창업과 

운영 기획 등에 대한 노하루를 전수받고 곧 완공된 쿡폴리에서 실제 식당의 운영을 

맡게 된다. 또한 해당 식당과 카페에서 난 수익의 20%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기부

되면서 참여로 인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자면, 디자인 계획에 있어 공개적으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같은 

사항을 통해 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은 열리지 않았고, 이러한 디자인 단계에서는 

결국 ‘d.설계의견·협의, e.설계반영·결정’과 관련해 공동체로 상정된 이들이 개입

한 사항은 없다. 설치되는 폴리 특성상 이에 대한 방향이나 아이디어에는 다수의 목

소리가 개입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개별 작가의 영역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공동체로 상정된 이들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에 있어 불특정 다

수의 시민들에 대한 공모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들에 교육이 수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4) 시공과정에서의 공동체 재구성과 조직화

위의 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기획단계에 이르며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이들의 

참여가 발생했고, 이후 계획단계에서 다시 재상정을 통해 개입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 계획이 완료되고 공사를 위한 개입 또는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마찬가지로 새롭게 공동체 개입의 장을 열면서 이들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조직화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각 사례들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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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1층은 건축가에 의한 설계안 확정이 1차 주민워크숍

(2015.09.17.)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0월에 이르러 시공이 먼저 시작

되었다. 2, 3층의 경우 개선 사항 및 설계안이 확정되고 2015년 10월 19일 중간보고 

진행 후, 2015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인 사업 내용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의 ‘디자인’과 관련해 이때 사이픽스 측에서는 공간 안내를 위한 

픽토그램 사이니지를 시공하고, 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센터 사용설명서 및 

통합코디네이터 안내서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개입된 것은 아

니다.

그림 3-16. 서비스디자인 일환 : 연희동주민센터 사용설명서 제작
  

한편 해당 시기에 앞서 1, 2차 주민워크숍 때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주민센터 공간

의 ‘운영’과 관련해 주민 참여 방안 또한 구체화되었다. 실질적인 기획은 서비스디

자인팀이 한 것인데 워크숍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들, 기존 모임, 기획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각 조직을 지원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 오픈식을 기점으로 특정 결과물

들이 완성되도록 준비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종합해보면 총 

7개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기존에 불특정 구도로 상정되어 참여했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후 지속가능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찾아 지

원, 또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에 맞게 재조직하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26)

정리하자면 해당 사례의 경우 시공단계에 이르며 ‘a.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

해 생산주체 측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로, 특히 오픈식을 비롯해 향후 해당 장소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상정된 공동체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며 특히 기

존 조직을 흡수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양상까지도 나타난다. 다만 이들의 

구성과 활동은 모두 생산주체의 개별적 접촉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외의 ‘b.공

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한 사항의 발생과 공동체 개입은 

없었다. ‘d.공사참여·변경요구, e.반영·결정’ 발생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참여가 

나타나지 않는다.

26) 조직된 공동체는 ‘연사연마을신문, 연희외국어마을, 오브젝트, 카페컵, 연희동사람이연희동사

람에게, 연희동청소년UCC팀, 연희걷다’로 총 7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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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계획 과정에서는 공동체 재상정 또는 개입

의 발생이 없었으나 해당 단계에 이르며 공동체 재상정을 통한 참여가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후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다. 시에서는 공사에 이르기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설계자에게 시공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 다시 청소년과와 상의하는 등 소통에 주안점을 두

었다.27)

그리고 개관을 준비하는 이때에 시와 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개입을 추

진하게 된다. 먼저 시는 2017년 1월에 청소년간담회를 주최했다. 인근 학교의 청소

년들을 초청해 곧 개관할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상 설계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이때는 카페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해당 간담회를 통한 시설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가운데 

수원청소년재단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원시에 거주

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를 공개 모집하였다.28) 2017년 2월에 이를 위한 설명회도 열었는데, 청소

년운영위원회의 경우 문화의집 모니터링, 청소년 정책 제안 및 교류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15명을 계획하였고, 나머지는 문화예술동아리, 특성화동아리, 스포츠동아리 

각 10개, 그리고 대학생 및 어머니봉사단을 각 15명, 10명씩 모집하였다. 이에 서류

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해 3월에 이르며 각 운영 조직이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해당 사례의 시공단계에서는 ‘d.공사에 참여 및 변경 요구, e.반영·결정’ 

사항 이외에, 간담회 및 조직 구성 관련해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

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발생에 모두 공동체 개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향후 공간 활성화와 관련해 공개하고 모집한 이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조

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A-3(광주폴리Ⅲ)의 경우,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통한 운영

을 구체화하면서 해당 단계에서도 여전히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특정다수

의 주민들이 특정 폴리 설치와 관련해 다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광주폴리Ⅲ에서 기획한 네 영역의 

27) 국토교통부(2017), op.cit.

28) 수원청소년재단 홈페이지의 공고 참고.

http://www.syf.or.kr/web/board.do?menuIdx=320&bbsIdx=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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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GD폴리 : ‘아이러브스트리트’
출처: 광주폴리 홈페이지

폴리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공모를 통한 아이

디어에서 시작된 뻔뻔폴리, 그리고 미니폴리

와 GD폴리(꿈집)이 설치되었고, 쿡폴리도 완

공 후 교육을 마친 이들의 운영이 자리를 잡

으며 2017년 1월에 쿡폴리 개막 행사를 열게 

된다. 한편 MVRDV+조병수가 계획한 

GD(Gwangju-Dutch)폴리의 경우 ‘걷다’라는 

컨셉으로 추진된 ‘거리칠판’이었는데 실제 

특정 거리에 이를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주민설명회

(2017.03.08.)를 시작으로 2차에 걸친 서석초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5월에 이르러 

워크숍과 기본디자인 설명회를 수행했다. 프로젝트의 특성상 설치 또는 건립되는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시기에 맞춰 진행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이에 GD폴리

의 경우 다른 폴리의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구체적인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다. 특히 설치의 방법과 목적 자체가 필연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참여를 기반에 두

었기 때문에 이의 계획에서부터 다수의 설명회를 통한 관련자들의 협의가 있게 되

었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 앞서 쿡폴리의 운

영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청년그룹의 개입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GD폴리와 

관련해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서의 개입이 발생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공사참여·변경요구, e.반영·결정’ 사항에 공동체 참

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생산된 장소에의 공동체 개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과 계획, 공사 단계를 지나 준공 및 오픈식에 이르게 

된다. 특히 결과적으로 생산된 장소에 공동체 개입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확인해 보

도록 하겠다.

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10일, 3층의 일부 공사가 

미완성되었지만 일단 해당 사업에 대한 오픈식을 진행했다. 관과 전문가, 주민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모였으며 함께 공사된 현장을 확인하고 새로 만들어진 카페에

서 주민들이 준비한 커피 및 다과 시간을 가졌다. 오픈식을 전후해 약 한 달 동안 

재능공유프로그램을 열었고, 주민들과 함께 제작한 마을신문을 나눠주며 홍보동영

상도 개봉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가 활발하게 드러났던 주민 3

명을 섭외해 ‘내가 꿈꾸는 주민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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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운영의 경우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기로 결정하면서 약 3년 정도 했고, 현

재 2019년도에는 위원 및 부녀회 주민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맡아 봉사하

고 있다. 공사 완료 전 생성되고 조직된 공동체 조직과 관련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예컨대 당시 ‘연희 외국어마을’을 시작으로 현재도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능공유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주민 내 

강사가 발굴되고 또 교육도 지속 중에 있다. 정리하자면 오픈식 이후, ‘b.준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 이전 단계에서 상정된 총 4개 구도의 공동체들이 지속

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c.공동체운영개입, e.공동체공간개선·

변경’은 주민들의 카페 운영과 관련해 나타난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해 온 주민들과 

일반 지역 주민들이 다시 조직을 만듦으로써 카페 운영의 공동체 주체 변경이 나타

나므로 ‘d.공동체운영변경’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는 공사 완료 후 개관 전까지 열린휴게공간(구름

터), 노래연습실(울림터), 풋살장(풋살파크)에 한해 일부 개방해,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이르러 정식 개관했는데, 개관식에서는 수원시장을 포함한 전체 관계자들이 모였고 

일반 주민들을 초청해 축제처럼 진행하였다. 특히 구성된 동아리들의 행사가 있었

는데 공연을 하고, 또 동아리 특성별로 6개 체험부스를 열어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

다. 한편 새로 조직된 동아리 이외에 청소년교향악단 등 기존의 지역 청소년 조직을 

흡수한 사항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때 불특정다수와 생성된 조직을 통해 ‘a.지역행

사·프로그램’이라는 참여 내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관 이후 해당 시설

은 현재까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원예, 보드게임 등의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간헐적인 행사나 축제, 공간대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 장이 아닌 열려있는 문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앞서 조직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 그리고 지역의 기존 조직들이 포함되어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에 주축이 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운영위원회인 ‘바

람개비’는 2017년 3월에 구성되어 지속되고 있다. 재단 측에서는 이들을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시키고 SNS 홍보 및 조사를 시행, 바리스타 카페 운영 등을 맡도록 하는

데 이후 계속해서 기수별로 구성원들을 모집함으로써 운영진이 변경되도록 하고 있

다. 특히 카페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도 운영

이 되도록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 대상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관과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해당 사례의 경우 개관 이후 ‘b.지역행사·프로그램, c.공동체운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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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d.공동체운영변경’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앞서 재상정되고 조직된 이

들의 지속적인 개입이 나타난다.

사례 A-3(광주폴리Ⅲ)의 경우, 2017년 8월에 GD폴리까지 최종 준공하게 되면서 

광주폴리Ⅲ의 대장정은 막을 내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폴리 설치의 지속적인 추진

으로 현재도 광주폴리Ⅳ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1월 10일에는 ‘광

주폴리, 문화도시 서른개의 이정표’ 다시&미리보기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열기

도 했는데 일반 시민들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작품 투어와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3차 광주폴리를 통해 설치되고 지어진 각각은 도시의 거리 등에 놓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이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은 1차 때

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에 재단 측에서는 만들어진 폴리를 중심으로 여러 축제

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이들의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쿡폴리의 경우 새롭게 조직된 청년그룹을 통해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이

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다른 폴리에서 공동체가 운영에 개입하거

나 변경되는 등의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폴리가 주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선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한 없다. 따라서 ‘b.준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에 불특

정 다수의 시민 개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공동체운영개입’에 있어

서는 계획단계에서 새롭게 상정된 공동체의 개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

된다.

3.1.3 사례별 생산과정 및 공동체 참여 전개 종합

세 사례 분석을 마무리하며 각 생산과정에 따라 공동체 참여가 전개되는 바를 일

련의 표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나타내본다. 표 안의 글은 프로젝트가 전

개되며 발생한 주요 사항을 설명한 것인데, 특히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측으로 정렬하였다. 그리고 앞서 2.3장에서 도출한 틀에 따라 각 발생 지점에 개

입한 공동체 유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한편 표기에 있어 유형 자체가 영향

의 정도를 내포하며 높이가 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새롭

게, 또는 다시 나타난 유형이 이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는 해당 다이어그램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 표기된 공동체 유형이 변하는 양상은 이후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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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초기 개입이 불특정 구도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전개에 있어, 주요 분석 사

례인 A-1(연희동주민센터)을 중심으로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와 A-3(광주폴리

Ⅲ)을 통해 확인한 공동체 참여 특성은 다음과 같다.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는 기획단계에서 불특정 공동체가 초기 개입하고 전문

가 선정 과정을 지나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조사와 워크숍에 참여할 공동체가 다

시 상정되었다. 마찬가지로 불특정한 이들이 참여했는데, 그러다가 전문가들에 의

해 일부가 워크숍 그룹으로 재구성되어 다시 참여하였다. 또한 향후 주민센터 운영

과 사용에 밀접한 이들을 조직하는데 생산과정에 참여했던 공동체뿐 아니라 외부자

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다.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불특정한 

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 사례와 달리 계획단계에서는 개입이 없다가 

시공단계에 이르러 새롭게 공동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곧바로 조직화를 하는데, 생

산주체 측의 결정으로 기존에 참여했던 이들이 아닌 모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A-3(광주폴리Ⅲ) 사례는 공청회에서의 불특정한 이들의 초기 개입 이후, 축제, 

공모전 등에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재상정되다가 계획단계에서 일찍이 쿡폴리와 관

련해 운영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공동체가 참여하는데 A-1 사례처럼 재구성은 

없었으며 각각은 특정 사항과 관련해 단층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조직화 또한 발생

하지 않았다.

이들 사례는 전개에 있어 일련의 공통된 양상이 있으나 일부 시기와 발생의 차이

가 있었다. 차이 요소 및 요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4.1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생산결과에 공동체가 개입하는 양상 또한 달랐는데 초기 개입 구도를 비롯한 과정

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이후 

4.2장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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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공간개선 사업 추진
a

b

2014.09.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혁 추진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2014.12. 1단계 사업공모
         ‘동 마을 복지센터(가칭)’ 13개구 80개동 시범운영, 서대문구 선정

2015.01. 동 단위(천연동, 북가좌1동) ‘동 마을 복지센터’ 시범운영
2015.03.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으로 정식 명칭 변경
         시범운영으로 ‘공간개선’ 추진 결정

c

d

e

B.
기
획
단
계

연희동 선정 및 2개의 사업 기획
a

2015.05. 주민센터 공간개선 추진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열람(의견수집)
b

2015.03. 서울디자인재단, ‘동 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서비스디자인’ 실천 모델 구축 위한 첫 시범사업 결정
         연희동 추진 결정

2015.05. 시범 동 확대 운영(천연동, 북가좌1동, 연희동)
         연희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결정

c

d

e

C.
계
획
단
계

건축가 협약과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 공고·계약
a

2015.05.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공공건축가 선정(최성희 건축가), 계약 및 협약 체결

2015.05. 서울디자인재단, 2015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b

c

2015.06. 제안서 제출 및 심사
         서비스디자인 사업에 ㈜사이픽스 선정

2015.07. 계약

d

e

디자인 계획
a

2015.08. 사업설명회, 착수보고 / 자문회의
2015.10. 중간보고 / 자문회의

2015.07.-09. 프로젝트 안내 및 워크숍 홍보(거리홍보, 포스터 등)

2015.07. 주민센터직원인터뷰
2015.07. 1차 주민센터직원워크숍 / 2015.09. 2차 주민센터직원워크숍

2015.09. 1차 연희동주민워크숍 / 2015.10. 2차 연희동주민워크숍

b

c

2015.09. 서비스디자인팀, 2-3층 1차 설계안 도출 / 컨셉 ‘오픈키친’ 결정 / 2차 설계안 도출
2015.10. 서비스디자인팀, 2-3층 최종안 도출. ‘컵(cup)’ 형상 공간디자인 결정

2015.07. 1차 건축-서비스디자인팀 협업회의
2015.09. 2차 건축-서비스디자인팀 협업회의 / 3차 건축-서비스디자인팀 협업회의, 1층 최종안 도출

d

e

D.
시
공
단
계

1층 · 2-3층 공사
a

b

c

2015.10. 건축가 1층 시공

2015.11. 서비스디자인팀(기획팀-건축팀) 2층, 3층 시공
2015.12. 사이니지·프로그램·운영 관련 기획

2015.11. 신문 및 UCC제작 조직(2)·교육관련 조직(2)·
운영관련 조직(1)·지역프로그램관련 조직(2) 구성 관련  

  

d

e

F.
준
공
및
이
후

리모델링 완료 및 운영 2015.12. 오픈식
-신문 및 UCC팀 작업 공개, 카페 주민 운영 본격 시작 a

2015.12.- 연희 원어민영어마을, 연희마을 열린학교, 물물교환서비스, 지역프로그램 연계 등
2015.12.- 카페. 책방, 교육 공간 등 대여  b

2015.12.- 카페 ‘컵(cup)’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공간대여 등 관리  c

2018.- 카페 ‘컵(cup)’ 연희랑 운영
d

2019. 카페 공간 개선  
e

표 3-14. <연희동주민센터>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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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서수원 활성화 일환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
a

b

c

20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
2000. 장안청소년문화의집(2005), 영통청소년문화의집(2010), 광교청소년수련관(2013) 등

2011. 서수원 호매실지구, 2020도시계획에 따른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계획

d

e

B.
기
획
단
계

기본계획 수립
a

2015. 기존 청소년시설 이용자 조사(청소년 의견수렴)
-청소년 신체(운동유무), 심리(불안감유무), 사교육유무 등 조사 b

2014. 수원칠보청소년문화의 집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시설로 적합한 독창성 조성 위한 설계공모지침 마련 c

d

e

C.
계
획
단
계

설계공모 및 기본구상
a

2015.04. 신진건축가 설계공모
b

2015.05. 과업설명회
c

2015.06. ‘스튜디오 인로코+이상도시’ 당선

         -공간별로 달라지는 다양한 형태와 풍경, 실내·외 공간의 입체적인 배치와 연결 등
         -건축가가 물리적 프레임 뿐 아니라 가구, 사이니지 작업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 계획

d

e

구체 계획
a

b

2015.07. 착수보고

2015.10. 중간보고

2016.01. 실시설계 완료

c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2017.03. 임시 개관, 프로그램 운영. 잔디구장 등 주민 개방
a

2016.12.-2017.03.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 모집, 설명회(2월). 6개 영역에서 활동 진행 구상
b

2017.01. 청소년 간담회. 문화의집 설명회 및 홍보,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2017.03.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구성 관련 -문화예술동아리, 스포츠동아리, 대학생봉사단, 어머니봉사단 조직화 c

2016.02.-12. 공사
             건축가 디자인감리로 참여 d

e

F.
준
공
및
이
후

개관 및 운영 2017.05. 개관식
-기존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댄스팀 등 동아리 공연 등 행사, 6개 주제 체험부스 등 a

2017.03.- 청소년 교육 및 행사, 공간대여
-공연, 전시, 댄스, 스포츠, 전통놀이, 바리스타, 원예, 보드게임 등 교육. 체험부스, 물놀이 축제  b

2017.03.- 청소년운영위원회(‘바람개비’) 구성 및 활동
-프로그램 기획 참여, SNS 홍보 및 조사, 바리스타 카페 운영 등 c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수별 모집
청소년 대상 카페 운영 상시 체험 d

e

표 3-15.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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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폴리Ⅰ·Ⅱ·Ⅲ
a

2010.08. 광주폴리 국제세미나(프로젝트 참여건축가 워크숍 및 설명회)
2011.02. 광주폴리Ⅰ 기본디자인 시민보고회
2011.06.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광주 어반폴리 시민모임
2012.06. 광주폴리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광주폴리 이대로 좋은가’

2010.08.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일환, 참여기반 커뮤니티디자인 및 장소특정적 ‘어반폴리(urban folly)’ 기획
2010.08. 광주폴리 추진계획 방침 결정. 총감독 및 장소, 작가 등 선정
2011.05. ‘도심재생과 사라진 역사의 복원’ 광주폴리Ⅰ 착공
2011.09. 광주폴리Ⅰ준공 및 개막
2012.04. 광주폴리Ⅱ 총감독 및 작가, 장소 등 선정
2012.08. 시민협의회(1기) 구성 -전문가. 장소 및 작가 선정. 목적·방법 결정. ‘인권과 공공공간’
2013.11. 광주폴리Ⅱ 준공 및 개막. 광주폴리Ⅲ 추진

b

c

d

e

B.
기
획
단
계

광주폴리Ⅲ 기획 2015.07. 2015세계청년축제 광주폴리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a

b

2014.02. 시민참여형 광주폴리Ⅲ 구축을 위한 세미나 -‘참여형 예술’ 논의
2015.06. 시민공청회 ‘3차 프로젝트의 향방’ -전문가 및 폴리인근주민, 주민자치위원장, 시민단체 등 참석 c

2014.10. 광주폴리운영평가단 구성
2015.05. 시민협의회(2기) 구성 -전문가 15인

2015.08. 광주폴리Ⅲ 총감독 천의영, 큐레이터 유우상 등 선정
         ‘대중성·참여·의외성’이라는 3원칙, ‘보다·걷다·먹다·놀다’라는 4액션버브

d

e

C.
계
획
단
계

장소 선정과 작가 공모
a

2015.11.-2016.01. ‘뻔뻔폴리’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 컨셉 선정 
4 작품에 대한 현상공모로 작가 선정 b

2016.04. 광주폴리Ⅲ 워크숍 ‘폴리와 도시의 일상성’,
참여 작가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 c

2016.01. ‘뻔뻔폴리’ 전문가 1차심사 이후, 4점에 대해 전문가 + ‘일반시민평가단’ 구성(18명) 2차 심사 진행
d

2015.11.-2016.05. 장소 및 작가 등 최종 선정
e

디자인 2016.09.-12. 청년 7인 선정, 광주청년협동조합 ‘맛있는골목협동조합’ 구성
서울 장진우 식당, 요리 및 식당 창업과 운영 교육 a

2016.07. ‘쿡폴리’ 운영 위한 지역 청년 공모
b

c

2015.06. 각 작품 기본디자인 완료
2015.09.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2016.07.-12. 쿡폴리(식당-신축, 카페-리모델링) 계획 -청미장 식당 및 콩집 카페로 운영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및 설치 2017.01. 쿡폴리 개막행사
a

b

2017.02.-07. GD폴리 산수동 주민설명회(3회) / 2017.04. 서석초 학부모설명회(2회) / 2017.05. GD폴리 워크숍 
-‘걷다’ 컨셉. 서석초 및 지자체, 시민단체 협의로 학교 앞 보행전용도로에 설치 추진 c

d

2016.12.-2017.07. 광주폴리Ⅲ 미니폴리 / 뻔뻔폴리 / 쿡폴리 / GD폴리(꿈집) 공사 및 설치
e

F.
준
공
및
이
후

준공 및 이후 2017.08. GD폴리 준공
a

2017.08.- 국제워크숍 등 진행. 시설 및 공간 자율 이용 및 관람. 투어프로그램 운영, 폴리 축제 개최 등
b

쿡폴리 협동조합 운영
c

d

e

표 3-16. <광주폴리Ⅲ>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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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성곽마을행촌공터 1호점 모습;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옥상에 경작소를 올렸다.
출처: 서울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3.2 생성 구도에 따른 전개

3.2.1 분석 대상 개요

(1) 프로젝트 개괄 및 특성

번호 범주 프로젝트명 위치 연도 건립용도 건립방식

B-1 a’

성곽마을행촌공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30-23, 
사직로1다길 11, 
통일로18나길 19-1

2016
공동이용

시설
신축·리
모델링서울시 성곽마을 

재생사업

B-2 b
은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15
2015 학교 개축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B-3 a

할매묵공장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73번길 9-18
2016

공장 및 
판매시설

신축영주시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표 3-17. 생성 구도의 분석 사례 개요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는 성곽마을 

재생사업으로부터 시작해 지역 공동체

(local community)인 주민들이 모임(협의

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

끌었던 사례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구청장

(종로구청장, 김영종)은 행촌권 도시재생

의 성공에 대해 ‘지역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거둔 귀한 결실’로서 주민들 스스로 연대하

며 도시농업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참여

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30)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이용시설로서 3개의 건축물이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었는데, 특

히 재생사업이라는 범위 속에서 건축물 건립에 공동체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공동체는 건축물 건립의 기획과 계획의 결정보다는 이와 관련한 축

제 등의 행사나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사업의 특성에 맞

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룹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후 여

러 요인에 의해 이들이 변화하고 또 생성되기도 한다. 한편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

30) 헤럴드경제,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2018.03.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19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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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서울 은로초등학교 모습
출처: Digital Dimension 블로그

그림 3-20. 할매묵공장 모습
출처: 할매묵공장 홈페이지

과정을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 구성된 사업추진단으로부터 이후 주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주민협의체, 도시농업공동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상정과 조직들이 나

타나나 행사나 교육 이외에 주민워크숍, 회의 등에 ‘참여’한 주민들은 소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운영에까지 남아있다. 

사례 B-2(은로초등학교)는 ‘사용자 참여

형’ 설계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기획단계에

서 디자인 구체 계획에 이르기까지 관련한 

사람들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2011년 서울

시교육청의 추진에 따라 참여 방식의 설계

로 전면 개축이 시작되고, 이후 2015년 4

월에 이르러 완료된 사례이다. 은로초등학

교 개축이 기획 및 계획되는 과정에서 공

동체는 각 상황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기획단계에서는 연구 참

여를 위해 교사 9명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현상설계안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30명을 사용자 그룹으

로 상정해 설명회와 의견 수립에 포함시켰다. 이후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서는 교사뿐 아니라 참여에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포함되어 이들을 각각 세 

워킹그룹으로 구성해 워크숍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은로초등학교 사례는 디자

인 단계에서 이렇게 구성된 그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건축가 초기안과 워크숍과 조사 등을 시행한 이후의 안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해 지어지게 되었다.

사례 B-3(할매묵공장)는 경상북도 영주

시 구성마을에 위치한다. 2017년 문을 연 

공장 및 판매시설로서 2014년 도시재생 선

도지역으로 영주 도심부 재생이 시작되며 

그 일환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구성마을은 

일단 그 사업의 시작이 동네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30여년 넘게 쇠퇴해 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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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었다. 이에 시와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고 새로

운 시설을 짓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을 자주 만나며 이들의 지

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함께 기획과 계획을 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할매묵공장 건립은 재생사업과 관련해 기획단계에서 조직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

역의 공동이용시설 조성 계획을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묵’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관련한 사업단 

조직을 다시 구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생성된 공동체 조직이 사업 

특성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이들이 계획과 향후 공간의 이용과 운영에까지 이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2) 프로젝트별 생산주체와 공동체

1) B-1(성곽마을행촌공터)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서울시,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전문가(가치공유및공동

체지원사업팀-나눔과미래, 재생계획팀-PMA·UIA·숭실대, 건축가), 그 외 외부 전

문가(농업전문가, 도시재생 및 농업강사들)

성곽마을행촌공터는 서울시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계획에 따라 인근 권역별 

재생계획을 수립하며 지어지게 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이다. 2014년 7월에 이르러 

성곽마을의 실행계획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듬해 4월, 행촌권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가치공유 및 공동체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주 활동 주민을 찾

아 조직을 만들며 성곽마을과 관련해 축제 등의 행사를 열기도 했다. 행촌권 사업의 

전문가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을 비롯해 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전문가들은 시의 주거환경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갔다. 

특히 도시농업으로 행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또 외부의 농업전문가를 초빙해 자리

잡도록 하는데 시의 역할이 상당한 측면이 있었다.

행촌권은 행정구역상 종로구에 속하며, 이에 해당 사업의 추진에서 시와 긴밀하

게 협의하는 주체였다. 구의 주택재개발팀 및 마을지원단에서는 전문가들과의 실무

회의를 비롯한 MP회의에 간헐적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종로구 자체적으로 기존에 

텃밭 등 농업과 관련한 여러 사업과 교육을 해왔었는데 행촌권의 특성화 사업을 도

시농업으로 잡게 되면서 도시농업공동체 구성과 용역 연계를 추진했다. 

전문가 그룹은 크게 가치공유 및 공동체지원 사업을 실행한 나눔과 미래, 그리고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실행한 PMA·UIA·숭실대팀으로 나뉜다. (사)나눔과미래는 

1998년에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 이르러 설립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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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북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

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서울시 성곽마을 추진 사업과 관련해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해당 전문가들은 재생계획이 본격 시작되기 전 행촌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와 위원 10명을 새롭게 구성한 바 있다. 

또한 권역별 주요 활동가들을 묶어 성곽마을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PMA·UIA·숭실대팀은 2015년 4월에 해당 재생사업을 위해 조직된 팀이다. 각각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건축, 생활문화기록화 사업을 맡았는데, 이듬해 11월에 공식적

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참여하였다. 그 시작

은 건축가(위진복)가 먼저 접촉해 팀을 꾸린 것으로, 본래 행촌권은 역사문화자산

을 중심으로 실행계획 방침이 결정된 바 있으나 이들의 제안서로부터 도시농업이라

는 정체성이 다시 잡히게 된 것이다. 이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의 계

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숭실대팀이 다른 연구 사업 지원을 더해 

기존 건물의 옥상 위에 작물 등을 경작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까지 계획했으며, 

실제 옥상경작소라는 이름으로 행촌공터 1호점 옥상에 지어지게 된다. 한편 3개의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시의 과업내용서를 비롯해 제안서 때에는 논의된 바 없었으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 가운데, 시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건물의 리모델링과 새 건

물의 매입을 통해 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결정되었고, 이후 도시농업과 관련해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인근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국공유지에 농업교육장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건축가는 먼저 1호점의 경우 처음부터 

재생사업에 합류했던 UIA(위진복 소장)에서 맡아 진행했고, 2호점은 UIA 추천으로 

LIVESCAPE(유승종 소장)이, 3호점은 서울시에서 따로 발주한 것으로서 KDDH(김동희 

소장)에서 맡아 진행했다.

그 외 생산주체 영역에는 외부 전문가로서 농업전문가(고창덕)가 중간에 합류하

게 되는데 단순히 도시 농업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후 3호점의 운영을 맡아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 22일 입학

식을 시작으로 이후 2016년 1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도시재생대학은 사업 특

성상 재생학과와 도시정원학과로 나누어 교육을 하였는데 이때 외부의 도시재생 및 

농업과 관련한 강사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한 사항이 있다.

·공동체 영역 : 행촌 주민들,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곽마을네트워크, 사업

추진단,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 교남동성곽마을주민추진위원회, 주민공동체위원

회(임시 주민협의체), 도시농업공동체, 마을활동가, 인왕마을네트워크

행촌 및 교남동 일대는 인근 재개발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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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1990년대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다세대 및 다가구

가 많아 다른 성곽마을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성곽과 

관련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채 정체된 측면에 대해 행촌 주민들 스스로 성곽마을 

재생사업 이전부터 지역 청소나 반찬 봉사와 같은 지역 일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부

녀회 등이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다. 이에 주민 내부의 여러 모임과 직능단체들이 이

후 사업과 관련한 축제, 텃밭 조성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행촌동과 

교남동을 포함하는 행촌권은 모두 교남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을 담당하는데, 이에 교

남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생사업의 시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

에서 재생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가치공유 및 공동체지원 사업을 통해 각 권역별 

성곽마을주민네트워크를 구성한 이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위원들은 지역에서 주

요 활동을 전개해가던 통장 등을 포함해 11명 정도로 사업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

였다. 그리고 곧이어 시가 이를 기반으로 직능단체 주민들을 일부 포함해 사업 추진

에 적합한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10명을 세우게 된다. 이들은 가

치공유 사업 일환으로 성곽마을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 참여하였다. 한편 행

촌권 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고 나서 주민들은 교남동성곽마을주민추진위원회

를 만드는데 위의 추진단과 위원회에서 임원 등을 조정해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PMA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공동이용시설

의 주민 운영을 고려해 이들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위원회(임시 주민협의체)를 비

롯해 다시 세부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와 마을활동가 등을 세우게 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가던 직능단체들이 여럿 

있었는데, 독립문평화의집, 살림의 집 등 9개 단체들이 모여 성곽마을 사업과 관련

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인왕마을네트워크(본래 독립문마을네트워크에서 이름 변

경)를 조직하였다. 다만 이들이 행촌공터 건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며 

공터 시공단계에 이르러 주거개선사업과 관련해 주민워크숍에서 마을행사를 연 정

도가 확인된다. 

2) B-2(은로초등학교)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동작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

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은로초등학교), 전문가(코디네이터, 건축가-디앤비건

축사사무소), 그 외 외부 전문가(디자인교육전문가-핀란드국립문화박물관 큐레이

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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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개선되지 않은 학교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문

제의식으로부터 2011년에 이르러서는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에 따라 당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내 1개교의 전면개축 사업을 실시하고, 

이듬해 3개교, 그리고 전면 확대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은로초등학교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초등학교가 속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업을 

발주해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은로초등학교는 사업 대상 주체로서 생산주체 영

역에서 건축물 조성과 관련해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건축

가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일정 등을 조율하고 공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서울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며 참여형 학교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이후 교육청의 

설계공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실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시설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데 국외 사례와 한국의 조건을 분석해 국내 지표를 만드는 일

로서 당시 은로초등학교의 교사그룹(9명)을 상정해 이의 예비 적용을 위한 워크숍

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미 학교의 개축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바, 이를 

계기로 기존 학교 공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은로초등학교 개축 사업에서 전문가로서 생산주체 영역에서 주 활동을 전개시킨 

이들은 크게 코디네이터(퍼실리테이터)와 건축가가 있다. 먼저 코디네이터로 이선

영 시립대 교수가 선정되었고 동시에 설계공모에 있어 평가 위원으로서 건축가 선

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후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건축가 사이에서 추후 참여를 

위한 진행 방법을 조율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은로초등학교 사용자 참여형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가로 ㈜디앤비건축

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당시 공모에서는 설계안뿐만 아니라 참여형 설계 제안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는데, 1차 및 2차 심사 이후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총해 최종 선

정되었다.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세 개의 워킹그

룹을 만들어 워크숍과 설문,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고 이때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 때와 완전히 다른 안으로 개축 공사를 시작

하게 된다. 

그 외 워크숍 진행에 있어 학생들의 디자인 감각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 전문가로 큐레이터를 초빙해 약 5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공동체 영역 : 교사(워크숍그룹, 사용자그룹, 교사 워킹그룹, 일반 교사들), 

학생(학생 워킹그룹, 일반 학생들), 학부모(학부모 워킹그룹, 일반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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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로초등학교의 생산에 관여한 공동체 영역에는 크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포

함된다. 특히 교사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데 먼저 9명 정도가 워크숍그룹

으로 상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에 응하였고, 이후 설계안에 대한 평가 때 다

시 30명 정도로 구성된 사용자그룹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구체 계획단

계에 이르러 건축가와 코디네이터가 진행하는 워크숍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 교사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설계의 기본 방향과 배치, 내부 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그 외에 일반 교사들의 경우 특수학급이나 유치원 등 건축가

가 필요시 따로 접촉해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 공간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워킹그룹

으로 구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된다. 디자인핀란드라는 프로그램으로 3-6학년 학

생 20명 정도가 5주 동안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이를 수료한 이후에 워크숍에 들어

갔고 건축가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기를 통해 학교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그리고 교실 내부 그리기와 설문을 진행해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받았다.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개축과 관련해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이들이 워킹그

룹으로 상정되어 1차 및 2차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학교 건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실제 배치 

모형을 통한 디자인 게임에도 참여했다. 한편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온라인(카페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능했으나 이를 통해 계

획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외 별도 안내를 통해 진행 

사항과 일정에 대한 공지를 받았다. 

3) B-3(할매묵공장)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영주시), 전문가(총괄 코디네이터·구성마을 코디네이터·

건축가)

구성마을 할매묵공장의 생산주체 영역은 크게 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영주시는 2009년부터 일찍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고시

되고 선도지역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이의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된다. 

먼저 구도심의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대 개선을 추진한 것인데 기

초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인근 구성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포함해 총 세 권역

의 재생사업으로 지원 및 선정되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출범하고 센터를 열며 

권역별 코디네이터를 세우는 등 사업의 추진과 결정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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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로서 먼저 해당 재생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영남대 건축학부의 도

현학 교수가 선정되고 권역별 코디네이터가 세워지게 되는데, 구성마을 코디네이터

의 경우 영주시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비롯해 선도지역 사업 준비 때부

터 함께 해 온 반영선 건축가가 담당하였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던 구성마을에

서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이

후 묵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해당 코디네이터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공동체 영역 : 구성마을 주민들, 구성마을협의회, 주민활동가, 구성마을도시재

생사업 운영위원회(주민추진위원회), 할매묵공장사업단, 할매묵공장사회적협동조

합

구성마을은 영주 도심의 구성공원을 둘러싼 7만 4,259㎡ 규모로 노후건축물이 

71%에 달하는 쇠퇴 지역이었다. 시 관계자들과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해

당 지역에서 필요 사항을 조사할 때 대부분 방치된 쓰레기와 방범 문제들이 주를 이

루었을 정도였다. 또한 이 곳에 사는 구성마을 주민들은 상당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서 살아가는 노인들이었다.

일단 시와 전문가 측에서는 이들에게 일일이 접촉해 주 활동 주민들을 찾고 이들

을 중심으로 구성마을협의회를 꾸리며 재생사업을 준비해갔다. 이후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을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주민추진위원회)로 재

구성하는데, 재생사업 특성상 관련 사업 지원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로서 정관 작성

과 발기인대회 등의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기획단계에서 

다른 권역의 재생사업의 경우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는 활동가로 외부의 전문가를 세

우는데 당시 구성마을은 주민 활동가를 새로 세워 주민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

지해갔다. 

또한 구성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과 더불어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관련해 여러 논

의를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사업을 구

상하던 중 묵을 만들곤 하던 할머니들을 모아 할매묵공장사업단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결국 사업단이 향후 시설의 운영을 맡게 될 것이었기에 코디네이터는 교육과 

답사 등을 시행해 이들을 참여시켰고, 공장 및 판매시설의 계획과 공사 과정에서 협

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추진함으로써 할머니 16명이 각 50만원씩 출자해 할매묵공

장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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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프로젝트 전개와 공동체 참여 양상

(1) 프로젝트 추진과 공동체 위상

첫 번째로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당시의 공동체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촌공터는 1, 2, 3호점으로 총 3동이 지어졌는데 이는 

성곽마을 행촌권 재생사업 계획이 시작되며 그 일환으로 지어진 것이다. 해당 사업 

시작의 배경은 먼저 서울 도심부 최초의 종합계획인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

계획’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역사문화보존과 함께 주거·경제 등의 요소들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때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으로서 북

촌 및 인사동 가꾸기 사업(2001) 등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한양도성 범위로의 확

대는 이후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2010)’에서의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2011-12)’에 따른 ‘역사도심기본

계획(2012-15)’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31) 그리고 서울시는 한양도성 자체 

뿐 아니라 주변 성곽마을의 조성·보존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이르러 ‘한양도

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2013.07.-2014.06.)’을 세움에 따라 일대 마

을의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경희궁 구역(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현 경희궁 자이 

단지) 인근으로서 행촌권(행촌·무악·사직2구역)의 경우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는 

사직2구역 외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후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에서 논의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성곽 일대 마을들, 특히 시 주도로 추진한 주민참여 기반 재생 시

범사업(장수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는 이를 선례로 2014년부터 

성곽 인근의 9개 권역, 22개 마을을 지정, 재생사업의 구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게 된다. 특히 ‘왜 성곽 일대인가’에 대한 배경으로서 인근의 뉴타운 해제 및 보존

에의 추진 뿐 아니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성곽 자체의 

보존과 더불어 추진된 주변 장소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정성의 가치 제고를 살펴볼 

수 있다.32) 특히 성곽일대 마을들의 재생, 이때의 재생은 공공의 차원에서 구시가

지 등 낙후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의 제고를 

31)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본보고서1』, 2015, pp.6-7

32) 2010년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는 2017년 3월, 고배를 마셨고 이에 2018년 3월 이후 

2022년 7월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 세계유산 재추진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해 다음을 참고할 것. 헤럴드경제, “서울시, 

2022년 7월 목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2018.03.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30000060

http://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96527&tr_code=m_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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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범위
출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2014)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시 조례에 근거해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것이 2005년에 이르며 ‘도시재정비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던 것인데, 본격적 추진에 앞서 지

자체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에 있어 주민 참여의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조되며 이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33)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local 

community)의 참여라는 방식을 통해 지역

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된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성곽마

을 재생사업 또한 추진된 것이다. 당시 

박소현(2012)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

성에 대한 학술회의의 기조강연에서 이러

한 보존 사업에서의 공동체 주목은 비단 

사대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동시대 전 세계적인 보존 경

향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물리적 개선 뿐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으로서의 지역 공동체 지속을 강조하였

다.34)

그리고 성곽 일대 구체 재생 범위는 9개 권역, 총 22개 마을로 지정되었다. 이러

한 성곽마을 사업의 구체 실행은 2014년 당해 11월 이화충신권·삼선권을 선두로, 

행촌권의 경우 2015년 5월 착수하였다. 이에 대해 시장(박원순)은 ‘주민과 함께’ 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35) 특히 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사

항은 각 마을의 지속가능한 마을특성화 모델 구축이었다.36)

이러한 가운데 행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남 일대에서는 지역 주민활동에 있어 

성곽마을로서의 특수성, 이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 통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낙후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꾸준히 

있어 왔다.37) 약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동네 소외 이웃들에 봉사(반찬 등)하는 

33) 다음을 참고할 것. 양재섭 외,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국토』, 특집호 

(2007), p.15, p.24

34) 박소현(서울대)의 기조강연 발표자료를 참고할 것. 서울시 성곽마을 학술회의 자료집, “한양

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2014.03.14.

35) 다음의 발간사 참고. 서울시,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화사업 보고서』, 2016

36)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계획(안), 2017.10.

37)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은 6개 법정동(교남, 교북, 행촌, 홍파, 송월, 평동)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에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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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012년 당시 행촌동 일대 
현황; 2019년 현재 돈의문뉴타운 구역에는 아

파트가 들어섰다.
출처: 도시연대, 교남동 마을만들기 워크숍 자

료집(2012)

‘바르게살기협의회(종로구)’, 그 외에 ‘새마

을부녀회’ 등이 있었고, 2009년 교남동 주민센

터와 동네의 교회 4개가 모여 이웃을 돌보는 취

지로 설립된 ‘교동협의회’에서도 자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학부모들이 어

린이집 도배 등으로 시작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로 활동을 확장하면서 

이듬해 7월, 주민 15명 정도가 모여 ‘교남동 마

중물복지후원회(이하, 마중물복지회)’를 만들

기도 했었다.38) 해당 주민 모임은 2012년에 걷고

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의 마

을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 대상 겨울 및 

여름 사업, 텃밭가꾸기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39)40) 그 외 독립문평화의집, 살림의 집 

등이 있었으며, 이처럼 역사자산이라는 제한적 

조건으로 인해 주변의 재개발 틈에서 섬처럼 남아 있었던 행촌 일대는 오히려 내부

적으로는 주민들의 정주성이 높고 이에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낙후 개선과 

관련한 주민들의 활동이 상당수 전개되고 있는 편이었다. 

정리해보면 기획 이전, 성곽일대 재생사업의 추진 가운데 서울시가 성곽마을 축

제를 하거나 재생수립에 대해 공개하고 지역별 워크숍을 여는 등  ‘a.지역행사·프

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한 사항은 발생했으

나 당시로서는 행촌 및 교남동 일대 주민들이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었다. 교남동 일

대 지역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

업 지원을 받아 지역 개선을 위한 축제(봉숭아물들이기 마을축제) 등을 열기도 했

으나 성곽마을의 추진 사업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38) 교남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씨는 당시 ‘마중물복지회’를 꾸리며 마을 가꾸기 및 이후 성곽

마을 사업의 시작부터 주요하게 개입한 주민 중 한 명이다. 도시연대 사업에의 참여 이후 주

민자치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위원으로 속하게 된다. 현재 성곽마을 관련 ‘주민공동체운영회(산

하 ‘도시농업공동체’ 비영리임의단체)’의 간사(대표 김**, 박**)이며 그 외 교남8동통장, 자원

봉사캠프장, 환경감시단, 안전감시단 등을 통해 지역 내부 활동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성곽

마을 주민네트워크 코디네이터(활동가 대표), 종로 골목길 해설사 대표, 종로구 마을공동체네

트워크 대표, 한양도성 문화재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39) 도시연대, 교남동 마을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2012.11.10.

40) 주민 김**씨와의 인터뷰, 2019.07.12., 경향신문, “교남동 주민들 ‘헐리는 동네’ 영상에 담아

내다”, 2013.01.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02311025&code=9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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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은로초등학교 개축 이전 모습
출처: 은로43기 동창회 카페

그림 3-24. 영주시 구성마을 모습(2015)
출처: 영주시청 홈페이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당시 성곽 주변 지역별 워크숍 때만 하더라도 이곳이 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었던 배경이 있다. 또한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결

정’과 관련해 2014년 7월에 이르러 서울시의 성곽마을 실행계획 방침 결정에 따른 

행촌권 재생사업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개입한 사항은 없

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 B-2(은로초등학교)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다. 이는 2011년 서울

시교육청의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계획’ 

발표로부터 그 시작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

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함께 설계해 

만든다는 취지였으며, 2011년 1개교 전면개축

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3개교, 이후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꾸리게 된다.41) 이에 

시범사업 대상 학교로 서울은로초등학교가 선

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획을 추진하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기획 이전 단계에서는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결정’

에 있어 서울시 및 동작관악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를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관련해 활동하거나 상정된 공동체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행사를 비롯해 공

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또한 발생하지 않았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있어 공동체 활동 및 개입은 나타

나지 않는다.

사례 B-3(할매묵공장)도 기획 이전에 있어 

공동체 위상이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나타난

다. 또한 이는 영주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지

어진 공동이용시설로서 그 시작의 특징은 성

곽마을행촌공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영주시 

재생사업의 시작은 2009년 영주시가 도시 단

절 및 구도심 쇠퇴 극복을 목표로 공공건축 

41) 이후 전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학교의 개축 및 신축 시 추진되었으며, 최근 다

른 지자체들에서 시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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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부터 그 배경을 확인할 수 있

다.42) 당시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 연구’가 

실행되면서 영주시 도시건축관

리단장을 필두로 사업을 실행하

기 위한 조직 체계 및 기반이 갖

춰지게 된다. 당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구도심재생을 시작

으로 후생시장 등의 도시재생 사

업 준비를 하였는데 2012년도까

지만 하더라도 구성마을에 초점

이 맞춰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2013년 6월에 이르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고시되고 이의 선도지역 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영주시

도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 계획에 있

어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결정’에 구성

마을과 관련한 공동체 활동 및 개입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a.지역행사·프로

그램, b.공개·의견수집’의 측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공동체 활동 및 개입 

또한 없었다.

(2) 기획과정에서의 공동체 생성 및 다층적 상정

앞서 각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에서 나타난 공

동체 상정과 개입의 특징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먼저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의 기획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 사실 행촌권은 성곽 밖으로서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및 이

후 2012년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때만 하더라도 관리 대상으로 고려된 지역이 아

니었다. 그러다가 2013년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4년 

3월 한양도성 및 성곽마을 학술회의를 통해 공론화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구체 주목

과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43) 학술회의 당시 시에서는 성곽 주변을 9개 권역 22개 마

42) 이는 공공건축과 공공공간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사업의 연계와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이의 테스트베드로서 영주시의 공공

건축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을 참고할 것. 조준배 외, 『공공건축 통합마스터

플랜 수립(영주편)』, 2008

43) 2013년 2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6차에 걸쳐 한양도성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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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행촌동 모습
출처: 성곽마을 학술회의 자료집(2014)

을로 일정 범위를 확인(또는 구성)하며 이

의 자원을 크게 4측면으로 분류해 논의하였

는데 ‘역사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공동

체자원, 재생여건’이 그것이다. 행촌권의 

경우 한양도성을 비롯해 경교장, 홍난파 가

옥, 딜쿠샤, 권율장군 집터, 킴벨 선교사의 

집 등 역사적 장소성이 중요하게 거론되었

다.44)

행촌동 일대는 도성 밖 마을 중 하나로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문을 중심으로 

주거가 자리 잡은 곳이다. 도심부 일대 재개발 논의 일환으로 이곳 또한 1992년 주

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행촌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1995-96년 행

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2단계를 거치면서 단독주택(도시형한옥) 중심에서 다세

대, 다가구 주택으로 변모한 배경이 있다.45) 그리고 이후 20여 년이 지나 해당 지역 

일대가 성곽마을 중 하나로 지정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 주변지역을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유산이 

공존하는 ‘성곽마을’로서 통합 재생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행촌 일대는 경희궁 

일대로서 독립문, 사직단을 비롯해 홍난파 가옥이나 딜쿠샤 등의 역사 환경과 인접

한 곳이기에, 이들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

고 있었다.46) 이에 기존 환경을 보존하면서 낙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에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2014년 7월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을 전후해 행촌권에 대한 관의 구체 개입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서의 재생은 크게 공공부문사업(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민간부문사업(공동체 활성화 및 주택 개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대상지 선정 때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서 관련해 임시주민협

의체를 구성, 이후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협의체로 발전시키

고, 사업 시행단계에서 주민공동체운영회로 조직함으로써 추후 준공되는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과 연계시켜 지속가능할 것을 기본 구조로 두고 있다.47)

성곽마을과 관련해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은 2014년도 3월 14일에 개최된 

바 있다.

44) 서울시, 성곽마을 학술회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자료, 2014.03.14.

45) 서울시, 『성곽마을 행촌권 생활문화기록 보고서』, 2016, p.14

46) 서울시,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리 계획 과업내용서, p.1

47)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고.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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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행촌권 범위·현황 및 기본구상
출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4), p.140 

이와 관련해 성곽마을 재

생사업에 있어 먼저 시는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

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이

듬해 12월까지 권역별 자원

과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 조

직을 발굴하거나 생성해 활

동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

게 된다.48) 해당 사업은 

2015년 말까지 크게 두 측

면에서 추진해 진행되었는

데, 성곽마을의 유형 및 무

형 자원 발굴을 위한 ①성

곽마을 가치공유 프로그램, 

그리고 특히 적합한 주민을 

찾아 성곽마을 관련 활동가

로 세우며 이들이 연합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②성

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조직 

추진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49) 성곽마을 주민들의 연합 조직으로서 현재까지 주민

대상 성곽마을 탐방운영 교육, 계간지 발간, 주민한마당 축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

는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의 시작이 이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먼저 공동체와 관련해 시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전체 성곽 주변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활동하는 주민 활동가 8명이 2014년 6월 3일 

서울시청에 모여 본격적으로 성곽마을 사업 관련해 설명,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

다. 그러면서 당시 종로구 마을네트워크 대표이자 골목길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던 

행촌동 주민 김**씨를 중심으로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성곽마을 재생사업과 

48)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은 2014년 7월 재생계획 방침 결정을 전후해 2015년 

12월까지 전개되었다. 이때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에 이르기까지 2차 발전 사업을 통해 체계화 및 강화를 목적

으로 각 마을에 맞는 행사를 활발하게 키우는 등 주민참여의 장을 확대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속된 3차 사업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참여 확대를 

위한 경제기반조성 및 축제 브랜딩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이후 2019년 4차 사업을 진행 중

에 있다.

49) 서울시, 『2015년 성곽마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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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관의 초기 개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9월 15일에 교남동주민센터에서는 서울시 및 종로구 의원 

3명을 비롯해 주민 의원 및 고문 23명이 모여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가지며, 

이때 한양도성 성곽마을 「행촌마을 만들기(가칭)」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 구성을 논의했는데 당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행촌동 

주민 김**, 서북부 대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주민 황**(이후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으로 취임)이 추진위원장(단장)을 맡게 되었고, 고문(주민위원 5명), 자

문(시·구의원 3명)을 함께 세우는 것에 대해 일부 가결하였다.50) 이처럼 기획단계

에서 가치공유 사업 실행의 논의 가운데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공동체 조직화의 

필요성을 당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발 빠르게 인지하고 실행한 것으로

서 무엇보다 성곽이 기존에는 지역 낙후를 야기하는 개발 제한 요소로서 작용해왔

다면 향후 성곽마을로서 지원을 통한 개선에의 기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던 터였

다.51)

특히 당시 성곽마을 재생의 추진과 관련해 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

생’ 인식을 제고하고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 ‘성곽마을’이라는 키 

메시지(key message)을 통해 여러 홍보 전략을 구상하기도 하였다.52) 이와 관련해 

가치공유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실질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일이었는데, 단순히 외

부 전문가가 물리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기획하는 등 ‘참여’ 방식을 통한 추진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53) 성곽마을 

중 5개 권역에서 프로그램(축제, 전시 등)이  6번 진행되었는데, 행촌권을 중심으

로 이 중 2번(봄, 가을)이나 개최되었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8>

과 같다.

50) 기존에도 종로구 사업(돗자리 음악회) 추진 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곤 했던 이력이 있다. 다음을 통해 확인. 주민 김**씨와의 인터뷰, 2019.07.12., 주민자

치위원회 월례회의록, 2014.09., 헤럴드경제,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민협의체’,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2018.03.19., 종로구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카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19000233

http://cafe.daum.net/jongnomaeulnetwork

51) “서울시에서 성곽마을 관련 재생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성곽에서 인접해서 살고 있으

니까 나름대로 성곽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

존에 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성곽이 굉장히 규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성곽마을로 진행이 

되면 뭔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주민 김**와의 인터뷰, 

2019.07.12. 한편, 2012년 종로구에서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가던 주민들과 이들의 

소규모 모임을 ‘종로구 마을공동체네트워크(종로구 마을넷 또는 종로넷)’로 확장할 것을 제안

해, 행촌동 주민 김**씨를 중심으로 이후 운영자(대표)로서 주민 중심 활동을 전개해왔다.(당

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별 마을넷 구성)

52) 서울시, 성곽마을재생정책 홍보전략 수립계획 과업지시서, 2015.10.

53) 서울시, 『2015년 서울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01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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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제
내용

주민 조직화 지역 정체성 발굴 및 개발

2015.03.05.
달이 쉬어가는 

행촌에 氣받으러 
오세요!

-1회: 행촌성곽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프로그램 
설명(7명)

-2회: 주민기획회의 1
차(12명)

-3회: 주민기획회의 2
차(11명)

-4회: 주민자치위원
회 보고(30여명)

<발굴>
-대보름 선조 행사
-월암바위, 송월동, 월암공원 등 달
과 관련된 지명

-홍난파가옥, 딜쿠샤 등 풍부한 역
사자원

<행사>
-대보름 전통놀이, 소원등, 소원띠
달기, 미니 순성놀이, 보름달맞이 
전통무용 공연, 달빛 사진 콘테스
트, 보름 음식 나누기 등(400여명 
참석)

2015.10.30.

행촌, 성곽의 
꽃으로 피다

*종로구 돗자리 
음악회와 연계해 

진행

-1회: 주민기획회의 1
차(7명)

-2회: 주민 현장실사, 
주민기획회의 2차
(10명)

-3회: 주민 참여 골목
길 가꾸기, 꽃길조성
(80여명)

-4회: 주민기획회의 3
차(6명)

<발굴>
-독특한 전망을 가진 골목 다수
-옥상을 이용한 주민 정원 혹은 텃밭 
기대

-앵커시설 중심의 주민협의체 구성
<행사>
-성곽마을 정원 산책, 플라워 포토
존 운영, 꽃씨 화분키트 제작, 성곽
마을 게릴라 콘서트(210여명 참석)

표 3-18. 성곽마을 가치공유 프로그램 : 행촌권 추진 내용
출처: 성곽마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2015)를 통해 작성

즉 이때 사업추진단 구성 이후 이를 기반으로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시에서는 각 권역에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 발굴과 조직화에 주력, 우선적으로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지역의 다른 직능단체들이 이에 협력하도록 한 배경이 있다. 당시 행촌에서는 

사업추진단 일부와 일반 주민들을 포함해 10명 정도로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54) 그리고 1월 27일 주민간담회(교남동 주민 65여 명 참석)를 

통해 본격화되면서 곧이어 30일의 2차 회의를 통해 ‘행사’를 준비, 지역 특색을 재

고해 행사 장소 및 주제를 결정하게 된다. 당시 관에서는 구체 진행 프로그램과 담

당(스텝) 모두 최대한 주민들이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55)

한편 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진행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는 앞서도 언급했

듯 관에서 각 권역 마을의 주민자치단체, 또는 직능단체나 개별 주민들 중 발굴된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새로 조직한 것으로서 이들을 상호 

54) Ibid., pp.22-23, p.86

55) 특히 당시 보고서에서 행촌권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가장 높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Ibid.,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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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키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모임은 총 13회에 걸쳐 단계적(참

여 독려 및 교류 확장하는 준비기 3회→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새싹기 5회-주민전체

모임으로 강의 및 교육-, 장기적인 활성화를 마련하는 성장기 5회)으로 진행되었는

데, 8명으로 시작해 이후 40명으로 참여하는 주민 수가 늘었다. 

이처럼 성곽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제고시키며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성장을 목표로 

했던 2014-15년의 ‘서울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은, 각 권역 마을마

다 진행했던 축제 등을 이후 ‘서울시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지역공동체 제

안사업)’과 ‘종로구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계해 이어나가도록 유도했

다.56) 행촌권의 경우 일찍이 서울시 사업에 ‘달빛도성에 어우러진 우리 마을 물들이

기’로 지원, 선정되어 당해 11월까지 추진단 주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조직도 이후 관이 주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협력 주관으로 계속해

서 유지되도록 했다. 주로 성곽마을 관련 축제(성곽마을 주민한마당 등)와 주민(마

을활동가) 교육(성곽마을 탐방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57) 또한 사회적 협동조

합으로 출범(주민 12명, 조직화 코디네이터 행촌동 주민 김**)해, 2019년 7월 2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정리하자면 기획단계에서 성곽마을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시

의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지원사업 일환으로 축제 등을 열면서 다시 추진위

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이는 사실상 일시적인 조직 형태로 그치게 된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다른 성곽마을 권역의 주민들을 연합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또한 구성되면서 행촌권 주민들도 이에 포함되어 관련한 행사나 워크숍 등에 참여

하였다. 즉 기획단계에서 발생한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

청회·설명회·워크숍’ 사항에 사업과 관련해 다층적으로 생성된 공동체 조직들의 

개입이 확인되며,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참여 또한 허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행사 프로그램을 같이 회의하기도 하지만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d.계획방향기

획·협의, e.계획방향반영·결정’에의 공동체 참여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6)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은 

2012년 한양도성 계획 이후 2013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에도 시행 중에 있다(2016년 이후 ‘한

양도성 마을공동체 희망사업’으로 명칭 변경).

57) 각 권역별 재생계획 수립 후, SNS(페이스북)를 통해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를 운

영, 공지하고 있다.

https://web.facebook.com/search/top/?q=한양도성%20성곽마을%20주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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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정 유형 상정 주체 기획단계에서 주 참여 내용

불특정 다수의 
행촌·교남 일대 

주민들
불특정

관(서울시), 
전문가(나눔

과미래)

-주민지원사업 일환 축제 및 한양도성문화제
(2014.09., 2015.10.)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간담회 
및 축제(2015.03.)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생성
(2014.06.)

관(서울시), 
전문가(나눔

과미래)

-권역별 주 활동가들 8명(이후 40명) 모임 
조직화(2014.06.)

-답사, 가치공유 및 주민지원사업 논의 등
(2014.06.-)

행촌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

생성
(2014.09.)

공동체(주민
자치위원회)

-일반 주민들(통장 등)과 자치위원 포함 11
명 추진단 구성(2014.09.)

-주민지원사업 일환 축제(2015.10.)

행촌성곽마을 
추진위원회

생성
(2015.01.)

관(서울시), 
전문가(나눔

과미래)

-사업추진단 및 일반 주민들 포함 10명 추진
위원 구성(2015.01.)

-축제 기획 및 준비(2015.03., 2015.10.)

표 3-19. 성곽마을행촌공터 기획단계에 개입한 공동체 

사례 B-2(은로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적합한 공

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사용자 중심 학교 설계의 추진 가운데 교

육시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시설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학교시설디자인지표(KEBID, Korean Educational Building 

Design Indicator)를 개발하게 된다. 이는 영국 디자인품질지표(DQI, Design 

Quality Indicator) 등 해외 지표와 학교 및 공공시설 디자인 지표들의 선례를 분석

해 새로운 디자인지표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당시 연구에 따르면 DQIfs(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chools)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교육시

설 실정에 맞는 지표를 새롭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58) 국외 사례와 한국의 조건

을 분석해 KEBID를 만들었는데, 해당 지표를 예비 적용하기 위해 은로초등학교 교

사들 9명을 워크숍그룹으로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2011.11.07.). 당시는 이미 학교 내부적으로 모두가 개축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

을 때였고 그에 따라 해당 워크숍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해당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은 진행되지 않았기에 ‘a.지역행

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에의 공동체 참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2-B 

58) 박성철 외,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12.,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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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공동체의 다층적 상정에 있어 구도별 유형의 차이가 아닌 단계에 따라 

그룹을 생성하거나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단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

영·결정’ 사항이 발생했으나 새롭게 상정된 이들이 개입한 것은 c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획 과정에 있어 사례 B-3(할매묵공장)는 다음과 같은 전개를 보인다. 마찬가지

도 공동체의 다층적 상정이 확인된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의 준비를 위

해 2013년 5월부터 영주시는 도심부 기초 현황 조사부터 시행하는데 중앙선과 영동

선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지이나 영주역 이전(1973)으로 오랜 시간동안 쇠퇴되어 

온 원도심을 중심으로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후생

시장의 경우 1950년대 근대 한옥건물들이 남아있었고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가능성

을 두는 가운데 인근에 구성공원을 둘러싼 구성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

추게 되면서 2013년 7월에는 자료 조사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확인과 구축 일환으로 

‘구성마을협의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사업 준비에 투입된 전문가들은 

구성마을을 포함한 대상지의 현장조사 24회, 주민회의 27회, 주민인터뷰 43명, 설

문조사 74명, 주민영량강화 19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설명회 끝에 ‘역전(驛前)의 역

전(逆轉), 영주의 전성시대’라는 비전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선도지역에 지정되어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된다.59) 그리고 이때 구성마을 내 폐가부지

를 활용해 공동생활공간 조성을 기획하게 되는데, 공동이용시설이자 지역활성화 기

반이 되는 ‘마을하우스’ 2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다.60) 이에 따라 3개 권역에 대

한 구체 사업이 시작되었고 총괄 코디네이터(도현학,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하에 

권역별 코디네이터가 선임되며 각 코디네이터는 활동가를 영입해 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구성마을의 경우 사업 초기의 조사 때부터 있었던 건축가(반

영선)가 코디네이터로 세워졌다. 한편 기존의 구성마을협의회는 사업이 본격화되며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로 재조직되었다. 그리고 권역별 협의체 조직인 

‘사업추진협의회(주민협의회)’ 또한 구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성마을은 내부적으

로 현황 조사와 주민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설과 특성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되었고 특히 2014년도까지는 주민리더 발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시 코디네

이터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주민활동가’를 세워 전문가와 민간의 실질적인 협업 구

59) 해당 추진 일정에 대하여서는 당시 구성마을 코디네이터였던 반영선 건축가의 다음 글을 참

고. 반영선, “역전의 역전이야기, 영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이슈, 23 (2016) : 23-31

6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산, 서울, 차우언, 영주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2014.11.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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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묵을 만드는 구성마
을 할머니들 모습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조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61)

그러면서 앞서 언급했듯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

들과의 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기업 발굴로 지역

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머니묵공장’

과 ‘단디집수리’를 구체적으로 기획하였다. ‘묵’이라는 

콘텐츠 자체도 재생사업 초기에 동네 할머니들과 논의

하며 나온 아이디어인데, 할머니들이 모여 묵이라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년 3

월에 이르러 관련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할매묵공장

사업단’을 재구성해 묵사업과 공장설립을 본격 추진하

게 된 것이다.62) 특히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묵공장 사업이 기획되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이 일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를 만들어야 했기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타 지

역에 답사를 가고, 또 사업의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했다. 한편 운

영위원회 조직은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갔는데, 이는 사

실상 자발적인 주민 지원은 아니었고 시와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추진이 

있었다. 

이처럼 할매묵공장 계획의 특성과 이름 등 상당 부분이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입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기획

에 따라 계속해서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구성마을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성마을협의회가 만들어지며 이후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로 본

격 재구성되었고, 또한 주민활동가를 비롯해 코디네이터, 주민들은 함께 사업 초기

부터 논의해온 ‘묵’ 사업의 시설 건립에 대해 구체화해가며 할매묵공장사업단을 구

성하기에 이르렀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민들을 비롯해 위원회 조직과 주민활동

가는 모두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과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고 있다. 한편 해당 단계에서 계획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크게 계획 초기의 사업 기획과 방향 설정, 그리고 이후의 묵공장 

설립과 관련해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조직과 활동가의 경우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영·결정’에도 개입했으며, 해당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서 묵 관련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묵공장사업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들 또한 ‘d.계획방향 기획·협의, e.계획방향 반영·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6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5.10.22., p.19

62) ‘단디집수리’는 할아버지들의 목공 사업으로 이후 ‘할배목공소’로 변경되었다. 해당 이름도 두 

사업단의 어르신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에서 변경된 것이다. 반영선(2016), op.ci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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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선정 및 계획과정에서의 공동체 재구성

해당 구도에서는 각 사례들이 모두 기획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맞는 새로운 공동

체 조직을 만들고 있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재생사업으로 시작된 두 사례는 처음 

생성된 조직을 기반으로 다시 사업 기획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생성하는 등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상정하는 특성이 있었다. 나머지 사례는 이후 생성되고 개입

했던 그룹 특성을 바꿔 다시 생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에는 각 사례들에서 전문

가 선정과 계획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개입 양상을 확인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문가 선정 과정

먼저 해당 단계에서 사례 B-1(행촌성곽마을)의 재생계획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 

가운데 나타난 공동체 개입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 7

월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 이후 11월부터 이화·충신권 및 삼선권을 시작으로 실

행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부암권 및 다산권 이후 행촌권은 5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공식적으로 2015년 4월 8일,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성곽

마을 행촌권 재생(보전·관리)계획수립’을 입찰 공고하였다. 당시 해당 과제는 12

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내용적으로 크게 두 측면의 계획과 성과를 요구하였는

데, 하나는 성곽마을 행촌권 보존관리 실행계획 수립(주거환경관리계획)과 성곽마

을 행촌권 생활문화 자료조사 및 기록화 사업이다. 특히 성곽마을 행촌권 보존관리 

실행계획에서는 성곽마을로서 지역의 기존 자산을 확인 또는 새롭게 발굴해 그 지

역만의 특성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특징이 성곽마을이라는 정체성 내 어

떻게 구현되는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구역 및 계획 사항을 구체화하는 일이다.63)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특성과 관련,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앞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된 행촌권 마을활동가와 지역 내 재능인, 시민단체 등을 발굴하고 세우는 일을 

63)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한 지역에서 기존의 전면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보전, 정비, 개량

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서울시 도

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12. 

   한편 당시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에서 시행한 위의 두 영역과 실제 건물 계획 부분이 현재의 

프로세스와는 차이가 있다. 2019년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로서 서울시의 경우 지역 재생에 대

한 기록화 및 정체성 수립이 선행되며 희망지 사업(커뮤니티 구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커뮤니티계획 두 용역으로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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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한 앵커시설의 마련

과 운영을 초기부터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주 사항을 기반

으로 크게 도시, 건축, 학술 세 측면에서 각 전문가들이 구성되도록 했다.

그러한 가운데 행촌 지역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2014년의 성곽마

을 학술대회(3월)와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7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었다. 이때 경교장, 홍난파 가옥, 딜쿠샤 등의 역사자산을 중심으로 한

양도성 루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행촌 만의 정체성 방향을 잡았었다.64) 또한 빈집 

등 방치된 노후건축물 및 유휴공간을 한양도성 탐방객 지원시설, 임대주택 등의 공

공 앵커시설로서 활용하는데, 이는 행촌권에만 주력한 사항은 아니며 이전에 이화

박물관 등의 선례가 있는 바, 일단 계획에 있어 다른 권역 마을에서도 적극 논의되

고 있던 사항이다.65) 이후 과업내용에서 언급된 행촌의 정체성 또한 유사한데 다만 

골목길 정비를 통해 장미 등 신규 자원을 도입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66) 한편 앞서 

언급했듯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을 전후해 시작된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각 성곽마을의 자원 발굴 활동에 깊이 개입한 바 있는데 해당 사

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행촌권 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계약되며 도시농

업(‘Grow in 행촌’)을 기반으로 한 기본 구상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문화유적 자원을 통한 마을 활성화 계획으로 방향을 잡아 관련한 순성 루트에 

화분 등을 두어 골목정원(2015.10.30.)을 만드는 정도로 구상, 앵커시설의 경우에

도 포토존, 스튜디오 운영 등으로 기획했다.67) 지역별 워크숍(2013.07.)과 가치공

유 및 공동체지원사업에서의 활동가 회의(2014.06.) 및 주민간담회(2015.01.) 등을 

통해 주요 활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행촌권의 구체 재생계획 수립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지역의 역사자산에 주목하고 있었다.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

심으로 지원한 공동체 사업에서도 축제로서 먹거리 행사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지

역의 특정성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도시농업’으로의 정체성은 행촌권 재생계획의 용역사 선정 및 계약으

로부터 공론화된 것이다. 2014년 성곽마을 조성계획을 통해 조사된 바 있었으나 도

시연대 추진으로 주민들의 텃밭 조성 경험이 있는 점, 이에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

업 발굴의 일환으로서 옥상 및 담장 녹화, 상자텃밭 등 녹지공간 조성 및 매뉴얼 제

시라는 측면에서만 언급되었었다. 그리고 이는 종로구가 2012년부터 각 동네에서 

64) 행촌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유경 2014 등)에서도 역사문화 자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

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5) 서울시,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2014, p.79

66) 서울시, 성곽마을 행촌권역 보전·관리 계획수립 과업내용서, 2015.04.

67) 서울시, 『2015년 성곽마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2015,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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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마을특성화시설(식물센터)과 
지역네트워크 및 인접지역 연결 계획

출처: 제안서(2015.04.) 

시행한 도시농업 시행 사업과의 연장선에서 다산 등 타 권역에서도 일부 고려된 바

이다.

그렇다면 거점 조성 및 향후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농업’

이라는 지역 정체성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가?

2015년 5월의 행촌권 재생계획 수립 용역은 PMA엔지니어링·UIA건축사사무소·숭

실대가 맡게 된다. 표면적으로 재생계획은 PMA, 앵커시설 조성계획은 UIA에서, 숭

실대는 생활문화조사 및 기록화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시작은 숭실대 

및 UIA 측에서 기존 ‘옥상’을 활용한 텃밭으로 컨셉을 잡으며 이에 특성화 사업으로

서 옥상에의 경작소인 ‘그린하우스’ 시설 설치를 제안한 배경이 있다. 특히 이전에 

추진된 바 있는 종로구 도시농업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다.68) 그러면서 이러

한 행촌 특성화 계획이 재생계획 기본구상 내 구

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세 용역사

가 한 팀이 되어 성곽마을로서의 행촌권 정체성 

강화(특성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

다.69) 일단 기존 텃밭가꾸기 사업에의 참여 경험

을 기반으로, 행촌동에 다수 분포한 다세대 건물

의 옥상에 패시브 그린하우스(사계절 경작소) 1

차 설치를 목표로 했다. 이후 기존 주택 소유주

와 협의해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의 범위를 

넓히고 주변 시장에서 판매해 지역의 경제 활성

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거점

인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계획의 경우, 관련

해 ‘식물약국(현재 2호점 부지 등 제안)’을 비롯

한 농기구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해 운영하며 장

비대여, 도시농업기술 교육, 부자재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구상하였다.

즉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계획’하지는 않지

만 전문가들의 기본구상을 통해 이미 다음의 사항들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68) 도시연대를 통해 교남동 일대 시행되었던 텃밭 등이 눈에 띄었고, 특히 과업내용 등에서도 

언급된 바 역사적인 자산들이 있었지만 타 권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정체성이 될 만큼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확인. 2019.07.15. PMA(유나경 소장)와의 

인터뷰, 2019.07.19. 숭실대(유해연 교수)와의 인터뷰

69) (주)PMA엔지니어링·UIA건축사사무소(주)·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

리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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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그러나 시에서 확보한 부지에 대해 당시로서는 공론화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앵커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디자인 구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지는 않았고, 다만 패시브 그린하우스의 설치 사항만이 명확하게 논의되었다. 그리

고 전체 사업 추진은 이와 같은 특성화 실행을 우선으로 하며, 공동체(주민협의체 

및 마을활동가) 형성 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도록 했다.70)

순번 분류 주요 내용 결정 주체

① 정체성

지역 텃밭 등의 도시농
업을 지원하고 시설 대
여와 판매를 비롯해 교
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점

시(서울시)
, 전문가
(PMA·UIA
·숭실대)

② 위치

옥상 활용이 가능하고, 
경사가 심한 해당 지역
의 특성상 중간 지점의 
적정 건물 후보지 선정

   

전문가
(PMA·UIA
·숭실대)

③
방법·
규모

패시브 그린하우스
(flat pack 모듈러 프로
토타입)를 옥상에 시범 
설치(숭실대 연구사업
비 투입)

전문가
(UIA·숭실

대)

④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앵커시설: 식물약국, 
농기구 라이브러리, 교
육 등
옥상 그린하우스: 사계
절 생산 가능한 스마트
LED 식물공장, 수직농
업, 브랜드기획 등

전문가
(PMA·UIA
·숭실대)

⑤ 운영

식물약국 및 병원, 도시농업관련 교육
식물전문가 운영계획

전문가
(PMA·UIA
·숭실대)

마을카페, 마켓, 전시장 운영 등
주민공동체 운영계획

전문가
(PMA·UIA
·숭실대)

표 3-20. 거점조성과 관련해 재생계획 용역발주 및 계약단계에서 결정된 사항들
출처: 제안서(2015.04.) 및 PMA 인터뷰(2019.07.15.)를 바탕으로 작성

70) 서울시,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화사업 보고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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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 내용 결정 주체

2014.06.

한옥마을 
및 한양도
성 인근마
을 가꾸기

봉숭아물들
이기 

마을축제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 마을 지역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업 및 탐방, 문화작가 초청 
시낭송 및 시화전 개최

교남동 
주민, 

주민자치
위원회

2014.07.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

리 
종합계획

역사문화자
원

경교장·홍난파 가옥·딜쿠샤·권율장군 
집터·킴벨 선교사의 집 →생활유산등록 
및 지원사업, 순성루트 개발

서울시,
온공간
연구소

공동체 및 
생활문화자

원

마중물 복지후원회 등: 도시텃밭 조성, 계
단 골목길 개선 등

주거환경관
리계획

방치된 노후건축물 및 유휴공간 활용 →앵
커시설로서 한양도성 탐방객 지원시설, 임
대주택(독거노인 쉐어, 게스트하우스), 
지역 공공공간 조성

2015.04.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
리 계획 
수립

과업내용
서

지역자산 
특성과 및 
스토리

경교장·홍난파 가옥·딜쿠샤·권율장군 
집터·킴벨 선교사의 집·도시형한옥 →
역사자산+골목길 활용 장미 등 신규 자원 
검토해, 앵커시설 조성 및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사업 발굴과 연계 서울시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 발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
옥상 및 담장녹화, 상자 텃밭 등 녹지공간 
조성
앵커시설 운영

2015.01.
-

2015.12.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인적자원발
굴

주민자치위원회(성곽마을 관련 주민협의
체 조직), 활동단체 →성곽마을 주민추진
위원회 조직

서울시,
나눔과미

래

역사문화자
원발굴

경교장·홍난파 가옥·딜쿠샤·기상청 옛
터·권율장군 집터·은행나무 등 →역사
문화해설 프로그램 제작
성곽 경관 →골목 꾸미고 앵커시설 활용해 
포토존, 포토스튜디오, 미디어교육 등

마을활동 
특화

→한양도성 문화제 관련, 홍난파 가옥 등
에서 축제 개최
→텃밭 풍년농사기원 제례 행사, 수확물 
나눔 행사(김장 등) 개최

2015.04.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사업

축제 달빛도성과 어우러진 우리 마을 물들이기
교남동 
성곽마을
추진단

2015.05.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
리 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특성화사업

-옥상에 ‘그린하우스’ 설치(시범사업으로
서 확대 예상) →다수로 확대 및 주변 시
장 판매로 지역 경제기반 형성
-앵커시설: 식물약국·농기구 라이브러리 
등

PMA·UIA
·숭실대

표 3-21. 행촌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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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러한 과정에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프로그램(10차) 일환으로 열린 ‘다

같이 놀자 성곽 한바퀴’ 행사에 교남동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 중심의 참여 이외, 

공동체가 개입한 사항은 없다.71) 즉 거점조성과 관련해 재생계획 용역발주 및 제안

서 평가, 계약단계에서 ①도시농업(옥상 그린하우스)으로의 지역 특화 계획, ②1단

계 시행의 적정 위치 선정, ③설계 방법과 규모, ④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⑤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문가들이 제안서를 통해 설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와 

계약하게 된다. 물론 제안서 마련 시기에 계획 주체들의 주민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PMA에서는 행촌의 기존 주민 조직과 도시연대 및 종로구 추진의 텃

밭 관련 사업 확인을 위해 주요 활동 주민(김**, 황**)에 개별적으로 연락한 바 있

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의 재생계획에 대한 의견 수집 및 협의는 아니었

다.72)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 직전인 1월에 시에서 추진한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

체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위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업추진단의 회장으로 세워졌

던 주민 황**씨가 2015년 3월,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공

석이 되면서 5월에 이르러 기존 주민 조직인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교남동 성곽마

을 주민추진위원회’를 다시 조직하게 된다. 회장 2명(당시 통장협의회장 김**·주

민자치위원장 박**), 간사 1명(실무자로서 김**), 고문 1명(김**), 그 외 위원 11

명을 세우고 통장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직능단체 회원들 128명이 이에 함께 

속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

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서’를 비롯한 언론 등에서 ‘다수

의 적극적인 주민 자발 참여’로 공론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후의 축제

(2015.10.30.)와 주민설명회(2015.07.14.), 주민워크숍(2015.10.16.) 등에 참석,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들은 비교적 소수의 주민들이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용역이 발주되고 계약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업추진단 주민들

은 사업과 관련해 대표 및 간사를 조정하고 직능단체 주민들을 포함해 주민추진위

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성곽마을 축제를 비롯한 행사에 참여

한 것이다. 즉 ‘a.지역행사·프로그램’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 공동체 개입이 있었

다. 그러나 설계 발주를 비롯해 제안서로부터 시와 전문가그룹 간의 협의로 행촌 사

71) 용역 발주 후 제안서를 구상하며 PMA가 행촌동에 왔다갔다 하던 시기, 성곽마을 사업추진단

의 주민 김**씨 등을 만났으나 지역 특성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확인. 2019.07.12. 주민 김**씨와의 인터뷰, 2019.07.15. PMA(유나경 소장)와의 인터뷰

72) 용역 발주 후 제안서 작성 기간 중의 주민 접촉과 협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주민 김**씨와의 인터뷰, 2019.07.12., PMA 유나경 소장과의 인터뷰,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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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은로초등학교 기본구상(안)
출처: 디앤비건축사사무소

업의 정체성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결론적으로 ‘b.설계발주·공개, c.공청회·

설명회·워크숍, d.설계안 의견·협의, e.설계안 선정·계약’에 주민들이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거나 이에 개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가 선정 과정에 있어 사례 B-2(은로초등학교)에서 공동체 참여 발생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난다. 은로초등학교가 시범대상 학교로 정해지면서 서울시 동작관악교

육청은 곧이어 사용자참여형 건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공모하게 된다. 범위는 교사

동 전면 개축으로서 부지면적 20,936㎡에 연면적 10,175㎡ 정도의 규모였다. 교사

동에는 일반 21학급, 특수 2학급, 유치원 5학급, 체육관과 급식실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참여형 설계공모였는데, 일단 기

존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만드는 설계 프

로세스부터 탈피해 교사들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사용자들’의 의견

을 반영하고 참여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교

육적 활용의 효과까지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었다.73) 따라서 설계용역비 자체도 사용

자 참여형 설계업무에 대한 추진비(3천만

원)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 

그리고 설계자는 단순히 건축설계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참여’

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디자인을 해나갈 것인지 ‘참여형 설계 제안서’를 포함해야 

했다. 사실상 설계공모안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기 때문에 기존의 현상설계처럼 건축물에 대한 제안을 동일하게 하면서 향후 참여 

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과업설명회

(2011.10.28.)가 진행되고 제출된 제안서들을 바탕으로 우선 1차와 2차 심사를 통

해 3개 안을 선정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 1개안을 선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설명회 때 위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30여 명 정도로 

새롭게 구성된 ‘사용자 그룹’이 포함되었다.74) 그리고 그 해 12월 19일, 당시 구성

된 코디네이터이자 퍼실리테이터(시립대 이선영 교수)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디앤비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73) 서울특별시독작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공고, 2011.10.19.

74) 당시 건축가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 당시의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조도

연, “우리가 다닐 학교, 함께 만들어요! : 은로초등학교 사용자 참여형 설계”, 『교육시설』, 

19(5) (2012) :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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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한 평가 집계표를 보면 디자인계획에 40점, 사용

자참여형학교설계 수행 계획에 40점, 기타 교육적 배려 계획과 참여기술자 및 용역

실적에 10점이 부여되었는데 당선된 디앤비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디자인계획에서 월

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정계획, 사용자 그룹별 조직구성 및 선정, 교육계획, 의견수렴 활성화계획, 프로

세스 단계별 프로그램 및 디자인 도구 선정과 개발 등 참여 관련 수행 계획에서 오

히려 다른 팀들이 상당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75) 상세하게 분류된 평가 지표를 

통해, 단순히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디자인만으로 당선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

나 이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현상설계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진 해당 단계에서 학교 내·외에서 특정 

행사가 열린 것은 아니며 설계 공모나 설계안에 대해 매체 등을 통한 공개를 하지는 

않았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 b.설계발주·공개’에의 공동체 참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계획방향 기획·협의’에 있어서는 

‘사용자 그룹’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된 이들이 설계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사례 B-3(할매묵공장)에서는 묵공장의 기획이 구체화되면서 우선 영주시는 

영주동 296-7의 공가를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상 1층의 148㎡(45평) 규모의 계

획을 본격화하며 이를 위한 건축가 선정과 구체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단 코디네이

터 외 관련 전문가들은 할매묵공장사업단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 활동가를 비롯한 위원회

와 사업단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c.공청회·설명회·워

크숍’와 관련해서는 활동가와 사업단 주민들을 중심으로 묵공장의 내부 시설 및 프

로그램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위의 기획에서 이들의 협의와 결정이 다수 발생했

던 것과 달리 해당 단계에서는 ‘b.설계발주·공개, d.설계안의견·협의, e.설계안

선정·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건축 결정 사항에는 공동체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다.

2) 구체 계획 과정

이어 각 건축물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며 공동체가 개입한 양상을 살펴보겠다. 앞

75) 은로초등학교 사용자 참여형 건축설계공모 평가 결과 및 위원별 점수 공개서,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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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한 바, 생성 구도로부터 시작한 해당 사례들은 모두 기획단계에 이르러 공동

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는 전개를 보였다. 이는 사업 특성에 맞게 개입이 가능한 공

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관점에 비롯된 것인데 특히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

의 경우 구체 계획단계에서 향후 조성될 장소의 사용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주민들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에서 공동이용시설의 계획 과정은 먼저 2015년 5월 27일 계약 직후인 6

월 3일, 첫 번째 회의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교남동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서울시, 종로구)과 수행하는 전문가들(PMA, UIA, 숭실대, 엘로퀀스), 그리고 주

민 6명이 모였는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때 주민

은 일반 불특정 주민이 아닌 사업추진단과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활동을 

전개해오던 주민들이 별도로 초청되었다.76) 주민들은 이때 옥상에의 경작이라는 지

역의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는 선호했으나 노

후화된 건물들이기에 옥상 방수 및 하중 문제를 지적했었다.77) 그리고 이후 7월 20

일의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이전까지 관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착수보고, 실무진

(용역사) 회의 등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진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 6월 3일의 첫 번째 회의는 관과 전문가들은 주요 활동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향후 지원 유도를 목적으로 했는데 ①‘도시농업’으로서

의 행촌 정체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와 협의 속에서 옥상을 활용한 

텃밭 경작이 제안되었고 특히 옥상에의 그린하우스 설치로 이를 확장시키고자 했었

다. 특히 서울시와 종로구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추진 사항들이 있었

고 이에 행촌권에 연계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06.10. 착수보고 회의록). 착수보고 

이후 전문가들(용역사) 회의(06.24.)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②그린하우스 및 앵커

시설 구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고, 이어진 2차 실무회의(06.30.)에서 관 및 

전문가들(PMA, UIA, 숭실대)은 ③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후보대상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때 재생사업 전반에 참여할 ④마을활동가를 발굴과 추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은 사실상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제안된 정체성, 위치, 방법·규모,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관과 전문가들의 구체 방향 정리로 볼 수 있다. 

재생계획으로서 해당 사업의 전체 진행은 공식적으로 2015년 6월 이후 2016년 11

월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 중 특성화 관련해 거점 조성은 기본구상 이후 2015년 8월 

76) 지역에서 통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던 주요 주민들, 김**씨(주민추진위원회, 

마중물 후원회 등), 황**씨(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 김**(통장협의회장 등) 등을 개

별 초청한 PMA(유나경 소장) 및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확인, 2019.07.12.

77) 주민 김**씨와의 인터뷰,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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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소(행촌공터 1호점 일부 리모델링)를 시작으로 2016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고(행촌공터 1호점 본격 2차 공사, 행촌공터 2호점 공사), 7월 이후 모두 

개소하였다. 이에 2015년 7월 20일 주민설명회 이후 2016년 4월 본격 시공단계 전까

지 조성 계획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산주체 영역과 공동체 관계 흐름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분류 횟수 내용

주민설명회 1회
-초기 사업설명회(2015.07.20.)
-전문가 측에서 주 활동 주민들 별도 초청해 참석(6명)
-재생사업과 관련해 특성화사업 및 거점조성 계획 논의

주민워크숍 3회
-공개해 일반 다수 주민 초청(각 11명, 15명, 23명)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논의, 집수리 강의 등

주민간담회 1회
-관련 주민 별도 참석(4명)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이슈별 논의

실무회의 17회 -공식 및 비공식 회의 총 32회 중 주민 참여 14회
-MP회의 경우 2015.07.24. 위촉 이후 진행
-재생사업 및 거점조성 관련 부지, 계획, 운영 등 구체화 논의MP회의 15회

표 3-22. 행촌공터 계획단계에서 발생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관련 주민 참여
출처: 본보고서(2016.11.), 생활문화기록 보고서(2016.11.), 관련 회의록,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

먼저 생산주체 측에서 설명회나 워크숍 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는 1회, 주민워크

숍 3회, 주민간담회가 1회 열렸고 그 외 실무회의 17회 및 MP회의 15회에 주민들의 

참여가 총 14회 확인된다.78) 생산주체 영역에서 관과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들은 먼

저 주민설명회(07.20.)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첫 회의 때와 유사한 참석 

주민(6명)이었고, 직전 14일에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자치위원 14명 참

석)에서 PMA 소장이 사업 내용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설명이 미리 있었기에 주

민설명회 당일에는 재생계획과 관련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과 향후 마을특

성화 사업 진행과 관련해 거점 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또한 계획단

계에서 주민워크숍의 경우 행촌공터 1호점이 일부 개소(09.23.)한 이후 3회가 진행

되었는데 이는 거점 조성보다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 전개되었으며 주민간담

회 병행으로 상세 이슈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리고 실무회의 및 MP

회의는 해당 기간 동안 공식, 비공식적 횟수를 합해 각각 약 17회, 15회로 총 32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과 전문가 협의 자리에 주민은 15

회 정도 참여하였다. 특히 주민설명회(07.20.) 이후 7월 24일에 MP가 공식적으로 

위촉(과업내용에 따라 서울시 위촉, 도시재생센터장을 겸임해 역할)되었는데, 당시

78) 횟수는 본보고서(2016.11.) 및 생활문화기록 보고서(2016.11.), 그리고 관련자들 인터뷰, 회

의록 등을 통해 각각 확인한 바를 종합해 상정하였다.



- 173 -

로서는 MP가 지역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등 주민과 관·전문가 간 사이를 조율하는 

실질적인 ‘총괄기획 및 계획가’로서보다 자문 역할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

후부터 MP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주민워크숍의 경우 소식지 및 SNS 

등을 통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공개’하였지만 그 외에는 성곽마을 사업과 관

련해 온 소수의 주민들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 초청되었고, 실무회의 및 MP회의에의 

참여는 지역재생활동가 및 회장(김**), 간사(김**) 위촉(08.28.) 이후 이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분류 횟수 내용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교육 

및 축제, 모임
3회

-2015.07.22.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의: 성곽
마을 주민네트워크 중심으로 참석
-2015.10.30. ‘행촌, 성곽의 꽃으로 피다’ 축제: 주민추진
위원회 및 직능단체 진행, 참석
-2015.12.11. 성곽마을 공동체 활동 성과보고회: 성곽마
을 주민네트워크 중심으로 참석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 주민 축제

1회
-2015.10.30. ‘달빛도성과 어우러진 우리 마을 물들이기’ 
축제: 사업추진단 중심으로 진행, 참석

‘행촌권 도시재생사업’ 일환 
주민 교육

21회
-2015.10.22.-2016.01.14. 도시재생대학: 주민추진위원회 
중심으로 10-20명 참석

표 3-23. 행촌공터 계획단계에서 발생한  ‘a.지역행사·프로그램’ 관련 주민 참여
출처: 본보고서(2016.11.), 생활문화기록 보고서(2016.11.), 관련 회의록,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

또한 지역의 행사나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민들이 개입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성

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교육 및 축제 3회,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 주민 축제 1회, 행촌권 재생사업 일환 교육 ‘도시재생대학’ 21회, 

그 외 텃밭가꾸기나 모종심기 등의 행사 참여가 확인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계획 과정에서 성곽마을 사업과 관련한 주민 참여행사 등이 총 4회 진행된 것

으로, 이 중 행촌권 재생계획 수립 이전부터 성곽마을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된 ‘서

울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프로그램이 3회, 2015년도 ‘서울시 

한양도성 인근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일환 주민 축제가 1회 열린 것이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주민네트워크 모임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의가 교남

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다. 당시 행촌권 재생사업 방향이 텃밭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농업이었기에 주민들의 참석이 상당했다. 또한 행촌공터 1호점 개소식(09.23.) 이

후인 10월 30일 ‘행촌, 성곽의 꽃으로 피다’ 축제가 나눔과 미래 주최로 진행되었

다. 그리고 같은 날,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인 ‘달빛도성과 어우러진 우리 마을 물들

이기’ 축제도 열렸다. 12월 11일에는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송년회 모임으로 공동

체 활동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그 외에는 교남동 환경감시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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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남동 파출소 앞 상자텃밭 모종심기(2016.03.27.) 등의 텃밭가꾸기 활동을 이어나

갔다.

행촌권 재생사업으로서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교육을 시행했다. 도시재생

대학은 공식적으로 먼저 2015년 10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이후 2016년 1월 14일

에 이르기까지 크게 재생학과와 도시정원학과로 나누어 진행(각 5강, 총 10강)했으

며, 이후 시 내부의 추천으로 농업 전문가(고창록)가 재생사업에 들어오면서 2016

년 1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시농업 심화과정(오전반 총 10강, 야간반 총 9강)

이 열렸다. 거점 조성 계획 기간에 해당 교육(재생 및 정원, 도시농업 심화)은 총 

21회 진행된 것인데, 각 10-20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와 추후 주민 운영을 위한 마을 행사,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업 교육에 

초점을 맞춰 강의 및 답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거점 조성 계획 관련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보가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개적

으로 제공되고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일이 크게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행촌공감’이라는 주민소식지를 행촌공터 1호점의 임시 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인 2016

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월 1회, 총 10호를 발행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 모든 

가구에 인쇄물 배포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어플리케이션 ‘BAND’를 개설

해 스마트폰 및 PC를 통한 온라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대학 교육 일정이나 

주민워크숍 등의 소식을 전달하였다. 또 하나는 주민설문조사로 2016년 1월, 주민

조사원 4인을 통해 231명의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은 주택 노후 현황 및 

관련 문제의 유형, 관련해 집수리 경험과 향후 집수리 의사와 방향을, 그리고 주택

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의 식물 재배 현황과 교육 의사를 확인했다. 특히 주민교

육과 관련해 약 10% 외 209명의 대다수 주민들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할 의

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79) 그 외 2015년 7월 20일의 주민설명회에서도 사전 우편 

설문지가 배포, 회수된 바 있다. 

즉 해당 시기의 주민 공개는 사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온라인 및 설문지 작성을 통한 의견 수집은 거리 개선 사항과 농업과 관련해 도시 

정비 및 추후 운영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생사업이 시작되고 

특성화 사업 추진에 맞춰 2015년 9월에 먼저 일부 개소한 행촌공터 1호점은 실무진 

등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공식적으로 주민들에 상시 개방해 진행 사업

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로 두게 된다. 

79) 다음의 설문 결과를 참고함. 서울시,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 본보고

서』, 2016,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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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참여 전개 가운데 행촌공터의 계획에 대

한 논의와 결정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촌공터 1호의 1차 리노베이션 및 개

소식, 그린하우스(옥상경작소) 개장, 행촌공터 2호 계획, 행촌공터 3호 계획에 있

어 구체적인 설계 논의의 전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1. 행촌권 재생사업 계획 내 행촌공터 입지

앞서 살펴본 바, 행촌권 재생사업의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약, 기본 구상

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와 용역사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시설의 정체성, 위치, 방

법·규모,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었다. 해당 재생사

업에서 계획한 조성 시설은 성곽을 기반으로 한 역사조망시설, 광장, 기존 자산 외, 

농업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로서 기존 시유지 텃밭의 유지 및 활용, 그리고 이의 지

원시설이자 공동이용시설인 앵커시설 조성(식물약국 등)을 현 행촌공터 2호점 부지

에 제안했었다. 그러한 가운데 ‘행촌공터 1호점, 2호점, 3호점’이라는 세 부지에의 

거점 마련의 경우 제안 당시에 거론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는 계획단계에서 시와 전

문가들 중심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공동이용시설로서 행촌공터의 정체성

먼저 앵커시설의 ‘정체성(컨셉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전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 초기단계에 이미 ‘도시농업’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이 구체화되면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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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실무회의 등 약 5-6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지원하며 공동체 거점이 되는 앵

커시설의 건립 사항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이에 대상지와 프로그램

을 검토하면서 프리패브 그린하우스(옥상경작소)를 포함한 도시농업지원 및 도시재

생지원센터(행촌공터 1호점), 마찬가지로 실내 경작 공간을 포함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행촌공터 2호점)로 분리해 구체화하게 된다. 그리고 농업 교육이 진척되면서 

추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작 및 교육시설(행촌공터 3호점) 건립을 계획하였다. 

이는 2016년 1월 28일 행촌공터 1호점에 옥상경작소 개장을 전후해 시와 전문가 회

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었다. 

·부지와 방법, 건축가 선정

그리고 ‘부지와 방법’에 있어, 도시농업지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성곽마을 사

업과 관련해 용역발주 직전인 2015년 3월에 서울시가 매입해 기 확보된 행촌동 

210-678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리 해당 부지의 다세대 건물 일부를 리모

델링함으로써 사업 과정 중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타 재생사업 동일). 이에 9월 23일, 행촌공터 1호점이 임시 개소하게 된다.80)

더불어 숭실대 측의 연구비로 진행된 프리패브 그린하우스를 1호점 옥상에 설치하

는 것으로 해, 2016년 1월 28일 개장하였다.81) 2호점은 초기 제안서를 통해 제안했

던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다. ‘곳간’이라는 컨셉은 2호점의 

제안(LIVESCAPE, 유승종)에서부터 있었고 PMA 측에서 이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개

하면서 들었던 주민 의견(아이들 활동공간, 주민모임, 초대장소 등)을 바탕으로 직

후의 마을의 ‘공동 거실’과 같은 개념을 더해 구체적으로 기획하게 된다. 특히 1호

점 옥상경작소의 성공적인 설치 이후, 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으로(2,3호점 모

두 시 예산) 이의 연장선에서 2호점도 프리패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만

들어지도록 하였다. 3호점인 교육시설 조성의 경우 사업의 상당기간이 지난 후 논

의된 바, 서울시에서 따로 기획해 예산을 꾸려 추진되었다. 부지는 기존 시유지로 

텃밭가꾸기가 진행되었던 무악텃밭 일대로 제안서 때부터 언급되어 온 육묘장, 서

울시 도시농업과 제안으로 교육장 설치를 검토해 신축을 계획했다. 한편 ‘행촌공터’

라는 이름은 9월 23일 1호점의 개소식 전 PMA에서 결정한 바이다. 

80) “23일 오후 5시 열리는 센터 개소식 또한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가 행사 기획부터 초대·

홍보까지 모두 주관해 준비했다.”, 아시아경제, “서울시, 성곽마을 재생지원센터 1호 ‘행촌共

터’ 오픈”, 2015.09.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2222334572374

81) 건축가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의 수차례 디자인 수정을 거치며 계획이 지연되었다고 언급한

다. 서울시, 『성곽마을 생활문화기록화사업 보고서』,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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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가 선정에 있어, 1호점의 경우 그린하우스를 포함해 재생계획의 건축 

사항을 담당한 UIA에서 맡았다. 2호점은 UIA 추천으로 LIVASCAPE(유승종 소장)가 

맡았다. 3호점은 서울시에서 따로 용역을 발주해 KDDH(김동희, 정연두)가 맡게 되

어 진행하게 된다.

한편 거점 조성과 관련한 위의 3가지 사항의 전개는 전체 재생계획 과정에서 비교

적 초기에 시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체 영역에서 결정되었는데, 특히 행

촌공터 1호점의 임시개소를 위한 1차 리모델링이 시작되던 2015년 9월 전, 일단 2개

의 앵커시설에 대한 구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기까지 주민 공동체의 참여는 전체 

총 4회 정도로 확인된다. 모두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 중에서도 소수 주민들이었

으며 그 중 3회는 주민들에 설명하는 자리였고 나머지 1회는 주민추진위원회를 ‘주

민협의체’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역재생활동가 및 성곽마을 주민추

진위원회 회장과 간사를 위촉하는 자리였다.82) 이후 9월 8일에 앵커시설 조성과 관

련해 주민협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1호점의 운영 계획, 그리고 재생계획과 관련해 

워크숍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거점 계획 과정에서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주민 개입은 없었으나, 2

호점의 부지 선정을 위해 마을을 돌아보고 결정하며 매입하는 과정(이미 7월 13일 

본부장보고 회의에서 거점시설 후보대상지 논의, 29일 MP회의에서 매입 추진과 대

상지 세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0월 전후에 이르러 최종 확정해 12월에는 매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의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주민들의 동의와 의견을 통해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서울시 도시농업과의 ‘도시

농업 시범마을 구축사업’과 연계해 특성화 사업을 확장시키며(사업 초 6월 16일의 

국장보고회의에서 이미 도시농업 관련 부처로부터 지원시스템 확인) 이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의 ‘농업전문가(고창록)’가 사업에 포함되었고 관련해 주민운영조

직 구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2016년에 이르러 2월 2일, 행촌권 ‘도시농업공동체’

로 종로구에 등록하고 추진하면서(대표 및 간사 동일) 운영 논의를 위해 이후에 실

무회의 및 MP회의에 상당 부분 참석하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제안서 및 초기 기본구

상에서 결정된 방향들이 계획단계가 진행되며 수행된 수차례의 시-전문가 회의를 

통해 점차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추진위원회가 향

후 운영을 고려해 주민협의체로 재구성되며 활동가를 비롯한 간사 등이 세워지고 

산하에 도시농업공동체가 조직된 것이다. 결국 주민설명회 및 실무회의 등에 참석, 

82) 본래 제안 및 기본구상 과정에서 시와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해 농업 관련해 ‘식물약사(전문

가)’와 같은 전문가를 세우려 하였으나 주민 거부감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행촌공터 자체

의 운영보다는 텃밭, 양봉장 관리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했기에 시에서 주민 김**를 

세우게 된다. PMA(유나경 소장)와의 인터뷰,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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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점과 관련해서는 활동가와 간사를 중심으로만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

당 시기에 주민 활동이 적었다든지 없었다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 

공개되고 초청하는 축제나 교육의 장은 별도의 축을 이루면서 생산영역에서의 주민 

참여는 사업의 이해와 필요 사항 수집의 층위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

다.83)84)

정리하자면, 해당 단계에서는 생산주체들의 추진으로 ‘a.지역행사·프로그램, b.

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설계 의견·협의, e.설계 반영·결

정’과 관련한 사항이 모두 발생한 것인데,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

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의 경우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과 활동가와 간사 위

촉으로 인한 이들의 주요 개입이 확인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일반 주민들

도 개입이 허용되었다. 특히 협의체뿐 아니라 농업 특화 사업 과정에서 도시농업공

동체 조직을 만들면서 이들이 함께 ‘d.설계의견·협의’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다

만 이의 경우 일반 주민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지 매입, 건축가 선정, 

디자인 계획과 관련한 ‘e.설계반영·결정’에서는 공동체 개입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으로 확인된다.

그림 3-32. 행촌공터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의 공동체 유형 및 조직 변화

83) 특히 전문가들 스스로 실질적인 ‘계획(design)’ 작업 경우 주민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여겼

다.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PMA(유나경 소장)와의 인터뷰, 2019,07.15., 숭실대(유해연 

교수)와의 인터뷰, 2019.07.19.

84) 한편 이러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거점시설, 즉 ‘앵커시설’이 지금의 생활형 SOC라 볼 수 있

겠다. 재생사업의 센터이자 현장사무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회의공간이면서 특색을 나타내

는 장소로 별도 기획된다. 행촌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정해진 건축가가 재생사업 내에서 이러

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시공에 이르는 사항을 모두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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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법 건축가 위치·면적 내용

행촌
공터 
1호점
+

옥상
경작소

리모
델링
(주민
공동
이용
시설)

UIA

행촌동 
210-678
-대지면적 
73.98㎡

-연면적 
179.77㎡

-지하1층·
지상3층

-행촌권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옥상경작소, 전시 등 계획

행촌
공터 
2호점

리모
델링
(마을
공동
작업
소)

LIVESC
APE

행촌동 
210-333
-대지면적 
49.9㎡

-연면적 
61.44㎡

-지상2층

-‘느린곳간’ 컨셉으로 텃밭, 가공, 전시, 판매 공간 계획

행촌
공터 
3호점

신축
(주민
공동
이용
시설)

KDDH

무악동 
46-1902
-대지면적 
211.81㎡

-연면적 
115.62㎡

-지상2층

-도시농업 교육장, 커피숍 공간 계획

표 3-24. 행촌공터 1, 2, 3호점의 계획

사례 B-2(은로초등학교)의 경우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며 기존 사용자 그

룹을 기반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을 포함한 공동체 상정이 새롭게 나타난다. 특히 설

계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 향후 사용과 밀접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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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가 선정 이후 이듬해 

1-2월 동안은 먼저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건축가가 모여 3번의 회

의를 통해 추후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용자 그룹에

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참여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직원뿐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고 또 원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각각 ‘워킹그룹’으로 구성하게 된다. 먼저 3-6학년의 학생들 20명 정도

를 대상으로는 ‘디자인 핀란드’라는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디자인 자체

에 대한 흥미와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큐레이터(핀란드국립문화박물관) 등을 섭외했

고 약 5주간의 디자인 훈련 이후에 이들을 학생 워킹그룹으로 워크숍에 참여시켰

다. 워크숍의 경우 총 3회가 진행되었는데, 첫 워크숍은 교사, 학생, 학부모 세 워

킹그룹이 모두 함께 모여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도화지에 글

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많이 도출된 키워드-자연, 안전, 편안 등-

를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재설정하게 된다.85) 두 번째 워크숍은 교사와 학부모 워

킹그룹만 모였다. 이때 퍼실리테이터와 건축가그룹은 미리 저학년동, 고학년동, 특

별교실동, 식당, 체육관 등의 모형을 가져왔고, 이것들을  가지고 팀별로 배치를 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했고, 향후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 워크

숍은 교사 워킹그룹만 모여 ‘교실 클러스터 디자인 게임’을 진행하였다. 교실을 비

롯해 계단실이나 데크 등의 시설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툴을 가지고 배치시키는 것

인데 이를 통해 내부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디자인에 반영하도록 했다. 

워크숍 외 조사는 크게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외부 공간 특성에 대한 

선호도 조사였다. 학생그룹, 그리고 교사그룹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나누어서 

이미지가 부착된 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교사그룹

의 경우 정돈된 시설과 안전, 자연에 대해, 유치원 교사그룹은 안전한 놀이 시설과 

자연, 학생그룹은 놀이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향후 이를 외부 공간 설계와 이

미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다른 조사는 단위교실 의견 수렴이었는데 학생그룹과 

교사그룹으로 나누어 교실 내부에 대한 시설 구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교사들

에게는 1층에 있으면 좋을 실들에 대해 추가 조사해 저학년 교실, 신발 갈아 신는 

곳, 유치원, 돌봄교실, 식당을 반영하고 실제 행정 관련 실들은 2층에 배치하게 되

었다. 또한 특수학급이나 돌봄교실, 유치원 등과 같은 특별교실에 대해서는 전담 

교사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요사항을 받았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

85) 조도연(2012), op.cit.,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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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들은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중간설명회

(2012.07.11.)를 4차 워크숍으로 해 이때는 교육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

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다.

항목 내용 구체 활동
개입한 

공동체그룹
설계안 영향

교육
‘디자인 
핀란드’

디자인 
훈련(5주)

학생그룹(3-
6학년 20명)

-

워크숍
1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기’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공통주제 

도출: ‘자연, 
안전, 편안’

학생, 교사, 
학부모그룹

설계 기본방향 
설정

워크숍
2

‘배치계획 
디자인 
게임’

모형으로 
배치해보기

→최종안 선정

교사, 
학부모그룹

배치 방향 결정

워크숍
3

‘교실 
클러스터 
디자인 
게임’

디자인 툴로 
내부시설 
배치해보기

→합의점 도출

교사그룹
내부공간 구성에 

반영

조사

외부공간 
선호도 
조사

스티커 투표
→초등교사: 
정돈된 시설, 

안전, 자연환경 / 
유치원교사: 

안전한 
놀이시설, 

자연환경 / 학생: 
놀이공간

초등학교교
사, 

유치원교사, 
학생그룹

외부이미지에 
반영

단위교실
의견조사

기본안에 대한 
교실 설문조사 및 
1층 선호도 실 

조사

학생, 
교사그룹

교실 내부 배치, 
시설 수정 및 1층 
실 배치에 반영

인터뷰
특별교실, 
특수학급 
등 조사

특별공간에 대한 
의견 조사

교사그룹
구체 

필요사항(위치, 
교실 특성) 반영

표 3-25. 디자인 구체 단계에서의 참여 내용
출처: 조도연(2012),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2)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이러한 과정은 그룹 이외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알 수 있고, 또 의견도 남

길 수 있도록 온라인(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처럼 디자인 구체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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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은로초등학교 설계 변경안; ‘의견’

을 반영해 배치부터 단위평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안이 되었다.

출처: 조도연(2012), p.35

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상 다양한 사용자

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절차가 수

행되었다. 실제로 건축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초기의 기본 설계안에서 상당 부분 

바뀌게 된다(그림 3-33). 

정리해보면, 기획 및 현상설계 공모 단계

를 지나 본격적인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향후 이용과 밀접한 기존 교사 중심

의 조직뿐 아니라 학부모 및 학생들을 포함

해 총 세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a.

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설계의견·

협의’와 관련해 개입하였다. 또한 ‘b.공개·의견수집’의 경우 다른 학생들 및 학부

모들에게 과정이 공개되고 피드백이 허용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에 있어 불특정 다수

의 개입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4. 워킹그룹 의견 수렴을 통한 1-6학년 교실 계획
출처: 조도연(2012), p.34

한편 사례 B-3(할매묵공장)의 경우 기획단계를 지나며 사업 특성의 결정에서 그

러했듯 마찬가지로 계획에 있어 공장 내 시설과 판매 공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이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계자 계약을 비롯해 구체안에 대한 협의와 결정에 개입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편 

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구성마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한마당 행

사에 주민참여경진대회에 참여 주민참여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즉 해

당 건축물의 조성 및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며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위원회 조직을 비롯해 활동가 및 묵공장사업단 조직 모두의 개입이 발생했다. 그러

나 묵공장 설계에 대한 협의 및 구체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은 발생하지 않았고, d.설계의견·협의, 

e.설계반영·결정’에의 주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 183 -

(4) 시공과정에서의 공동체 조직화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를 보면 시공단계에 이르며 이전에 향후 이용 및 운

영과 관련해 조직된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동체 활동이 이어져 나가거나 새

로운 조직의 개입 및 향후 운영을 위한 조직화가 발생한다. 먼저 행촌공터 1호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9월 임시 개소해 계속해서 회의, 주민워크숍 등의 장소

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옥상경작소를 설치했었는데, 이후 2016년 

4월부터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르며 구체화

된 계획안을 도출한 행촌공터 2호점 또한 4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 별

도 사업으로 발주한 3호점의 경우 그 해 2월에 이르러 무악텃밭 일대 경작과 교육 

공간 조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1, 2호점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이

에 공사가 시작되고 7월에는 일부 개소만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2016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일환 행촌동 꽃길 가꾸기 행사

를 비롯해 인왕마을네트워크 조직이 새롭게 마을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

농업 관련 행사 2회, 교육 일환 ‘도시재생대학’ 및 ‘사회적경제’ 강의가 13회 열려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소식지(행촌공감)

를 발행하고 SNS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1회와 주민워크숍 5회, 공청회 1회를 비롯해 실무자 회의 총 

5회 중 4회에 활동가 및 간사가 참여했는데 이러한 공사 시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건축물 자체보다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비롯해 향후 공동체 조직을 통한 운영과 관

련된 사항이 주를 이루게 된다. 특히 구체 계획단계에서 그러했듯이 향후 공터의 이

용과 운영과 관련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축제나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

갔고,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운영을 위해 기존 주민협의체는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주민공동체위원회(임시주민협의체)로 조직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시공단계에 이르며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

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 일반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주민들

과 도시농업공동체, 그리고 다시 조직된 주민공동체위원회를 비롯해 활동가와 간사

의 참여가 확인된다. 다만 거점 조성과 관련해 실질적인 공사에 참여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결정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d.공사참여·변경요

구, e.반영·결정’에의 공동체 개입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2(은로초등학교)는 각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설

계안이 수정되었고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이듬해 1월, 개축 공사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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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특성상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5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는 온

라인과 학교 측의 별도 안내를 통한 부분적인 공개가 있었고, 그 외 학교 건립과 관

련한 프로그램이나 추가 워크숍, 그리고 공사 과정에 개입해 추가적인 요구와 반영

이 공론화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b.공개·의견수집’ 이외에 ‘a.지역행사·프로그

램,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공사참여·변경요구, e.반영·결정’에의 참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B-3(할매묵공장)의 경우 2016년 3월에 이르러 묵공장의 공사가 시작되었

다. 이와 관련해 공개를 통한 의견 수립을 비롯해 공동체가 공사에 참여, 나아가 변

경 사항 요구에 대한 반영 등의 발생 사항은 없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단은 계속해서 묵 관련 활동을 전개했는데 예컨대 지역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향후 묵공장 운영을 홍보하였다.86) 특히 사업단은 향후 운영을 위해 협동

조합으로의 조직화 방안을 준비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해당 단계에서는 ‘a.지역행

사·프로그램’과 관련해서만 공동체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공개·

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 d.공사참여·변경요구, e.반영·결정’에 있

어서는 공동체 참여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생산된 장소에의 공동체 개입

각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이후 기획과 계획, 공사가 전개되며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준공과 이후 생산된 장소에 공동체 개입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B-1(성곽마을행촌공터)는 7월 25일, 서울시장 방문에 맞춰 행촌공터 1,2,3호가 

공식 개소하였다. 3호의 경우 일부 완공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10월에 완료하였

다. 그리고 직후인 8월 2일 시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터의 운영 관련해 회의를 가졌

다. 행촌권 특성화 사업으로서 거점 마련과 공동체 구축(‘주민공동체운영회’로서의 

운영) 틀이 잡히면서 이때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지역의 재생계획과 관련해 구체

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주민 행사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도시농업

공동체 조직으로 ‘충신동의 가을, 국화로 물들이다’ 축제에 참여하고, 2016 ‘한양도

성 인근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 주민 축제를 열었으며 그 외 운영과 관련해 바리스

타 교육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11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계획 

86) 아시아투데이, “영주시, 초고령마을 도시재생 ‘어르신 참여’ 활력”,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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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사업은 끝나게 된다. 마지막 주민설명회 때에는 관(서울시, 종로구)과 전문가

(PMA, UIA, 숭실대),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했다. 이후 행촌권은 ‘도시농업’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2019년까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를 계획하게 된다.   

그림 3-35. 행촌공터 1호점의 입면도, 조감도, 완공 후 내부 모습
     

특히 공동이용시설로서 건립된 1호점은 사무실과 옥상경작소 농업을 중심으로 운

영되며, 2호점에서는 반찬 봉사 등을 하고 있다. 3호점은 농업 교육을 시행하는데 

1, 2호점의 경우 내부 주민이 주민공동체위원회(임시주민협의체)에 속해 이를 맡아 

운영하나, 3호점은 계획단계에 들어오게 된 외부 농업전문가가 계속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2020년 4월까지 각 건물별로 운영주체를 별도 계약한 것으로 프로그

램을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36. 행촌공터 2호점의 배치도, 단면도, 완공 후 전체 모습

정리하자면 각 공터의 개소 이후, ‘b.준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 일반 

주민들과 협의체 및 간사, 농업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c.공

동체운영개입’의 경우 협의체와 전문가들이 개입해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된다. 특히 해당 사례의 전개를 모두 살펴보면 초기의 사업추진단과 위원회 등

의 다층적 상정 이후 협의체로의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 등에 

개입하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결국 운영을 맡게 되면서 상당히 지속적인 특성을 

보인다. 한편 ‘d.공동체운영변경’에 있어 주민들이 농업 관련해 합류하고, 옥상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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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비롯해 공터의 일부 공간을 개선하며 ‘e.공동체공간개선·변경’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7. 행촌공터 3호점의 1층 평면도, 완공 후 전체 모습

사례 B-2(은로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 4월 최종적으로 개축이 완료되었다. 위

에서 확인한 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각 단계에 적합한 그룹이 생성되는 방식으

로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그룹이 개축 이후에 유지 또는 변형되는 등 지속적

으로 나타난 바는 없다. 이는 학교라는 특성상 이들이 시설의 운영이나 변경과 관련

해 별다른 개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다만 계획단계에서 학교 공간

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그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들에게서 나

온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현재까지 활성화된 사항들이 확인

된다. 예컨대 목공실, 예절실, 기술실의 별도 마련을 통해 관련한 특별 프로그램 운

영은 현재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돌봄교실, 특수학급과 같은 특

별교실의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단순히 학교의 부속 시설로 속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의 경우 교실 사이마다 화장

실와 샤워시설을 설치했고, 고학년 교실 및 보건실과는 떨어지도록 요구한 바 있었

다. 특히 해당 학생들이 소음이 민감하다는 의견을 섬세히 반영해 건물 끝 모서리에 

배치하였었다. 유치원도 교사 의견에 따라 두 교실 사이에 화장실과 교재 제작실을 

배치하고, 놀이 공간을 초등학교 놀이 공간과 분리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편리와 안

전성을 높인 바 있다.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개축 완료 이후에는 이전에 상정된 공

동체들의 별다른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학교라는 특성상 기인한 측면이기

도 하겠다. ‘c.공동체 운영 개입, d.공동체 운영 변경, e.공동체공간개선·변경’에

의 공동체 개입은 없으며, 다만 ‘b.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해 앞서 언급했듯 계

획에서 워킹그룹에 의해 새롭게 더해지고 구체화된 시설들을 기반으로 특정 프로그

램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특화 교실로 자리 잡은 측면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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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3(할매묵공장)은 2016년 7월에 이르러 완공하고 9월에 이르러 개소하였

다. 이때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위원회와 활동가, 그리고 할매묵공장사업단 모두가 

모여 행사에 진행, 참여하였다. 개소 직후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여해 도시재생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한 그 해 11월에 이르러 사업단 할머니들 16명은 

등기이사로 할매묵공장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각자 50만원씩 기금을 모

아 설립한 것이다. 해당 협동조합은 영주시와 구성마을 도시재생시설물 위탁 협약

을 체결하고, 이에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 하루 100모 정도를 판

매하였다. 이처럼 기획단계에서 공동체가 새롭게 상정되고 이들을 기반으로 재구성

된 조직이 이후의 운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3-38. 완공된 할매묵공장과 묵 제작 모습
출처: (좌)구성마을 홈페이지, (우)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422

한편 구성마을의 재생사업과 할매묵공장이라는 공동이용공간 시설의 건립에 이르

기까지 주민 개입에 있어 사실상 상당 부분의 결정과 추진은 시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코디네이터는 어르신들의 사무적인 일의 수행 미숙 등으

로 사실상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함을 언

급한 바 있다.87) 준공 이후 생산된 장소에의 공동체 개입에 대해 정리하자면 ‘b.준

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과 ‘c.공동체운영개입’ 사항은 있으나, 그 외 ‘d.공동체

운영변경’ 및 ‘e.공동체공간개선·변경’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2.3 사례별 생산과정 및 공동체 참여 전개 종합

이번에는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동체가 새롭게 구성되며 이들의 초기 개

입을 통해 생산이 전개된 세 사례들을 표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나타내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 안의 글은 생산의 주요 발생 사항이며, 공동체 참여가 이

87) 반영선(2016), op.cit.,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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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경우는 우측으로 정렬하였다. 그리고 각 발생에 나타나는 공동체 유형을 일

련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해당 구도에서는 주요 분석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을 중심으로 B-2(은로초

등학교), B-3(할매묵공장)을 통해 공동체 참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는 기획단계에서 전문가가 주 활동 주민들을 접촉하

고 추진될 성곽마을 사업과 관련해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초기 개입이 이

루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여러 유형의 공동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 생성된 그룹의 구성원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추진단을 만

들고, 생산주체 측에서는 다시 추진위원회와 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축제, 담

사,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해당 사례의 다층적 상정 과정에서

는 모두 재구성이었으며 새롭게 생성되어 개입한 공동체는 없다. 그러한 가운데 본

격적인 계획단계에 이르러 주 참여자들이 속해있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기반으로 주

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이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데 이전에 다층적으

로 상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가운데 일부 참여했던 이들이 축제, 교육, 조사, 워크

숍 등에 함께 개입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층적 개입에서

의 공동체가 일부 포함되었고, 향후 시설의 공동체 운영 결정과 관련해 참여 공동체

를 기반으로 조직을 만들게 된다. 

B-2(은로초등학교)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초기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위 사례와 같은 다층적 상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다른 발생 사항이 없고 

기존에 생성된 이들의 변화 또한 없었다. 그러다가 계획단계에서 기존 참여자들을 

포함해 새로운 발생 사항에 공동체가 다시 재구성되는데, 일부 새롭게 생성되며 함

께 참여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는 조직화 과정이 없었다.

B-3(할매묵공장) 사례는 기획단계에서 협의회가 생성되고, 그러한 가운데 생산 

전개 특성에 따라 활동가, 위원회, 협의회, 사업단로 다층적으로 상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을 조정해 재구성한 것도 있지만, 향후 계획과 관

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롭게 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할매묵공장사업단

의 경우 묵공장 건립을 위해 생성되었고, 이후 이들이 재구성된 바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생산주체 측에서는 이들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해 향후 운영

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생성 구도에 따른 각 전개에서 일련의 공통된 전개 양상이 나타나며, 사례

들 간의 일부 시기와 발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과 영향에 대하여서는 마찬가지

로 이후 4.1장에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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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서울시 성곽일대 재생사업의 추진
a

2013.10. 서울시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순성놀이’ 축제
2014.10. 서울시 주민지원사업 ‘봉숭아물들이기’ 마을축제. 종로구 ‘돗자리 음악회’ b

2013.07.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지역별 워크숍(행촌포함✕)
2014.03.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성곽마을 학술회의에서 ‘행촌’ 공론화 c

2010.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012.~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3.~20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2014.07. 권역별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

d

e

B.
기
획
단
계

행촌권 기획 2014.09. 주민지원사업 일환 축제 및 한양도성문화제
2015.03. 가치공유사업 일환 축제, 답사 / 2015.04. 주민지원사업 a

2015.01. 서울시 권역별 사업추진 열람. 가치공유 사업 일환 성곽마을 의견수렴 
b

2014.06.~ ‘서울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구성. 회의 및 워크숍
2015.01. 주민간담회

2014.09.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곽마을 사업 관련 ‘행촌마을만들기(가칭) 사업추진단’ 구성 의결

나눔과미래,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 및 위원 구성, 방향 협의

c

d

e

C.
계
획
단
계

용역 발주 및 계약 2015.04.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프로그램 일환 ‘다같이 놀자 성곽 한바퀴’ 행사
2015.05. 사업추진단, ‘교남동 성곽마을 주민추진위원회’로 구성 조정, 행사 참여 a

2015.04. ‘성곽마을 행촌권 재생(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b

2015.04. 설명회
         -‘관련 전문가조직(PMA·UIA·숭실대) 구성
         -도시농업, 옥상 그린하우스, 식물약국, 거점부지 등 제안

2015.05. 계약 

2015.05. 관-전문가조직 실무회의를 통해 거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지역 거점시설의 위치(1호점/텃밭)·정체성·위치·방법·규모·기본계획 및 프로그램·운영 사항 결정

c

d

e

거점조성계획 2015.07. ‘서울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 일환 교육 / 2015.10. 축제
2015.10.~2016.01. ‘도시재생대학’ 재생학과 및 도시정원학과(총21회 교육 및 텃밭가꾸기 등) a

2016.01. 주민 231명 설문조사(거주, 옥상 도시농업 및 교육 관련)
2016.09.~2017.08. ‘행촌공감’ 주민소식지 / SNS(밴드) b

2015.07. 주민설명회(6명) / 2015.10.~2016.01. 주민워크숍(3회, 최대23명)
2015.11. 주민간담회 1회(4명) c

2015.06.~ 관 및 전문가 회의(총32회 실무회의·MP회의)에 주민 약 15회 참석
2015.08.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재생활동가 겸 주민추진위원회 회장, 간사 위촉 / 2015.12. 도시농업전문가 위촉

2016.02. 주민추진위원회 산하 ‘도시농업공동체’ 구성 / 행촌공터 프로그램, 운영 협의 및 결정 

2015.09. 행촌공터 1호점, 1차 리노베이션 및 임시개소
2016.01. 그린하우스(옥상경작소) 설치 및 개장 / 2016.03. 행촌공터 2호점 매입 / 2, 3호점 계획·건축가 선정

d

e

D.
시
공
단
계

1, 2호점 리모델링 및 3호점 신축 공사 2016.04. 양봉 벌맞이 행사 / 2016.05. ‘인왕마을네트워크’ 조직 마을행사 등
2016.04. ‘서울 꽃으로 피다’ 주민제안사업 / ‘도시재생대학’ 지속 a

2016.09.~2017.08. ‘행촌공감’ 주민소식지 / SNS(밴드) 
b

2016.04. 주민설명회 / 2016.05.~ 주민워크숍(5회, 25명) 및 공청회(1회)
-주민추가발굴,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민공동체위원회(임시주민협의체) 설립 및 도시농업공동체 운영 관련 c

2016.04.~ 관 및 전문가 회의(총5회 실무회의)에 약 4회 참석
-공동체 조직, 거점 운영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2016.04. 행촌공터 1호점 2차 리모델링 공사 / 2호점 공사  

d

e

F.
준
공
및
이
후

준공 및 운영, 재생사업 전개 2016.07. 행촌공터 1~3호점 개소식, 서울시장 참여 행사
2016.10. 행촌공터 운영을 위한 주민 바리스타 교육 등 a

1호점: 사무실, 옥상경작소 농업 / 2호점: 반찬 봉사 / 3호점: 농업교육
2016.10.~ 도시농업 교육, 주민지원사업 일환 행사 및 교육. 2019.~ 종로구 동네배움터 교육 b

~2020.04. 주민공동체위원회(임시주민협의체) 행촌공터 운영
-1, 2, 3호점 운영주체 별도 계약, 프로그램 자율 운행 c

도시농업 관련해 일반주민 합류
d

옥상경작소를 비롯한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개선
e

표 3-26. <성곽마을행촌공터>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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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
a

b

c

2011.06. 서울시교육청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추진계획’ 발표

2011.06. 2011년도 1개교 전면개축 시범사업 –서울 은로초등학교. 이후 점차 확대 계획 

d

e

B.
기
획
단
계

은로초등학교 전면개축 시범사업 기획
a

b

2011.11. 디자인 품질 지표 예비 적용을 위한 워크숍 진행. 워크숍그룹(은로초 교사 9명) 참여
c

2011.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를 통한 
      한국학교시설디자인지표(KEBID, Korean Educational Building Design Indicator) 개발 

2011.12. 코디네이터(퍼실리테이터, 시립대 이선영 교수) 등 전문가 운영 및 평가위원회 조직

d

e

C.
계
획
단
계

현상설계 공모
a

2011.10.~12. 서울 은로초등학교 교사동 전면 개축에 대한 ‘사용자 참여형’ 건축설계공모(현상설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공개. 설계안 및 사용자 참여 및 반영 계획 제안 포함 b

2011.10. 과업설명회
2011.12. 현상안 설명회에 평가위원 외  ‘사용자그룹’ 참여. 질의응답 c

2011.12. 6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대한 워크숍 등의 사용자 참여방법 제안서 최종 평가
         2011.12. 현상안에 대한 ‘사용자그룹’-교사 30명- 협의

        
2011.12. 3팀에 대한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디앤비건축사사무소 당선

d

e

디자인 구체 계획 2013.03. 3~6학년 학생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디자인핀란드) 진행
a

2012. 온라인(네이버 카페, 학교 홈페이지) 및 별도 학부모 안내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 / 설문조사 / 인터뷰(워킹그룹 이외에 일반 교사들 개별 접촉해 설명 및 의견 수렴) b

2012.03.~07. 학생/교직원/학부모 각 ‘워킹그룹’ 형성해 워크숍 3회
-설계 기본방향을 비롯해 전체 배치, 동별 배치 및 내부공간 논의, 디자인게임 시행, 내부 시설 구체 논의

2012.07. 중간설명회
c

2012.01.~02. ‘사용자 참여형 설계’ 사전 준비 -교육청·학교와 퍼실리테이터 협의(3회)

2012.03.~07. 학생/교직원/학부모 의견에 따른 디자인 변경
2012.10. 제안서와 별도로 기본설계안 최종 확정

2012.12. 실시설계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a

2013-14. 온라인(네이버 카페, 학교 홈페이지) 및 별도 학부모 안내를 통해 공개
b

c

2013.01. 착공
d

e

F.
준
공
및
이
후

개축 완료와 이후 2015.04. 개축 완료
a

목공실·예절실·기술실 사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유치원 특화 / 돌봄교실 특화 / 특수학급 특화
b

c

d

e

표 3-27. <은로초등학교>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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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영주시 활성화 계획과 선도사업 추진
a

b

c

2007. 영주시, 도시 단절과 구도심 쇠퇴 극복을 목표로 공공건축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2010.~2012. 1단계 구도심 재생사업 실행 및 2단계 도시재생사업 준비

2013.05. 영주 도시재생 기초현황조사
2013.0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고시 / 2013.12.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공고

d

e

B.
기
획
단
계

구성마을 재생사업 기획 2013.07.~2014.06. 주민역량강화교육(19회)
2014.10.~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답사 등 a

2013.07. ‘구성마을협의회’ 구성(이후 회의27회). 구성마을 주민 설문조사(74명), 인터뷰(43명) 등
주민활동가(장**) 발굴

2014.01.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2014.0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영주: 근린재생형) 워크숍
2014.07.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주민추진위원회)’로 재구성. 권역별 ‘사업추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b

c

2013.09.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본격 추진 위한 인적자원 등의 자료 조사 및 구축. 코디네이터 초기 합류
         후생시장 및 중앙시장 활성화, 일대 개선 추진
2014.03.~06.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지정. ‘역전(驛前)의 역전(逆轉), 영주의 전성시대’

         2014.10. 할머니묵공장, 단디집수리 등 본격 추진
2015.03. 묵 만드는 할머니들 중심 16명 ‘할매묵공장사업단’ 구성

d

e

C.
계
획
단
계

공동이용공간 조성 계획 2015. 도시재생대학 지속. 사회적 경제 교육 및 묵사업 진행 및 공장설립 관련 교육, 답사
주민공모사업 등 a

b

2015.09. 주민공동생활공간 및 묵제작공장, 판매공간 프로그램 계획 관련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c

2015.04. 영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출범

2015. 사업지 변경 및 공가매입(영주동 296-7) 완료, 지상1층 148㎡(45평) 규모 계획 
2015. 건축 계획

d

e

시설 구체 계획 2015. 교육 / 답사 등
2015.1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주민참여경진대회 참가, 주민참여부분 최우수상 수상 a

b

c

2015. 시설 구체 계획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2016.05. 할매묵공장사업단,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등 홍보. 협동조합 준비
a

b

c

2016.03. 공사 시작

2016.07. 완공

d

e

F.
준
공
이
후

개소와 그 이후 2016.09. 할매묵공장 개소, 준공식
a

2017.01.~ 할매묵공장 ‘손두부, 메밀묵’ 본격 생산 및 판매. 수익금 일부 지역 환원 
b

2016.11. 할머니 16명 각 50만원 출자해 ‘할매묵공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대표이사: 통장 권분자)
영주시청간 구성마을 도시재생시설물 위탁 협약 체결 / 2016. ‘역전사업 기획단’ 조직해 주민 활동 지원 c

d

e

표 3-28. <할매묵공장>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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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구산동도서관마을 전경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L2LOPJOXQ

3.3 재구성 구도에 따른 전개

3.3.1 분석 대상 개요

(1) 프로젝트 개괄 및 특성

순번 범주 프로젝트명 위치 연도 건립용도 건립방식

C-1 b

구산동도서관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

2015 도서관
신축·리
모델링구립도서관건립, 

주민참여예산사업

C-2 c’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75번길 

31-2
2017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사업

C-3 b
남한산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70
2002 학교

리모델링
(부분)학교도서관조성사업

표 3-29. 재구성 구도의 분석 사례 개요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하며 2015년 11월 13일에 개

관한 구립 도서관이다. 주민들의 요구로 

해당 지역 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가

시화되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초기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상 당시 예산만으로는 2008년 

마련해 두었던 부지에의 신축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에 기존 건물 5동을 리모델링

하고 3동은 철거 후 신축해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2013년, 제안 공모를 발주하게 

된다. 1970년도 이후에 지어져 오래된 다가구·다세대(각 5채, 3채)를 도서관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는 디자인그룹오즈(Design Group OZ)가 맡았다. 최종적으로는 기

존 건물의 구조 안정성 문제로 5개 동의 주택을 증·개축하였는데, 신축은 이들을 

자연스레 연결하는 방식 속에서 이루어졌다. 완공 및 개관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평뿐 아니라 공공건축으로서의 공적 평가인 제 10회 대한민국 공공건

축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서울시 건축상 리모델링 대상도 수상했다.100) 공공

10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부 주최로 공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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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논산시 연산역 체험시설 조성 모습
출처: KCDF(2017), p.64

건축상의 경우 기존 지역 건물(장소)의 조직을 활용해 마을의 기억을 살린 점, 설계 

발주 이전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된 점, 도서관의 지향점이 서고만이 

아니라 공동체(community)를 기반에 두고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101)

해당 사례는 기획 이전부터 있어온 주민 조직이 사업 및 단계별 특성에 따라 재구

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관은 먼저 기존 조직에 접촉해 그대로 생산과정에 개입시켰

고 곧이어 사업 진행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으로 다시 구성되면서 관이 이들을 중심

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주민 MP가 세워졌고, 관은 해당 MP와의 협의 

가운데 도서관 건립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직들을 만들어나갔다. 또한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건립에서 주민들은 건축가의 설계 작업에 있어 필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나 계획의 협의와 결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었

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산과정에 지속적이며 유연한 양상으로 개입하면서 상당히 

다층적인 참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참여했던 조직 중 일부가 향후 도서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초기에 구성된 주민 협동조합은 현재

까지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는 충

남 논산시에 위치한다. 기획 이전, 사업에

의 지원을 위해 시와 전문가가 기존 주민 

조직에 접촉함으로써 상당수의 논의를 통

해 방향을 결정했고, 이에 선정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들

어서면서 조직된 주민 일부가 시와 전문가

들이 포함된 협의체로 다시 구성되어 사업 

진행에 개입하였다. 시 관계자와 PM을 중

심으로 한 전문가그룹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방향을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으로 잡았었고 이후 기본계획단계에서도 주민컨퍼런스를 통해 

주민들의 과거 기억 살펴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본래 

역 일대 공간 개선을 목적으로 했으나 열차 객실 내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계획 방향을 잡게 된다. 이후 구체 계

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부장관상이 있다. 공모일 기준 5년 이내에 준공 완료된 사업

을 대상으로, 좋은 공공건축 조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으며 그 가치와 인식 제고에 기여

할 경우 수여한다. 다음을 참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Award.aspx?tb=PA&ay=2016

101) 시민일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에 은평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선정”,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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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남한산초등학교 도서관
출처: 

http://kiramonthly.com/architectural-desig
n-starting-with-everyone/

획 및 시공 단계에 이르러 주민들의 개입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사례는 초기 사업 추진에서부터 기존 공

동체를 상정해 재구성하며 주민들의 개입이 상당 부분 나타나나, 이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특히 처음과 계획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는데 2001년 당시 혁신학교 모델로 자리 잡

았던 독특한 배경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 공

간 개선에 대한 추진으로 일부를 리모델링 해 도서

관으로 바꾸는 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자 참여 설계

를 제안하는 건축가(이후 퍼실리테이터로 역할)가 

개입하게 되며 기획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본고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국내의 경우 공

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 생산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은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

다. 이들은 대다수 마을만들기와 같은 도시활성화 측면에서의 계획 및 재생사업 또

는 골목, 화단가꾸기, 공원 등의 조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건

축물을 중심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같은 사항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가 공론화

된 것은 해당 사례로부터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창기 참여 사례로서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당시 퍼실리테이터는 기획단계에서 총 8단계의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 워크숍에서 기존 조직을 사용자 그룹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

로는 디자인게임 방식을 통해 이들과 함께 기본 계획을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이후

에서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만 이루어졌기에 실제 매우 짧은 기간을 지나 

곧 공사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특히 해당 사례는 단순히 워크숍을 상세하게 진행하

고 그대로 반영한 데에 그치지 않는데, 워크숍 단계에서 논의된 학교 공간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기반으로 교사들은 이후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학교 공간 개선 

사업에 이를 반영하는 등 계속해서 실천을 이어나게 된다.

(2) 프로젝트별 생산주체와 공동체

1)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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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주체 영역 : 관(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주민센터), 전문가(건축가-디자인

그룹오즈, 마을기업-두꺼비하우징, 책마을조성위원회), 그 외 외부 강사들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생산주체 영역은 크게 관과 전문가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서

울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503억원을 편성했고, 은평구가 도서관 건립으로 

해당 공모에 선정되어 1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서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년에 이미 은평구가 지자체로서 

이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예산을 기획하는 일 이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필요 사업

을 추천받아 실행한 바 있다. 구청장 비서실의 보좌관은 도서관과 관련해 지역 내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던 주민 조직에 직접 접촉했고, 함께 협의해 ‘더불어 가는 책

마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에서부터 건

축가 선정 및 계획에 이르기까지 추진과 결정 주체로서 주민들의 개입 또한 조율하

였다. 한편 구산동주민센터는 생산주체 영역에서 적극적인 추진과 활동을 전개해나

간 것은 아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열리는 축제 등에서 장소나 집기류 등의 마

련 및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구산동도서관마을 건립에서 주요 생산주체인 건축가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되었

는데 기존 다가구·다세대 건물을 기반으로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일을 디자인그룹

오즈건축사사무소가 맡게 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동별 프로그램 특화보다 ‘연결’

에 집중한 것에 큰 점수를 받았다. 당시 최재원 소장은 이후 브리핑을 비롯해 주민

설명회, 중간설명회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MP를 통해 개별적

으로 전달받기도 하면서 구체 계획을 해나갔다.

마을기업 ㈜두꺼비하우징은 은평구 내 관의 협력으로 건축 관련 관계자들이 2010

년 만든 협동조합이다. 지역의 저층주거를 중심으로 공공 개선 사업을 돕고 있는데 

당시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게 되었다. 특히 이때 구와 협의

해 지역 주민들도 함께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두꺼비하우징의 경

우 기본계획 이후 직접적으로 건립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시공단계에서 협동조합

의 주민들과 MP가 전문적인 도면 이해가 어려워 이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다. 

한편 책마을조성위원회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인근 청소년도서관 관장 등 도서관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처럼 10명으로 꾸렸었다. 구가 추진해 도서관 건립과 운영

의 자문을 하는 조직을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회의 2번을 형식적으로 

하고 그치게 되었다. 당시 주민들이 이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 조직이 아닌 주민들도 

포함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바 있다.

그 외 주민제안사업 일환으로 열린 도서관학교에 외부 강사진으로 포함된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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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영역 : 은평구 주민들, 마을엔, 시민단체(열린사회은평시민회 등), 도

서관활동가,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MP, 청소년운영위원회, 탐구아리 동아리 등

도서관 건립에 개입한 공동체 영역 내 주체들을 확인해보겠다. 특히 구산동도서

관마을은 기획 이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조직이 있어왔는데 시민

단체와 같은 직능단체로 고정되어 온 것은 아니었고 필요와 조건에 따라 상당히 유

기적인 방식으로 존속해왔다. 그러면서 일반 은평구 주민들이 이에 포함되기도 하

였고 특히 설문조사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인 도서관 

건립 과정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축제, 워크숍, 설명회 등에 계속해서 초청되었고 

시공단계에 이르러 관과 MP가 이들을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이용과 운영에 적극

적으로 개입할 조직들을 세부적으로 조직하였다. 

마을엔은 관이 사업을 준비하며 접촉한 주민 조직이다. 이전에 28어머니회로부터 

시작되어 그 구성원들은 도서관 활동가이자 자원봉사자들로서 전문적인 조직체이기

보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반 주민들의 모임이었다. 마을엔도서관으로 2008

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2009년에 이르러 7명이 출자해 마을엔카페를 열었고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 내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마을엔카페는 최근 2019년 8월에 문을 닫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열린

사회은평시민회 등의 시민단체들의 간헐적인 협력과 도움이 있었다. 한편 구가 마

을엔에 접촉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을 제안했고 당시 지원서 작성도 마

을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마을엔을 중심으

로 도서관 관련 직능단체들과 일반 주민들이 함께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을 다시 

구성하게 된다. 관이 나서기 전에 자발적인 조직체로 재구성한 것이며 해당 협동조

합 이름으로 이후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지

원센터로부터 사업 지원을 제안받으면서 이를 통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와 

교육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준공 후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운영을 맡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시작될 즈음 도서관활동가

가 세워졌었다. 마을엔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한 것인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시민사서양성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 연구진 그룹(8명)을 만들었고 실제 이들이 도

서관에 대한 기본조사를 비롯해 주민들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면서 보고서의 3장과 

4장, 그리고 5장 결론까지 담당해 작성하였다. 그룹 자체는 기본계획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이후 이들 일부가 협동조합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MP는 당시 구에서 해당 사업 특성상 주민 참여 방식을 끝까지 끌고 나가고자, 이

후 진행될 계획단계에서 관-전문가-주민 사이에서 소통,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들 중 MP로 세우도록 논의하였다.102) 주민들도 그렇게 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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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여러 명이 거론되었나, 주

민들 중 당시 청소년도서관 작공 및 은도협에서 간헐적으로 활동해오던 주민 한 명

(박**)이 MP에의 의지를 보여 2013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은평구 마을공동체팀에 2

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소속되었다.103) 4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5월 공고 후 주 35시

간 2년, 연간 1,800만원으로 계약하게 되었다.104) 도서관 개관 이후 2019년 현재 도

서관마을 문화정책팀장으로 있다.

그 외 청소년운영위원회, 탐구아리 동아리 등이 있는데, 먼저 청소년운영위원회

의 경우 주민 협동조합에서 사업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개입을 계속해서 시도했었고 

그에 따라 인근 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북콘서트 등 행사를 연 

바 있었다. 다만 건축물의 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며 도서관을 알리

고 향후 적극적인 이용 주체로 세워지도록 조직을 꾸리게 된다. 또한 탐구아리 등의 

주민 동아리들은 관이 나서 MP와 협력해 주민들을 조직화한 것이다. 도서관 시공단

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과 함께 공사장을 탐방하기도 하고, 향후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주민 동아리들이 이어

지고 있다.

2)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논산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전

문가(PM-정희정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컨설턴트-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설계및시공-모습)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의 생산주체 영역은 크게 관과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었

다. 연산역과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 논산시는 2011

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주관하는 소규

모 간이역 대산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한 바 있었다. 역사

102) “우리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활동과 논의 자리에 MP를 불러 함께 하도

록 했구요. 모든 자료 및 정보가 관에 이야기 될 수 있도록 (MP에게) 전달했어요.” 주민 이**

씨와의 인터뷰 중, 2018.07.04.

103) 주민이자 MP였던 박**씨는 2010년도에 은평구로 이사를 왔기에 2013년 MP로 지정 당시 마을 

활동을 오래 해왔던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갖던 중, 먼저 은평구에 

살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마을엔’에 대해 듣고 참여하게 된다. 이후 홍보 등 프로그램 담당을 

한 적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주민 이**씨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도서관 작공에도 함께 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시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시민신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관련해 글을 쓰며 마을 구성원, 활동가로 자리 잡기 시작하던 때였다. 

104) 다음 회의자료의 MP 메모를 통해 확인. “구산동 도서관마을 PROJECT”, 민관협치 회의자료,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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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도문화체험장을 조성한 것도 이때이다. 그리고 이후 2016년에 이르러 디자인

총괄팀에서 동일 주관 사업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다시 응

모한 것이다. PM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에 선정되었고 이후 추진협의체로 사업 추진을 맡아 진행하였다. 한편 한국공예디

자인문화진흥원(KCDF)은 2000년 설립된 재단으로 공예 및 디자인 진흥에 있어 공공

공간사업팀을 꾸려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논산시의 연산역이 선정

되었던 전국 지자체 대상 문화디자인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또한 2013년에는 ‘문화

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2014-15년에는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시범사업을 거

쳐 2016년도에 컨설팅단을 꾸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이후에

도 계속해서 주최했다. 

해당 프로젝트 생산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했던 전문가는 PM이다. 이를 청운대학

교 공간디자인학과의 정희정 교수가 맡게 되었는데 사업 지원부터 관여해 시와 주

민들 사이에서 기획을 해나갔다. PM은 기존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연산면 주민자치

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이장, 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원

회로 꾸리고 함께 논의하면서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이라는 컨셉을 

잡게 된다. 이후 다시 협의체를 꾸리며 여러 주체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일종의 자문을 하고 향후 주민 워크숍 등을 컨설팅하는 건

축 등의 전문가 컨설턴트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산역 프로젝트에는 컨

설턴트로 건축사사무소moldproject가 세워졌는데 이후 주민컨퍼런스를 비롯해 계획

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관련해 의견을 내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획단계

에 이르러 연산역의 객차를 활용한 전시체험공간 조성이 추진되면서 어린이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용역을 입찰공고했는데 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주)모습이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사업에서는 이

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주 생산주체는 아니었으며 특히 객차 내부 조성으로 사업 

범위가 좁혀지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설계와 시공을 마치게 된다.

·공동체 영역 : 연산면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추진위원회, 추진협의체

연산역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연산면에 위치하는데 주 연령층은 노인인 소

규모 농촌마을이다. 이곳에 사는 연산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이전부터 시에서 추진

한 활성화 사업, 특히 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한 바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주

민컨퍼런스를 비롯해 답사, 개소식 등에 나타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전 사

업들에 참여했던 조직으로 2012년 사업에서 마련된 카페나 로컬마켓, 매점 운영에 

개입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축제 등의 활동에 참여했었다. 관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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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해당 조직의 위원들에 접촉했고 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마을추진위원회는 기

획 이전 사업 지원 당시 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주민들을 재구성한 조직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였다. 그리고 사업 선정 후 본

격적인 기획단계에 이르러서는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이들을 중심으로 주

민 일부가 포함된 추진협의체로 재구성하게 된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해당 협

의체를 중심으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

3) C-3(남한산초등학교)의 생산주체와 공동체

·생산주체 영역 : 관(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교사, 시민사회단체, 학부

무, 지역주민 등), 전문가(퍼실리테이터, 건축가), 그 외 외부 자문가들

남한산초등학교의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조성 사업의 추진과 결정은 사실

상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장 등의 교직원들에게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

업의 최종 결정을 통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였다. 남한산초등학교는 폐교 위기 속

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모여 자발적으로 위원회가 꾸려짐으로서 이후 

기존 학교와 다른 교육 방식과 운영으로 혁신학교의 모델이 된 학교이다. 그 과정에

서 교육청 지원으로 별관이 신축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요구 반영이 전혀 되지 않

았던 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 

즉 교사들을 비롯한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주체이면서 이후 사용자로서 워크

숍 등에 참여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내기 전에 건축가를 개별 접촉하는데 위의 두 

사례와 달리 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건축가(고인룡 공주

대학교 건축학부)는 기획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순차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때 

퍼실리테이터로 역할, 실제 계획을 담당할 건축가는 조력건축가로 현건축사사무소

(김한희 소장)를 따로 세웠다. 이들은 진행자로서 워크숍을 이끌었고 그러한 가운

데 이미 사용자그룹의 의견을 반영해 상당 부분 계획이 완료되면서 건축가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이후 상당히 짧은 시기의 계획단계를 지나 시공

에 이르게 된다.

그 외 워크숍을 진행하며 참관해 자문 등의 역할을 한 교육학 교수 및 연구자, 경

기도의원 등이 있었다.

·공동체 영역 : 사용자그룹(교사들, 학부모들, 학생)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원회는 기획 이전에 이를 추진하는 생산주체 영역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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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구산동도서관마을 일대 모습 

였다가 이후 해당 교사들은 사용자그룹으로 재구성되면서 공동체 영역에서 역할하

게 된다. 이들은 총 8차례로 진행된 워크숍에의 참여를 위해 구성된 것인데 첫 번째 

‘몸풀기/생각풀기’에서는 교사들만 참여했다가 이후 워크숍부터는 학부모그룹이 포

함되었다. 학생들의 경우 워크숍 자체에 들어와 의견을 낸 것은 아니었고 교사를 통

해 ‘우리학교 그리기’라는 과제를 부여받아 교사들이 해당 그림을 해석해 워크숍에

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간접 참여하였다. 

3.3.2 프로젝트 전개와 공동체 참여 양상

(1) 프로젝트 추진과 공동체의 재구성 상정

해당 구도 상정의 사례들은 프로젝트 특성과 관련해 주민 조직과 활동이 있어온 

경우이다. 이에 먼저 추진 배경과 함께 기존 공동체가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갔었

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에 대하여 보다 상세

한 해석을 하였다. 기획 이전 지역의 도서관 논의와 건립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조

직적 활동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단 도서관마을 일대는 1,2종 주

거지역으로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 가구 등

의 저층 주거가 밀집되어있는 곳이다(그림 

3-42). 특히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재

건축 이슈가 있어왔는데, 2010년 부임한 은

평구청장(구청장 김우영)은 당시부터 공동체 

기반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발히 추

진하면서 이와 맞물려 2011년,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사업에 공모하는 것으로부터 도서관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105)

한편 지역 내 도서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주민들의 건의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

년, 대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동사무소 내 어린이 도서관 조성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동장을 찾아갔던 것이다.106) 당시 동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

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2002년 1월, 주민센터 3

105) 서울시가 이러한 은평구의 ‘참여’ 사업 방식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서울신문, “최고 생

산성은 주민 참여…… ‘협치 은평'으로 지방자치 완성”, 2017.9.21.

106) 당시 2학년 8반 엄마들을 중심으로 모였기에 속칭 ‘28어머니회’로 불렀다. 주민 이**씨 발표 

자료,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만들기-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활동가 집단회, 

서울여성플라자,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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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대조동꿈나무도서관 모습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102&oid=081&aid=0000049694

층에 10평 남짓한 ‘대조어린이도서실’이 마련되었다. 특히 은평구 시민단체인 ‘열린

사회은평시민회’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주민센터 신축 기간 동안 ‘열린어머니회’

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재구성해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107) 조성 후 이들은 기부 

등을 통한 도서 수집 뿐 아니라 방과 후나 방학 때에는 도서실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 독서 지도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하였다.108)

그러한 가운데 점차 기부받는 책이 많아지고 인근 지역 내 유일한 지역 도서실이

었기에 방문자 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해당 도서관 건립을 위해 ‘어

린이도서실 유치를 위한 종이학 접기와 가장 긴 엽서 만들기’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 

심지어 직접 구청 공무원들을 설득하러 다녔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

서실 리모델링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지원을 요청해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초기 예

산이 마련된 후, 구의 추가 예산까지 더해 최종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2005년 1월, 

새로운 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109) 흥미로운 점은 초기부터 지

역 도서관 마련 논의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주민, 사실상 이 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도서관의 대표(관장)으로 허용이 되었다는 사

실이다.110) 2005년 7월 개관한 대조동 꿈나무도서

관은 대지 60여 평에 연면적 40여 평인 2층 건물

로서 작은 앞마당도 마련되었고 6000여권의 도서

를 소장하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공공

장소가 된다. ‘꿈나무지기(이하 꿈지기)’라는 이

름의 주민 자원봉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책읽기 프

로그램 뿐 아니라 전시도 하고, 이전보다 더욱 적

극적으로 주변 어린이집 및 중학교 동아리와 연계

해 ‘대추마을 문화제’도 열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111) 그리고 꿈나

107) “파랑새어린이도서관, 은평사랑어린이도서관 등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고 각 동의 

지역정보센터마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지역의 정보센터를 답사하는 등 월 1회

모여 구입도서 목록을 정하고 이후 운영에 대한 연구 활동과 외부인사 초청 지역주민 강연회 

등을 전개하였다.” 주민 이**씨 발표 자료,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만들기-대조동 꿈나무어린이

도서관”, 작은도서관 활동가 집단회, 서울여성플라자, 2008.12.12.

108) 동아일보, “‘아이 눈높이’ 도서관 가 보셨나요”, 2006.09.06.

109) 서울신문, “대조동 꿈나무어린이 도서실”, 2005.07.08.

110) 관에서는 ‘관장’보다는 운영실장, 위원회장, 자원봉사대표 등으로 불렀다. 주민 이**씨는 개

관 때부터 2010년 8월까지 자리하였다. 그 이후에는 도서관 팀으로 전환, 구에서 사서를 파견

해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기존 주민 조직과의 갈등이 상당 부분 있었다. 2017년부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민 이**씨와의 인터뷰, 2018.07.04.

111) 한계례, “옛 광장·골목이 건물 안에... 우리 동네 ‘기억의 도서관’”,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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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기도 하면서 자원봉사자

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되거나 지역의 또 다른 엄마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연계가 

더욱 활발해졌다.112)

그러한 가운데 구산동 내 새로운 도서관 건립 자체에 대한 논의는 2006년, 해당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서명 운동이 추진되며 시작되었다.113) 총 2008

명의 주민들이 서명했고 이를 구에 제출하면서 은평구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르러 현재 도서관마을이 들어선 

구산동 17-37 일대 부지 매입을 시작하며 도서관 건립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

다.114) 본래 ‘구산동 도서관마을’ 이전의 명칭은 ‘구산정보도서관’이었다. 2009년 6

월 25일,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이듬해 2010년 6월 3일에는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무산되었다.115) 지금의 

구산동 도서관마을 건립에의 논의는 이후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및 선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도서관마을 건립에 대한 본격화 이전, 지역의 도서

관 논의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특징과 역할을 통해 주체를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 3-30>과 같다. 

한편 지역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로서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

아오며 주민들은 공인된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116) 그러면서 2008년 6월

에 ‘마을엔도서관(대표 이**)’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였고, 2009년 8월에는 

‘마을엔카페’라는 이름으로 주민 7명이 출자해 지역 내 실질적인 주민 모임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117) 주체가 된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었고 특히 아이의 교육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서관 운영까지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었다.118) 이렇게 시

112) 2018년 현재도 여전히 활발히 운영 및 이용되고 있다. 특히 대조동 꿈나무도서관도 주민참

여예산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4억 5천만원으로 2016년 2월, 두번째 리모델링 공

사를 마친 바 있다. 은평구청 자치행정과 보도자료,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착공”, 2015.10.02.

113) 2010년 당시 이미 어린이 소장도서가 150,000여권에 이르렀었다. 은평구청 관광공보담당관, 

보도자료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개관 8주년 생일잔치 열려”, 2010.06.21.

   내일신문, “‘주민이 주인’인 도서관 생겼다”, 2017.10.11.

114) 2008년, 구에서는 이를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일환으로 

매입을 시작하였다. 한편 보상 및 거주자 이주는 2012년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115)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본계획 보고서』, 2013, p.13

116) 주민 이**씨와의 인터뷰, 2018.07.04.

117) 마을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함께 그렇게 지었다. 이는 당시 대

조동 꿈나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민간의 조직체 준비를 위함이었다. 주민 이**씨와의 인터

뷰, 2018.07.04.

118) 주민 이**씨는 당시, 그리고 2019년 8월 마을엔이 문을 닫을 때까지 대표로 있었다.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녀는 무엇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삶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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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마을엔이었지만 순이익이 크지 않아 좀 더 활성화된 유지를 위해 2010년 예비 

사회적기업에 등록했으나 관의 규제 및 방안이 맞질 않아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다시 반납, 이후 자생 유지하며 최근까지 동네 사랑방으로 역할하였다.119)

언급되는 관련자들 구성원 특징 및 역할

“주민들”

주민들, 
학부모들,

자원
봉사자들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
: ‘28어머니회’, ‘열린어머니회’, ‘꿈지기’ 자원봉사자들
→도서관의 건립 추진, 도서관 관리·운영

도서관
주민활동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 동조 및 서명 참여

일반주민

시민단체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지역민 후원을 통해 운영, 행정에 적극적 개입하며 지
역 운동

지역 
직능단체

주민자치
위원회

대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
→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결정하는 주민협
의체로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함(은평구 조례 제16
조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연임가능)

“주민자치센터”
동장
→시장에 의해 발령받은 지방직 사무관(5급)

관

“MBC, 강사” 외부 언론, 특정 프로그램 강사 외부

표 3-30. 기획 이전 단계에서 지역의 도서관 건립 논의에 관여한 주체들

그러한 가운데 2010년 부임한 당시 구청장(김우영)은 공약 중 하나였던 도서관 

건립을 실행하고자 했고 2012년에 이르러 이곳 마을엔카페에 구청장 비서실의 정책

보좌관(채희태)이 찾아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을 신청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된다.120) 당시 구 비서관은 주민들에게 2008년부터 도서관 건립

과 관련해 매입하기 시작해 예산 문제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 부지 내 건물에 대해 

설명하고 도서관 건립에 있어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마을

엔카페의 주민들은 대찬성했고 이후 구의 도서관진흥팀(이하 도서관팀)과 함께 현

장을 돌아보며 ‘여러 채’를 함께 묶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구상할 것을 

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평구 내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신나는애프터센터, 구산동 도서관

마을 건립을 위해 주민 대표자 중 한명으로서 깊이 관여하였다. 주민 이**씨와의 인터뷰, 

2018.07.04.

119) 관련해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역 방과후센터장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019년 8월에 문을 

닫았다. 

120) 주민 이**씨에 의하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 본인이 2010년 당선된 김우영 구청장에게 편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바라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한 바 있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구에서 컨테이너박스의 간이 도서관을 만드는 식엔 

아닌 건물로서 유지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민 이**씨와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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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121) 주민들은 국내 도서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중심 공간이 기존에는 

칸막이나 유리문 정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심지어 종합자료실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

미 이렇게 기존 건물 동이 나누어져 있으니 부분별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발표자료 및 제안서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게 되었다.

그림 3-44. 마을엔카페 모습 
출처: http://cafe.daum.net/maulmaking/OYB6/143

사실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년에 이미 은평구는 주

민참여예산을 가장 먼저 도입한 바 있다. 도서관 논의 초기부터 깊이 관여했던 마을

엔 대표는 당시 참여위원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 주민참여예산 준비위원으

로서 관과 협력해 매주 회의를 참석하며 조례 등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한 바 있었

다.122)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사업 공모 때, 은평구는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즉 주

민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참여예산 심사의원들 앞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함으로써 참여한 25개 자치구 중 1등을 해 총 40억원을 예산을 따게 되었다. 

이는 타 구의 2배되는 예산이었다. 이 중 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에 19억원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초기 자본이 마련된 것이

다.123) 당시 구와의 협의 가운데 주민들이 작성한 제안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31>과 같다.124)

121) 누가 먼저 ‘마을’을 얘기했는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구의 

도서관 팀장이 유럽에 있는 ‘책마을’처럼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이 이에 적극 찬

성했다고 한다. 주민 이**, 박**씨와의 인터뷰, 2018.07.04.

122) 주민 이**씨와의 인터뷰, 2018.07.04.

123) 서울PN, “최고 생산성은 주민 참여… ‘협치 은평’으로 지방자치 완성”, 2017.09.20.

124) 마을엔카페의 주민 이**씨가 제안 대표자로 하였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

사업 신청서,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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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사업명 더불어 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분야 문화체육

사업기간 계획

2013.01.-2013.12.

2013.01.-04. 리모델링 설계
2013.05.-12. 리모델링 공사
2013.01. 도서관 개관

총사업비(신청) 1,900백만원

재원조달 총 2,975백만원 : 시비 1,900백만원 구비 1,075백만원

구체소요예산

-8개동 리모델링비 : 2,400,000천원
-설계용역비 : 95,000천원
-감리용역비 : 30,000천원
-자산취득비(도서 및 물품 구매비) : 450,000천원

사업위치 및 규모
은평구 구산동 17-65호 외 9필지
대지면적 : 1,267.4㎡
연면적 : 1,331.16㎡(건물 8개동 연면적임)

제안배경
-기존 건물(다가구 주택 등)을 활용한 8가지 테마(기존 8개동 건물. 신청 
당시 은평구 소유 대·물)가 있는 도서관 조성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내용

건물별 1개 테마로, 8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육아 전문 도서관(놀이방, 상담실 등)
-어린이, 다문화, 청소년 도서관
-주제별 도서관(역사, 과학 등 특성화) ➔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예술도서관(전시장, 소극장, 영화감상실 등)
-서점(도서할인, 헌책방), 북카페 도서관
-자기학습실(열람실) 등

운영방법 마을공동체(마을기업) 또는 민·관 협력 운영

기대효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테마별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 욕구 충
족 및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은평구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

표 3-3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구-주민 협의 및 제출 내용
출처: 2013.07. 은평구 신청서, 주민 회의기록 및 인터뷰를 통해 작성

해당 공모 및 선정으로부터 구산동 도서관마을 건립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

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구와의 논의 속에서 이미 당시부터 주민

들에 의해 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 9개 필지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8채에 대

하여 철거 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이 결정, 추진되었다.125) 예산의 제

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래 은평구 내 은평구립도서관이 있던 터라 추가 건립의 필

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동네의 기록을 담는다는 컨셉으로 잡힌 것이었다.126)

125)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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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도서관 공간의 필요라는 목적을 가진 주민들은 부족한 예산이라는 문

제를 오히려 기존 지역 환경을 남긴다는 관의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엮였던 것이고, 

이는 관과 주민들 간의 협의 결과였다. 이에 오히려 규범적인 도서관 형식에서 벗어

나 ‘마을’과 같은 장소의 도서관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127) 구체 이름도 

책 ‘마을’로서 실제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모여 하나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건물별로 1개 테마를 가지도록 제안했는데 놀이방 

및 상담실을 포함하는 육아 전문 도서관, 어린이·다문화·청소년 도서관, 전시장 

및 극장이 있는 예술 도서관, 서점 및 북카페, 열람실, 그 외 주제별 도서관으로 구

성하도록 했다. 시에서는 지역 내 문화시설 필요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새로운 형태

의 도서관’임을 언급하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28)

그림 3-45. 사업 제안 당시 부지 내 건물들 현황
출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2012.07

한편 이와 같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갔다. 도서관 관리 운영 및 지도를 맡고 있는 주민 자원봉

사자 조직 꿈지기(도서관주민활동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지역직능단체), 주

민센터(관)가 함께 ‘도서관학교’를 3회에 걸쳐 주최하기도 했다. 침체되고 있는 지

역의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서관이 지역의 공공공간(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명인사들을 불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

126) 박정아, “마을이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 건축과 도시공간 정책이슈 04, 2017.09. p.36

127) 은평구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만명에 이르며 서울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

며, 다문화 가정도 2000세대가 넘는 곳이다. 국가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 확산되기 

전, 민선 출범 때부터 복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독 ‘**동’ 보다는 ‘**마을’이라는 이름이 유독 

강조되어 온 배경이 있다. 다음 참고.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204

128) “구산동 일대에 기존 건물(다가구, 다세대) 8개동을 리모델링하여 테마가 있는 도서관 마을

을 조성하는 것은 기존건물 재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문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담당, 정채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

민제안사업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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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처럼 당시로서도 이미 지역의 도서관과 관련해 활발한 프로그램을 전개하

며 향후 발전에 대하여서도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2년 9월 서울시 주

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확정되면서, 2008년 마련해 둔 부지에의 도서관 조성 기획

과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즉, 해당 사례를 통해 기획 이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먼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화함으로써 활동을 전개해나간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

은 본격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기획하면서 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던 기존의 공동체 조직 ‘마을엔’에 접촉하였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전부

터 지역 행사를 열고 설문 등도 해왔던 이들이 해당 시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기획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조직은 이미 각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다시 

조직되고 여러 조건들을 통해 다른 주민들을 수용하는 등 상당히 유연한 속성을 보

인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획과 결정에 밀

접하게 참여한 사항이 확인된다. 해당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 문제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 내 건물들(규모), 예산 부족으로 인한 리모델링(방법), 단순히 서고가 아닌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장소가 될 것(정체성), 칸막이로 기능 분리가 아닌 부분별 특

성을 테마로 만들어 극대화 할 것(프로그램), 여러 채를 한데 묶어 연결해 ‘책 마을’

을 구성하는 스토리(컨셉)이 논의되었다. 이에 ‘d.프로젝트 기획·협의, e.프로젝

트 결정’에도 기존 공동체 조직의 개입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또한 논산시 연산역 개선과 일대 활성화 추진 

배경 속에서 기존 공동체 조직의 활동이 확인된다. 일단 논산시 연산역과 일대 마을 

개선을 위한 추진과 관련해 이미 2011년에 사업이 진행된 바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은 전국의 소규모 간이역을 대상으로 

‘문화디자인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에 논산시의 연산역이 선정되어 역을 중심으

로 철도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로 철도문화체험장이 만

들어지고 관련해 청소년 철도문화전, 일일 역장체험, 도예체험 등이 활성화되면서 

낙후된 지역에 주변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한 계기가 된다. 한편 지역의 정체성 구현

과 주민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

써 인근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2012년에 추가 사업이 진행되었

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코레일 주관의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일환

으로 ‘樂! 100년 논산 연산역 문화마당’ 조성을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연산역 

체험 관광과 기존 마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단 마을 내 ‘마을을 춤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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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2011년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연
산역 철도문화체험장

하는 문화시장’을 조성하고 지역 어르신들

이 카페와 로컬마켓, 매점을 운영하도록 기

획했다. 특히 역사 내 자전거 대여를 해 마을

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특히 당

시 음악회 등을 통해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해당 사업 추진 가운데 논산시는 기존 주

민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

를 유도해 이들과 협의 및 조율해가며 프로그

램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위의 운영

을 맡게 된다. 인근 연산면 주민들 또한 해당 

축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논산시는 KCDF이 2014-15년 시범사업 이후 새롭게 추진하

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지원을 결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기

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129) 논산시 디자인총괄팀은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전문

가(청운대학교 정희정 교수)를 세웠고 이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추진위원회로 새롭게 조직을 상정하게 된다. 특히 연산역 일원을 대상지로 하며 구

체적으로는 역내 새마을호 폐객차 4량을 대상으로 이들을 새로운 공공장소로 어떻

게 바꿔 나갈지 고민했는데, 당시 사업 지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와 전문가는 이전

의 프로젝트들처럼 단순히 기획 결정에 주민을 포함시키기만 한 것에서 나아가 위

원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립하였고 이에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

인’으로 방향을 잡았다.130) 그리고 열차 내 전시 및 체험공간, 금수탑 주변 과학놀

이터, 레일육교 포토존, 역전마을 문화장터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역 전체를 테마형 

체험 공간으로 설정해 지원, 선정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비 2억8천만원, 시비 2억2

천만원 총 4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30여 개의 지자체 중 선정된 6개 

대상지 중 하나였으며, 선정 후 지자체 오리엔테이션과 업무협약(2016.09.)을 통해 

KCDF에서 제시한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후 기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논산시 연산역 프로젝트 기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a.지역행사·프로그램’에는 기존 주민 조직이 중심이 되었었고 불특정 다수

의 일반 주민들의 참여 또한 허용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공개·의견수집’과 

관련해 지자체 공모계획 공고 등에 있어 공동체가 연관된 사항은 없다. 그러한 가운

1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2016 결과자료집』, 2017, 

pp.56-59

130)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협의했다. 당시 PM의 블로그 글 참고. 

https://blog.naver.com/museumsu1/2211143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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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업 지원이 결정되고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있어 기존 조직을 사업 특

성에 맞게 재조직함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상정된 공동체 그룹이 개입하게 된다. 시

와 전문가는 이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여는 등 함께 사업의 방향을 협의하며 기획

해 나간 사항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젝트 결정’과 관

련해 공동체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7. 논산시 연산역 일대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출처: http://www.pw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2

또한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의 추진 배경과 관련 공동체 활동을 확인해보면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하게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공동체 조직이 먼저 감지하고 움직

인 경우이다. 남한산초등학교는 본래 1912년에 개교해 오랫동안 존속해오다가 2001

년 교육부의 ‘영세초등학교 통폐합 운영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해졌었다. 이러

한 위기 가운데 2000년 7월에 해당 학교 내 은행골마을도서관·동화읽는어른모임이 

주최해 열린 캠프에서 오히려 새로운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

작했다. 그리고 학교살리기에 공감하는 학교장과 마을주민대표, 학부모 등이 중심

이 되어 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 등이 더해져 10명의 ‘전입

학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00년 9월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

다.131) 그리고 2001년 1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새로운 학교,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들

기 위한 기초계획서’를 보내고 다시 2001년 3월에 이르러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

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의 학교 모델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들의 집단 전입을 추

진함으로써 그 해 8월에 이르러서는 학생 수 103명을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생각

131) 남한산 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www.namhansan.es.kr/icons/app/cms/?html=/home/int1_4.html&shell=/index.shell: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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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는 교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전과 다른 수업 방식을 기획했고, 그러한 가

운데 해당 학교가 혁신학교 모델로 다수의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기존 학교 건물은 다른 학교와 별다를 바 없는, 운동장에 교사 건물이 배치

된 형태였는데 당시 학교 운영이 원활해지면서 지원을 통해 별관(2001년 완공)을 

짓게 된다. 학교 공간과 관련해 이전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수업 방식과 프로그램에 

따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학교의 존립과 수업이 안정화되고 

난 뒤에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간 개선에 

대한 추진이 일게 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새롭게 완공된 별관에 있어 ‘사용자의 의

견이 반영되지 못한 디자인과 시공’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도서관을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만들고자 건축가를 찾아 나서게 된다.132)

정리해보면 기획 이전에 폐교 위기 및 개선과 관련해 학교 내·외부 교사 및 전문

가, 학부모 등이 연합한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후 해당 사업의 기획

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d.프로젝트기획·협의, e.프로

젝트결정’에 있어 공동체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며,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

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련해 공론화된 사항은 없었다.

(2) 기획과정에서의 공동체 재구성

해당 사례들은 사업의 추진과 기획 가운데 관이 이와 관련해 조직된 공동체를 접

촉해 지원을 통한 유지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사

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를 살펴볼 것인데, 특히 기존 주민 조직을 기반으

로 기획단계에 이르며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단계에 발생한 주요 사항들은 <표 3-32>와 같다. 프로젝트 전개 가운데 공동체 

개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구립 도서관으로서 이에 대한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이

후 설계발주를 공고해 건축가 선정, 이후 상세 계획을 거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되

었다.133) 먼저 2012년 9월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확정되고 구에서도 

132) 고인룡 외, “남한산 초등학교의 UPDP와 영국 DQIfs 절차의 비교 분석”, 『교육시설논문

지』, 19(6) (2012) : 15-23, p.16

133)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서 공공건물을 조성·관리할 때 각 부처 소관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법령이 마련된 시설들이 있는데, 도서관도 그 중 하나이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관

광부 소관 법령과 지침을 통해 시설이 계획되고 운영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특히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즉 사립 도서관의 경우에도 공공도

서관 범주로 포함해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공공건축과 달리 도서관의 경우 소

유(재산권)과 상관없이 자료와 시설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이바지하는 공공서비스 시설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침으로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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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해 9월 12일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구체 예산을 확보하

는 가운데, 곧바로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기본계획을 시작하게 된다. 향후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완료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

였고 이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던 (주)두꺼비하우징

이 맡았다.134) 무엇보다 참여예산 비율이 높은 만큼, 기본계획부터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포함되도록 추진하였다.135)

진행 단계 날짜 내용

기
획
단
계

기본
계획
수립

2013.09.12. 조성계획 수립

2013.09.03.-
2013.10.19.

시민사서양성과정 중, 주민 도서관모임 결성→도서관활동가 및 연
구진 구성

2012.10.
-2013.01.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두꺼비하우징, 주민 도서관활동가 
및 연구진(8명) 참여

2012.12.
아름다운재단 주최, 서울경기권 작은도서관모임 해외도서관 탐방
에 은평구 대표 주민 참여

2013.02.28.
도서관마을 건립 관련 지역 단체 모임 시작 : 협동조합 및 시 주민
제안사업(2개 부문) 논의

2013.03.07. 설계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전문가 7인

2013.03.20. 도서관마을 민-관 협치 회의 : 추진 조직 및 주민MP 논의

2013.03.28.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2013.04.10.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발기인대회

2013.04.11.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2013.04.26. 시 주민제안사업 선정

2013.05.10. 구산동도서관마을 축제 ‘도서관을 상상하다’ 개최, 벽화그리기

표 3-32. 구산동도서관마을 기획단계에서 전개된 주요 사항들
*관의 주요 추진 사항들은 볼드체로 표기함

건립 추진 절차 및 시설계획, 운영 지침을 포함한다. 특히 공공도서관 건립 절차는 다음을 확

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2016, p.59

http://www.clip.go.kr/mainPage.do

134)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2010년부터 민선 5,6기를 맡고 있는 구청장의 초기 공약이었다. 이는 

도시재생으로서 관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저층형 주택 밀집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

적 재생을 통한 주민 정주권 확보, 정감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

로 한다. 관의 협력으로 지역의 중소 건설업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10. 12. 31. 설립). 그리고 구에서 추진한 시범단지 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입증하였고, 이

후로도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 

135)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본계획 보고서』, 2013.01.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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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공간
요소별

자료공간 40%

이용자공간 30%

직원공간 10%

공유공간 20%

기능별

주제별
도서관

역사·사회열람실 책읽기, 토론, 세미나, 전시공간 결합

생태·환경열람실 책과 체험학습 결합, 내부와 외부마당 결합

유아·어린이도서실 독립 공간, 외부공간과 결합

청소년학습열람실 진로상담, 개별·그룹공부 결합 자기주도학습센터

문화·여
가·모임
활동

열린 소극장 강좌, 연극, 공연, 마을회의 등 다양한 활용

세미나·소회의실 주민모임, 회의공간

동아리실
합창, 합주, 그림, 조소, 연극, 목공 등 문화예술
활동

외부
공간

다양한 야외공간
책읽는 숲, 야외마당(작은 공연), 생태, 환경마
당, 옥상정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유모차보관소

보행자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

재활용품분리수거장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출된 공간에 설치

기타

관리공간
사무실, 서고, 창고, 자원봉사자실, 시설관리인
실, 기계, 전기실

서비스공간 북카페, 아카이브전시, 물물교환장터 

기타부대공간 홀,로비,ELEV,복도

그 외 : 
생태건
축기획

공공건축물 설계기준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참
조

적정기술활용 재생에너지사용 태양열온풍기, 간벌재사용화덕, 빗물활용계획

흙,볏집 등을 활용한 
생태건축기법

흙과 볏집등 생태건축자재 사용 권장

표 3-33. 구산동도서관마을 기본계획 : 공간기획
출처: 기본계획 보고서, 2013.01.를 통해 작성

또한 공식적으로 조성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발주 때부터 ‘도서관마을’이라는 명칭

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채희태 정책보좌관(관), 정지연 주임(마을공동체팀), 이

미경(주민), 두꺼비하우징 이주원 대표(마을기업)가 함께 논의하며 합의, ‘가칭’으

로 결정하였다. ‘책마을’의 그림을 연령 등의 테마별 특성을 가진 ‘도서관마을’로 구

체화시킨 것이었다.136)

136) 주민 이**씨는 이 개념이 ‘함께’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였다. 주민 이**와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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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체
변화 내용

이름 장소 구성

기획
이전

주민서명
운동

2006.05.
주민들
(도서관
활동가)

마을도서관137)
(구)구산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2012.07.
구, 

주민들
(마을엔)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구산동 
17-56 외 
11필지

리모델링
8개동의 테마별 

조성

기획

조성 및 
기본계획

2013.01. 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구산동 
17-56 외 
11필지

리모델링
8개동의 테마별 

조성

사업
계획서

2013.04. 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구산동 
17-56 외 
11필지

리모델링
6개동(2개동 
철거 및 신축, 

5개동 리모델링, 
1개동 철거) 
테마별 조성

표 3-34. 구산동도서관마을 건립에 있어 이름·장소·구성의 변화
출처: 기본계획 보고서, 2013.01. 사업계획서, 2013.04.11. 주민들·두꺼비하우징 인터뷰를 통해 작성

한편 당시 마을엔도서관 측에서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은평상상 시민사서양

성과정’을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접촉했고, 총 8명이 모여 도서관 건립, 그리고 향

후 운영 주체를 예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도서관활동가와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138) 이들은 11월 한 달 동안 구산동 및 

주변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지도 직접 만들어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주민

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139) 해당 내용은 도서관 마을 조성에 따른 의식조사(3장)

와 구산동 도서관 마을 활성화 방안(4장)에 포함되었다.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5

장)은 두꺼비하우징에서 담당했고 결론은 주민 이**이 직접 작성해, 최종적으로 

2013년 1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37) 당시 주민들(꿈나무어린이도서실 자원봉사자모임 주최, 그리고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동화읽는어른모임), 은평시민넷이 힘을 모았다.)이  거리 등에

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구)구산동주민센터에 ‘마을도서관’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138) 마을엔도서관의 김**이 대표 도서관활동가 및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주민 대표자였던 이**은 자주 이름이 거론되어 이해관계 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탓

에, 구와 협의 끝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었다. 주민 이**, MP와의 인터뷰, 2018.07.04.

139)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창립 총회 회의록,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제안서 초안 참고.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65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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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기본계획 이후 구에서 결정한 배치 계획안
출처: “구산동 도서관마을 Project”, 도서관 민관협치 회의자료, 2013.03.20.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배치에 대한 안을 구체화했

으며, 3월 7일에는 설계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은평구 주민참여위

원, 은평구 건축위원회위원, 서울시 공공건축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27인 

중, 무작위 추첨으로 7인을 선정하였다.140) 결과적으로 건축전문가(교수 3인 및 건

축사사무소 대표 4인)만으로 심사자들이 구성되었다. 특히 도서관마을 건립 관련해 

민-관 협치를 강조하던 당시 구청장 추진에 따라 3월 20일 회의를 통해 이러한 관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총괄계획가(MP)에 대한 선발 논의가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과는 달리, 주민 중 한명을 MP로 세우기로 하였다. 이

에 주민들 중 희망하는 후보자를 올려 4월 28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5월 공고 후, 7

월부터 구 마을공동체팀의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파견토록 계획하였다.141)

또한 구는 설계용역을 준비하며 일단 2012년 7월, 6,256백만원의 보상 및 거주자 

이전 마무리만 남겨두고 부지 매입을 완료함으로써 기본계획에 근거해 4월 11일,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시점을 전후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제안 당시 총 사업비 2,975백만원으로 구상하

였고, 기본계획 때에는 총 사업비 4,768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예산

안은 아니었다. 특히나 신축 뿐 아니라 8개 동의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에도 부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구는 당시 함께 따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공간’이 필요한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5억원), 그리고 ‘청소년 힐링캠프’(11억)

140) 이후 은평구에서는 분야별로 인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임유경 외,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구립 구산동 도서관마을”, 『좋은 공공건축 사례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7

141) “구산동 도서관마을 Project”, 도서관 민관협치 회의 자료, 2013.03.20. MP 회의록, MP와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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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도서관마을 내 엮는 것으로 결정해 예산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시비 뿐 아

니라 국비와 구비까지 포함해 총 55억 원으로 추진이 시작되었다.142)

구분
규모(㎡)

대상지번 프로그램
토지 건물

신축 386.7
730

지하1/3층
17-59,58,37 청소년힐링캠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793.7
1,146.65
5개동

17-41,52-56
만화도서관, 주제도서관, 

커뮤니티/관리, 일반열람실·프로그램실

외부공간 392.5 - 17-39,57,60 야외마당(책읽는 숲 등 조성)

합계 1,572.9 1,876.65 - -

표 3-35. 구산동도서관마을 건축 계획
출처: 사업계획서, 2013.04.11.

그리고 기본계획 때와 동일하게, 설계공고 이전인 2013년 4월의 사업계획서에서

도 가칭이긴 하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묶는 ‘구산동 도서관마을’로 결정되었다.143)

특히 방향에 있어 관 주도가 아닌 설계·건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함(‘내손으로 만드는 도서관’)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 실천은 주민이 

직접 그림타일, 재활용가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44) 건축 계획은 초

기 기획 그대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공고를 발주하게 된다.

한편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2016)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운영의 조직은 중

앙관, 거점, 분관 등 도서관의 지위, 지역 환경, 도서관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구성하도록 되어있다.145) 크게는 총괄(도서관장) 아래 정책기획·정보서

비스·자료관리·협력팀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도서관 운영 위원회가 포함된다. 다

시 말해 기능에 따라 분업화되는 방식이다. 당시 구에서는 도서관마을의 경우 도서

관 개관 후 운영을 고려해 조성의 조직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성하였다. 따라

서 조직 구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 관

과 건축 전문가 이외 지역의 주민들이 개입할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축제와 같은 콘

텐츠와 관련된 일이며, 이때의 주민들 또한 일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라기보다

는 관이 접촉한 조직화된 주민들이었다. 관련 주체들을 공식적으로 조직화한 때는 

142) 김우영 구청장 인터뷰. 내일신문,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 도서관건립 예산 직접 마련’”, 

2016.08.22.

143) “본 사업 주관으로 사업부지에 건립된 4개 사업을 가칭 「구산동 도서관 마을」조성 사업으

로 병합하여 추진” 은평구, ‘더불어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2013.04.11.

144) 은평구, ‘더불어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2013.04.11.

145)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2016,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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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완료 이후부터이다. 구에서는 2013년 3월 20일 민-관 협치 회의를 통해 총

괄계획가(MP)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 건축, 마을만들기, 콘텐츠 개발로 조직

을 나누었다.146) 이들이 담당한 일의 특성에 따라 계획한 세부 주체를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37).147) 각각에 대해 어떤 범위 내, 누구로 할지 등의 결정

은 4월 11일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 도서관 조성에 책정된 예

산의 65% 가까이가 시 참여예산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주민들을 도서관 건립 참여 구

성원 중 하나로 조직화하였다. 구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조직은 ‘도서관활동가’로서 

이를 염두에 두고 전체 협력 조직원 및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148)

구분 시설 용도 비고

신축

청소년힐링캠프 지층공연장, 1층 커뮤니티룸 등 공연소음 등 고려

시청각 어린이청소
년도서관

2-3층 자료실 서가 하중 및 면적

리모델링

만화도서관/카페 지-3층 만화도서관, 카페 카페 위치 및 예산

프로그램실 1-2층 프로그램 활동 접근성 및 긴급구호

일반열람실 3-4층 일반열람실 면적, 실내 구조 변경

커뮤니티/관리 세미나·소회의·동아리실, 사무실 모임 공간, 관리 효율

주제도서관 역사·사회, 생태·환경 자료실 면적 및 활용도

외부공간 야외마당 등
책읽는 숲, 야외공연, 생태·환경마
당 등
자전거·유모차 보관소, 주차장 등

-

표 3-36. 구산동도서관마을 시설 세부 계획
출처: 사업계획서, 2013.04.11.

146) 도서관 민관협치 회의 자료, 2013.03.20.

147) 2012년 마을공동체팀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 속에서,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경우 단순히 도서관진흥팀 내에서 진행되기보다 마을공동체 팀과 협력하

는 것이 관으로서도 상당히 흔치 않은 사례였다. 한편 은평구 도서관진흥팀은, 도서관마을 건

립 기획 당시 교육복지과였다가 중간에 도서관진흥팀으로 바뀌었고, 건립 후 문화관광과로 되

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팀의 경우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되었다. 은평구 영선팀은 현

재의 건축과이다.

148) ‘더불어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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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건축 관련 지역 관련 프로그램 관련

조직 상세 조직 상세 조직 상세

관

도서관
진흥팀

은평구
마을

공동체팀
은평구

도서관
진흥팀

은평구

영선팀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서울시

전문가
평가위원

외부 건축 
전문가 7인 마을기업

㈜두꺼비
하우징

책마을조성
위원회 및 

도서관전문가

외부전문가 
10인

건축가 오즈

주민 MP
은평구 
주민

MP 은평구 주민 MP 은평구 주민

도서관
주민활동가

은평구 
협동조합, 
자원봉사자

도서관
주민활동가

은평구 
협동조합, 
자원봉사자지역

직능단체

시민단체, 
주민자치위
원회 등

일반주민 은평구 주민

역할
-도서관설계, 건축
-개관 및 운영 총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도서관련 마을축제 추진

-축제 등 콘텐츠 개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표 3-37. 구의 구산동도서관마을 참여 주체 기획
출처: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평가 및 검토자료(2012.09.), 은평구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2013.04.), 민관협치 

회의자료(2013.03.), 구산동 도서관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회의자료(2013.09.)를 참고해 작성

2013년 1월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 건

립과 관련해 또다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서의 구

와 주민 협의 이후, 구는 주민으로서의 역할과 관의 입장을 분리하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구는 이후의 운영 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기

본계획 수립 이후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꺼렸던 측면이 있었다.149) 그렇기 때문

에 이후 주민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모임’을 넘어서 법인 체제로서의 구축을 추진하

게 된 배경이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2013년 2월 28일 도서관마을 건립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역 모임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150) 마을엔을 중심으로 기존 은평

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요 주민 조직체들-은평구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구두레

생협·문예콘서트·마을엔도서관·꿈나무도서관-이 모였고 협동조합으로의 조직화

가 추진되었다. 특히 당시 협동조합 논의 전, 주민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49) 주민 이**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관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주민과 적극적으로 정보

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보다, 다소 행정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조심스러워했다. 주민 

이**, MP와의 인터뷰, 2018.07.04.

150) 주민 이**씨 외 지역 사람들은 ‘마을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당시의 회의 일지를 

계속해서 게재, 소통하였다. 다음 참고.

http://cafe.daum.net/maulmaking



- 218 -

로부터 구산동도서관마을 건립과 관련해 주민 참여 및 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받았다.151)152) 그러나 사업 때문에 협동조합을 꾸린 것만은 아

니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단순히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아닌 관과 동등하게 이야기 하며 논의할 수 있는 법

인 체제로 세우기 위함이었다.153) 그러면서 시 주민제안사업 제안을 기점으로 본격

화되기 시작, 이러한 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 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 속에 지

역 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4월 10일 발기인 대회를 통해 마을엔도서관, 은평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두

레생협, 문예콘서트, 그리고 발기인대회 이후 은평구 학부모네트워크와 세상을 품

은 아이들 2단체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 외에 은평상상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

더라도 공동체와 연계하며 부족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추후 참여하고 싶은 단

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154) 회의 및 발기인대

회 장소 또한 시나 구의 회의실이 아닌, 주민들이 만든 청소년 징검다리공간(도서

관) ‘작공’이었다.155) 결과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공유하며 지역 주민

들이 새로운 조직체,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시 마을공동체 지

원 사업의 공모를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향후 

도서관의 운영 위탁의 방향,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 스스로 모색하고자 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5월 29일 창립총회에서는 회의록 서기 선임, 경과보고, 

설립 단체 대표자 서명, 정관,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 및 이사장, 감사 선

출 등으로 이루어졌다.156) 이사는 5개 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이들의 선출로 이사

장은 마을엔 대표가 되었다.157) 또한 본래 4월 24일 협동조합 통장개설 당시만 하더

1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개관 이후,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 마을공동

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하며 지역모임 및 필요사업 

실행까지 지원,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152) 1차 모임에 대한 주민 회의록

153) 당시 도서관 건립과 관련, 특히 운영까지 주민들이 맡아 하는 사례는 없었다. 지금도 은평

구에서 구산동 도서관마을 1군데뿐이다.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자

원봉사가 아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조직화 방식을 모색하던 중, 2월 말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협동조합 방식이 함께 논의되었다. 

154) 심지어 개인이 참여하고 싶을 때, 사업체 형식 상 개인은 불가하나 다른 방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차 주민 회의록 참고.

155)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공은 2009년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에서 시작해 도서관이

나 카페 등 아이들 거점을 마련하고 여러 동아리 활동, 검정고시 등의 학습까지 지원하는 지

역 협동조합이다.

156)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모든 법인

(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2.12.01.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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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협동조합으로의 주민
공동체 재구성

라도 은평도서관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었으며 총회를 통해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

합(이하 은도협)으로 할지, 은평마을도서관협동조합으로 할지 거수, 이에 과반수 

이상으로 전자로 결정되었다. 이후 위탁 운영 조건으로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비영

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날짜 내용

2013.02. 시작
2014년 개관 예정(당시 기준. 이후 2015.11.개관)인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련,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부터 마을만
들기 사업 제안

2013.02.28.
2013.03.13.

1,2차 주민 회의 은평구 내 기존 주민 조직체 모임, 협동조합 설립 관련 논의

2013.03.27. 사업 논의 실무자 중심 구체 사업·활동 논의

2013.04.10.
2013.05.29.

은평도서관마을
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주민조직체 6단체, 청년 3명 포함(서울시 <혁신일자리 워킹
그룹 사업>과 연계) 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창립

마을엔도서관(대표, 이**), 은평어린이도서연구회(대표, 박
**), 은평두레생협(대표, 김**), 문예콘서트(대표, 이**), 
그리고 은평구학부모네트워크(대표, 박**), 세상을 품은 아
이들 합류

표 3-38. 주민 조직체-협동조합- 구성 과정
출처: 당시 주민 회의록, ‘마을엔’ 온라인 커뮤니티, 주민·MP 인터뷰를 통해 작성

도서관마을 건립 기획단계에 이르며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재구성되기까지 관련 주체를 확인해보면 

다음의 <그림 3-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후 도

서관마을 건립과 관련한 주민 활동의 주요 주체는 은

도협 실무진(이사진) 및 조합원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협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준비와 함께 주민들은 먼저 시 

주민제안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사업은 크게 2개 부문

(지원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서, 하나는 ‘지역 주민

이 만들어가는 도서관마을’로서 도서관마을 조성을 준

비하는 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모임 조직 활동지

원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로의 초대(도서관을 

상상하다)’로 도서관마을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서관 부지에서 여는 축제 지원사업이었다. 

축제의 궁극적 목적은 도서관마을 조성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조직

망을 확충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으며, 특히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한 실질적인 결

157) 사회적협동조합 은평도서관마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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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공간별 축제 프로그램 구성
출처: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48

과 중 하나는, 방문하게 될 250여명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알고 함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표 3-39>와 같이 

주민이 주도해 전문가·관의 담당자들이 도움

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 참여하였다. ‘책’

과 관련해 책읽기 프로그램, 책을 노래로 읽

어주는 북콘서트 이외에도 전래놀이 체험, 책

읽기, 면생리대 만들기, 친환경 먹을거리 전

시와 판매를 진행하였다. 당시 축제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각 건물 및 공간이 서로 다른 테마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들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의미를 단순히 책이 담기고 빌리는 곳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최하는 주민

들이 지역의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공부하

였고 실제 주민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로 도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온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주체 분류 내용

지역주민

문예콘서트 북콘서트 및 설문 조사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내가 상상하는 도서관 보드 작업 및 홍보 진행

두레생협

마을엔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연간 행사 일정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홍보 진행

충암고외 6개 학교 벽화그리기

전문가
(외부)

건국대 벽화동아리 벽화그리기 지원

관
구산동주민자치센터 지역 주민 참여 및 행사장 준비

(주민센터에서 의자 및 천막 대여)158)은평구청

표 3-39. 행사(축제)를 통한 참여 내용
출처: 당시 주민사업제안서,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

  

또한 5월의 도서관마을 축제에서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인 주민 의견 수

렴은 설문지 작성과 벽보 스티커 및 메모 붙이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설문내

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건립에 있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및 참여 사항을 묻

기보다,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상, 목표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작성하도록 되

158) 구산동 주민센터 김**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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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특히 이때 결과는 수집하지 않았고, 관 또는 건축가에게 전달되지도 않았

다. 홍보용이었다. 사람들에게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로서, 추진하던 주민들 

스스로도 결과를 따로 모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159)

위와 같은 도서관 건립의 기획 과정에서의 공동체 개입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 마을엔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은평도서관마을협

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이에 관의 추진 또는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의 참여를 위해 마을엔이 시민사서양성과정을 주관해 

이들 몇 명을 포함한 조사 그룹을 꾸렸으며 도서관활동가를 중심으로 연구원으로 

함께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조직들은 발생한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화였다면 협동조합은 이후 도서관 건립과 운

영까지 염두에 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조직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이

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도서관 건립 관련 행사 및 교육 등을 주관해 열게 된다. 그

러한 가운데 기본계획이 완료되며 관 내부적으로 MP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

민 중 한 명이 세워졌다. 즉 기획단계에서 주민들 조직의 재구성을 통한 생성, 합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조직들의 생산과정 개입 사항을 정리해 확인해보면, 

‘a.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한 발생에 불특정다수로 상정된 일반 주민들을 비롯

해 기존 주민 조직과 이들을 기반을 재구성된 조직, 그리고 도서관활동가 및 주민 

MP의 개입이 확인된다. ‘b.공개·의견수집’과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는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의 주민들, 그리고 재구성된 조직과 활동가가 개입하였다. ‘c.공청회·

설명회·워크숍’에서는 특히 새롭게 MP가 세워지며 이의 개입 또한 나타난다. 또한 

관은 이때 건립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해당 단계

에서 ‘d.계획방향 기획·협의’와 관련해 두 차례의 건축가 만남이 확인된다. 설계사

업선정자 브리핑 회의와 건축가 개별 미팅을 통해 프로그램 및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전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공동체 기존 조직과 협동조합 조직이 개

입하였다. ‘e.계획방향 반영·결정’에 있어 공동체 개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에서도 공동체 재구성이 확인된다.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자체별 총괄계획자(PM)을 위촉하도록 되었는

데, 논산시의 경우 지원 때부터 함께 한 전문가를 그대로 PM으로 세우고 사업 진행

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추진협의체’를 

꾸렸는데 이는 KCDF 측에서 추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항

이었다. 당시 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

159) MP와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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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주민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출처: 출처: KCDF(2016), p.61

그림 3-51. 컨퍼런스에서의 주
민의견수집

출처: KCDF(2016), p.60 

라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특히 사

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1/3이상 포함되어 3자 협약을 체결하도

록 했다. 이에 시와 PM은 기획 이전에 재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포

함시키면서 협의체를 꾸리게 된다. 이후 이들은 9월 7일, 10월 18일에 걸쳐 2회의 

회의를 진행하며 일정 등을 논의하며 사업 준비를 하게 되고 10월 21일에 기본계획

연구 수립에 따라 기획이 본격화되었다.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을 포함한 추진협의체의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고 구

체 방향을 잡기 위해 ‘주민컨퍼런스’를 열었다. 당시 컨

퍼런스는 연산면사무소에서 열렸는데 협의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위원들을 다수 초청해 진행하게 된다. 이때 PM은 컨퍼

런스를 주관하며 주민들을 통해 연산역 이야기 자원을 

수집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게 된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했듯 당시 키워드

가 ‘추억’이었으므로 이를 위한 방법

으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되

짚어 보기 위해 메모를 선형적으로 붙

여 함께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당시 이러한 주민들의 기억을 바탕

으로 한 그림들을 객차 4량의 내부에 

전시하는 것에 대해 구상하게 된다. 주민들은 직접 객차 내부와 외부에 원하는 디자

인을 스케치 해보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기본계획이 진행되며 시와 전문

가들을 중심으로 객차를 아애 어린이 대상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최

종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에 이르러 논산시 연산역에 대한 

객차 활용 전시체험공간조성 용역을 입찰공고하게 된다. 즉 기획단계에서는 이전 

조직의 주민들 일부가 시, 전문가 등 사업을 진행하는 관련자들이 포함된 추진협의

체로 재구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에 

따른 주민들의 개입 사항을 살펴보면, ‘a.지역행사·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육과 

관련해 발생한 사항에 협의체의 개입이 확인된다. 한편 기본계획과 관련해 ‘b.공

개·의견수집’에 있어 공동체 개입이 허용된 사항은 없다. ‘c.공청회·설명회·워크

숍’의 경우 추진협의체뿐 아니라 기존 주민 조직으로 앞서 개입했었던 주민자치위원

회와 일반 주민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개입했다. 그리고 ‘d.건축계획방향기획·협



- 223 -

그림 3-53. 남한산초등학교의 워크숍을 
통한 참여설계 과정

출처: 고인룡 외(2012), p.18

의, e.건축계획방향반영·결정’에 있어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입한 사항을 확인

하였다.

한편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기획 특성에 맞게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재구성된다. 먼저 학교 측에서는 도서관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해 

전문가(고인룡, 공주대 건축학 교수)를 접촉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신청을 위한 정비

계획서를 2012년 2월까지 제출함에 따라 9월부터 일종의 기본계획으로서 ‘커뮤니티 

참여설계’를 위한 사용자 워크숍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이후 퍼실리테이터로 역할

한 고인룡 교수의 제안이었다. 이에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총 8회의 워크

숍을 진행하였다.160) 첫 번째 워크숍 때에는 기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사들(교장, 

교감,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을 참여 사용자 그룹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매 

워크숍에 7명 정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음 워크숍 때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

모 등을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경우 추

후 과제(학교 그리기) 수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교사가 수집해 워

크숍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이를 추

진한 퍼실리테이터는 워크숍 과정을 점차적인 과

정으로 보면서 실제 워크숍 또한 몸풀기·생각풀

기로부터 시작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맵 그리기, 

꼼속의 학교 논의, 상상하기, 그리고 학교 설계

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시설 프로그래밍 

이후 설계 지침 만들기와 최종적으로는 디자인게

임을 통해 모형으로 도서실을 설계해보는 일에 

이르게 된다.

한편 당시에는 도서관으로의 리모델링만 추진하던 중이었으나 워크숍을 통해 도

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공간의 전체적인 디자인 목표를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

름다운 우리들의 학교’로 잡게 되었고, 방향의 경우 ‘이들의 마음결이 담긴 자유로

움과 절제가 함께하는 학교 공간, 철학이 있는 학교 환경,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

롭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자유학습 공간’으로 도출되었다. 퍼실리테이터는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향후 공간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잡게 된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와 

160) 해당 워크숍 추진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함. 고인룡 외,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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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디자인게임에 이르기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서를 함께 논의해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한편 학교 시설에 있어 로비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현관이라 함이 휴게 공간으로서 특히 책 읽는 공간과 연계되어 소통이 되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 로비 부분을 함께 포함시키게 

된다.

분류 내용

0차 워크숍 몸풀기/생각풀기 -워크숍 설명 및 일정 논의

1차 워크숍 우리 학교, 내가 아는 학교
-학교 인지도(cognition map)그리기
-학교 그리기(학생 과제)

2차 워크숍 꿈 속의 학교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의 학교 공간 서술 및 
토론

3차 워크숍 학교 속의 꿈 -꿈꾸는 학교 논의

4차 워크숍
우리 학교의 설계목표와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학교 전체 교육환경 목표, 방향 설정
-사례이미지를 통해 구체화

5차 워크숍 우리 학교 환경, 시설 프로그래밍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작성
-우선순위 정하기

6차 워크숍 우리 학교 설계지침 스스로 만들기
-설계지침
-환경선언 작성

7차 워크숍 Design Game:도서실 설계해보기 -도서관 지침 작성

표 3-40. 남한산초등학교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용자그룹 워크숍
출처: 고인룡 외(2012), p.18-21를 바탕으로 작성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가에 접촉한 이들이 곧 사용자 

그룹으로 상정되는 공동체 그룹이 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기획단계에

서 워크숍을 통해 상당수의 개입을 하게 된 것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학교 공간 개선과 관련해 ‘a.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 참여설계 워크숍과 관련한 온라인 공지 및 이를 통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시도했기에 ‘b.공개·의견수렴’에 학부모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및 참여 

그룹의 개입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용자 그룹으로 상정된 이들은 ‘c.공청회·설명

회·워크숍’과 관련해 8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획 방향을 잡아 나가

면서 ‘d.건축계획방향기획·협의, e.건축계획방향반영·결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3) 전문가 선정 및 계획과정에서의 공동체 다층적 개입

해당 구도에서는 프로젝트 기획 이전에 이와 관련한 공동체 조직이 활동했었고, 

관이 본격적인 기획을 하며 해당 조직에 접촉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사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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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재구성되었는데, 이렇게 상정된 공동체 조직이 이후 계획단계에 개입하게 

된다. 이의 전개를 전문가 선정과 구체 계획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문가 선정 과정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해당 시기에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

어 개입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전개 속에서 이전에 재구성된 조직뿐 아니라 기존 조

직 모두의 개입이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를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확인해볼 

것인데 이번에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들을 공동체 개입 활동과 나누어 

살펴보겠다(표 3-41). 

진행단계 날짜 내용

계
획
단
계

설계경기

2013.05.13. 설계용역 발주: 제안공모. 과업현장설명회(05.22.)

2013.05.29.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창립총회

2013.06.22. ‘도서관을 상상하자 작은 축제’ 개최

2013.06.26. 구산동도서관마을 만들기 주민워크숍(1)

2013.07.02. 설계설명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심사(07.09.)

2013.07.15. 설계사업선정자 브리핑: 주민 일부 초청

2013.07.24.
구산동도서관마을 주민워크숍(2)

건축가-주민 미팅: 설계 의견 전달

2013.07.30. 계약: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07.
-2014.03.

디자인 구체 계획

표 3-41. 구산동도서관마을 계획단계(전문가 선정)에서 전개된 주요 사항들
*관의 주요 추진 사항들은 볼드체로 표기함

2013년 5월 13일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제한(총액) 협상에 의

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되었다. 특히 이러한 제한경쟁입찰로 제안서 및 설계설명

서·설계도면 제출 평가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안 공모 방식의 경우, 공모하는 작

품에 대해 도면을 비롯해 모형, 조감도까지 모두 제출해 심사, 선정하는 일반 공모

와 달리, 설계자의 실적과 수행계획서 정도를 제출하므로 총 공모 기간이 절반 가까

이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모에 비해 발주처의 의견 전달이 용이, 다시 말

해 설계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61) 이때의 ‘협상’은, 제안서를 심사하고 

161) 반대로 말하면, 설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용역사가 선정

되므로, 기본설계에 있어 설계자 능력이나 발주처 협의에 따라 설계안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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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 우선으로 15일 이내 이루어지며, 발주처인 은평구(평가위

원회 구성)가 설계(안)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필요 사항을 요구하며 구체 방향을 조

율하는 시기이다.162) 또한 계약 이후 용역 시행 중에도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추

가 과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과업지침 사항 대

부분은 이전 4월의 사업계획서와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7월 9일 심사 당일, 3팀이 

발표하였는데, 오즈 설계안을 제외한 나머지 2팀은 건물 동들을 테마별로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오즈의 작업은 각각의 연결에 대해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그림 3-54. 구산동도서관마을 건축가 제안
출처: 디자인그룹오즈 제안 발표자료(2013.07.)

이전 3월에 꾸려진 7인 건축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었다. 제안서

에 대한 평가에 있어,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의 정량적 평가분야와 가격평가를 제외

하고 기술능력평가 내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만점 중 평가의 상위에 있었던 것은, 

첫째로 도서관 마을의 특성 반영(15점)이었다. 무엇보다 해당 설계용역이 8개동에 

이르는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리모델링하며 하나의 도서관으로 엮어야 하는 특

수성이 있었고, 이는 단순히 옛날 건물이 남아있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민 중심으로 참여예산사업이 준비될 때부터 ‘한 골목을 살리는 것 자체

다. 다음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6, pp.61-65

162)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

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

음” 또한 이때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공사 설계용역 제안요청

서, 2013.0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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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네의 역사, 마을의 기록이 되는 것’으로 기록을 담는 도서관의 취지가 있어왔

던 터, 이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를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건축의 배치와 평면

에서 적절하게 드러나는 바와 구조적 해결에 대해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초기 설계 기획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고려, 구체 방안 마련에 대해 이 또

한 10점 만점으로 따로 항목을 두었다. 한편, 건축 계획 자체의 예술적 작품성, 공

공기여도 측면을 함께 5점 만점으로 배점하였는데, 이러한 평가 세부항목을 보면, 

결국 공공건축의 공공성 문제가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에서 나온다기보다,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계획 방향은 결국 크게 

지역(민)의 장소 만들기, 학습 장소 만들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건물 8동 중 3동 철거, 그 중 2동 자리에는 청소년 힐링캠프를 신축하고 나머

지 1동 자리에는 야외마당을 조성하며 나머지 5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었다. 특히 오즈의 설계안은 기존 건물 뿐 아니라 길 또한 새로운 건물의 내부로 

만들었다. 본래 사람이 거주하며 이를 마주보고 지나다니던 골목을 ‘책이 사는 복

도’가 되도록 한 것이다.163)

그림 3-55. 구산동도서관마을 제안 당시 평면도(1F) 및 단면도
출처: 디자인그룹오즈 제안 발표자료(2013.07.)

그리고 심사 이후 계약 전 협의 과정 동안 설계사업선정자 브리핑 회의가 열렸다. 

건축가가 다시 설계 설명을 하고 협의하는 자리로서 이때는 관뿐만 아니라 은도협 

및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견이 오가

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은도협에서는 주민들이 심사에 들어가야 함을 

구에 요청하였었지만 구에서는 자문과 의견에 그치도록 하였다. 사실 구 입장에서

도 향후 은도협을 중심으로 도서관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잠정적으로 예상하

고 있었던 바, 관계자의 개입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계

속해서 설계에 관여하기를 원하며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설계자가 어느 정도 확정

되고 계약을 앞두고 있던 7월 24일, 주민 대표자가 설계자를 만나게 된다. MP의 경

우 구에 따로 요청해 심사에 참관만 하였다. 

163) ‘오즈’ 심사 발표 자료,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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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들의 대다수 활동들은 주민제안사업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추진해 이

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5월 10일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첫 축제 이후 15일 회의를 

통해 축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이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기획 이전부터 활동을 전개해 온 주민 조직들, 다시 말해 이후 협동조합 구

성원이 된 마을엔도서관, 은평구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구두레생협, 문예콘서트 등

의 주요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를테면 두레

생협은 더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흥미를 끄는 요리교실 관련을 운영하고, 

문예콘서트는 북콘서트를 구상하는 식이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

공동체 주민제안 지원사업으로서 5월 7일에 해당 사업이 예비 선정되고, 이에 사업

진행과 관련해 필수교육(회계실무 및 주민제안사업 기본교육 등) 이수 후 6월 27일 

실무자 면접, 7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지원에 대한 구체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나 설

계 발주 시기에 해당 주민들은 미리 활동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

업의 공식 명칭은 최종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마을’로 되었다.

그리고 5월 15일의 회의에서는 논의된 사업들(도서관학교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북콘서트를 통해 주민들, 학생에게 도서관 홍보를 할 것, 그리

고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대한 지역설명회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홍보는 이후 6월 

22일에 ‘도서관을 상상하자 작은 축제’로 열렸고, 지역설명회는 ‘구산동도서관마을 

만들기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은평구 신나는 애프터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여러 활동을 주도하던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총 3번의 

워크숍을 열었다.

첫 번째 워크숍인 ‘구산동도서관마을 만들기 워크숍’의 경우 은도협 구성원들이 

공공과 마을기업을 함께 초청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

다. 해당 워크숍은 도서관을 둘러싼 여러 조직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의견

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워크숍의 목표은 ‘비전 찾기: 마을공동체에서의 구산동

도서관마을 위치 정체성 찾기’였다.164) 은평구청의 마을공동체팀과 도서관팀, 도서

관 주민활동가인 은도협, 그리고 도서관마을 조성의 총괄관리자(MP)로 지정된 주민

이 참석했고 사업 프로그램 및 마을만들기 강의 후 각 조직별로 꿈꾸는 도서관에 대

해 토론하였다.165) 이때의 논의 사항은 구의 비서관을 통해 이후 건축가에게 구두

164) 주민 회의록, 2013.06.05.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69

165) 다음과 관련된 것이었다. ①‘마을’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 기본설계 후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용역이 공고되었고, 가장 큰 틀은 테마를 가진 도서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마을’처

럼 구성되는 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②그렇다면, ‘마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다는 것인가? 또한 각 테마(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만화도서관 등)의 큰 그림은 있는

데, 어떻게 만들어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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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워크숍 이후 7월 2일부터 주민인 MP가 공식적인 활

동을 시작하게 된다. 7월 24일 두 번째 워크숍은 은도협 중심의 내부워크숍으로 열

었다. 특히 단체별로 꿈꾸는 도서관에 대해 구체 의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주민 이미경이 대표로 설계자(최재원 소장)를 직접 만나 이를 전달하게 된다. 

순서 날짜 제목 참가 내용

1차 2013.06.26.
구산동 도서관 
마을 만들기 
워크숍

-관: 은평구(보좌관, 마
을공동체팀, 도서관
팀), 서울시(마을공동
체지원센터)

-마을기업: 두꺼비하우
징

-주민: 은도협

-각 조직들 소개
-강의2회(사업프로그램 진행 
및 마을만들기 관련 강사)

-‘꿈꾸는 도서관’에 대한 토
론

2차 2013.07.24.
주민제안사업
자 내부워크숍

-은도협
-장소: 은평구 평생학습
관

-주민활동(5,6월) 정리
-은도협 목적·방향 검토
-단체별 꿈꾸는 도서관에 대
한 구체 의견 제시

3차 2013.08.09.
친구 손잡고 
워크숍

-은도협
-일반 주민들

-지난 활동 & 향후 일정 설명
-설계도면 설명
-주민 아이디어 수집 
-꿈꾸는 도서관에 대한 의견 
수집

표 3-42. 도서관마을 조성 과정 중 열린 주민워크숍
출처: 주민 회의록 및 인터뷰를 통해 작성

정리해보면, 합필도,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채를 모아 하나의 도서관 ‘마

을’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건축가 개입 이전에 관과 주민들의 협의 끝에 만들어졌던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건축가는 주어진 조건들-물리적인 환경과 비물리적인 지

역·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일단 리모델링이었

기 때문에 기존 다세대·다가구 건물들의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 1970-90년도에 지

어졌기 때문에 도면 자료가 남아있기 않아 현장 실측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단일 건

물의 리모델링이 아닌 이들을 엮고 추가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건물마

다 천정, 벽의 치수 하나하나의 상세한 확인이 중요해졌다. 또한 기능과 동선 등의 

해결 뿐 아니라 오래된 구조물의 보강 문제가 더해져 신축 건물과 연계될 때 안전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기존 건물은 열람실로 하고 신축 건물은 서가

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3년 7월 30일 설계 계약 이후, 안전진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거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5개 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기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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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요구·희망사항

은평구두레생협
-아일랜드 주방
-옥상정원과 텃밭

은평구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가 존중받는 도서관

은평구어린이도서연구회
성**

-좋은 책,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소통의 공간

문예콘서트
(이**)

-예술실험 센터
-녹음실(팟케스트 같은 것)
-입출식 계단식 의자로 더 활용 잘 되게 하자.

마을엔도서관 
(박**)

-수준 있는 도서관 서비스

마을엔도서관 
(이**)

-지역 활동가 등이 도서관으로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험 할 
수 있는 곳

-서점, 통유리 등의 열람실과 동아리방, 방음, 공간 분리, 바닥(신
발여부)

정** -도서관네트워크의 중심

설계자 추가 전달
-어린이도서관이 중앙에 있되 분리 될 필요 있음
-예술관 등
-열람실이나 동아리 공간은 분리되나 볼 수 있어야 함

표 3-43.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 건축가에 전달된 내용
출처: 주민 회의록, 주민 및 건축가 인터뷰를 통해 작성

이처럼 해당 사례의 설계발주 공고 및 건축가 계약 단계에서는 재구성 공동체가 

단순히 관의 추진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

감으로써 이전의 조직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 생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층적인 

개입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참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지역행사·프로그램’

과 관련한 발생에 기획단계에서 협동조합으로 재구성된 주민 조직이 계속해서 축제

나 교육 등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개입이 확인되며 특히 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확인된다. 또한 주민 MP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한편 서울시 지원으로 

청년워킹그룹이 새롭게 만들어져 구산동 도서관 건립에 개입하게 된다. ‘b.설계발

주·공개’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개입이 없었다.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있어

서는 주민 조직에 의한 워크숍들에 일반 주민들이 초청되었던 것을 비롯해 설계사

업선정자 브리핑에 기존 조직 및 주민 MP의 참여가 확인된다. ‘d.설계안 의견·협

의’에 있어서는 주민 조직의 일시적 개입이 발생했으며 ‘e.설계안 선정·계약’에 공

동체 개입은 없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로 기획 과정에서 재구성 구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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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공동체가 계획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입하는데, 위의 3-A(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처럼 이전 공동체 조직이 함께 참여하거나 새롭게 조직이 생성되는 사항은 나

타나지 않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기본계획이 완료

되고 2017년 1월 3일에 이르러 논산시 연산역 객차 활용 전시체험공간 조성 용역이 

발주되기에 이른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3일에 과업설명회를 거쳐 시와 PM이 포

함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 후 ㈜모습이 선정되어 2017년 2월 27일에 계약하게 

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전와 후에 2회에 걸쳐 추진협의체 회의가 진행

되어 향후 진행 사항과 설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설계 공고 및 선

정 단계에서 ‘a.지역행사·프로그램’ 개입에 있어서는 관련한 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b.설계발주·공개,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있어 공동체 개입은 없

었다. 다만 ‘d.설계안의견·협의’와 관련해 협의체의 개입이 있었으나 ‘e.설계안선

정·결정’에 있어서는 시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

로 이에 공동체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C-3(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가가 워크숍 조력

자로 활동하면서 설계 발주 및 공고 등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 구상

에 있어 이전의 워크숍으로부터 제시된 방향과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해서 사용자그

룹과 협의를 하며 결정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d.설계안의견·협의, e.설계안선

정·계약’에 있어 공동체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공개·의견수집’

의 경우 계속해서 공지를 통한 피드백의 통로는 있었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 실질적

인 논의의 장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사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동체 개입뿐 아니라 활동도 전개되지 않았기에 ‘a.지역행사·프로그램’에의 공동

체 참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구체 계획 과정

구체 계획 과정에서도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공동체가 다층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 계획 과정에 나타난 주요 사항들은 <표 3-44>와 

같다. 프로젝트 전개 가운데 공동체 개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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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날짜 내용

계
획
단
계

설계경기
2013.05.13. 설계용역 발주

2013.07.30. 계약: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13.07.31. 시 주민제안사업 협약

2013.08.09. 구산동도서관마을 친구손잡고 워크숍(3), MP 설계설명회

2013.08.16. 서천도서관 주민 탐방, 건축가 동행 및 설계설명회

2013.08.22. 청년그룹(언니넷), 도서관마을 주민만나기 프로젝트(1) 개최

2013.08.26. MP, 통장 30인에게 설계 및 주민활동 설명회

2013.08.28. 구산동도서관마을 설계 (사전)주민설명회

2013.08.30. 북콘서트 및 인근 청소년 설문조사

2013.09.-12. 도서관마을 부지 건물 내 씨앗도서관 조성 및 운영

2013.09.02. 청년그룹(언니넷), 도서관마을 주민만나기 프로젝트(2) 개최

2013.09.03. 도서관학교: 강의 및 도서관 탐방(-2014.12.)

2013.09.05. 구산동도서관마을 주민설명회

2013.10.16. 구산동도서관마을 중간설명회

2013.10.26. 청년그룹(언니넷), 주민참여 도서관 축제 개최

2013.11.02. 가구리폼 행사 ‘물건의 재구성’ 개최(1)

2013.11.04. 부지 내 건물 철거 시작→설계변경(리모델링 범위 변경)

2013.11.09. 가구리폼 행사 ‘물건의 재구성’ 개최(2)

2013.12.26. 청소년운영위원회 1차 준비모임 시작

2014.03. 공사발주 및 계약

표 3-44. 구산동도서관마을 계획단계(구체 계획 과정)에서 전개된 주요 사항들
*관의 주요 추진 사항들은 볼드체로 표기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 건립의 상당 비용이 주민들의 건의와 공모를 통한 주

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바, 공동체 스스로 ‘주민들의’ 도서관임을 인지하고 있었

다. 그러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건축 과정에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였다.166)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주민 참여 방식과 도서관마을 

건립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66) 2013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지원사업 협약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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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식 내용

도서관

-지역민 도서관으로서의 인식 
확대, 홍보

북콘서트 개최 / 개관 후 들일 물건만들기·사진수
집·꾸미기

-필요·희망 공간에 대한 구체 
요구

인근 학생들, 주민들 설문조사

-책에 대한 인식 제고 도서관련 노래·공연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색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 주민 자원봉사자 확보

표 3-45. 시 주민제안사업을 통한 참여 방식·목적과 도서관 건립 관계

특히 은도협 주민들은 외부적으로도 지역의 행사들, 구산동 거북마을 지역 축제 

및 마을공동체 한마당 지역 축제 등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도서관을 홍보, 설문

지 등을 통해 건립될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였다. 이때도 마찬가지

로 결과를 종합하지 않았으며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1회성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한편 앞서 두 워크숍이 주민 조직과 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8월 9

일 세 번째 워크숍은 도서관에 관심 있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열렸다. 은도협이 주최, 강연하였는데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과 관련한 은

도협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주민MP가 구로

부터 설계 자료를 받아 주민들에게 직접 설계 도면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이전에 첫 번째 워크숍에서 관과 전문가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상

과 목적을 공유했다면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3-56. 세 번째 주민워크숍 모습(2013.08.09.)
출처: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114

  

3차 주민워크숍 이후 은도협 중심에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곧이어 8

월 16일에 함께 주민참여형 박물관(서천 생태박물관 봄의 마을) 견학을 했다. 이때 

구 관계자들과 건축가가 동행해 일반 주민들에게 설계 설명회를 가졌다. 제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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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과업지시는 동 단위였기 때문에 판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

했던 측면이 있었고, 일반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과 모형을 요구

해 건축가가 서천에 함께 내려가 설계 설명을 한 것이었다. 건축가는 주민 대표자

(이미경) 만남 이후 두 번째로 ‘주민들’을 만난 것인데, 이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축제 등을 통한 도서관 홍

보, 주민참여 확보 이후 은도협이 사업에서 가장 주력한 것 중 하나는 도서관학교 

프로그램이었다. 2013년도에는 주민들 중, 도서관활동가 및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

로 ‘도서관에 삶과 주제를 담다’와 ‘우리 동네 도서관만들기’라는 두 파트로 나누어 

총 13회로 진행하였다.167) 주민 24여명 정도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 내

용은 외부 강사 및 지역 내 전문가들이 강의하며, 주민들이 이를 듣고 습득, 토론하

는 식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도서관이 지어지면 나중에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가 아니라,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던 생각들, 소망들을 펼쳐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다.168) 9회는 강

의, 2회는 선례가 되는 도서관을 탐방하고, 나머지 2회는 평가 등 워크숍으로 진행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좋은 도서관을 방문하고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 구성과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구성과 형식에 대한 고민보다

는 콘텐츠와 향후 이용 방안에 대해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유사한 방식으

로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일반 주민들을 모집해 진행하였다.

그림 3-57. 향후 건립될 도서관마을을 위한 도서관학교 모습(2013)
(출처: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132) 

  

이러한 가운데 8월 28일에는 (사전)주민설명회 먼저 열리게 된다. 주민센터에서 

167) 주최자 스스로도 이를 마을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언급하고 있다.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129

168) MP와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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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계자들 중심으로 초청된 것인데, 주민 통반장을 비롯해 은도협 시민단체 등 

직능단체 위주로 모였고 건축가가 의견 일부를 수렴하게 된다. 이후 정식 설명회는 

9월 5일에 이전의 도서관마을 축제처럼 열어 부지 내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림 3-58. (사전)주민설
명회(2013.08.28.) 모습

   그림 3-59. 주민설명회(2013.09.05.) 모습
출처: http://cafe.daum.net/libtown/Nyub/26

9월 5일의 주민설명회 때에는 건물 1층의 주차장 자리에서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해당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말 그대로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

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

집한 것은 아니었다.169) 그리고 10월 16일에 중간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설계자 

외 관, 주민활동가 등 조직 주요 구성원을 위주로 10명이 모였다. 사실상 강당 크

기, 일부 배치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고, 이후 주민들은 MP를 통해 건축가에게 추가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그림 3-60. 중간설명회(2013.10.16.) 당시 설계 모형 

한편 당시 축제 등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모으며 의견을 논의, 교육

169) “해당 주민설명회의 목적은 말 그대로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

고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집한다기보다, 공사 소음, 주차 

문제 등의 질문 정도가 있었어요.” MP와의 인터뷰. 2018.07.04., 건축가와의 인터뷰,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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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상당 기간 이어져 온 탓에 은도협을 중심으로 여러 내·외부 조직들이 연

계 또는 생성되었다. 은도협 주최로 마을엔에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모임을 추진

하였는데 10월 7일 처음으로 14개 도서관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각 도서관의 현황 

및 도서관과 연계된 마을공동체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였다.170)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 논의되던 때 물론 해당 조직이 구산동 도서관마을 건립과 관련해 

한정된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도서관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고

민을 해왔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도서관과 책을 둘러싼 크고 작은 활동을 계속 

해왔던 터였기에, 지역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

다.

“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시작된 활동이고 처음엔 '도서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책이 많

은 좋은 문화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도서관'으로 인식한다면 전체 도서관 

정책 속에서 어떻게 수용해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

더 길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미래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171)

일례로 주민 이**이 마을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글에서,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활동’이 분리될 때 그저 도서관은 관리의 영역으로 자

리 잡게 됨을 염려하고 있다. ‘도서관’은 전체 복지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갈 대상으로서 주민들 스스로 ‘내 것’이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장기적으

로 도서관이 지역의 장소로 자리 잡는다는 생각이었다. 이후 도서관건립과 협동조

합 사업과 별개로 주민 이**을 필두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모여 운영 등에 대해 지

속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 청년 사업을 통해 구산동에 투입된 청년 3명은 ‘언니넷(net)’이라는 

이름으로 은도협 주최 일에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2013년 4월 24일 확정 이후 도서

관마을 건립 전까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며 도서관을 홍보하거나 도서관을 중심으

로 한 마을공동체 조성 등에 힘썼다. 대표적으로 구산동도서관마을 주민만나기 프

로젝트로서 ‘언니가 간다’를 진행하였다. 또한 10월 16일에도 도서관마을 부지에서 

‘옷장을 열어라! 책장을 열어라!’를 통해 바자회, 벼룩시장, 체험학습 등을 열어 도

서관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인근 학교의 도서

부, 명예사서모임 등을 방문해 도서관마을과 관련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

해 알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민제안 지원사업 초기부터 논의, 실행해 온 인근 학교 학생들의 도서

170)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151

171) http://cafe.daum.net/maulmaking/Rjh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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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책에 대한 관심 재고 프로그램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 이후 도서

관마을 내 주민 소모임 동아리 청어람, 청화로 이어짐) 구성으로 이어졌다. 청운위 

추진은 MP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8월 30일 인근의 은평고에서 북콘서트

를 열며 청소년들의 의견과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50여 명을 중

심으로 12월 26일 청소년 운영위원회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또한 은도협의 적극적인 추진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가

지면서 책이나 웹툰을 읽고 토론하기, 북카페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이어졌

다. 주민참여제안사업의 취지가 그러했듯 청소년 대상으로도 목표는 2가지, 도서관 

홍보와 책에 대한 관심 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개입하는 것은 먼저 도서관마을 공사 가림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도서관의 설계 자체에 개입한 것은 아니나, 도서관이라는 

장소와 책에 대한 관심 제고,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

로, 현재까지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172)

이러한 가운데 본래 일정대로라면 당해 11월에는 실시설계 마무리 후 공사가 착

공, 2014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황 조사 후 실제 연면

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증가 문제가 생겼다. 다가구·다세대이다 보니 서비스 면

적이 많았던 것이다. 입찰 내보낼 때는 명확하게 실측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의 면

적 보고 구에서 내보낸 것이었는데(다시 말해 서비스면적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것), 도서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면적이 상당히 커지면서 공사비 

문제가 생겼다. 즉,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더 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은

평구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이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이때, 지하주차장

을 없애기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173) 이에 

2014년 3월, 실시설계 납품 도면이 나왔고 착공 전 이를 구 담당자와 MP에게 전달하

였다. 그 과정에서 MP는 은도협 주요 단체들에 도면을 돌려 추가 필요 사항, 의견을 

수집해 건축가에게 전달하였는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당시 시기적으로 도면의 수정

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해당 시기에도 계속해서 도서관마을 건립

과 관련해 프로그램을 열고 있었다. 11월에는 부지에서 버려진 문짝 등을 받아 가구

로 리폼해 이후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를 연 바 있었다.

전체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 건축가와의 접촉을 종합해보면, 총 7회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건축가 초기안(2013. 7), 주민설명회 당시 설계안(2013. 9), 중와설계안

(2013.10), 실시설계납품도면(2014. 3) 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면, 

172) 북 토론, 백일장 대회, 바느질 공방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모이고, 도서관 

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한다. 

173) 최재원 소장과의 인터뷰, 2018.07.13.



- 238 -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형태·재료·구조의 물리적인 '디자인'에 있어 ①법적 문제로 

기존 건물 1채(음악도서관 계획) 철거, ②2013년 11월, 구 공문상의 면적 착오로 인

한 예산 문제로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대체하며 주민마당 일부가 축소, ③

청소년힐링캠프 예산 사용으로 강당 규모를 확대, ④건축가가 디자인 과정 중 내부 

브리지 및 데크를 삭제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초기 제안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비물리적인 디자인(도서관의 이미지) 문제에 있어서도 기획 초기 단계에 첫 번째 

워크숍을 통해 관, 주민들 간 논의가 있었으나 추상적인 토론에 그쳤었고 심지어 건

축가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당 논의가 설계안에 영향을 준 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능·가구 등의 프로그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데, 초기 기획부터 제시된 북카페와 서점은 건축가 초기 안부터 

마련되어 있었고 생태(요리 등) 프로그램 방, 관리자 공간 증가, 시청각자료실 통

합·확대, 유아·어린이 자료실 좌식 공간으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한편 설계변경 

이후 준공 직전 완료된 설계도면에 대해 시기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려운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MP가 주민들 의견을 모아 건축가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건축가는 구

조적 변경은 더 이상 불가함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건축가는 향후 최대한 '방' 내부

의 프로그램 변경(이를테면 캐럴방→커뮤니티룸으로 변경)은 가능하도록 최대한 다

목적 성격의 방들로 공사되도록 한 사항 정도가 있다. 이를 실제 도면상의 반영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면 <표 3-47>과 같다.174)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에서의 공동체 개입 사항을 살펴보면, ‘a.지역행사·프로그

램’과 관련해 축제와 교육, 워크숍 등의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기획 및 계획 

초기 단계에서 상정된 공동체들 대부분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해당 시기에 사전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중간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

해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공동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d.설계의견·협의’에 있어 주민들은 건축가와 다섯 차례 만났던 것

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 중 단순히 설계 설명만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 계

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전주민설명회와 중간설명회, 실시설계 

납품도면 회의 때이다. 이때 공동체 기존 조직과 협동조합 조직, 그리고 주민 MP의 

개입이 확인된다. 그러한 가운데 ‘e.설계 반영·결정’ 과정에 있어 건축가와 구 관

계자 회의에 주민 MP가 참석하며 이에 개입한 사항이 있었다.  

174) 백선경, “국내 지역 공공건축 건립 과정에 나타난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 : 구산동 도서관

마을 건립 과정에서의 주체별 담론 및 행위, 관계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63 (2018) : 79-88,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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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날짜 과정 주민주체 내용

① 2013.07.15.
설계사업선
정자 브리핑 

회의

MP / 
은도협이사 / 
관련 시민단체

<건축가>
-설계안 설명
<주민>
-프로그램 요구 : 동아리실·연습실, 주민 
모임·학습·강좌 장소, 어린이 돌봄공간, 
생태환경도서관
-참여방식 논의 : 벽돌쌓기·폐자재 활용 등 
의 기술적 참여, 벽꾸미기, 가구

② 2013.07.24.

주민활동가 
구에 요청해 
건축가 개별 

만남

은도협이사(지
역단체실무자

들 의견 
취합해 이사가 
대표로 전달)

<건축가>와 <주민대표> 1:1 미팅
<주민>
-프로그램 요구 : 주방, 텃밭, 원두막쉼터, 
유아 및 어린이공간 분리, 돌봄공간, 재밌는 
도서관, 예술실험 및 녹음실, 서점, 열람실, 
커뮤니티룸들, 좌식바닥, 북카페,  중고생 
자료·상담공간
-디자인 요구 : 방 개념 확장, 랜드마크

③ 2013.08.16.
서천도서관 

탐방
MP / 은도협 / 

일반주민
<건축가>
-설계 설명(①때와 동일)

④ 2013.08.28.
(사전)주민

설명회
MP / 은도협 / 

직능단체

<건축가> 
-설계 설명
<주민> 
-프로그램 요구 : 생태도서관, 텃밭, 
요리공간

⑤ 2013.09.05. 주민설명회
MP / 은도협 / 
직능단체 / 
일반주민

<건축가> 
-설계 설명(④때와 동일)
<주민> 
-건의 : 공사관련 소음, 공사 중 주차 문제

⑥ 2013.10.16 중간설명회 MP / 은도협

<건축가> 
-설계 설명
<주민>
-프로그램 요구 : 요리공간

⑦ 2014.03.
실시설계 
납품도면 
회의

MP(은도협 
의견 취합해 

전달)

<주민> 
-프로그램 요구 : 덤블링방 제거, 
시청각자료실·문화강좌실 교체, 어린이 
입구·연계, 커뮤니티룸 다양성, 사서룸, 
창고, 관리자 사무실 수 확대
-디자인 요구 : 관리실(안내) 공간 개선 및 
확대, 커뮤니티룸 창, 유동적 공간사용
-설비 요구 : 음악연습실 방음, 접이식 의자

표 3-46. 설계 과정에서 주민과 건축가 소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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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 2F 3F

◉(주제도서관)역사→생태
◉만화도서관 내 관리자 공간 
증가

◉시청각자료실 통합·확대
◉생태체험실(요리) 확보, 자
료실 축소

○음악감상 및 자료실 이동
◎볼풀놀이방 삭제
◎(주제도서관)음악 배치 변경
◎공작실 삭제(문화강좌실과 
통합), 연속간행물실 삭제

◉유아·어린이 좌식 및 내부
화

◎어린이테라스 삭제, 화장실 
변경

◎실들 배치 변경(장난감도서
관, 어린이화장실 등)

◉열람실, 커뮤니티룸으로 대
체

○강당 규모 확대, 배치 변경
○덤블링방 삭제
◎청소년힐링마당 디자인 변
경, 열람브리지 및 공연장휴
게데크 삭제

표 3-47.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최종안 도출(2014.03.)
*구 의견반영○, 주민의견반영◉, 건축가임의◎ *빨간 점선 기존 건물 표기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의 경우 이전 단계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

다. 다만 기획단계의 주민컨퍼런스 및 협의체와의 논의 속에서 결정된 방향이 바뀌

게 된다. 특히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며 ㈜미래엔듀케어가 협조하게 되면서 ‘딸기가 

좋아’라는 캐릭터 중심의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철도박물

관 협조로 기차 관련 전시도 걸게 된다. 기획 이전 및 기획단계에서 논의된 방향성

은 일부 전시물을 통해 반영되기는 했지만 크게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심으로 공간

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해당 시기에 협의체 회의가 1회 있었고, 또한 서울에 있는 

‘딸기가 좋아’ 지점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때 일반 주민들도 초청해 28명이 

함께 모여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구체 계획단계에서는 ‘a.지역행사·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반 주민들과 기존 조직, 협의체 개입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설계의견·협의’에 있어 협의체 회의를 통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주민들이 수정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의견 제시 및 수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b.공개·의견수집, e.설계반영·결정’에 있어 공동체 개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기획단계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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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워크숍 조력자로 있으면서 설계자 선정 과정 자체가 없었고 계획단계 자체가 

아주 짧은 기간을 보인다. 이때 건축가는 특히 디자인게임에서 사용자그룹을 통해 

제시된 방향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이 또한 사용자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간헐적인 공지는 계속 이어

졌는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공개는 일정 등을 알리는 통구로서 역할한 측면

이 크며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d.설계의견·협의, e.설계

반영·결정’에 대한 사항에 공동체 개입이 확인되며, ‘b.공개·의견수집’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a.지역행사·프로그램, c.공청회·설명회·워크숍’과 관

련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공동체 개입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공과정에서의 공동체 조직화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2014년 4월 10일의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이때 

구청장, 구의회의장,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 도서관 관

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2014년 4월 10일의 건립 

기공식 이후 공사 중 건물 1동에 균열이 갔다. 구에서는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설계 

변경을 위한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때 시공사 제의로 있는 것들을 헐고 그대

로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2일에는 주민들이 공사 현방을 탐

방하기도 하였다. 이는 관 또는 건축가 측에서 주최한 것은 아니었고, 주민들이 도

서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해 MP에게 요구, 은도협과 주민동아리 주민들을 주

축으로 함께 돌아 본 것이었다. 

또한 공사 착공 이후 시점부터 주민동아리 조직화 및 구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

었다. 해당 단계에서 여전히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관은 이들과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서 주민MP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조직화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일단 구의 지원으로 MP가 모임을 주도했다. 특히 은

도협에서 주최한 도서관학교를 수강하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동아리가 만

들어졌다. 먼저 이들 모두 함께 모여 강의를 들으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향후 ‘모임’

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례로 ‘탐구아리’는 ‘도

서관을 탐구하고 알리자’는 의미로 도서관 연구 스터디팀으로 시작되었다. 도서관 

자체에 대해 책을 통해 공부하는 동아리로서, 기존 도서관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이 될 도서관마을의 운영 방안,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175)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에 건립될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실현될 수 있다

175) 북한산큰숲, 은평, 구산동 도서관마을 책자, 2015.10.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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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었다. 또한 ‘책나비’의 경우 책과 영화, 미술, 음악 등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

는 문화게릴라팀 동아리로 시작되었다. 30대부터 80대까지의 연령대가 모이며 책을 

중심으로 함께 낭독, 토론, 전기 등을 한다. 지역 행사에 참여해 낭독극을 공연하기

도 하였다. 책나비의 활동 또한 도서관 콘텐츠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었다.

시공 단계에서도 여전히 ‘a.지역행사·프로그램’과 관련한 주민 공동체 조직들의 

활동과 개입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b.공개·의견수집, c.공청회·설명회·워크

숍’에서도 공동체들의 개입이 나타났다. 특히 해당 시기에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모집을 하였고 이후 발표

회를 가지는 등 활동을 펼쳐나갔고 이들이 향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속되도록 지

원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d.공사에 참여 및 변경요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개입이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동아리의 주민들과 협동조합, 그리고 MP

가 함께 공사장을 방문하고 논의를 한 사항이 있었으나 사실상 부분적인 재료 등 이

외에 시기적으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시점은 아니었으므로 ‘e.반영·결정’과 관련한 

개입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은 위의 계획에 따라 2017년 5월에 이르러 착공

되고 PM의 경우 현장의 진행사항을 체크하며 개소식 및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추진

하게 된다. 해당 시기에는 ‘a.지역행사·프로그램, b.공개·의견수집’의 사항이 발

생하지 않았고, ‘c.공청회·설명회·워크숍’에 있어서도 시와 공사 관련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회의 정도만 이루어졌다. 또한 공동체 조직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공사 

참여는 없었기에 ‘d.공사참여·변경요구, e.반영·결정’에 있어서도 공동체 개입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공단계에서는 별다른 참

여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워크숍을 통해 설계 구

체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2002년 2월에 교육청에 정비계획서 제출 

및 승인이 된 후 곧이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시기에 공동체의 구체

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생산된 장소에의 공동체 개입

위의 사례들 모두 기존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해 이들을 재구성해 사업을 추진

시킨 경우이다. 그렇다면 생산된 장소에 공동체 개입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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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2015년 6월 준공하였다. 그리

고 준공 이후 7월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도서관마을 건립 

이전부터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주민들이 운영을 맡기로 하였고, 주민

이었던 MP는 문화팀장으로 배정되는 등 사서를 비롯한 다수의 운영자들이 주민들로 

구성되었다.176) 또한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청소 등에 자원봉사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조직된 청소년운영위원회, 각 동아리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 사례

는 ‘b.준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의 발생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다층적 개입

이 확인된다. 그리고 ‘c.공동체운영개입, d.공동체운영변경’도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한편 ‘e.공동체공간개선·변경’과 관련해서도 공동체 활동의 전개가 확인된다. 건

축가 제안 당시부터 1층에는 ‘북카페’가 명시되어 있었다. 북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이 일상의 공간이 되길 원한 주민들의 요구였고, 설계 

공모 당시 조건 중 하나였다.177) 이는 기획 이전 주민참여예산사업 준비 때부터 중

요하게 논의되어 온 바였다. 그러면서 설계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

는데, 도면상에도 있던 카페가, 최종적으로는 구현되지 못했다. 실시설계에 수도 

및 하수 조성이 누락됨으로써 카페 설치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당황했

었는데 당연히 도면상에도 있었기에 인테리어 당시 내부적으로 카페를 어떻게 만들

지, 싱크대는 어디다 무엇을 놓을지 얘기하고 있던 터였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

게 여겼던 부분이기에 아쉬움이 컸고, 이에 다시 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 받아 

2019년 5월에 이르러 북카페 겸 주방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는 2017년 6월에 개소식을 가지며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과정 중에 논산시 지정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접촉해 노

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마찬가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결정되었고, 당시 PM은 

결과보고서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사업대상거점을 뛰어넘는 목표를 만든 것으로 

이야기 하나 사실상 기존 주민들이 향후 이용이나 운영 등에 깊이 개입하는 측면은 

176) 특정 주민들이 이후 도서관 운영을 맡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있을 수 있기에 관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에 상당히 민감하였다. 준공을 전후해서야 주민 운

영이 공론화되었다. MP와의 인터뷰, 2018.07.04.

177)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종일 자기

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또 자기의 영역들을 보존하면서 즐길 수 있

는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주민 이미경과의 인터뷰,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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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었다. 또한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역 일대에 대한 계획으로

부터 좁혀져 결과적으로 기차 내·외부 디자인에 그치게 된 측면도 있다. 다만 인근 

지역에서 기차를 활용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해 관광 차원에서 들르는 수

가 많아서 연산역 자체는 매우 활성화된다. 이후 관련한 프로그램 또한 계속해서 운

영하고 있다.178) 따라서 ‘b.준공이후 지역행사·프로그램’에서 공동체 개입은 확인

되나 나머지 ‘c.공동체운영개입, d.공동체운영변경’ 사항은 없으며, ‘e.공동체공간

개선·변경’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는 2002년 3월에 이르러 도서관을 비롯해 기획단계의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로비도 함께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었다. 이처럼 교

사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참여해 디자인게임에 이른 사항이 반영된 도서관은 학부

모 책모임 장소 등으로도 사용되면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b.준공이후 지

역행사·프로그램’의 사항은 확인된다. 다만 학교라는 특성상 해당 장소에 있어 교

사의 관리 이외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한 특별한 개입

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c.공동체운영개입, d.공동체운영변경’ 발생 사항은 없다. 

한편 이전 워크숍에서 함께 논의된 작성된 학교 시설 계획을 바탕으로 해 부분적으

로 계속해서 학교 공간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실 

남한산초등학교 특성상 당시 위원회 및 사용자그룹으로 포함되었던 교사들이 이의 

추진에 참여함으로써 당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 스케치 등이 반영된 측면이 있

다. 이에 오히려 ‘e.공동체공간개선·변경’의 측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3.3.3 사례별 생산과정 및 공동체 참여 전개 종합

이제까지 분석한 세 사례의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을 일련의 표와 다이어

그램으로 표현해볼 것이다. 프로젝트가 전개되며 발생한 주요 사항들을 표 내에 작

성했으며, 그 중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우측으로 정렬해 표기하였다. 그리

고 앞서 3.1장과 3.2장의 사례들을 통해 수행한 바와 같이 각 내용에 참여한 공동체 

유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178) 뉴시스, “코레일 연산역, 어린이 위한 '철도문화체험' 상품 출시, 2018.10.0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3_0000433059&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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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조직이 있고, 이들이 생산의 장에 초기 개입하

게 되는 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C-2(연산역기

차문화체험관), C-3(남한산초등학교)을 통해 확인한 재구성 구도에서의 공동체 참

여 특성은 다음과 같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 추진 이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 활동해 온 

기존 조직이 있었다. 생산주체 측에서는 이들과 접촉했는데, 추가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이들의 일부 구성원이 재구성되면서 생산의 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 이르러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하는데 이를 위해 외부 주민들도 합류하며 재

구성되었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는 공동체가 한번 더 재구성되는데, 이를테면 도서

관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합류하며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 이러

한 재구성 과정에 참여했던 이들뿐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다층적 개입이 나타난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이들이 이후 운영

에 개입하게 되었다.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초기 개입에서 기조직이 마을추진위원

회로 재구성된 것인데, 기획단계에서는 협의체로 다시 재구성된다. 계획단계에서 

일시적인 다층적 개입이 발생했으며, 협의체 중심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참여하였

다. 조직화 과정은 없었다.

C-2(남한산초등학교)는 초기 개입에서는 위원회가 재구성 없이 그대로 참여했는

데, 기획단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일부 학부모들을 포함해 사용자그룹으로 재구

성했다. 한편 추진 사항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집을 통해 불특정 학교 관련자들과의 

다층적 개입이 발생하나 이들이 함께 접촉한 바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직화

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의 사례들에서는 초기 개입을 비롯해 공동체 참여 양상의 공통점들이 있었다. 

시기와 일부 발생 여부의 차이는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이후 4.1장에서 분석을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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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지역의 도서관 논의와 건립 추진 1999. 학부모 도서 관련 프로그램 / 2000. ‘열린어머니회’ 조직 및 주민교육, 행사
2005. ‘꿈나무지기’ 도서관 교육, 행사 / 2008. 마을엔도서관 / 2009. 마을엔카페 개업 a

1999. 대조동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전환 프로그램 공고
2004. / 2006.05. 도서관건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2008명) 및 청원

2002.01. ‘대조어린이도서실’ 개관
2003. MBC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 주민협력 / 무산

2005.06.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개관(주민운영 및 추진주민 관장)

b

c

2008. 은평구, (현)구산동 도서관마을의 필지 매입 / 지자체 예산 문제로 건립 무산

2012.06.-09. 구 제안으로 도서관 건립 관련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선정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d

e

B.
기
획
단
계

기본계획 수립과 참여예산제 2012.10.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서양성과정, 주민모임 결성 
2012.12. 도서관탐방 / 2013.05. 축제 a

2012.10.-2013.01. 기본계획 관련 주민의견조사 / 2013.05. 설문조사
b

2013.03. 구산동도서관마을 건립 관련 민-관 협치회의. 주민 MP
2013.04.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발기인대회 c

2012.09.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계획 수립
2012.10.-2013.01. 기본계획 연구용역, ㈜두꺼비하우징+주민도서관활동가(연구진포함 8명)

2013.04.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제안 및 선정,
사업계획서 ‘더불어가는 책마을 조성’ 관련 협의 및 제출

d

e

C.
계
획
단
계

설계발주 공고 및 건축가 계약 2013.06. 주민제안사업 일환 도서관 축제
2013.05. 청년워킹그룹(언니넷) 구산동 도서관마을 지원, 합류 a

2013.05. 설계발주 공모
2013.05. 서울시 청년워킹그룹 공고 및 결정 b

2013.05. 과업설명회 2013.04.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3.06.-07. 주민워크숍(2회)
2013.07. 설계사업선정자 브리핑 c

2013.07. 심사 2013.07. 설계사업선정자 브리핑, 프로그램 및 참여방식 논의
2013.07. 주민-건축가 미팅, 프로그램 및 방 관련 의견 전달 d

2013.07. 건축가 계약
e

디자인 구체 계획 2013.08. 서천도서관 탐방 / 도서관마을 주민만나기 행사(3회) / 북콘서트 / 도서관학교 등
2013.09.-12. ‘씨앗도서관’ 운영 a

2013.08. 청소년 설문조사(필요 공간 및 운영 관련 조사) 등
b

2013.08. 건축가 설계 설명(답사) / MP-통장 설명회 2013.09. 친구손잡고 주민워크숍(MP 설계 설명)
2013.08. 구산동 도서관마을 설계 (사전)주민설명회 / 2013.09. 주민설명회 / 2013.10. 중간설명회 c

2013.10. 도서관 필요사항(주방 등) 건축가 전달
d

2013.10. 건축가, 주민전달사항 수용 및 반영. 관련 회의 MP 참석
e

D.
시
공
단
계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 2013.11. 가구리폼 축제 물건의 재구성(2회) / 2014.06. 북콘서트
2014.11. 은도협 꾸러기장터 축제 / 2013.12., 2015.03. 청소년운영위원회 조직, 캠프 a

2014.04. 본격 착공 2014.11. 도서관마을 주민소모임 공고
2015.03. 청소년운영위원회 공고 b

2014.07. 주민동아리 설명회
2014.11. 주민소모임 발표대회 c

2013.11. 건물 철거 시작 / 설계변경
2014.03. 실시설계회의

2015.02. 은도협 및 주민동아리 주민들 공사현장 방문
d

건축가, 주민전달사항 일부 수용 및 반영
2014.03. 공사 발주 및 계약 e

F.
준
공
및
이
후

준공 및 개관, 운영 2015.06. 준공 / 2015.07. 은도협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2015.11. 도서관 개관 a

2015.11.- 동아리모임 및 활동 지원. 지역 도서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
b

2015.11.-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운영 
c

2015.12. MP, 문화팀장으로 배치 / 도서관 자원봉사
d

2019.05. 북카페 및 주방 스튜디오 조성
e

표 3-48. <구산동도서관마을>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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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연산역 개선 및 일대 활성화 사업 추진 2011.-2012. 연산역 사업 관련 철도문화전 행사, 맞춤시 축제 등. 마켓 운영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a

2016.05.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추진
         -지자체 공모계획 공고 b

2016.05.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 협의
2016.07.-08. 사업대상지 지자체 워크숍(2회) c

2011. 소규모 간이역 대상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철도문화체험마을 조성
2012.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樂! 100년 논산 연산역 문화마당’ 조성 –시장, 카페, 로컬마켓 등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2016.05.-0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지원 및 선정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

d

e

B.
기
획
단
계

기본계획 수립 2016.09. 추진협의체 구성 / 2016.10.31. 추진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a

2016.10. 기본계획수립연구 발주(PM)
b

2016.09.-10. 추진협의체 정기컨설팅(2회)
2016.11. 주민 컨퍼런스. 연산역 이야기 자원 수집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디자인 스케치 수행 c

2016.09. 지자체별 총괄계획자(PM) 위촉 및 컨설팅단 구성
         -논산시 : 정희정(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d

2016.10. 중간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폐객차 4량 내 어린이 대상 전시체험공간으로 계획 결정

추진협의체 협의 및 결정
e

C.
계
획
단
계

설계 공고
a

2017.01. 설계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논산시 연산역 객차 활용 전시체험공간 조성 용역 b

2017.01. 과업설명회 2017.01.-2017.02. 추진협의체 정기컨설팅(2회)
c

2017.01. 제안서 평가(PM 및 지자체)
2017.02. 계약 -㈜모습

2017.03.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체 내 설계안 협의
d

e

구체 계획 2017.02. 전시체험공간 조성 관련해 서울 딸기가 좋아 올림픽공원점 외 주민 초청 답사
-주민 28명 참석 a

b

2017.03. 추진협의체 정기컨설팅(1회)
c

2017.02. 전시체험공간에 대한 구체 계획안 도출

2017.04. 시각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협의체 내 최종안 협의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a

b

c

2017.05. 착공. 딸기가 좋아 ㈜미래엔에듀케어, 철도박물관 등 협조
         PM, 현장진행사항 체크

         개소식 및 파일럿프로그램 추진

d

e

F.
준
공
이
후

개소식 및 이후 2017.06. 개소식
a

열차 4개 내 어린이 프로그램 관광 / 철도역 체험 관련 축제 등 행사 개최
b

c

d

e

표 3-49.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생산과정과 공동체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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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공동체 참여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A.
기
획
이
전
단
계

폐교 위기 학교의 혁신 운동과 공간 개선 추진
a

b

c

2000. 폐교 위기 학교의 개선을 위한 교육 혁신 운동 –마을주민, 학교장,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의 위원회 결성
2001. 교사 초빙, 관련한 전문가 협업해 새로운 방식의 수업 운영 시도. 혁신학교 모델로 알려지게 됨

-기존 오래된 건물(1986) 개선 희망, 2001년 별관 완공. 사용자 고려 없음에 대한 교사들 불만, 도서관 조성 추진
2001. 건축가(고인룡 교수) 협력 결정

-문제점 인식 후 ‘사용자가 참여’하는 디자인 프로세스 제안 및 추진 결정

d

e

B.
기
획
단
계

도서관 기본계획과 참여자 워크숍
a

2001.09.-12. 사용자 참여설계 워크숍 온라인 공지
b

2001.09.-2002.03. UPDP(User participating design process,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 워크숍(8회)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및 조력건축가), 사용자 그룹(교사·학부모), 학생 간접 참여, 자문을 위한 전문가 등 c

-리모델링 사업 뿐 아니라 학교 전체 공간 개선의 기본 방향과 설계지침 마련으로 확장

2001.12. 7차 워크숍에서 ‘Design Game’. 도서실 계획
-도서관 설계에 대한 논의, 실행

-최종안에 대한 협의와 결정

d

e

C.
계
획
단
계

설계
a

2001.09.-12.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온라인 공개
b

c

2002.02. 현건축사사무소 설계(조력 건축가로서 퍼실리테이터 파트너 역할), 워크숍 결과 반영

2002.02. 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결정
로비까지 확장 공사 논의 및 결정

d

e

디자인 구체 계획
a

2001.09.-12.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온라인 공개
b

c

2002.02. 건축가 디자인 구체 계획 2002.02. 최종안에 대한 협의와 결정
d

e

D.
시
공
단
계

공사
a

b

c

2002.02. 공사 시작 2002.02. 최종 협의와 결정
d

e

F.
준
공
및
이
후

완공 및 이후 2002.03. 도서관 및 로비 완공 / 학교 행사 및 축제
a

학부모 책모임 동아리 등
b

c

d

2002.- 워크숍 때 논의한 타 공간 순차적 개선
e

표 3-50. <남한산초등학교> 생산과정과 공동체 유형 및 참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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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례를 통한 추가 해석

3장을 통해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의 생산 사례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며 구

도 상정에 따른 단계별 전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체의 참여에 있어 비교

적 단일하게 전개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보되 다른 사례들의 참여 발생을 함께 

살펴보며 이들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차이는 있었으나 단순히 사업의 범위나 

규정과 상관없이 공동체 상정에 따른 참여 전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에서 확인한 참여 사례들은 총 25개였는데 각 프로젝트에 있

어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공동체의 발생이나 변화를 추적하는 탐색적 관

점의 방법론이 요구되는 바, 이에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 ‘모든’ 정황이 파악된 것은 

아니나 구도의 상정과 그에 따른 전개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일부 차

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장에서는 이들 사례를 통해 추가 해석을 더하도록 

하겠다.

사례 연평도서관(2015) 및 1318무산지역아동센터(2016)의 생산에서는 불특정 구

도로 상정해 개입한 양상이 확인된다. 연평도서관의 경우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 내 생활관을 리모델링해 북카페 겸 문화공간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군 장병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주관해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2014년 1월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대상 자원 발굴 후 7월에 이르러 사업 대상지별 건축가 및 기획가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워크숍과 공간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

해 원하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였다.223) 그에 따라 연평도서관의 경우 계획단계에 이르러 총 5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224)

먼저 1차 워크숍(2014.08.11.-13.)에서는 전문가(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측에서 

대상 건물을 실측하며 공사와 관련해 군부대 관계자와 추후 진행을 논의하는 자리

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차 워크숍(2014.09.15.)은 이후에 있을 공간 설문 워크숍

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공사 관련한 확인과 준비를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2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결과보고서』, 2015, pp.8-9

224) Ibid., p.37. 그리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https://blog.naver.com/kcdf2010/2204952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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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하게 된다. 부대 내 짓는 시설이기에 큰 범위

에서는 관계자 또한 이용자로 볼 수 있으나 이때는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을 돕는 결

정권자로 역할했기 때문에 공동체 그룹이 개입한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가

운데 3차 워크숍(2014.10.06.-07.)에 이르러서야 ‘이용자’들을 초청해 도서관에 대

한 강연을 열고 전문가들은 부대 장병을 개인 또는 소그룹별로 만나 희망 공간에 대

한 설문조사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도서관이 단체 생활 및 감시로부터 잠

시 벗어난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개방된 공간이 되기를 원했으며 기획자는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군대 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도서와 관련한 활동이 이어지도

록 구상했다. 그리고 4차 워크숍(2015.02.13.-14.)에서는 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차 워크숍(2015.03.16.-18.)은 연평도서관 오픈

(2015.03.17.) 행사와 겹쳐 진행했는데 워크숍 결과물과 공간 반영에 대해 설명하

고 책 관련 행사 및 세미나 등을 열었다. 즉 세 번의 워크숍 과정에 사용자인 군인

들이 개입한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추진 가운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들이 선정되고 이후 계획 과정에 이르러 발생한 일시적인 워크숍들에 초청되는 방

식으로 개입했다. 즉 3.1장에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개입의 시기 차이는 있으나 이

후 워크숍에 따라 구도를 재상정하고 이후 공사 단계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책 관련 

소그룹을 만들어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세부적인 조직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다.

그림 3-61. 연평도서관 조성 모습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5), https://blog.naver.com/kcdf2010/220495263424

  

1318무산지역아동센터(2016)의 경우 기존 건물을 위 사례처럼 ‘문화로 행복한 공

간만들기’ 2015년도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본래 2007년 공부방으로 시

작된 이후 2008년 무산지역아동센터로 아동복지시설 설립 인가를 받아 2009년에 신

축한 건물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오래된 건물의 리모

델링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시설을 따로 분리시키게 된다. 건축가가 프로젝트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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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뒤 계획 초기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센터를 이용하던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

청해 희망 공간 그려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늑하고 집과 같은 공간에의 요구를 확

인해 방향을 잡게 된다. 또한 이후 공사 전 워크숍에서는 건축가 계획안에 따라 바

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보고 상상하기 활동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 

행정과 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의에서 새로운 시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민 또는 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나 공개 및 의견수집 등의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전문가 

선정 이후에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계획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참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개입 시기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상 문화기획자

가 합류하게 되면서 공사 단계에 이르러 센터의 기존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들을 재

구성하거나 새로 생긴 카페 운영 등에 개입할 이들을 조직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림 3-62.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계획(1F, 2F)과 완공 모습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6), https://blog.naver.com/kcdf2010/220495263424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총 25개의 사례 중 14개의 사례가 생성 구도에 따라 공동체

를 상정한 경우로 확인된다. 세 구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먼저 영주시참

사랑주민센터(2011)는 학교 프로젝트 이외에 공공건축물 중 비교적 초기에 참여를 

통해 건립한 사례이다. 영주시는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고시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도시 

단절과 구도심 쇠퇴 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온 배경이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 

가로거점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해당 가로에 인접한 공공건축 및 장소의 조성을 계

획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민들의 접점 시설로서 공공건축에 대한 가치 및 가능성에 

주목하며 그 중 주민복지센터의 기본 방향을 잡게 되었다.225) 기획단계

(2011.04.-08.)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부지를 구체화하고 예산의 확보를 위해 당시 

안전행정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225) 영주시 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차주영 외, 좋은 공공공간 만들

기1: 영주시의 시도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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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공모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한 일 중 하나는 추진 주체를 꾸리는 것이었

는데 단지 관과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로서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공간 특성을 함께 찾아나가고자 인근 교회와 동장 및 통장, 

지역 직능단체(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이사모) 등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주민협의회’로 구성하고 다시 이들과 함께 관

과 계획가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만들게 된다. 이때 추진

협의회에는 직능단체에서 1명, 종교단체에서 1명, 주민대표 2명으로 총 5명의 주민

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각 주민협의회의 간사, 봉사활동과 동원 주민 제공, 일

반 주민 설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당 협의회는 사업 선정 후 계획단계

(2011.08.-11.)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구도로 계속해서 생산과정에 개입했다. 이들

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전해 받고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예컨

대 입식의 다목적 사랑방, 좌식의 교육공간 등을 요구했고 계획상 면적과 같은 조건 

변경 등의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건축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설계안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소통은 사업 지원 때부터 함께 해 온 건축가가 설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향

후 주민들의 공간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해 조직화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준공 직후 

이들을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조율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옆의 

음식체험관을, 복지센터의 경우 이사모가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처럼 해당 사

례도 3.2장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주축이 되도록’ 초기 기획단

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공동체를 주민협의회 및 추진협의회 등 다층적으로 구성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초기부터 염두에 둔 시설의 주민 운영을 고려해 공사 

단계에 이르며 이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조직화하는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B-2(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처럼 다층적으로 상정된 공동체 조직 중 일부

가 이후 계획단계에 개입하는 양상인데, 초기에 상정된 소수의 주민들이 기획단계

에서부터 계획, 그리고 준공 이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특

히 해당 사례의 경우 추진협의회 주민들이 기존 주민협의회와의 논의를 생산주체 

영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획 과정에 최대한 다수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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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영주시 참사랑주민복지센터 계획과정에서의 주민협의회 회의 및 완공된 모습
출처: 차주영 외(2014)

한편 대다수 학교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이용자 조사나 워크숍, 디자

인게임 등에 참여를 위해 그룹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대부분 생성 구도에 따른 생산

과정 전개를 보여준다. 사례 중 노량진초등학교(2013), 가재울초등학교(2013), 석

상고등학교(2015),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광주남초등학교(2018-20 예정), 광주북

초등학교(2019-20 예정)이 그러하다. 이들은 교육청의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사

업이나 그 외 신축 및 인프라구축 사업 등 각기 다른 범위에서 개축이나 신축 등을 

진행했으나 전개 양상은 본고의 3.2장에서 다룬 사례 2-B(은로초등학교)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학교 중 초기 참여 사례인 남한산초등학교(200)의 경우 

당시 폐교 위기를 넘기고자 꾸려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의 여러 사업이 추진되

던 특수한 정황상 재구성 구도와 그에 따른 전개 양상을 보였다. 

그림 3-64. 노량진초등학교 워크숍 모습
출처: 고인룡 외(2014)

또한 근래 완공되거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컨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 부평

구 도시재생사업 일환 굴포 일대 혁신센터 및 문화폴리 사업의 경우에도 먼저 2018

년 8월에 사업 범위에 따른 각각의 주민협의체 모집을 공고해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토론회 등을 열고 협의하며, 이후 문화폴리의 경우 굴포 생태 

하천변에 폴리 형태로 5개의 공공문화시설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시민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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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를 통한 참여 또한 계획 중에 있다.226) 한편 본고에서도 재생사업 일환

의 건축물 조성 사례들(모두 2016년 준공 사례)을 살펴보았었는데 최근에 이르며 

추진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더욱 명확히 제시되면서 기획단계에서의 공동체 구도 상

정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산북구소방서

(2019-21)는 부산 내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물 기획의 첫 사례로 설계공모 후 심사에 

‘민간 참여 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참여할 주민 그룹을 구성할 것을 계획

하였다.227)

그리고 25개의 사례 중 6개의 사례들이 재구성 구도에 따른 참여 양상을 보인다. 

먼저 백화마을커뮤니티(2011)의 경우 지역의 공동 커뮤니티시설 계획에 당시 입주 

예정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그룹을 재구성해 워크숍을 진행한 사

례이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에 위치한 백화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 전원마을사

업으로 지원을 통해 외지에 사는 40여 가구의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조성된 마을이

다.228) 입주예정자 모임으로서 2008년부터 준비위원회를 꾸려왔고 그러면서 조성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기도 하였다. 19평부터 34평에 이르는 7가지 타입으로 마당이 

있는 각 집들은 친환경 소재로 계획하고 특히 입주 예정 중에 커뮤니티시설(마을회

관)을 기획하며 세대당 2천만원씩 내고 지상 2층의 200평 건물을 만들게 된다. 그리

고 해당 과정에서 건축가(민들레건축사사무소)와 전문가들이 합류해 ‘주민과 함께 

계획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시행한 것이다.229) 실제 사용하게 될 이들의 의도와 기

획이 명확한 공동이용시설로서 기획단계에서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을 

구성해 총 2차례의 디자인 워크숍을 하였다. 우선 1차 워크숍(2010.07.10.)은 커뮤

니시시설의 실질적인 규모와 배치를 구상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구체적

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이에 38명으로 구성된 워크숍 그룹을 다시 5개 조로 나

누었고 각 의견들을 종합해 정리하였다. 이때 조별로 마인드맵과 공간계획 보드를 

발표했고 이를 벽에 붙여 서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후 2차 워크숍(2010.08.14.)

에서는 이전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건축가가 계획한 안을 피드백하게 된다. 이 또한 

조별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추가 요구를 발표하고 공간 명칭을 정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며 역할게임도 하였다. 

226) 다음을 참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미래도시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2018.08.01.

227) 부산일보, “‘민간공모·주민참여’ 공공건축물 부산서 ‘첫 삽’, 2019.08.15.

228) 1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외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로 기획하고 조성하였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944296&memberNo=24108940&vType=VE

RTICAL

229) 특히 워크숍 내용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조정현 외, “백화마을 커뮤니티시설의 주민참

여 디자인 워크숍”,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 (2011) : 81-8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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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백화마을커뮤니티시설 워크숍 모습과 계획 도출(1F) 및 마을 조성 모습
출처: 조정현 외(201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15289

해당 사례의 전개는 C-3(남한산초등학교)와 유사한 구도로 나타난다. 행정의 지

원을 받지만 추후 사용자인 이들이 조직적으로 실질적인 추진을 맡으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참여 양상을 보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기획단계에서 워크숍 그룹이 만들어

진 것이다. 건축가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하면서 워크숍 과정을 통해 이미 계획

안이 도출되므로 실제 계획단계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기 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기획단계에서 구성된 이들이 지속적

으로 관여하면서 그 외 주체들의 다층적 개입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3-66. 한내지혜의숲 한내도서관 모습
출처: 조정현 외(201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15289

또한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내지혜의숲 한내도서관(2017)은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관련해 구의 마을행복공동체 사업으로 기존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개

입한 사례이다. 한내근린공원 내 버려진 분수대 공간을 바꾸는 일에 노원구와 특별 

수의계약을 맺어 구 내에 4개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건축가(운생동)가 설계를 담당

하였다. 위원회의 주민들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후 계획 및 공사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조직하면서 현재 12명의 주민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230) 해당 사례는 관과 전문가

들이 생산과정에 기존 위원회를 포함한 일반 주민들을 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의 

230) https://cafe.naver.com/paju97/6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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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개입시키는데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이나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

관)에서와 같이 기획단계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그룹을 구성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원을 통해 유지하면서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조직화 양상이 나타난

다. 

이와 같이 다른 사례들의 확인을 통한 추가 해석을 정리하자면, 먼저 불특정 구도

에 따른 전개에 있어 공통적으로는 기획단계 이후에 생산주체 영역의 관 또는 전문

가들이 다수로 상정된 잠정적 사용자들을 워크숍 등에 일시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데, 전문가 선정 이후 계획단계에서 처음으로 개입의 장을 여

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활동 주민들을 찾아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개입할 공동체를 새롭게 상

정하는 경우, 다수의 사례들에서 기획단계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층적으로 

상정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면서 계획단계에 들어서는 특정 조직이 본격적으

로 개입하며 사실상 소수의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에 

속한 주민들이 다른 조직이나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산의 장에 전달하는 

식으로 해당 구도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다층적인 참여 양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 주민 조직이 있는 경우 관 또는 전문가가 이들과 

접촉해 이후 추진을 해나가는 경우, 기획단계 또는 계획단계에 들어서는 초기에 사

업 특성에 적합하게 조직을 재구성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구성된 조직 내부의 주민들뿐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민들도 어렵

지 않게 이후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었다. 다만 추가 사례 해석을 통해 재

구성 조직에 한정해 지속적인 참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다층적

인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조직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

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공사 단계에 이르러 향후 운영을 

위한 조직화 특성이 나타나는 사례 또한 확인하였다. 

이처럼 동일 구도 내 차이 발생의 지점들이 있으나 앞서 확인한 사례들과 유사한 

전개를 보이며 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세 

분석한 9개의 사례도 사업 범위나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똑같은 전개를 보

이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들을 단순히 변수

로 둘 문제는 아니므로 이후 4장을 통해 이러한 차이와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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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이제까지 사례들을 통해 공동체 초기 개입 특성에 따른 전개의 양상을 세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생산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공동체 참여 양상은 초기 개입 과정에

서 생산주체와 공동체의 조건을 바탕으로 일련의 관계 구도가 설정되며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각각 기획 기점 공동체 상정과 개입 특성, 그리고 추

진 사항의 공유와 협력 구도 설정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방법 내용 및 특성

불특정 기획 이후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접촉 또는 초청

-정보 공개 및 피드백을 위한 열람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등 조사 및 확인

-설문, 인터뷰, 공청회, 워크숍 등
-기획 내용 공유

생성 기획 이후
프로젝트 관련 공동체(개인,
모임,조직) 생성(관주도 또
는 주민자발)

-주 활동 주민들 확인, 발굴 및 조직화
-회의, 설명회, 워크숍, 축제 등
-기획 내용 공유 및 방향 논의

재구성 기획 이전
자발적 관련 활동 조직 또는 
기추진 조직과 접촉, 지원 
또는 재구성

-기존 조직과의 협력 결정
-회의,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기획과 계획 방향 논의 및 결정

표 3-51.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세 초기 개입 구도의 특징 비교

· 기획 기점 공동체 상정과 개입 특성

불특정 구도의 공동체 참여 전개에서는 기획 이후에 개입할 공동체가 상정되면서 

생산주체 영역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과 일시적으로 접촉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전형적으로 확인된다. 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권위적이지 않는 형

태와 공간, 즉 이전과 다른 설계(design)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라 기본계

획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강조하며 이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제시했는

데 이와 관련해 추후 잠정적 사용자들인 기존 청소년시설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의 추진 및 기획 결정에 있어 특정한 공

동체 유형을 상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촉한 것이며, 특히 이들

을 다시 추려 사업과 관련시킨다든지 하는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이용자 및 필요 사

항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례 A-3(광주폴리Ⅲ)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공동체 초기 개입이 확인

된다. 그 전에 광주폴리Ⅰ, Ⅱ에 있어 불특정 다수 지역민들의 이용뿐 아니라 시민

단체 및 모임들을 중심으로 포럼 등을 통해 담론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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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광주폴리Ⅲ를 시작하면서 이들을 기조직으로 그대로 끌고 나가지는 않았는데 

일단 공청회를 열어 일반 주민들을 초청함으로써 전문가들과 함께 원탁토론 방식으

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이 있었던 

주민들이 초청되기도 했지만 당시 생산주체 영역에서 이들을 특정한 조직으로 상정

한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후 사업 추진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이 

또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일시적인 접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청회 직후 있었

던 축제도 마찬가지로 기존 광주폴리를 비롯해 새롭게 지어질 폴리에 대한 일시적

인 홍보 자리였으며 이에 참여하는 공동체 또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일반 시민들

로 확인된다.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도 기획 이후에 공동체 개입이 발생한다. 연희동주민센

터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서

비스디자인 시범사업이 결정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추진 내용과 일

정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립을 시행한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와 

의견 수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초기 개입이 발생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계획단

계에서 전문가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외의 공동체 개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세 사례 모두 공동체의 공론화된 개입은 주민들의 자체적 활동에 기인한 것

은 아니었고 생산주체 영역에서 관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접촉 

및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주체 영역에서 공동체의 생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게 접근할 경우 기획 이후 일반 주민들에 접촉한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와 달리 주 

활동 주민들 또는 사용자들을 상정하며 회의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사례 B-2(은로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사용자 참여형 설계공모를 염두에 두고 시작

된 프로젝트였다. 이에 기획단계에서 지표 연구와 관련해 교사들 9명이 워크숍 그

룹으로 상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후 계획단계에서 

사용자그룹 및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B-1(성곽마을행촌공터)와 B-3(할매묵공장)는 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물이 건

립된 사례이다. 먼저 B-3(할매묵공장)의 경우 당시 영주시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준비하며 사업 범위 중 구성마을 영역을 포함시켰고, 그

러면서 위의 사례들처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 조사 등을 시행하

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염두에 

두며 주 활동 주민들을 찾아 먼저 구성마을협의회와 주민활동가를 세워 관련 회의, 

설명회 등에 참여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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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양상은 유사한 구도의 B-1(성곽마을행촌공터)에서도 나타난다. 본래 

행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남 일대에서 통장이나 주민센터, 교회 등을 중심으로 성

곽마을로서의 특수성, 이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나 지역의 낙후 개선을 

위한 봉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당시 성곽마을이라는 

서울시의 대규모 재생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한 사업 논의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 초기에 이와 

관련한 공동체 조직 생성을 관이 주도하기보다 먼저 주민들이 실행한 것인데, 그리

고 곧이어 생산주체 영역에서 이를 기반으로 주민추진위원회와 성곽마을 주민네트

워크를 새롭게 상정하며 관련 축제나 회의, 간담회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이

에 대해 단순히 관이 기존 주민 조직에 접촉한 구도가 아닌 이유는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의 접촉 이후 이의 개입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전

에 관련한 활동을 전개해 온 기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재구성 구도로 초기 개입하는 공동체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기획 이전부터 

이러한 전개가 나타난다. 특히 기존부터 특정 장소 생산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

산주체 영역에 사업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추진 자체가 이

를 기반에 두고 발생한 경우, 아니면 관련해 이미 실행된 사업이 있어 조직이 있었

던 경우에 기획 이전부터 이들에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이미 지역에 오래 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던 

조직이 있어 왔다. 주민인 이들은 실제로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건의와 서명운

동, 행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열면서 주민센터 한편에 어린이 도서실을 구성했

었고 심지어 파출소가 이전하며 빈 건물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때 주민들

이 관장을 비롯해 자원봉사로 도서관 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게 되었었다. 처음에 

‘28어머니회’였던 조직은 ‘열린어머니회’, ‘꿈지기’로 인원과 특성이 조금씩 바뀌었

는데 해당 주민들은 또다시 도서관 수 확장에 목소리를 냈고 당시 구는 현재 도서관

마을 필지 매입을 시작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중단된 배경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마을엔카페를 열고 마을엔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도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주최하고 있었다. 이때 관이 직접 이들에 접촉한 것이

다. 도서관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필지 매입을 마무리 하더라도 건립을 위한 구 예

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의 지원을 통해 같이 추진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엔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민 조직이 생산에 개

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관과 지속적인 회의 등을 가지며 사업의 방향을 함께 결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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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유사하다. 학교의 폐교 위기 속에서 학교의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이를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는데, 교사와 학

부모뿐 아니라 특히 외부 시민단체 및 모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위원회를 결

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학교 교육을 구상하고 실

천하면서 작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

서 새로운 학교 공간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원을 통해 별관을 짓기도 하였는데, 사용

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에 불만이 생기는 터였고 이에 우선적으로 도서관

이 필요했기에 이의 개축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교육청에 관련 서류와 지원 

요청을 하기에 앞서 먼저 건축가를 접촉하는데, 사용자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에 대

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였다. 즉 해당 사례의 경우 앞서 C-1(구산동도서관마

을)와 유사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주체 영역에 속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용자

이기도 한 이들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복합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건축가

는 이후 이들을 사용자그룹으로 재구성해 생산과정에 개입시킨다. 

반면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의 경우 기존 조직이 자발적으로 필요를 감지하

고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 연산역 개선과 관련해 사업이 두 

차례 실행된 바 있었고 그 때 개입해 당시까지 마켓 등의 운영에 일부 개입하고 있

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과 전문가가 접촉하게 된다. 당시 영주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이었고, 곧 이들을 사업 특성에 맞게 추진위원회로 재구성했다. 그리

고 곧이어 여러 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획 방향에 대

한 아이디어를 얻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추진 사항의 공유와 협력 구도 설정

생산의 장에 초기 공동체 개입에 있어 기획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시적

인 접촉의 특성을 보인 경우 그 내용에 있어 대부분 사용자 및 이들의 요구사항 등

을 확인, 조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였다. 특히 단순히 설문 조사에 그

친 경우도 있었고 기획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A-3(광주폴리Ⅲ)는 기획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개적인 시민공청회를 

열며 초기 공동체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때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내부 관계자를 비

롯해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였고 ‘3차 프로젝트의 향방’으로 여러 논의가 

오가게 된다. 일단 평가단이 2차 광주폴리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3차 광주폴리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간단한 스피치 시간을 가

졌는데, 사실 공청회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내부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가 중심이 되었고 주민들과의 담론에 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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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발언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존 광주폴리에 대한 재고뿐 

아니라 향후 광주폴리Ⅲ에 대한 기획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A-1(연희동주민센터)는 기획단계에서의 일반 주민 열람 이후 전문가 선정 이후 

구체 디자인 계획단계에 이르며 직접적인 공동체 개입이 발생했다. 해당 사례에서 

공동체는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이라는 두 그룹으로 상정되는데 직원들의 경우 인

터뷰를 먼저 시행하며 이들에게서 계획의 방향과 필요 사항을 조사하고 수집하였

다. 그리고 주민들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 마찬가지로 계획 방향을 논의하였다. 불

특정 다수로 상정된 20여명의 주민들에게 먼저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물었고 이들

이 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를 듣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준비한 5개 주

제에 대해 팀을 꾸려 주민센터의 방향과 구체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하는 시간을 가

졌는데, 이는 2-3층의 유휴공간 디자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생산주체 영역에서는 단순히 이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획 사항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후 함께 계획해 나갈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초기 개입에서 조사에 그치며 기획 사항에 

대한 공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획단계에서 처음 공동체 개입이 발생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정적 사용자들인 기존 청소년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

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이용자 특성 확인과 이들의 필요 사항 정도

만 수집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사교육 유무를 묻거나 신체 및 심

리 건강을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항목들이 있었다. 

또한 생성 구도 상정의 사례들은 초기 공동체 개입이 모두 기획 이후 발생한 것으

로 확인된다. 이들은 주 활동 주민들의 확인을 통해 곧 사업 특성에 맞게 조직을 생

성하는데, 그러면서 기획 내용의 공유뿐 아니라 방향 결정에 공동체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론 같은 구도 상정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있

어 이 또한 사례별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 B-2(은로초등학교)는 초기 공동체 개입 시기에 교육청의 추진계획 및 시범

사업 발표 직후 곧바로 사용자 참여형 건축 설계 공모가 이어졌었고, 이에 워크숍을 

통한 조사를 기점으로 학교 개축과 방향에 대한 기획 내용이 교사들에게 상당 부분 

공유되었다. 그리고 설계안 심사 때 설명회에 이들이 사용자그룹으로 들어가게 되

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사례 B-3(할매묵공장)의 경우 시와 전문가들은 구성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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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민들에 접촉하며 주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회 조직을 생성하였다. 당

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함께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회의 등에 참여해 기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유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

었다. 생산주체 영역에서는 처음부터 사업 기획과 방향 결정을 위해 이들 조직을 상

정했고 그에 따라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후 다시 조직이 생성되는 양상이 나타나

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에서도 사업 특성과 적합한 공동체 조직

이 생성되었다. 이들은 성곽마을 관련한 축제 사업에 지원하고 참여함과 동시에 시

의 성곽마을 가치공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권역별 축제를 함께 기획하게 된다. 특

히 해당 과정에서 성곽마을 네트워크 및 주민추진위원회가 새롭게 상정되면서 단발

적 행사에의 개입뿐 아니라 기획 내용에 대한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다.

한편 주민 기조직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사례들에서는 모두 처음부터 

협력 관계를 시작으로 추진 내용에 대한 공유뿐 아니라 기획과 계획 방향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사례에 따른 차이

가 있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기획 이전에 마을엔이라고 하는 주민 조직에 관이 

접촉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때부터 관은 추진

에 대해 논의하며 함께 협력해 도서관 건립 사업을 결정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먼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의 공모를 통해 예산 마련을 준비하게 된다. 일단 

해당 공모를 준비하며 건립될 도서관의 정체성을 ‘책마을’로 잡았고 신청서 자체를 

주민들이 작성하였다. 즉 주민들은 단지 관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서 나아가 이들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리모델링이라는 방법, 주민 

장소로서의 정체성과 구체 프로그램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에서는 관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및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생산주체 영역에서 발생한 

회의 등에 참여하거나 조사에 응함으로써 의견 제시를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

히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의 지원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방향을 잡고자 관과 전문가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한 것

인데, 추진 가운데 사업 범위가 폐객차 4량의 공간 개선으로 구체화되었고 연산역 

일대를 함께 개선하는 것으로 해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으로 기획 방

향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에서는 생산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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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초기 개입이 기획 이전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들 스스로 조성을 위한 전문

가에 먼저 접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이 사용자이기도 하면서 초기에 생산주

체로 프로젝트 진행을 이끌어 나갔는데 그러면서 건축가와 함께 기존 학교 건립 프

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디자인 계획으로의 기획과 계

획 방향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하였다.

정리하자면, 불특정 구도로 상정되는 경우 일단 프로젝트 기획 이전에 추진 배경 

속에서 공동체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청소년 등의 특정 계층 정도로만 지칭, 인지

된다. 그리고 이들의 실질적인 개입의 시기는 기획단계 이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

다. 해당 구도의 상정은 주로 생산주체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추

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초기 개입에 있어서도 특정한 범위나 조직을 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 상정되어 관련 이용자 조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에 들어오게 된

다. 그리고 이후 계획단계에서 공동체는 재상정되고 시공단계에 이르러 재구성 및 

조직화된다.

또한 생성 구도로 상정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개선 등을 

위한 주민 활동이 있든 없든 일단 기획 이전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개입되지 않으

며 본격적으로는 기획단계에 이르면서 사업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한

다. 이러한 공동체 생성은 관 등 생산주체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이들

과 협의한 지역 공동체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조직을 꾸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단계에서 생성된 공동체 조직은 본격적으로 생산과정에 개입하는데, 생

산주체 영역에서는 이들에게 기획 내용을 공유하거나 나아가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조직이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확

인된다. 그리고 계획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나 조직화에 이르게 된다.

반면 재구성 구도에서는 기획 이전에 먼저 공동체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직화하

거나 이미 관련해 실행했던 사업이 있어 활동 조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

산주체 영역과 관계를 맺는데 사례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을 

함께 꾸려나가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획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다시 재구성

되며 시공단계에서는 향후 운영 및 사용과 밀접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제까지 각 사례들을 통해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참여의 특성을 확인한 

것인데, 이를 종합해보고자 할 때 먼저 구도별 각 사례들의 전개에서 나타난 차이들

과 이들의 발생 요인, 상관성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4장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는데, 그에 따라 공동체 참여의 주요 특성을 도출

하며 구도에 따른 전개의 일반화를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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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개입의 특성

4.1 공동체 참여 전개의 차이

4.2 생산을 위한 주 요건

4.3 도식적 해석과 일반화

4.4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의 생산

4.5 소결

이제까지 국내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어떻

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또 그에 따라 어떠한 전개 가운데 생산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

았다. 특히 공동체 초기 개입 구도에 따라 전개의 특징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게 단순히 해석될 문제만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들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구도를 바탕으로 이들의 구조를 귀납

적으로 도출해 일반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사례들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개입 전개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1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해석을 바탕으로 각 구도에 있어 사례 간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과정 및 결과의 총 9가지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그러한 가운데 4.2장에서 차이 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며 공동체의 어떠한 

개입 특성이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것인지 고찰할 것이다. 특히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며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한 공

동체 개입의 요건을 확인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4.3장에서 구도별 공동체 참여 전개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4.4장에서는 공동체 참여가 발생하는 장(場)의 위상을 논하며 생산된 공

적 장소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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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체 참여 전개의 차이

각 사례별로 분석 다이어그램을 도출해 공적 장소를 생산하는 공동체 개입의 양

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생산이 시작될 때 공동체 조건에 따른 초기 개입의 

차이뿐 아니라 과정 및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네 측면, ①공동체의 변화, 즉 유연성을 비롯해 ②특

정 범주 및 내용에의 공동체 개입 집중도, 참여의 ③빈도, ④지속성의 차이가 확인

된다. 그리고 수용성(⑤건축물에의 공동체 의견 반영, ⑥지역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수용, ⑦운영 및 관리에의 공동체 개입)과 변화(⑧운영 및 관리에 개입

하는 공동체 변화, ⑨공간개선 및 변경)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의 경우에도 세부

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구도 및 사례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4.1.1 과정의 차이

(1) 공동체의 변화 : 유연성

프로젝트의 기획 이전 또는 기획단계에 이르러 공동체의 초기 개입이 발생하는데 

이때 공동체는 생산 조건이나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세 구도-불특정, 생성, 재구성-

로 생산의 장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전개되는 가운데 개입하는 

공동체가 아예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기존 참여 공동

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조정되는 등 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생산의 장에 개입하

는 공동체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장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참여 공동체

가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체의 초기 개입 구도에 따라 공동

체 변화 양상의 차이가 있다.

① 불특정 구도에서의 공동체 변화 : 공동체 재상정 및 재구성과 조직화

생산과정에 불특정한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참여가 시작되는 사례들

에서는 계획 또는 시공단계에 이르러 개입하는 공동체를 재상정하는 가운데 재구성

하고 조직화하는 특성이 확인된다. 사례별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다.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공간개선 추진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집 이후 전문가 선정을 지나 계획단계에 이르며 적극적인 공동체 개입이 발

생한다. 이들은 인터뷰 및 워크숍에 초청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조사뿐 아니라 추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생산주체 영역에서는 이들에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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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

b
Ⅰ-1      초기개입◀
불특정주민→열람 및 
의견수집

c -

d -

e -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

c -

d -

e -

설
계

a -

b
Ⅰ-1     .  재상정◀
불특정주민→사업과 
워크숍 안내 및 홍보

c Ⅱ-1,Ⅲ-2-1

재상정,재구성◀
인터뷰, 워크숍 그룹
→설계협의

d

e -

(4) 
시공

a -

b -

c -

d

Ⅱ - 1 , Ⅲ - 1 , Ⅲ
-2-1,Ⅲ-2-2

조직화◀◁
카페운영조직 등→향
후 운영 관련

e -

(5) 
준공
이후

a
Ⅰ-1,Ⅱ-1,Ⅲ-1,
Ⅲ-2-1,Ⅲ-2-2 

◀◁  

b
Ⅰ-1,Ⅱ-1,Ⅲ-1,
Ⅲ-2-1,Ⅲ-2-2 

◀◁  

c Ⅲ-2-1          ◁

d Ⅲ-2-1            ◀

e Ⅲ-2-1            ◁

표 4-1. 사례A-1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워크숍 이후 ‘함께 계획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

러면서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은 다시 초청되어 설계안

에 대해 2차 워크숍에서 툴킷 및 설문과 토론을 통해 디

자인 수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개선되고 조성될 공간

에 대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는 ‘주민공동체 공유

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을 마련해 개방함으로써 주민

들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는데, 

계약 이후 사례 답사를 통해 이에 대한 향후 사용과 운

영에 주민들이 밀접하게 개입하는 것을 고려한 바 있었

다. 이에 계획단계에서 주민워크숍을 통해 접촉된 주민

들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카페의 운영과 관리를 주민자

치위원회에서 맡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 조성 과정

에서 이들을 따로 생산과정에 개입시키고 재능공유프로

그램 수료자 중심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

다. 그 외에 외부 학생들과 인근에 사는 다수의 외국인

들에게 접촉함으로써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조직 

운영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당 사례에서

는 계획단계에서 불특정 다수로 초청된 주민들이 다시 

구성되고 그 외의 주민들도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생산과

정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재상정되고 일부 재구성되면서 

향후 장소의 이용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조직들을 

만드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도 기획단계에서 공동

체 초기 개입이 발생한 경우이다. 당시 불특정 다수의 

일시적인 참여 이후 과정에 있어 해당 사례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는 별다른 참여가 나타나지 않다가 시공단계에

서 다시 공동체 개입이 발생한다. 청소년간담회였는데 

이 또한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이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한 행사였다. 그러한 가운데 

재단 측에서는 개관 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이의 사용에 밀접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공고를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꾸리고 동아리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설명회

를 비롯해 조직별 활동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다. 즉 해당 사례는 기획단계에서의 

공동체 초기 개입 이후 계획단계에서 재상정을 통해 공동체가 개입하다가 다시 새

롭게 모집을 통해 조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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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

b
Ⅰ-1      초기개입◀
불특정 청소년시설이
용자→조사,의견수렴

c -

d -

e -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

c -

d -

e -

설
계

a -

b -

c -

d -

e -

(4) 
시공

a
Ⅰ-1      재상정◀
불특정주민→대여 및 
이용

b

Ⅰ-1        재상정◀
불특정지역청소년→
이용 및 운영 관련 모
임 공고

c

Ⅰ-1,Ⅱ-1,Ⅲ-1

재상정,조직화◀
불특정지역청소년,청
소년운영위원회,동아
리→청소년간담회,설
명회

d -

e -

(5) 
준공
이후

a
Ⅰ-1,Ⅱ-1,Ⅲ-1

◀◁  

b
Ⅰ-1,Ⅱ-1,Ⅲ-1

◀◁  

c Ⅰ-1,Ⅱ-1   ◀◁  

d Ⅰ-1,Ⅱ-1      ◀
e -

표 4-2. 사례A-2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A-3(광주폴리Ⅲ)은 기획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시

적 참여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 다시 공모전 방식을 통

해 일시적인 참여가 발생했다. 뻔뻔폴리와 관련한 대국

민아이디어공모전이었는데 이때 당선된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상공모를 시행한 것이

다. 그리고 일반시민평가단이 구성되어 2차 심사에 포함

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가

운데 쿡폴리 조성에 있어 마찬가지로 지역 청년 공모를 

시행하는데, 7명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향

후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GD폴

리의 설치와 관련해 협의를 위해 지자체 및 인근 학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프로젝트가 전개되며 필요에 의해 공동

체를 재상정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나 일시적인 개입에 

그친다. 그리고 또다시 모집을 하는데 이때는 쿡폴리 조

성에 있어 향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화하는 양상

을 보인다. 

② 생성 구도에서의 공동체 변화 : 다층적 상정 및 

재구성과 조직화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주 활동 주민들을 확인 또는 발

굴해 기획단계에 이르러 공동체를 생성하는 사례들의 경

우, 그 전개에 있어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생성하고 일부

가 재구성됨으로써 조직화에 이르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했던 이들이 이후 행사 등

에 다시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사례별 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다.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에서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

을 발주하기 직전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각 권역별 주민 

조직화 및 성곽마을 관련한 행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권역별 주요 성곽마을네

트워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행촌권에서 소수의 주요 활동 주민이 포함된다. 

그리고 행촌 및 교남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곽마을 사업 개입을 위한 사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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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Ⅰ-1        재상정◀
불특정주민→축제행
사를 통한 폴리홍보

b -

c
Ⅰ-1      초기개입◀
불특정주민→시민공
청회 공개 초청

d -

e -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Ⅰ-1        재상정◀
전국민→폴리컨셉 공
모전

c
Ⅰ-1        재상정◀
불특정주민→워크숍 
공개 초청

d
Ⅱ-1        재상정◀
일반시민평가단→폴
리 심사 참여

e -

설
계

a
Ⅱ-1        조직화◀
광주청년협동조합→
쿡폴리 운영 교육

b
Ⅰ-1      재상정◀
불특정지역청년→폴
리 운영 공고

c -

d -

e -

(4) 
시공

a

Ⅰ-1,Ⅱ-1

재상정◀◁
불특정 및 운영조직→
쿡폴리 행사

b -

c Ⅰ-1,Ⅲ-1 재상정◀
학부모,시민단체→GD
폴리 설치 협의

d

e -

(5) 
준공
이후

a Ⅰ-1               ◀

b Ⅰ-1               ◀

c Ⅱ-1               ◁
d -

e -

표 4-3. 사례A-3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이 만들어졌다. 특히 시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단 및 일반 주민들을 기반

으로 행촌성곽마을추진위원회 및 위원들을 새롭게 상정

함으로써 함께 지역 축제를 두 차례 기획하고 실행하였

다. 이처럼 공동이용시설의 본격적인 조성 이전, 재생사

업의 추진 속에서 공동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름은 유

사하나 새롭게 주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이

전의 추진단과 위원회에 포함된 주민들이 일부 조정되면

서 성곽마을네트워크에 포함되었던 주 활동 주민들을 중

심으로 다시 구성된 것이다. 해당 위원회가 이후 재생사

업을 비롯해 지역 거점이 될 행촌공터 계획에 참여하였

고 그러한 가운데 시과 전문가들은 향후 공터의 이용과 

운영을 맡게 될 조직을 세부적으로 꾸리게 되면서 그 이

름을 주민협의체로 다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 일단 협

의체 내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들을 선출하였고 지역재생

활동가와 간사를 위촉했다. 무엇보다 농업을 중점으로 

해 지역 정체성을 잡아나가면서 협의체 산하에 도시농업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며 이들이 세 개의 지역 거점 건

립에 대해 개입하게 된다. 특히 각 행촌공터의 시공단계

에 이르며 본격적으로 건물의 향후 운영 준비와 관련해 

공동체가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기존 협의체는 주민

공동체위원회(임시주민협의체)로 시에 공식 등록되었고 

전문가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운영 등의 교육 등을 받도

록 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지역의 다른 주민 조직들

이 연합해 ‘인왕마을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행사 등이 

열리기도 한다. 이처럼 해당 사례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공동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면서 계획

단계에 이르러 이들을 기반으로 조정된 주 조직이 계획

에 참여한다. 특히 시공단계에 이르러 공동이용시설의 주민 운영과 관련해 산하의 

공동체 모임 설립하거나 기존 주민들의 새로운 연합이 발생하는 등 조직화 양상이 

나타난다.

사례 B-2(은로초등학교)는 계획단계에서 다층적 상정이 확인된다. 기획단계에서

의 워크숍그룹을 기반으로 이후 사용자그룹으로 확대되어 구성된 이들이 현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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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Ⅰ-1,Ⅱ-1,Ⅲ-1,
Ⅲ-2-1,Ⅲ-2-2     

초기개입,다층적상정

◀◀
불특정주민,사업추진
단,주민직능단체,추
진위원회,성곽마을네
트워크→사업추진열
람, 축제 및 주민지원
사업, 워크숍 및 간담
회 등

b

c

d
Ⅲ-1,Ⅲ-2-1    ◁
주민직능단체,추진위
원회→축제 방향 협의

e -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Ⅲ-2-1    재구성◀
불특정주민,주민추진
위원회→행사 등

b -

c -

d -

e -

설
계

a Ⅰ-1,Ⅲ-2-1 ,Ⅲ

-2-2     재구성◀◁
불특정주민,주민협의
체,활동가,도시농업
공동체→축제 및 교
육, 설문조사, 설명회 
및 워크숍 등

b

c

d
Ⅲ-2-1,Ⅲ-2-2  ◁
주민협의체,활동가→
계획 협의

e -

(4) 
시공

a

Ⅰ-1,Ⅲ-1,Ⅲ-2-1 
,Ⅲ-2-2

재구성◀◁
불특정주민,직능단체
(인왕넷),주민협의
체,활동가→행사 및 
교육 등

b
Ⅰ-1,Ⅲ-2-1,Ⅲ-2 

–2      조직화◀◁
불특정주민,주민공동
체위원회(임시협의
체),활동가→설명회 
및 워크숍 등

c

d
Ⅲ-2-1,Ⅲ-2-2 ◁
주민협의체,활동가→
운영 협의

e -

(5) 
준공
이후

a

Ⅰ-1,Ⅲ-2-1,Ⅲ-2 

–2            ◀◁
불특정주민,주민협의
체,활동가→개소식

b Ⅰ-1,Ⅲ-2-1 ◀◁

c Ⅲ-2-1         ◁

d Ⅲ-2-1         ◀

e Ⅲ-2-1         ◁

표 4-4. 사례B-1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안의 2차 심사에서 의견 제시를 통해 과정에 개입한 점

이 있었다. 특히 디자인 계획단계에 이르며 이들을 포함

해 세 워킹그룹이 형성되었는데, 기존에 참여했던 사용

자그룹의 교사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 조직

이 만들어진 것이다. 각 형성된 조직은 워크숍을 통해 

함께 모이거나 전문가 측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접촉

해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단순히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치나 형태 등도 

협의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기획 이후 계획단계에 이

르며 사업 진행에 따라 워크숍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조직이 다층적으로 생성되면서 교사 중심의 워킹그룹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학생 워킹그룹은 교육과 워크숍 

일부에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특성도 함께 확인된다. 또

한 동일 구도의 다른 사례들과 달리 조성될 장소의 이용

과 운영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직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B-3(할매묵공장)도 위의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

와 같이 재생사업 가운데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이 이루

어진 경우이다. 기획단계에서 먼저 도시재생 사업 공모

를 위해 구성마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기획을 본

격화하면서 주민활동가를 새롭게 세우며 기존 협의회를 

조정해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특히 공동이용시설의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주민들

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가운데 묵공장 및 판매에 대한 

기획으로 할매묵공장사업단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즉 해당 사례의 경우 사업 추진 특성에 따라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상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상정된 조직의 조

정을 통한 재구성이 모두 기획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리

고 이후 계획 및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단을 중심

으로 참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공단계에 이르러 시

설의 주민 운영을 위해 사업단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

하는 것에 대해 구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후 조직된 

주민들이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비롯해 판매 등을 맡

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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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

b -

c
Ⅱ-1     초기개입◀
워크숍그룹(교사)→
조사

d -

e -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

c Ⅱ-1,Ⅲ-2-1     

재구성◀
사용자그룹(교사)→
설명회 및 의견수렴

d

e -

설
계

a
Ⅱ-1             ◁
워킹그룹(학생)→디
자인교육

b

Ⅰ-1,Ⅱ-1,Ⅲ-2-1

◁
불특정학교관련자들,
워킹그룹(교사,학부
모,학생)→공개,의견
수렴

c
Ⅱ-1,Ⅲ-2-1    

다층적상정◀
워킹그룹(교사,학부
모,학생)→워크숍 및 
설명회, 설계안 협의

d

e -

(4) 
시공

a -

b
Ⅰ-1             ◀
불특정학교관련자들
→공개,의견수렴

c -

d -

e -

(5) 
준공
이후

a -

b Ⅰ-1             ◀
c -

d -

e -

표 4-5. 사례B-2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③ 재구성 구도에서의 공동체 변화 : 재구성 및 조

직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부터 관련해 존재해 온 조

직에 관 또는 전문가들이 접촉함으로써 곧바로 기획과 

계획 방향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별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재구성

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최종적으로 재구성된 조직뿐 아니라 관련

한 기존 조직 주민들, 재구성 과정에 일부 참여했던 이

들이 생산과정에 함께하게 되는 다층적 개입 특성이 나

타난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도서관 건립 활동을 

비롯해 지역의 도서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열고 있

던 마을엔 주민들에게 관이 접촉함으로써 함께 사업 공

모에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었다. ‘더불어 가는 

책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된 이후 곧이어 기본계획이 수

립되었는데 이 또한 지역의 협동조합 기업이 맡게 된다. 

그리고 마을엔 주민들은 기본계획에의 참여를 위해 당

시 도서관 건립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에 접촉해 모임

을 결성하였고 이후 도서관활동가를 포함한 주민 8명이 

기본계획의 조사와 프로그램 구상을 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지역의 도서 관련 시민단체와 연

합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관에서는 설계 발주 전 MP를 

뽑기로 하는데 이러한 주민들과 관, 건축가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 중에서 1명을 세웠다. 이

처럼 기획단계에서 관이 접촉한 기존 주민조직의 다층

적 상정과 개입이 확인된다. 계획단계부터는 협동조합

과 주민 MP를 중심으로 공동체 개입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들은 해당 과정에 일반 주

민들과 시민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개입시킨다. 이때 시와 구가 협동조합의 도서관 

준비 활동에 지원을 한 것인데, 이를테면 축제를 열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건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도서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브리핑이나 미팅 등을 통한 건축가와의 협의에서는 단순히 개별 주민으로서의 의견

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수집되고 정리된 사항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주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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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

e -

(2)
기획

a
Ⅰ-1,Ⅱ-1,Ⅱ-2,
Ⅲ-2-1   초기개입,다

층적상정,재구성 ◀◀
불특정주민,구성마을
협의회,활동가,주민
추진위원회·주민협
의회→교육 및 주민지
원사업, 조사, 설명회 
등

b

c

d
Ⅱ-1,Ⅱ-2,Ⅲ-2-1

다층적상정◀
할매묵공장사업단,활
동가,주민추진위원
회·주민협의회→계
획 방향 논의 및 결정

e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Ⅱ-1,Ⅱ-2,Ⅲ-2-1

◁
할매묵공장사업단,활
동가,주민추진위원회
→교육 및 답사 등

b -

c

Ⅱ-1,Ⅱ-2,Ⅲ-2-1

◁
할매묵공장사업단,활
동가,주민추진위원회
→주민공청회

d -

e -

설
계

a

Ⅱ-1,Ⅱ-2      ◁
할매묵공장사업단,활
동가,주민추진위원회
→교육 및 답사, 행사 
등

b -

c -

d -

e -

(4) 
시공

a

Ⅰ-1,Ⅱ-1,Ⅱ-2

조직화◀
불특정주민,할매묵공
장사업단(협동조합),
활동가→홍보행사 등

b -

c -

d -

e -

(5) 
준공
이후

a

Ⅰ-1,Ⅱ-1,Ⅱ-2,

Ⅲ-2-1       ◀◁
불특정주민,할매묵공
장사업단(협동조합),
활동가,주민추진위원
회→준공식

b Ⅰ-1,Ⅱ-1   ◀◁

c Ⅱ-1           ◁

d -

e -

표 4-6. 사례B-3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크숍을 열어 미처 건립계획과 설계안에 대해 모르는 주

민들을 초청해 주민 MP가 설계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획 및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관

이 접촉한 주민 조직 이외에도 다른 조직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과 주민 MP, 협동조합 

주민들을 중심으로 향후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청소년 운영 조직과 동아리들을 세부적으로 꾸리게 된

다. 특히 해당 시기에 주민 MP와 협동조합, 그리고 동아

리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기도 했었다. 또한 협동조합이 주최해 일반 주민들 

모두가 모이게 된 축제에서 도서관에 놓일 가구 리폼 행

사도 열렸다. 이처럼 해당 사례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차

례의 재구성,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생산과정에 다층적

으로 개입하면서 상당히 복합적인 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또한 기존 조직과 

관련한 다층적 개입이 나타난다. 이전에 관련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주민 조

직에 접촉함으로써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조

직화하는 초기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기획단계

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들 주민의 

일부가 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협의체 구성

에 포함되는데 이후 사업 진행은 이러한 협의체 주민들

이 대표성을 가지고 개입하게 된다. 한편 기획단계에서 

열린 주민 컨퍼런스를 비롯해 계획단계에서의 답사 등 

기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간헐적으로 이들이 함

께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C-1(구산동

도서관마을) 사례처럼 조직화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C-3(남한산초등학교)는 기존 위원회를 중심으로 

곧바로 함께 기획을 진행하는데 이들은 사용자그룹으로 

재구성됨으로써 계획에 이르기까지 총 8회의 워크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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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협의하는 이들이었고 그 외에 새롭게 상정

되거나 향후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조직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해

당 사례는 위 사례들과 초기 개입 양상은 유사하나 다층적 개입과 조직화에 있어서

는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구도 및 사례별 참여하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교

를 위해 변화의 ‘정도(degree)’ 측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불특정 구도로 초기 개입이 시작된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 A-2(칠보청소년문화

의집), A-3(광주폴리Ⅲ)의 경우 각각 10, 4, 6차례의 변화가 발생했다. 생성 구도

의 B-1(성곽마을행촌공터), B-2(은로초등학교), B-3(할매묵공장) 사례들은 10, 6, 

6차례가, 마지막으로 재구성 구도의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 C-2(연산역기차

문화체험관), C-3(남한산초등학교)은 각각 13, 3, 3차례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변화

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동일 구도 내 변화의 정도가 높은 사례들 모두, 

예컨대 기존의 사업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포함되고 대표를 세우면서 추진

위원회로 다시 구성하는 등 참여하는 공동체의 재구성 발생 정도 또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4-7).

초기개입 불특정 생성 재구성

사례 A-1 A-2 A-3 B-1 B-2 B-3 C-1 C-2 C-3

다수 
참여공동체

Ⅰ-1
Ⅱ-1

Ⅰ-1 Ⅰ-1 Ⅱ-2-1 Ⅱ-1 Ⅱ-1 Ⅲ-2-1 Ⅲ-2-1 Ⅲ-2-1

불특정
주민,워
크숍그룹

불특정
주민

(청소년)

불특정
광주시민

추진위원
회(주민
협의체)

워킹그룹
할매묵공
장사업단

은평도서
관마을협
동조합

추진
협의체

사용자
그룹

변화정도 10 4 6 10 6 5 13 3 3

참여공동체 
기반 재구성
여부,정도

○ - - ○ ○ ○ ○ ○ ○

3 - - 9 2 3 5 2 1

표 4-7. 사례별 다수 참여 공동체 유형 및 변화의 정도 비교

(2) 특정 범주 및 내용에의 공동체 개입도

공동체가 초기 개입한 이후 프로젝트가 전개되며 비교적 단일하게 참여 양상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사항에 여러 공동체의 

1) 해당 ‘정도(degree)’의 표기는 종합적인 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사례의 절대적인 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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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Ⅰ-1,Ⅲ-1 기조직◁
불특정주민,주민기조
직(마을엔)→도서관
건립추진 등

b

c

d Ⅲ-1     초기개입◁
주민기조직(마을엔)
→사업 협의 및 결정e

(2)
기획

a

Ⅰ-1,Ⅱ-2,Ⅲ-1,

Ⅲ-2-1,Ⅲ-2-2 ◁
불특정주민,활동가,
마을엔,연구진,MP→

축제 및 답사 등

b

Ⅰ-1,Ⅱ-2,Ⅲ-2-1

              ◁
불특정주민,활동가,
연구진→기본계획관

련 설문조사 등

c

Ⅱ-2,Ⅲ-2-1,Ⅲ-2 

–2      재구성◀◁
활동가,협동조합,MP

→협치회의 등

d
Ⅱ-2,Ⅲ-1,Ⅲ-2-1

  재상정,재구성◀◁
활동가,두꺼비하우
징,마을엔,연구진→
기본계획 및 참여예산
사업 협의와 결정

e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Ⅰ - 1 , Ⅱ - 1 , Ⅲ
-2-1,Ⅲ-2-2      

재상정(추가)◀◁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협동조합,MP→
축제

b -

c

Ⅰ - 1 , Ⅱ - 1 , Ⅲ

-2-1,Ⅲ-2-2 ◀◁
불특정주민,지역직능
단체,협동조합,MP→
워크숍 등

d

Ⅱ-1,Ⅲ-2-1,Ⅲ-2 

–2             ◁
지역직능단체,협동조
합,MP→설계안 의견

e -

설
계

a

Ⅰ-1,Ⅱ-1,Ⅲ-1,
Ⅲ-2-1,Ⅲ-2-2 

◀◁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지역직능단체,
협동조합,MP→축제 

및 교육 등

b

Ⅰ-1,Ⅱ-1,Ⅲ-2-1 

,Ⅲ-2-2      ◀◁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협동조합,MP→

의견수립

c

Ⅰ-1,Ⅱ-1,Ⅲ-1,
Ⅲ-2-1,Ⅲ-2-2 

◀◁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지역직능단체,
협동조합,MP→워크숍

과 주민설명회 등

d
Ⅲ-2-1,Ⅲ-2-2 ◁
협동조합,MP→건축가
와 협의

e Ⅲ-2-2          ◁
MP→건축가와 협의

표 4-8. 사례C-1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개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각 사례

별 다이어그램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

보다 이러한 경우는 공동체가 초기 개입할 때 새롭게 구

성되거나 기존 조직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생성, 재구성 

구도의 사례들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그렇다면 구도 및 

사례별로 이러한 개입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공동체 변화 표 내 명암 표기 구간).

① 불특정 구도에서의 개입도 특성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기획단계에서의 주

민 열람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

수의 주민들이 초청되어 워크숍에 참여했다. 계획과 관

련해 2번에 걸쳐 워크숍을 시행했는데 이때 초청된 2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방향부터 프로그램, 구체안까지 결

정하면서 특히 2차 워크숍을 기점으로 향후 주민센터의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공동체를 새롭게 상정해 꾸리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공사가 시작되고 이들과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시공단계(d)에서 네 구도로 

상정된 유형의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 유

형이 모두 기존 워크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생산주체 영역의 전문가들이 외부의 다른 주민들이나 

조직을 접촉해 생성한 경우도 있다.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생산과정을 보면 일단 공

사가 마무리되고 내부 시설들의 세부 디자인이 이루어

지고 있을 때 청소년 간담회가 열렸고 이때 다시 불특정 

다수로의 상정이 새롭게 발생한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

는 또다시 공고와 모집을 통해 공동체 상정을 하는데, 

이후 이들을 기반으로 향후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조직들

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달리 

이들이 당시 생산 자체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시기적

으로는 시공단계(c)에서 조직화와 관련해 두 구도로 상

정된 공동체의 최대 개입이 나타난다. 

A-3(광주폴리Ⅲ)의 경우 각 폴리마다 계획 및 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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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

a

Ⅰ-1,Ⅱ-1,Ⅲ-1,
Ⅲ-2-1,Ⅲ-2-2 

조직화◀◁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청소년운영위원
회 및 동아리,지역직
능단체,협동조합,MP

→축제 및 교육 등

b
Ⅰ-1,Ⅱ-1,Ⅲ-2-1 

,Ⅲ-2-2조직화◀◁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협동조합,MP→

공고 및 설명회
c

d

Ⅱ-1,Ⅲ-2-1,Ⅲ-2 

–2              ◁
청년워킹그룹,협동조
합,MP→공사현장방
문,의견

e -

(5) 
준공
이후

a

Ⅰ-1,Ⅱ-1,Ⅲ-1,
Ⅲ-2-1,Ⅲ-2-2 

◀◁
불특정주민,청년워킹
그룹,지역직능단체,
협동조합,MP→개관 
축제

b
Ⅰ-1,Ⅱ-2,Ⅲ-1,

Ⅲ-2-1       ◀◁

c
Ⅰ-1,Ⅱ-2,Ⅲ-2-1

   재구성(일부)◀◁

d
Ⅰ-1,Ⅱ-2,Ⅲ-2-1

              ◀

e Ⅱ-2,Ⅲ-2-1    ◁

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시공단계에 이르며 먼저 쿡

폴리가 오픈되었다. 이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과 이의 

운영 조직으로 계획단계에서 상정된 협동조합의 참여가 

발생했다. 또한 GD폴리의 설치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열

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공단계에 이르러 두 차례(a, c), 

각각 두 구도로 상정된 이들의 최대 개입이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② 생성 구도에서의 개입도 특성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의 경우 행촌권 사업이 

추진되는 기획 과정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생성하는 가

운데 가장 높은 개입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와 관련해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뿐 아니라 사업추진단

이 생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주체의 적극적인 개입

을 통해 다시 주민추진위원회가 새롭게 상정되면서 관

련한 행사들의 기획과 추진에 이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획단계

(a,b,c)에서 각각 다섯 구도로 상정된 공동체 유형들의 개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

였다. 모두 가치공유 사업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축제, 열람과 의견수렴, 워크숍 및 

간담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B-2(은로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전문가 선정 이후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기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할 그룹을 추리고 

특히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각각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

단계(b)에서 정보 공개와 의견 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학교 관련자들을 비롯해 총 세 

구도의 공동체 개입이 나타났다.

사례 B-3(할매묵공장)은 기획단계에서 협의회를 구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운

영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주민 활동가를 별도로 세우게 되는데, 특히 묵 사업과 관련

해 이후 계획 방향이 잡히면서 관련한 주민들을 추려 묵공장사업단을 구성한다. 결

과적으로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처럼 기획단계(a,b,c)에 총 네 구도의 유형이 

추진 회의 등에 참여하다가 이후 계획단계에서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참여가 지속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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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Ⅲ-1       기조직◁
주민자치위원회→축
제사업 등

b -

c
Ⅲ-1,Ⅲ-2-1

재구성,초기개입◀
주민자치위원회,마을
추진위원회→사업지
원 및 협의

d

e
Ⅲ-2-1          ◁
마을추진위원회→사
업추진결정

(2)
기획

a Ⅲ-2-1    재구성◀
추진협의체→교육 등

b -

c

Ⅰ-1,Ⅲ-1,Ⅲ-2-1 

            ◀◁
불특정주민,주민자치
위원회,추진협의체→
컨퍼런스 등

d Ⅲ-2-1          ◁
추진협의체→계획방
향 협의 및 결정e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

c Ⅲ-2-1          ◁
추진협의체→컨설팅 
및 설계 방향 협의d

e -

설
계

a

Ⅰ-1,Ⅲ-1,Ⅲ-2-1 

            ◀◁
불특정주민,주민자치
위원회,추진협의체→
답사

b -

c Ⅲ-2-1          ◁
추진협의체→컨설팅 
및 최종안 협의d

e -

(4) 
시공

a -

b -

c -

d -

e -

(5) 
준공
이후

a
Ⅰ-1,Ⅲ-2-1 ◀◁
불특정주민,추진협의
체→개소식

b Ⅰ-1          ◀
c -

d -

e -

표 4-9. 사례C-2 공동체 변화
◀: 변화, ◁: 기존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③ 재구성 구도에서의 개입도 특성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경우 기획 이전부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활동을 전개해 온 주민 조직에 관이 

접촉했고 기획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의 재구성이 이

루어졌다. 특히 기본계획을 지역의 기업이 수행하게 되

면서 기존 마을엔 조직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을 포함

한 활동가들이 세워지고, 이후 지역 내 직능단체들을 포

함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제안사업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주

민 MP가 세워져 축제 등의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결

과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위해 공동

체가 재구성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의 참여를 위한 교

육 및 주민사업 행사와 관련해(a) 각각 다섯 구도로서의 

개입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디자인 구체 계획

(a,c)과 시공단계(a)에서도 동일한 개입도가 나타난다. 

다만 계획단계에 이르러서는 활동가는 사라지고 청년워

킹그룹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 합류함으로써 참여한다. 

즉 해당 사례에서는 총 네 범주에서 최대 개입도가 발생

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의 경우 기획 이전에 

기존 활동 조직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첫 번째로 재구성

되었고 사업 선정 이후에 기획단계에 이르며 다시 한번 

이들이 협의체로 구성된다. 그러한 가운데 기획단계(c)

와 구체 계획단계(a)에서 가장 높은 개입도를 보인다. 

먼저 기획단계의 경우 주민 컨퍼런스에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체가 참여하였고, 이후 

계획단계에서의 답사에서도 동일하다. 각각 총 세 구도

로 상정된 공동체가 개입하였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은 재구성되는 기획단계(b)

에서 두 구도의 참여로 가장 높은 개입도를 보인다.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사용자

그룹을 포함해 불특정 학교 관련자들에게 진행 사항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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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발생 공동체 참여

(1)
기획
이전

a -

b -

c -

d

Ⅲ-1

기조직◀
위원회→리모델링추
진

e
Ⅲ-1     초기개입◁
위원회→건축가와 기
획방향 결정

(2)
기획

a -

b
Ⅰ-1,Ⅲ-1      ◁
불특정학교관련자,위
원회→공개

c Ⅲ-2-1    재구성◀
사용자그룹(교사,학
부모)→워크숍을 통
한 계획 협의 및 결정

d

e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

b
Ⅰ-1,Ⅲ-2-1 ◀◁
불특정학교관련자,사
용자그룹→공개

c -

d Ⅲ-2-1          ◁
사용자그룹→협의 및 
결정e

설
계

a -

b
Ⅰ-1,Ⅲ-2-1 ◀◁
불특정학교관련자,사
용자그룹→공개

c -

d Ⅲ-2-1          ◁
사용자그룹→최종안 
결정e

(4) 
시공

a -

b -

c -

d Ⅲ-2-1          ◁
사용자그룹→공사관
련협의e

(5) 
준공
이후

a
Ⅰ-1,Ⅲ-2-1 ◀◁
불특정학교관련자,사
용자그룹→준공

b Ⅰ-1,Ⅲ-1   ◀◁
c -

d -

e Ⅰ-1,Ⅲ-1      ◁

표 4-10. 사례C-3 공동체 변화
◀: 범주변화, ◁: 기존범주기반
*명암표기 구간: 최대 개입도

이를 바탕으로 사례들의 개입도를 종합해 확인해보면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특히 각각의 세부적인 공동체

를 따져 정도로 표기하였다.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도

에서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 B-1(성곽마을행촌공

터), C-1(구산동도서관마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특히 C-1 사례의 경우 기획뿐 아니라 계획과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대 개입도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3) 참여의 빈도 및 지속성

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가 발생하는 양

적 차이가 있다. 이를 빈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또한 3장에서 사례들을 분석할 때 기획 

이전부터 준공에 이르는 참여 내용을 총 25개 범주로 나

누어 보았는데, 그 중 발생 대비 참여가 나타난 빈도를 

함께 살펴보겠다. 

① 불특정 구도에서의 빈도 및 지속성 차이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의 경우 기획 이전부터 준

공 전까지 살펴보았을 때 공동체 개입은 기획단계(b)에

서의 초기 개입 이후 디자인 구체 계획단계(b,c,d)에서 

워크숍 참여를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시공단계(d)

에 이르러서는 향후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조직화 과정

에서 참여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

정에서 발생한 총 18개 범주 내 5개 부문에서 참여가 발

생한 것이며, 설계 과정 이후 공사단계에 이르는 가운데 

부분적 지속성이 확인된다.

사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생산과정에서 공동체 참여는 기획단계(b)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조사를 통한 초기 개입 이후 실질적인 계획 과정에서는 참여

가 발생하지 않다가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공단계(a,b,c)에서 청소년 간담회를 

비롯해 이용 및 운영에 참여할 이들의 조직화 과정에서 참여가 나타났다. 총 18개의 

발생에서 4개 부문의 참여가 나타난 것이며, 기획 및 시공단계에서만 공동체가 개

입하면서 단계별 지속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277 -

구분 사례 발생단계 및 범주 내용
개입 유형

정도
Ⅰ-1 Ⅱ-1 Ⅱ-2 Ⅲ-1 Ⅲ-2-1 Ⅲ-2-2

불
특
정

A-1 시공단계(c) 조직화관련 - ◉ - ○ ◎ ○ 7

A-2 시공단계(c) 조직화관련 ○ ◉ - ○ - - 5

A-3
시공단계(a) 행사 ○ ○ - - - - 2

시공단계(c,d) 설명회,워크숍 ○ - - ◎ - - 3

생
성

B-1

기획단계(a) 축제 ○ ○ - ○ ◎ ○ 6

기획단계(b) 열람 및 의견수렴 ○ ○ - ○ ◎ ○ 6

기획단계(c) 워크숍,간담회 ○ ○ - ○ ◎ ○ 6

B-2 계획설계단계(b) 정보공개 및 조사 ○ ◎ - - ○ - 4

B-3

기획단계(a) 교육,답사 ○ ○ ○ - ◎ - 5

기획단계(b) 조사 ○ ○ ○ - ◎ - 5

기획단계(c) 워크숍,설명회 ○ ○ ○ - ◎ - 5

재
구
성

C-1

기획단계(a) 교육,행사 ○ ○ ○ ○ ○ 5

계획설계단계(a) 교육,행사 ○ ○ - ◎ ○ ○ 6

계획설계단계(c) 주민설명회 ○ ○ - ◉ ○ ○ 7

시공단계(a) 행사 ○ ◎ - ◉ ○ ○ 8

C-2
기획단계(c) 주민컨퍼런스 ○ - - ○ ○ - 3

계획설계단계(a) 답사 ○ - - ○ ○ - 3

C-3

기획단계(b) 정보공개 및 의견수집 ○ - - - ◎ - 3

계획전문가선정단계(b) 정보공개 및 의견수집 ○ - - - ◎ - 3

계획설계단계(b) 정보공개 및 의견수집 ○ - - - ◎ - 3

표 4-11. 구도 및 사례별 최대 개입도 비교
*Ⅰ-1: 불특정다수, Ⅱ-1: 생성(다수), Ⅱ-2: 생성(소수), Ⅲ-1: 유지 및 지원, Ⅲ-2-1: 재구성(다수), Ⅲ-2-2: 재구성(소수)

*○: 세부 1개 영역, ◎: 2개, ◉: 3개. ●: 4개 이상

사례 A-3(광주폴리Ⅲ)에서는 기획 이전을 제외하고 준공 전 모든 단계에서 참여

가 발생했다. 기획단계(a,c)에서의 세미나 및 축제, 계획단계에서 컨셉 공모 및 작

가 선정(b,c,d) 과정, 그리고 향후 운영과 관련해 구체 계획단계(a,b)에서와 시공

단계(a,c,d)에서 설치 협의를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한 개입이 나타난다. 정리해보면 

총 19개 범주로 확인되는 추진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참여가 발생한 것으로, 기획단

계 이후 공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례 A-1과 같이 부분적인 지속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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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성 구도에서의 빈도 및 지속성 차이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의 생산과 관련해 공동체 참여는 기획 이전에는 없었

고 생성을 통해 초기 개입이 발생한 기획단계(a,b,c)에서부터 전문가 선정(a), 거

점 조성 계획(a,b,c,d), 이후 시공단계(a,b,c,d)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참여

가 발생했다. 다만 3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각 단계 내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총 25개의 발생 가운데 13개 범주에서 참여가 나타난 것

으로, 전 과정은 아니나 기획단계 이후 공사 과정에 이르는 지속성이 확인된다.

사례 B-2(은로초등학교)의 경우도 위 사례처럼 기획 이전을 제외한 기획단계

(c,d,e)와 전문가 선정(c,d) 및 구체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계획단계(b,c,d), 그리

고 시공단계(b)에서 공동체 참여가 발생했다. 특히 계획단계에서 워크숍을 통안 디

자인 협의 과정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총 17개 발생 중 7개 범

주 내 참여가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기획단계 이후 시공단계에 이르는 부분적인 

지속성이 확인된다.

사례 B-3(할매묵공장)에서도 기획 이전에는 공동체 참여가 나타나지 않고 이후 

기획단계(a,b,c,d,e)과 계획(a,c), 시공단계(a)에서는 모두 참여가 발생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기획단계 내 계획 방향 결정에 이르는 전 영역에 공동체가 관여하였다.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서 볼 때 총 19개에 이르는 발생 범주에서 10개 범주 내 참여

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구도의 사례들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는 기획 이후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참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재구성 구도에서의 빈도 및 지속성 차이

사례 C-1(구산동도서관마을)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기획 이전(a,b,c,d,e)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후 기획단계(a,b,c,d,e), 

전문가 선정(a,c,d) 및 디자인 구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계획단계(a,b,c,d,e), 이후 

시공단계(a,b,c,d)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참여가 발생했다. 그 상세 범주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참여가 나타나는데 다만 설계자 선정과 이후 공사 과정에서 수

정 사항을 협의한 부분에의 반영 및 결정에서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

다. 특히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수용 공동체 범위가 큰 건물이 아니었

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25개의 모든 범주가 발생했으며 그 중 22

개 부문에서 참여가, 그리고 기획 이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 지속

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에서는 마찬가지로 기획 이전(a,c,d,e)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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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개입이 시작되어 이후 기획(a,c,d,e) 및 계획(c,d), 구체 설계(a,c,d)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여가 발생했으나 시공단계에서는 공동체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

체적으로는 18개 발생 영역에서 13개 부문의 참여가 나타나며, 기획 이전부터 이후 

계획단계까지만 참여가 발생하기에 부분적으로 지속적 참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C-3(남한산초등학교)도 단계로 보았을 때 위 사례처럼 기획 이전(d,e)부터 

기획(b,c,d,e), 계획(b,d,d) 및 설계 과정(b,d,e)에 모두 참여가 발생했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러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총 14개의 발생 중 12개 부문에서 참여가 이루

어진 것으로, 위 사례처럼 기획 이전부터 계획단계까지 참여 지속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구도별 각 사례들의 참여 빈도 및 지속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참여가 나타나는 빈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참여의 절대적 빈도수

가 높게 나타났더라도 발생 대비 참여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불특정 구도보다는 생성 및 재구

성 구도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참여 빈도가 더 높다. 지속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도에 이를수록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모든 사례 가운데 기획 

이전부터 시공단계에 이르며 참여가 계속해서 발생한 경우는 사례 C-1(구산동도서

관마을)뿐이며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와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하고

는 기획 이전 또는 시공단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계에서 부분적인 지속성이 있다. 

아래의 <표 4-12>에서는 이러한 지속성의 사례별 비교를 위해 프로젝트의 단계뿐 

아니라 25개 범주 내에서 살펴본 지속 정도를 표기하였다. 즉, 참여에 대한 양적 계

량만으로 이에 대한 정의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러한 지속성은 참여 내용의 연속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3장에

서의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난 공동체 개입의 유무를 두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예를 들어 B-2(은로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계획단계에서 워크숍 참여를 했는

데 이후 시공단계에서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처럼 진행 사항에 대한 공식적

인 안내만 받았으나 이 또한 참여 자체의 지속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앞서 프

로젝트 전개에 따른 공동체 구도의 변화를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 이를 지속

성의 문제로 다시 서술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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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범주
발생 및 참여 범주

A-1 A-2 A-3 B-1 B-2 B-3 C-1 C-2 C-3

(1)
기획
이전

a 지역행사·프로그램 a a a a a a a a a

b 공개·의견수집 b b b b b b b b b

c 공청회·설명회·워크숍 c c c c c c c c c

d 프로젝트 기획·협의 d d d d d d d d d

e 프로젝트 결정 e e e e e e e e e

(2)
기획

a 지역행사·프로그램 a a a a a a a a a

b 공개·의견수집 b b b b b b b b b

c 공청회·설명회·워크숍 c c c c c c c c c

d 계획방향 기획·협의 d d d d d d d d d

e 계획방향 반영·결정 e e e e e e e e e

(3)
계
획

전
문
가
선
정

a 지역행사·프로그램 a a a a a a a a a

b 설계발주·공개 b b b b b b b b b

c 공청회·설명회·워크숍 c c c c c c c c c

d 설계안 의견·협의 d d d d d d d d d

e 설계안 선정·계약 e e e e e e e e e

설
계

a 지역행사·프로그램 a a a a a a a a a

b 공개·의견수집 b b b b b b b b b

c 공청회·설명회·워크숍 c c c c c c c c c

d 설계 의견·협의 d d d d d d d d d

e 설계 반영·결정 e e e e e e e e e

(4) 
시공

a 지역행사·프로그램 a a a a a a a a a

b 공개·의견수집 b b b b b b b b b

c 공청회·설명회·워크숍 c c c c c c c c c

d 공사참여 및 변경요구 d d d d d d d d d

e 반영·결정 e e e e e e e e e

사례별 최대 참여 범주 b,c b a,c a c a a,c,d c,d d,e

빈도

발생 빈도 18 18 19 25 17 19 25 18 14

참여 빈도 5 4 10 13 7 10 22 13 14

참여/발생 빈도 비율 0.28 0.22 0.53 0.52 0.41 0.53 0.88 0.72 1

구도별 평균 0.34 0.49 0.87

지속성
단계별 지속성 2 3 4 9 3 5 19 7 7

구도별 평균 3 5.67 11

표 4-12. 구도 및 사례별 참여 빈도 및 지속성 비교
*명암표기 구간: 참여 발생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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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결과의 차이

(1) 수용성

먼저 건축물 조성에 있어 첫 번째, 컨셉이나 방향과 관련한 기획 협의를 살펴보며 

두 번째, 계획에 있어 프로그램(기능), 그리고 배치, 형태, 재료 논의로 나누어 보

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설비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며 각 사례들에서 반영된 측면

을 확인하겠다. 

불특정 구도의 세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A-1(연희동

주민센터)의 경우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워크숍을 통해 불특정 지역 주민들의 의

견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주민센터의 직원 및 주민들은 각각 두 차례씩 워크숍에 참

여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주민센터의 개선을 위한 방향, 필요 프로그

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그룹에서 컨셉(오픈키친)과 

주요 프로그램(카페, 대여공간 등)을 결정해 계획안을 도출했다. 이후 두 번째 워

크숍에서 이러한 설계안을 공유하였고 프로그램과 배치, 형태에 대한 투표 및 의

견, 그리고 공간디자인 요소(가구, 재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수립하면서 

이를 최종안에 반영해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 카페 부문이 구체화되고 이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관련해 설비 등에 대한 의

견 공유가 있었다. 즉 A-1 사례는 구체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은 최대 두 차례 정도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문가그룹 측에서 기획과 계획, 설비에 이르는 

상당 부분의 사항에 협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반영을 하였다.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기획단계의 초기 개입에서 기존 청소년시설의 

이용자 조사를 통해 결여 및 보완 사항들(신체 활동, 사교육 등)을 확인하며 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선정 및 구체 계획단계에서 공동

체 개입은 없었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가운데 청소년 간

담회가 열렸다. 사실상 건축물 조성과 관련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

고 향후 운영에 대한 공개와 홍보를 바탕으로 동아리 등을 통한 이용에의 의견을 수

렴하였다. 정리하자면 조성될 시설의 컨셉이나 방향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기획 

및 시공단계에서 프로그램 의견을 수립했으나 이들과 배치나 형태, 재료를 비롯해 

설비와 같은 물리적인 계획 사항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은 아니다. 

A-3(광주폴리)도 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초기 개입

이 발생한 사례인데, 이때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는 3차 폴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선정을 비롯해 향후 이용에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논

의하였다. 축제는 홍보를 위한 행사로 개최되었기에 참여한 지역민들의 특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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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폴리의 조성 과정에서 공동체 개입이 발생한 경우는 총 3개

의 폴리(뻔뻔폴리, 쿡폴리, GD폴리)의 경우인데, 먼저 계획단계에 이르러 뻔뻔폴리

에 대한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을 열어 컨셉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작가를 공모하

게 된다. 그리고 일반시민평가단이 구성되어 작품 선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식당과 카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쿡폴리는 향후 운영과 관련해 청년을 모집하고 

선정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GD폴리의 경우 거리에 설치하는 특성상 설명회와 워크

숍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폴리

에 대한 전체 방향에의 협의가 있었고, 공모를 통해 일부 폴리의 컨셉에 대한 개입 

및 반영이 이루어졌다. 기능을 비롯한 프로그램은 재단과 전문가그룹에서 구상했으

며 일반시민평가단과의 논의 과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장소 선정과 형태, 재료 결

정에 개입 및 반영된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GD폴리의 설치와 관련해 구체안에 대한 

협의가 발생했다 또한 쿡폴리 운영과 관련해 일부 설비 협의 및 수렴은 있었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공동체 초기 개입이 생성 구도로 상정된 사례들의 반영 사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공동체의 다층적 상정을 통한 다수의 개입이 있었는데 다만 해당 과정에서 한양도

성 인근 지역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축제와 답사 등에 참여했던 것이며, 계획단

계에 이르며 재생사업을 위한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도 행사와 같은 사항에 개입했

다. 즉 당시 주민들과 행촌권에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 개발과 이와 관련해 

건립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논의는 시와 전문가들의 결정 이후 이루어졌다. 

이후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시와 전문가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추진 

결정 사항을 전달했는데, 당시 주민들은 도시농업 컨셉과 옥상에의 실현 방식에 대

한 부정적 의견을 내며 텃밭 사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협의체를 비롯해 향후 운영을 

위해 세부적으로 조직된 도시농업공동체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행촌공터의 계획과 

관련한 회의들에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이 행촌공터 2호점의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 사항(함께 모여 반찬만들기 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

시해 ‘느린 곳간’이라는 컨셉과 방향을 잡게 되었다. 2호점의 경우 위치 결정에 주

민들과의 협의가 있었다. 또한 공터 조성에 있어 배치나 형태, 재료 등과 같은 사항

에 구체적인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니었으며 향후 필요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구체 설

비(에어컨 등)에 대한 건의와 반영이 이루어졌다.

B-2(은로초등학교) 사례에서는 기획단계의 단발적인 워크숍 이후 설계자 선정 과

정에서 전문가 평가위원 외 사용자그룹으로 형성된 교사들이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 사항들이 이후 학교의 조성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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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구체 계획단계에 이르러 각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적인 워크숍을 비롯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협의되었다. 

워킹그룹은 이전의 지표 조사를 위한 워크숍 및 사용자그룹에 속했던 교사들을 비

롯해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각각 구성한 것으로 워크숍과 조사 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범위가 달랐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을 통해 먼저 학교의 설계 기본 방향 키

워드(자연, 안전, 편안 등)를 도출했으며 전체 배치와 형태에 대한 디자인게임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했다. 그리고 디자인 툴을 통해 내부시설 배치도 실행해 논의를 

통해 이 또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유치원, 돌봄교실 등의 특수 교실의 경우 담

당 교사들을 개별 인터뷰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배치와 세부 형태, 재료, 설비 등의 

사항들을 모두 논의하였다. 그리고 건축가는 해당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함으로써 초기 제안과 완전히 다른 안을 도출하게 된다. 

B-3(할매묵공장)는 위의 B-1과 유사하게 재생사업의 추진 속에서 주민들의 공동

이용시설이 건립된 사례이다. 기획단계에서 구성마을협의회를 비롯해 주민활동가가 

세워지고 특히 구성마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 협의회를 주민추진위

원회와 권역별 사업추진협의회로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시와 전문가들이 추진한 

여러 차례의 조사에 참여하며 재생사업의 방향 협의와 결정에도 개입하는데 특히 

단지 노인정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에서 나아가 낙후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 시설로 건립 방향을 잡게 된다. 묵을 만들어 판다는 컨셉과 할매묵공장이

라는 이름도 모두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의 주축이 

될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할매묵공장사업단을 새롭게 만들고 이들이 이후 공장의 판

매 프로그램을 비롯해 묵을 만드는 설비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나 물리적인 배치와 

형태, 재료와 같은 사항들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조직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에 개입할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사례

들에서 나타난 건축물 조성에의 협의와 반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 C-1(구산동

도서관마을)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주민 기조직이 있었고 관이 이들에게 접촉

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과정

에서 기존의 여러 채를 엮어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책마을’이라는 컨셉과 방향이 결

정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을 비롯해 전문가 선정 과정에도 공동체가 개입하는데 단

지 목적을 가지고 건립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동체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된다. 지역 내 

도서 관련 주민들 및 직능단체 여럿이 모인 것으로 각 특성에 따라 필요 프로그램들

을 제안했다. 계획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의 의견 전달과 협의가 발생했는데 주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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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소나 동아리실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공간 등 이들의 세부 배치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해 건축가가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바닥 등의 재료, 구체적인 설비, 

가구 등에 대하여서도 협의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계획에 있어 형태와 관련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외부 디자인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 파사드를 비

롯해 형태에 대한 변형은 시와의 협의 속에서 예산 문제로 강당과 주차장 등의 일부

가 변경된 것 이외에 공동체 개입으로 발생한 사항은 없다. 정리하자면 기획단계에

서 이미 컨셉과 방향, 배치, 형태에 대한 시와의 협의가 있었고 이를 상당 부분 반

영한 건축가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논의하며 

이와 관련해 재료, 설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건축가가 이를 계획에 반영한 사항

이 확인된다.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유사 사업의 기추진 경험이 있는 조직

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이들이 기획 이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한 사례이

다. 시와 전문가 측에서는 이들과 함께 사업의 컨셉을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

복디자인’으로 결정해 역 일대의 개선 추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획단계에 이르

러 이들을 다시 추진협의체로 구성하면서 이후 기본계획 등에 추진협의체에 포함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개선에 대한 구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컨셉에 맞게 연산역 이야기 자원을 모았

다. 그리고 객차 내·외부 프로그램과 디자인에 대한 스케치를 해봄으로써 실질적

인 구상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 이르러 객차 내 어린이 관광 프로그램으

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일대 조성은 향후 사업 추진으로 미루게 되었는데 해당 과

정에 협의체 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이후로는 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

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 주체로 역할한 것은 아니었다. 즉 사업 초기에 컨셉과 방향

에 주민들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초반 때에만 하더라도 

연속선상에서 프로그램을 비롯해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발생했으나 사업의 범위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 자원 전시 이외에 배치와 형태나 

재료를 비롯한 설비 등의 반영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C-3(남한산초등학교)은 기획 이전 단계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내 도서관 조

성을 위한 부분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 사용자그룹이 재구성되며 이들이 총 8차례

의 워크숍에 참여한 사례이다.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각 사용자그룹은 상당수의 

워크숍을 통해 학교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부터 출발해 그 비전을 도출하고 열

린, 편안한 도서관으로서의 구체적인 기능과 세부 배치와 형태, 친환경 재료, 설비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초기에 위원회가 접촉한 건축가는 퍼실리테이터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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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했으며 추가로 합류한 건축가가 해당 워크숍에 함께하면서 사용자그룹과의 논의

로부터 도출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실제 구체 계획은 상당히 짧

은 기간 내 끝나며 모든 워크숍이 끝나고 얼마 뒤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기획, 계획, 설비 사항의 협의와 반

영이 모두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협의 내용의 반영은 대체로 재구성 구도에서 높게 나타난

다. 그러나 사실상 구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경우

에 따라 불특정 구도로 초기 개입이 나타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시적인 참여가 

발생할지라도 조성에 대한 컨셉과 방향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배치 등과 관련한 실

질적인 협의와 반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기조직이 있었던 경우라도 초기 기획

단계 이후에 생산주체 영역의 관 또는 전문가들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발생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새롭게 생성된 

공동체가 관과 전문가들의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지라도 기존 결정 사항의 

수정이 어려울 경우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한다. 

생산에의 참여 결과를 이와 같은 의견 반영의 종합으로만 판단할 경우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개입 구도와 방식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개입과 반영을 위한 방법론 논

의로 귀결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발생 요인이라는 변수가 감춰질 위

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후 4.2장에서 구체적인 해석을 더할 것이며, 먼저 생

산결과에 있어 수용성과 관련해 두 측면을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앞서 3장에서 각 사례별 생산된 장소의 공동체 개입 사항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역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동체 수용 여부, 조성된 장소의 운영 및 관리 측

면에의 개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3>와 같다. 

불특정 구도의 세 사례에서는 두 측면에서의 수용성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된다. 생성 구도의 경우 지역행사 및 프로그램에의 공동체 개입은 모두 발생하나 

B-2(은로초등학교) 사례에 있어 생산과정에서 장소의 운영 또는 관리와 같은 사항

에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어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는 재구성 

구도의 학교 사례인 C-3(남한산초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또한 

해당 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례가 조성된 장소가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지역 및 관련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C-1(구산동도서관마

을) 이외에는 과정상 참여했던 공동체가 준공 이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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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

앞서 수용성의 측면을 확인한 데에 이어 변화는, 조직화된 공동체가 준공 이후 장

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는 가운데 변경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장소의 물리적인 개선 및 변경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 

3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불특정 구도에서 A-1(연희동주민센

터) 사례의 경우 준공 이후 주민센터 내 카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운

영했는데 이후 기존 조직 내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이 새롭게 연희랑 조직을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재단 측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기수별로 모집해 재구성하며 일반 청소년들도 시설 내 카페 운

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실

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사실상 재단에서 하면서 적극적인 이용 주체를 만드는데 초

점이 맞춰져 있다. A-3(광주폴리Ⅲ) 사례에서는 조성된 폴리 중 쿡폴리 운영에 청

년들이 개입하였고 이후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 개선 및 변경과 관련

해서는 A-1 사례에서만 나타난다. 

생성 구도로 초기 개입이 발생한 사례들의 경우, B-1(성곽마을행촌공터)은 시와

의 협의체 운영 계약이 2020년까지 되어 있어 과정상에 개입했던 협의체 주민들이 

준공 이후 계속해서 공동이용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옥상경

작소를 비롯한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개선을 한 바가 확인되며, 도시농업 관련해 행

촌공터 3호점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이 합류함으로써 변화가 있다. B-2(은로초등

학교) 및 B-3(할매묵공장) 사례는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재구성 구도의 세 사례 중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 협동조합이 향후 도서

관 운영을 맡게 되고 일부 주민들이 도서관 팀장이나 사서 등으로 배치되어 결국 주

민들이 지속적으로 장소의 운영과 관리에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원봉

사를 통해 일반 주민들, 직능단체 주민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에 

개입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부 공간 개선이 추진되었는데, 북카페 및 주방 스튜디

오가 필요해 다시 건축가를 찾아갔고 은평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9년에 이르러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나머지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C-3(남한산초등학교)에

서는 변화의 두 측면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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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용성 변화

건축물 조성에의 
협의 내용 반영

지역행사 및 
프로그램에의 
공동체 개입

운영 및 
관리에의 

공동체 개입

운영 및 관리에 
개입하는 

공동체 변경

공간개선 및 
변경

불
특
정

A-1

기획
‘오픈키친’ 컨셉 및 
주민중심공간 방향 -교육프로그램

-물물교환
-책방, 
커뮤니티공간
대여

-주민자치위
원회 카페 
운영
-주민강사

-기존 운영자 
+일반주민 
새조직으로 운영 
변경
-주민강사지속재
편

-카페 일부 
시설 개선계획

카페,대여공간,운영관련 
프로그램 등

오픈스페이스,디자인요소,
재료,분위기 등

설비 카페 운영 관련 설비

A-2

기획 -없음
-동아리행사
-교육프로그램
-축제
-공간 대여

-청소년운영
위원회, 일반 
청소년

-청소년운영위원 
기수별모집
-일반청소년 
카페운영프로그
램 진행

-없음계획
청소년이용프로그램

-없음

설비 -없음

A-3

기획
3차 폴리 방향에 의견, 
뻔뻔폴리 컨셉

-폴리 축제 등
-투어프로그램
-워크숍
-자율관람가능

-청년협동조
합 쿡폴리 
운영

-없음 -없음
계획

-없음

GD폴리 설치 관련 구체안 
협의

설비 쿡폴리 설비

생
성

B-1

기획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 
2호점 부지, ‘느린곳간’ 
컨셉 및 방향

-농업교육
-주민일반교육
-성곽마을축제
-지역반찬봉사 
등

-3호점 모두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운영

-도시농업 
관련해 일반주민 
합류

-옥상경작소
를 비롯한 
공동이용시설
의 일부 개선

계획

공동부엌,텃밭연계 등 
주민필요공간

-없음

설비 공터 설비, 가구 등

B-2

기획
학교 설계 방향(자연, 
안전, 편안 등)

-특별실 특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

-없음 -없음 -없음계획

특수학급이나 목공교실 등 
필요 프로그램 

전체 배치 및 동별 형태와 
재료

설비
교실 내 가구 등 세부 
배치, 설비

B-3

기획 묵판매 및 공장 설립
-축제, 행사 
등
-묵 제작 및 
판매

-주민협동조
합

-없음 -없음계획

부지결정, 판매 및 제작 
프로그램

-없음

설비 공장내부시설

재
구
성

C-1

기획 책마을 컨셉과 방향
-교육프로그램
-축제
-동아리 지속 
지원

-주민협동조
합
-도서관직원 
및 사서로 
주민 채용

-주민들 지속 
개입(자원봉사,
사서,강사 등)

-카페 및 
주방스튜디오 
조성

계획

어린이공간,커뮤니티룸 등

기존 건물의 배치에 따른 
형태, 바닥 논의

설비 주방, 공연 및 녹음설비 등

C-2

기획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컨셉과 역 일대 개선 방향

-관광프로그램
-축제

-없음 -없음 -없음
계획

이야기자원 전시 관련

-없음

설비 -없음

C-3

기획 도서관 조성 방향

-도서프로그램
-학부모책모임 
장소

-없음 -없음 -없음계획

도서 프로그램

로비 부분과의 연계 조성, 
친환경재료

설비 바닥 난방 등

표 4-13. 사례별 수용성과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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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생산과정 및 결과의 요소별 위상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각 사례들에 있어 초기 개입에 따라 전개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체 구도의 변화, 특정 범주 및 내용에의 개입도, 준공에 이르기까지

의 참여 빈도와 지속성, 그리고 수용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생산된 결과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총 9개 세부 요소들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구도 특성과 요소별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위상을 종합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1(연희동주민센터),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 A-3(광주폴리Ⅲ) 세 사례는 공

통적으로 생산주체 측에서 프로젝트 추진 결정 이후 기획단계에 이르러 공청회와 

축제, 조사와 같은 사항에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 등에 일시적으로 접촉 또는 초청하

는 방식으로 공동체 초기 개입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후 전개에 있어서도 간

담회나 워크숍 등에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초청하면서 발생하는 사건별로 공동

체를 다시 상정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고 참가에 의의를 두는 표층적인 측

면에서만 개입을 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프로젝트의 초기 진행 과정에서부터 참여

함으로써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계 방향이나 최종안 

결정에 관여하거나(A-1, A-3) 특히 관과 전문가들이 향후 조성될 장소의 적극적인 

이용 또는 운영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세부적으로 조직

해 운영 그룹이나 동아리들을 만드는 경우(A-1, A-2)가 있었다. 일단 이들 세 사례 

중 기획 이전부터 준공 전까지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A-3이다. 그리고 프로젝

트가 진행되며 공동체 구도 및 범주의 변화, 즉 유연성의 정도는 A-1이 가장 높다. 

A-1 사례는 특정 범주 내 개입하는 공동체 최대 유형 정도인 개입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의 물리적인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의가 반영된 측면

을 크게 기획, 계획, 세부 설비 요소들로 살펴보았는데, 기획의 경우 조성될 장소의 

컨셉과 방영, 계획은 프로그램과 배치·형태·재료 사항으로 구분하였었다. 사례 

A-1만이 이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이 모두 반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

다. 해당 사례에서는 전문가들이 주도해 주민센터 직원 및 주민들로 구성된 두 차례

의 단발적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이때의 내용이 전문가 내부 회의를 통해 실제 반영

되도록 조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기획, 계획, 그리고 세부 설비 

사항 전반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A-1, A-2, A-3 모든 사

례들에게서 지역 행사 및 프로그램 발생에의 공동체 수용 사항을 비롯해 생산된 장

소의 운영 또는 관리에 공동체 개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의 정도를 종합

해보면 결국 반영의 정도에 따라 A-1, A-3, A-2 순으로 볼 수 있다. 준공 이후 새로

운 공동체 개입과 공간 변화 측면은 A-1 사례에서만 모두 나타나는데, A-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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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운영을 맡은 재단 측의 체계적인 모집과 지원을 통해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

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간 개선과 같은 사항은 

없다. 사례 A-3에서는 변화의 측면이 아예 발생나지 않았기에 결론적으로 A-1, 

A-2, A-3 순으로 나타난다.

생성 구도의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 B-2(은로초등학교), B-3(할매묵공장)

은 생산주체 측에서 기획 초·중반에 향후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지역 내 

주 활동 주민들을 확인 또는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 특정 조직 및 활동가 등의 주민 

대표자가 구성된 경우이다. 관과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내용

의 공유가 이루어진 뒤 조직 및 대표자가 먼저 주민들 내부적으로 세워지거나(B-1) 

관과 전문가들이 구성하는(B-2, B-3) 차이는 있었다. 이때 특히 계속해서 다층적 

상정을 통해 핵심적인 참여 주체가 결정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시기적으로는 기획 

및 계획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관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성 과정에서 주민

들과 기획 내용을 공유할 뿐 아니라 방향, 그리고 계획단계에 이르며 구체안도 함께 

논의하는데 전문가 선정을 비롯해 설계안 결정 자체에 공동체가 개입한 것은 아니

었다. 한편 건물에 대한 설계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시기,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이

전 생성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향후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의 주축이 될 주민들을 세부

적으로 조직하는데(A-1, A-3) 학교라는 특수한 조건의 A-2 사례에서는 워크숍에의 

참여 이후 조직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유사 지점에 서 있는 세 사례를 

종합해 살펴보았을 때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들의 위상이 확인된다. 전체 발생 

범주 비율은 B-1 사례가 가장 높다. 25개 모든 범주 내 발생 사항들이 있었다. 그리

고 사례 B-1은 유연성과 개입도 또한 가장 높다. 또한 발생 대비 참여 비율로 보았

을 때 B-3 사례가 가장 상위에 있다. 또한 사례 B-1이 전체 과정 속에서 가장 지속

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결과에 있어 먼저 건축물의 물리적인 조성에의 반영을 마찬

가지로 기획과 계획, 세부 설비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B-2 사례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협의와 반영이 이루어졌다. 해당 사례는 사용자 참여형 학교 설계를 추진하며 

협력적인 설계 진행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포함해 건축가를 선정했고, 이후 계획단

계에서 워크숍과 교육,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방향을 비롯해 세부적인 가구 

등의 설비 사항까지 이르는 상당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두 사례의 경우 

배치·형태·재료와 같은 계획은 전적으로 전문가 영역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해

당 구도의 B-1, B-2, B-3 사례들은 모두 준공 이후 행사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

해 공동체를 수용하는 지역의 장소로 역할하고 있다. 다만 B-1 사례만이 운영과 관

리와 같은 사항에 참여 공동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생산된 장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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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 즉 운영 및 관리 사항에 새로운 공동체 개입과 공간 개선과 같은 변경 사

항이 나타난 것도 B-1 사례뿐이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C-3(남한산초등학교)은 프

로젝트의 추진 전부터 이와 관련한 주민 기조직이 있었던 사례들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사업 실행 전에 주민들의 지역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해당 사례들의 경우, 추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주민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컨대 도서관 건립 건의를 비롯해 서명운동, 지역행사 등

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들이라든지, 추진될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사업에

의 참여 경험자들이 있던 경우이다. 그리고 관 또는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 결정 이

후 주 활동 주민들을 발굴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곧바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이전부터 이들과 함께 사업의 방향 등

을 기획한다. 그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이르며 공적인 개입을 위해 기조

직을 재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생산주체 영역에서 주도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스스로 참여에 적합하도록 협동조합 등으로 공동체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특히 이

와 같은 기존 조직의 재구성 과정에서 다른 범주의 유형을 포함해 확장시키는 경우

가 있고, 주 활동 주민들을 추려 다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사례들(C-1, 

C-2)에서는 이후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 유형들이 함께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세 사례 중, 총 발생 범주 비율은 C-1이 가장 높은데 생성 구도에

서의 B-1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든 범주 내 발생 사항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연성 또

한 C-1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때마다 이전과 다른 공동체가 새롭게 상정되어 참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례 C-1는 모든 단계에서 개입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기획단계에서 기본계획과 축제, 답사에 다양한 구도 및 범주의 공동체가 참여했다. 

한편 발생 사항에 대한 빈도의 정도는 C-3 사례가 가장 높다. 해당 사례는 총 14개 

범주의 발생이 있었을 뿐이지만 모든 사항에 공동체 개입이 있었다. 참여 지속성의 

정도는 C-1 사례가 가장 높다. 또한 결과 요소로서 먼저 건축물의 물리적 조성에 반

영된 측면은 C-1, C-3 사례 모두 컨셉과 방향, 프로그램을 비롯해 배치, 형태, 재료 

사항들, 세부 설비와 관련해 실질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한 가

운데 조성된 세 장소 모두 지역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수용은 나타난다. 

다만 운영 및 관리에의 공동체 개입은 C-1 사례에서만 있다. 따라서 수용성의 정도

를 종합해보면 C-1, C-3, C-2 순으로 높다. 한편 조성된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새

로운 공동체가 개입하거나 공동체를 통한 공간의 개선 및 변경 사항이 C-2, C-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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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사례 C-1만이 변화의 두 요소가 모두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생산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이 모두 나타난 사례는 A-1(연희동

주민센터), B-1(성곽마을행촌공터), C-1(구산동도서관마을)이다. 한편 이들 사례

는 동일 구도 내에서 과정상의 유연성과 개입도 또한 가장 높은 사례들이다. 빈도와 

지속성의 경우에는 불특정 구도의 경우 A-3(광주폴리Ⅲ)이, 재구성 구도는 C-1 사

례가 높게 나타났다. 생성 구도에서는 B-1 사례가 높은데, 사실상 발생 대비 빈도 

비율로 따져 보았을 때 B-3(할매묵공장)과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위상 해석을 바탕으로 생산을 위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을 확인하도록 하겠

다.

      구도·사례
요소

불특정 생성 재구성

A-1 A-2 A-3 B-1 B-2 B-3 C-1 C-2 C-3

과
정

유연성

변화정도 10 4 6 10 6 5 13 3 3

변화방법
(재구성여부,정도)

○ - - ○ ○ ○ ○ ○ ○

3 - - 9 2 3 5 2 1

개입도 7 5 3 6 4 5 8 3 3

빈도

발생 빈도수 18 18 19 25 17 19 25 18 14

참여

빈도수 5 4 10 13 7 10 22 13 14

비율
0.28 0.22 0.53 0.52 0.41 0.53 0.88 0.72 1

0.34 0.49 0.87

지속성
2 3 4 9 3 5 19 7 7

3 5.67 11

결
과

수
용
성

반
영

컨셉·방향 ○ - ○ ○ ○ ○ ○ ○ ○

프로그램 ○ ○ - ○ ○ ○ ○ ○ ○

배치·형태·재료 ○ - ○ - ○ - ○ - ○

설비 ○ - ○ ○ ○ ○ ○ - ○

지역행사·프로그램 ○ ○ ○ ○ ○ ○ ○ ○ ○

공동체운영개입 ○ ○ ○ ○ - ○ ○ - -

변
화

공동체운영변경 ○ ○ - ○ - - ○ - -

공동체공간개선·변경 ○ - - ○ - - ○ - -

표 4-14. 요소별 발생의 정도 및 유무에 따른 위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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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을 위한 주 요건

그렇다면 결국 장소를 생산하기 위한 공동체 개입의 주 요건을 무어라 말할 수 있

을까? 다시 말해 공동체의 어떠한 개입 특성이 결과를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먼저 초기 개입 구도부터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개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에 대한 추가 해석을 

더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개입을 비롯해 과정 및 결과 요소들의 발생 유무 및 정도

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

용성 및 변화라는 생산결과의 특성이 나타나기 위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특히 결과의 발생과 밀접한 공동체 개입 특성을 중심으로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4.2.1 생산결과와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

(1) 초기 개입 구도에 따른 요소별 상관성 해석

먼저 초기 개입 구도와 과정상의 요소 간 상관성을 살펴보겠다.

유연성은 변화 정도를 수치로 변환해 구도별 평균치를 도출했을 때 생성(7), 불

특정(6.67), 재구성(6.33) 순으로 나타나는데 동일 구도 내에서도 사례별 편차가 

있기에 구도에 따라 유연성의 발생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입도

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불특정(5) 및 생성(5) 구도가 재구성(4.67)보다 높지만 

마찬가지로 동일 구도 내 사례별 편차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구성 구도의 

C-1 사례가 가장 높은 개입도를 보인다. 그 다음은 불특정 구도의 A-1 사례, 그리고 

생성 구도의 B-1 사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 참여 빈도의 경우에는 구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절대적 수

치로도 그렇고, 발생 대비 참여 빈도 비율을 따져보아도 재구성 구도가 가장 높은데 

각각 불특정(0.34), 생성(0.49), 재구성(0.87)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속성 

또한 불특정(3), 생성(5.67), 재구성(11)로 차이가 확인된다. 실제로 생성, 재구성

에 이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공동체 개입이 시작되며 특히 초기에 참여

하는 공동체임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도 특성과 결과 요소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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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장소의 수용성과 관련해 살펴본 건축물에의 반영은 컨셉 및 방향과 같은 

기획 사항, 계획에 있어 프로그램 및 배치·형태·재료 측면에서, 그리고 나머지 

세부 설비 사항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례별 정도의 차이로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해당 요소들의 부분적인 협의와 반영이 나타나며 불특정 구도에서의 A-1, 생성 구

도의 경우 B-2, 재구성 구도의 C-1, C-3 사례에서는 모든 사항에의 공동체 의견 반

영이 이루어졌다. 즉 초기부터 협력 구도로 공동체 개입이 시작되는 재구성 구도 상

정의 경우 실제 건물에의 반영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초

기에 불특정 다수의 일시적인 공동체 개입으로 시작되는 불특정 구도에서 이후의 

반영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반영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불특정과 생성 구도 

간의 차이는 없다. 

지역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그 지역의 장소로서의 수용성은 본고에서 살펴본 

모든 사례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용자 수와 만족도의 측면을 확인했을 때 정도의 차

이는 발생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를 수용성 판단의 주요 변수로 두지 않는다. 또한 

생산된 장소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와 같은 사항에 참여 공동체가 계속해서 개

입함으로써 장소가 유지되고 있는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불특정, 생

성, 재구성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생성 구도의 B-2와 재구성 구도의 C-2 사례는 

학교라는 특성상 개입한 이들의 향후 개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례별 조건이 결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 구도 특성 자체가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변화에 있어 운영과 관리에 새로운 공동체가 개입하거나 변

경이 이루어진 측면은 마찬가지로 초기 개입 특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

초기 개입 구도에 따른 과정 및 결과 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정리해보면, 유연성과 

개입도의 경우 재구성 구도의 사례에서 가장 높게 발생했으나, 동일 구도 내에서는 

사례별 편차가 있어 초기 개입에 따라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

의 양적 개입과 관련된 빈도와 지속성은 초기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구성, 

생성, 불특정 구도 순으로 참여 빈도 및 지속성이 높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 수용성

의 측면을 구도 특성과의 상관성에서 살펴볼 때 먼저 반영은 상대적으로 재구성에

서 높게 나타나면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운영 및 관리에의 공동체 개

입과 변화 측면은 초기 개입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빈도와 지속성이 높다고 반드시 결과의 반영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그 

외 생산결과의 수용성과 변화 특성이 공동체의 양적 개입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

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개입 뿐 아니라 과정상의 공동체 개입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무엇이 생산결과에의 반영을 비롯한 수용성 및 변화라는 측면

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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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종합

초기 개입 구도에 따른 각 사례들의 전개 가운데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상세 요

소별 상관관계를 종합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결과의 요소들은 사례

별 발생 유무를, 그리고 상대적인 관련성 해석을 위해 과정상의 요소들에 대하여서

는 구도 내 사례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공적인 장소 조성의 궁극적 결과인 공공성을 무엇으

로 볼 것인가에 있어 의견 등의 반영을 비롯한 장소의 수용성과 변화 특성이 중요하

다는 것인데, 사례들 중 A-1(연희동주민센터), B-1(성곽마을행촌공터), C-1(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이러한 결과 요소들이 모두 확인된 바 있다. 공동체가 건축물의 설

계 자체를 함께하든 아니면 의견만 제시하든 그 방법과 상관없이 해당 사례들에서

는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협의 내용이 실제 결정의 주요 사항으로 고려되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산된 장소가 계속해서 그 지역

의 공동체를 수용하면서, 운영이나 관리 등에 이들이 밀접하게 관련해있다. 또한 

일시적인 이용에서 나아가 이러한 운영과 같은 개입에 기존에 참여한 공동체뿐 아

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더해져 함께하거나 아예 바뀌기도 하고, 사례별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물리적인 개선 사항도 발생하였다. 

그림 4-1. 초기 개입 구도와 과정 및 결과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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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사례는 공통적으로 과정상에 나타난 요소들 중 유연성과 개입도가 구도 

내 사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다. 초기 개입 구도별로 나누어 보지 않더

라도 모든 사례들 가운데 그 발생의 정도가 확연히 높다. 그리고 초기 개입 이후 모

두 과정상의 재구성을 통해 변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특성을 수용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과정상 개입

의 양을 의미하는 참여 빈도 및 지속성보다는 유연성 및 개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앞서 4.1.1장에서는 각 사례별로 공동체 유연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었다. 생

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가 변하는 양상은 아예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로 개입하

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존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참여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조정되는 등 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과정

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산의 장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축제나 설명회 등 어느 특정 사건에 이르며 이들 모두가 함께 개입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개입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유연성은 개

입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의 동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주요 참여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의

가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가 알게 되고, 특히 다름을 이해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이

다. 생산주체 입장에서도 다양한 층위에서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된다. 이를테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 축제를 여는데 생산주체와 밀접하게 관련한 주요 참

여 공동체 이외에 여러 주민 조직들이 함께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도서관에 필요

한 다양한 견해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일시적일지라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준공 이후 장소의 운영을 비롯한 적극적인 사용에 있어 어렵지 않게 개입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의 장에 새로운 공동체가 개입하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재구성

되는 가운데 이들이 특정한 사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와 같

은 공동체의 참여 특성이 생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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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개입 특성
영향

과정 결과

초기개입 특성 재구성
→빈도
→지속성

→건축물반영 수용성

과정상의 특성 유연성

재상정

→개입도

→건축물반영
→지역행사·프로그램
→공동체운영
→공동체운영변경
→공동체공간개선

수용성
·

변화
다층적상정

재구성

표 4-15. 생산결과와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

생산결과와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체

가 재구성 구도로 초기 개입하는 특성은 결과의 반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특

정, 생성, 재구성에 이를수록 건축물에 대한 공동체의 의견 반영이 높아진다. 한편 

이와 같은 순으로 재구성 구도의 경우, 과정상의 빈도 및 지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난다. 

그리고 공동체가 초기 개입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구도와 별개로 동일 구도 

내에서 보면, 과정상의 공동체 유연성과 개입도가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 전반

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가 일관되지 않고 변하는 특성은 새

로 바뀌거나(재상정), 추가되고(다층적상정),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형태, 내용

적으로 조정되며 바뀌는(재구성) 것이다. 각각 주로 불특정, 생성, 재구성 구도에

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구도와 상관없이 과정상의 재구성이 발

생할수록 개입도, 즉 여러 공동체가 다층적으로 개입하는 정도 또한 높아진다.

4.2.2 요인 해석

한편 C-1(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에서는 구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역 내 협동조

합 기업에 발주하며 주민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그러면서 기

존의 마을엔 주민들은 도서관활동가와 연구진으로, 이후 계획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들 스스로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참여 조직의 변

화가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구에서는 주민들 중 한 명을 MP로 세워 관 및 

전문가, 주민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 최대 개입

도는 각 단계의 축제, 교육 등의 부문(a)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는 시와 구의 지

원을 받은 주민 협동조합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안내와 홍보, 조사를 위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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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내 단체, 학교 등을 초청하며 나타난 결과이다. A-1(연희동

주민센터) 사례에서 공동체 참여는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전문가 측의 초청과 개별적 접촉으로 발생했다. 한편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

의 경우 유연성을 비롯해 개입도, 빈도, 지속성 정도가 모두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치·형태·재료에의 협의 및 반영은 없었다. 

왜 그러한가? 다시 말해 초기 개입 특성과 과정 및 결과의 발생, 그리고 이들 간

의 상관성뿐만 아니라 관련되지 않은 측면은 어떠한 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 것인가?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의 개별적 조건들을 비롯해 각각

의 발생 요인들을 확인해보겠다.

(1) 프로젝트의 개별적 조건들

먼저 각 프로젝트의 개별적 조건들(시기, 기간, 규모, 예산, 공사 방식, 용도, 사

업 범주, 지역)이 요소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겠다. 1장

에서 밝혔듯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공동체 참여 기반의 공공건축 조성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규모에 있어 청사 등의 대규모 건축의 경우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열람에 그치거나 언론을 통한 담론 상의 참여가 발생하기에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등

과 같은 중소규모의 지역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이처럼 시기, 시대적 

특성을 비롯해 건물의 규모, 그에 따른 예산의 정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겠

다.

그렇다면 먼저 총 사업의 기간의 경우, 길수록 전체 발생 및 참여 빈도수, 비율도 

높아지는가? 실제 사례별 총 사업 기간을 확인해보면 공사 방식(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신축, 개축)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며, 이에 기획 이전에의 추진 과정에 

예산 확보 문제가 더해질 경우 총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각각 개월 

수로 A-1(10), A-2(30), A-3(45), B-1(24), B-2(45), B-3(40), C-1(37), C-2(11), 

C-3(7)로 확인되는데 앞서 확인한 빈도의 사항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관련성은 없다. 예컨대 전체 사업 기간이 유사할지라도 발생 및 참여 빈도의 큰 차

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에 공사 방식이나 사업 범주, 용도, 지역과 같은 각 요인

을 동일하게 통제하더라도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요소들의 발생 정도와 유무에 공사 방식(리모델링, 신축, 리모델링·신축, 

개축) 차이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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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축보다 개입 및 반영 등의 참여 발생을 높이는가에 있어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

았을 때 별다른 상관성은 없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조성될 위치가 지역민들 또

는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기억과 같은 ‘의미’가 있는 곳이거나 그들 일상에 밀접한 

프로그램일 경우 요구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A-1, B-1, B-3, C-1, C-3)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개입(A-1, B-1, B-3, C-1)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관 또는 전문

가의 개입 허용과 추진, 참여 공동체 자체의 주민 포용성 등의 변수가 있어 일관된 

전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일 또는 군 단위의 조성인지, 재생사업과 같은 도시활성화사업 내 조성

인지 등 사업 범주에 따라서도 요소별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다

만 본고에서 확인한 두 재생사업 사례(B-1, B-3)의 경우 초기 개입 구도를 비롯해 

과정상의 유연성, 개입도, 빈도, 지속성의 요소들과 결과에 있어 수용성의 측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시대에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 유사성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전반적으로 용도라는 요인 자체가 발생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다만 학교의 경우 그 특성상 과정에 참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성될 장소

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분석 대상에 있어 지역의 분포를 고려한 것은 아니기에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적 결정 사항에의 공동체 참여에 대한 제도 및 지원 등

이 마련된 지자체(서울, 광주, 영주)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 경우 공동체 참여의 빈도나 결과의 반영 등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관 또는 전문가의 공동체 의견수렴에 대한 적극성과 

수용성, 공동체의 요구 적극성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기간, 공사 방식, 용도, 사업 범주, 지역과 같

은 개별적 조건들은 요소별 정도와 유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발생의 주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초기 상정과 차이 발생의 요인

이번에는 사례별 공동체 초기 개입을 비롯해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각각의 사항

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상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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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도 및 사례별 특성과 요인

A-1 A-2 A-3 B-1 B-2 B-3 C-1 C-2 C-3

공
동
체 
초
기 
개
입

시기

기획단계 기획단계 기획이전

사업추진
결정직후

기본계획
시

계획방향
논의시

권역별재
생계획수
립직후

개축사업
결정이후

시활성화
계획수립

이후

건립추진
과 

예산확보

사업추진
과 

예산확보

공간개선
추진

방법

불특정 다수 및 계층에 일시적 
접촉 또는 초청→기획 내용 공유

주 활동인 확인 또는 발굴 통해 
지속 개입을 위한 접촉, 공동체 
생성→기획 내용 공유 및 방향 

논의

기조직과 지속 개입을 위한 접촉, 
유지(지원) 또는 재구성→기획과 

계획 방향 협의 및 결정

○주민열
람공고 및 
의견수집

○◎이용
자조사

○세미나
초청 및 
행사

◎◉회의,
주민네트
워크 및 
사업단

◎워크숍
그룹

○◎조사,
협의회

◉건립요
청

○추가예
산확보사
업기획

○◎사업
방향협의

◉계획방
향협의

과
정

유연성

구도 재상정 다층적 상정 재구성

불특정다
수지역민
및직원

불특정다
수지역민
및지역청
소년

불특정다
수지역민
및전국민,
평가단,협
동조합

불특정다
수지역민,
주민네트
워크,추진
단,추진위
원회,직능

단체

불특정다
수학교관
련자,워크
숍그룹,사
용자그룹,
워킹그룹(
교사,학부
모,학생)

불특정다
수지역민,
협의회,운
영위원회,
주민활동
가,묵공장
사업단

불특정다
수지역민,
직능단체,
마을엔,활
동가,연구
진,협동조
합,주민MP
,청년워킹

그룹

불특정다
수지역민,
주민자치
위원회,추
진위원회,
추진협의

체

불특정다
수학교관
련자,위원
회,사용자
그룹(교사
,학부모),
학생들

◎인터뷰,
워크숍

→공개,초
청,접촉 

○간담회,
설명회,임
시개관

→공개,초
청,공모,
프로그램
운영

○◎공모
전,작가심
사,워크숍
,설명회,
교육,행사
→공개,초
청,공모,
접촉

○◎축제,
교육,워크
숍,간담회
,설명회

→공개,초
청,개별접

촉
◉축제,행

사
→공개,초
청,지원

◎워크숍,
심사,워크
숍,조사
→공개,초
청,모집,

접촉

○◎조사,
설명회,워
크숍,공청
회,교육,
답사,축제
→공개,초
청,접촉

○설명회,
회의,공모
→공개,초
청,개별접

촉
◉축제,워
크숍,회의
→공개,초
청,접촉

○설명회,
회의,교육
,컨퍼런스
행사,답사
→공개,초
청,접촉

◉회의
→접촉
◎워크숍
→공개,모
집,접촉

세부조직화 세부조직화 세부조직화

◎워크숍,
회의

→접촉

○설명회
→공모,접

촉

◎설명회,
교육
→공모

○◎회의
→접촉
◉회의
→접촉

-
○◎회의
→접촉

○설명회
→공모
◉회의
→접촉

- -

개입도

시공단계에서 공개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한 동시 개입

기획 또는 계획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동시 개입

기조직 및 재구성 조직 함께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동시 개입

◎조직화
위한개별
설명회

◎조직화
위한공모
및설명회

○행사
◎설치관
련설명회,
워크숍

○◎축제,
간담회

◎계획관
련워크숍

○◎설명
회,회의

○설명회
◉주민지
원사업(축
제,행사,
교육등)

◎컨퍼런
스,답사

◎공개

표 4-16. 요소별 차이 발생의 요인
*관주도○, 전문가주도◎, 공동체주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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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도 및 사례별 특성과 요인

A-1 A-2 A-3 B-1 B-2 B-3 C-1 C-2 C-3

과
정

빈
도 

및

지
속
성

기획
이전

- - - - - -

◉행사,교
육,조사
○◉추가
예산사업

지원

○축제,행
사,운영
○◎사업
방향회의

◉기획방
향협의

기획
단계

○열람
◎이용자
조사

○공청회,
축제

○◎축제
◎답사,워
크숍,간담

회

◎워크숍

○설명회,
회의 등

◎조사,답
사,행사

○기본계
획,조사
◉축제

◎컨퍼런
스,교육,
컨설팅

◎워크숍

계획
단계

- -
○◎공모
전,심사,
워크숍

◎행사
○◎설명
회,심사

◎교육,답
사,행사

○브리핑,
회의

◉축제,워
크숍,건축
가미팅

◎컨퍼런
스,교육,
컨설팅

◎회의

◎인터뷰
조사,워크

숍
-

○◎공모,
교육

◎축제,행
사,교육,
조사,설명
회,워크숍
,간담회,
회의 등
◉축제

◎워크숍
◎교육,답
사,행사

○워크숍,
설명회,회

의
◉축제,행
사,교육,
워크숍,답

사 등

◎답사,컨
퍼런스,교
육,컨설팅

◎회의

시공
단계

◎회의

○간담회,
설명회,공
모,임시프
로그램

○◎행사,
설명회,워

크숍

◎행사,교
육,설명회
,워크숍,
회의 등

○추진사
항공개

◎교육,답
사,축제,

행사

○공고,설
명회,회의
◉캠프
◉공사장

방문

- -

결
과

수
용
성

건
축
물
반
영

-컨셉,디
자인및프
로그램아
이디어,최
종안결정
-설비

-프로그램
의견

-기획방향
-컨셉아이
디어,작가

선정
-설치
-설비

-컨셉의견
-부지선정
의견및협

조

-설계안선
정에의견
-디자인협

력

-프로그램
기획

-부지선정
의견및협

조
-설비

-기획방향
협의

-프로그램
요구,크기
,용도,재

료
-설비

-기획방향
협의

-계획방향
협의

-기획방향
-계획방향

-설비

◎계획단
계워크숍
◎운영조
직과논의

◎기본계
획조사

○공청회
○공모전,
평가단

○◎설명
회

○폴리운
영

◎계획단
계설명회
◎계획단
계회의

○심사설
명회

◎계획단
계워크숍

○◎기획
단계워크
숍,회의등
○◎운영
협동조합

○참여예
산사업,기
본계획
○◉브리
핑,건축가
미팅,설명

회

○◎회의,
컨퍼런스

◉◎회의,
워크숍

지
역
행
사
및
프
로
그
램

교육프로
그램,물물
교환,책방
,공간대여 

등

동아리행
사,교육프
로그램,축
제,공간대
여 등

축제,투어
프로그램,
워크숍 등

교육,축제
,봉사활동 

등

특별실특
화프로그

램

축제,묵제
작및판매

교육프로
그램,축제
,동아리

관광프로
그램,축제

도서프로
그램,학부
모동아리

○주민센
터측지원
및추진
◉주민자
치위원회
봉사
◉대여

○재단측
지원및추

진
◉공간대

여

○재단측
지원및추

진
◉자율이

용

○◉시지
원,주민협
의체운영

○학교추
진

○시지원,
도움

◉협동조
합

○도서관
지원및추

진
◉운영주
민기획

○시또는
역추진

○◉학교,
학부모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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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도 및 사례별 특성과 요인

A-1 A-2 A-3 B-1 B-2 B-3 C-1 C-2 C-3

결
과

수
용
성

운
영
개
입

주민자치
위원회,주
민강사

청소년운
영위원회,
일반청소

년

청년협동
조합

주민협의
체,도시농
업공동체

-
할매묵공
장협동조

합

주민협동
조합,도서
관직원,청
소년운영
위원회

- -

◎◉전문
가구체기
획,주민요

구
◉주민자
원봉사

○재단구
체기획
◉봉사및
체험

○◎재단,
전문가구
체기획
◉운영수
입일부재
단환원

○◎시,전
문가구체
기획

◉관리,교
육

-

○◎시,전
문가구체

기획
◉제작및

판매

◉주민요
구및추진
◉비영리
운영,직원

-

변
화

운
영
변
경

기존운영
자일부+일
반주민

기수별또
는상시모

집
-

일반주민 
합류

- -
일반주민

참여
- -

◉주민협
의

○재단프
로그램운

영
-

◉주민협
의

- -
◉주민협
력,자원봉

사
- -

공
간
개
선
변
경

일부시설
개선

- -
일부시설
개선

- -
일부 

리모델링
- -

◉주민자
치위원회,
연희랑

- -

◉주민협
의체,도시
농업공동

체

- -
◉운영주

민
- -

공공사업에 있어 관이 참여 기반의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앞서 살펴보았

듯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사례 내 학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공동체 참여’에 대

한 모호한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참여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 곳’의 조건과 이에 대한 관의 대응이 중요

해지는데, 즉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거나 유사 사업에의 참

여 경험이 있는 공동체(조직)가 있어 접촉이 가능할 때 이들에 대한 관 또는 전문가

의 접촉 유무는 공동체의 초기 개입 구도가 달라지는데 주요한 요건이 된다. 

C-1(구산동도서관마을),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 C-3(남한산초등학교) 사례

의 경우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들어서기 전, 관 또는 전문가가 이러한 공

동체에 접촉하면서 곧 기획과 계획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특히 

C-1 사례의 경우 주민 조직이 구에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도서관 건립 요청을 했었

고 구에서는 2008년에 필지 매입을 시작해 기본계획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예산 문

제로 무산된 바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민 조직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도서 관련 

지역 활동을 전개해갔고, 약 4년 뒤인 2012년에 이르러 구 측에서 본격적인 건립을 

준비하며 해당 주민들에 접촉해 추가 예산 확보를 비롯한 사업 기획을 함께 논의해 



- 302 -

결정하게 된다. C-3 사례도 학교의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서 학

교 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인데, 먼저 교육청의 허가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축가에 직접 접촉해 기획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이다. 반면 C-2 사례는 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

에 지원하는 가운데 유사 사업에의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 조직에 접촉해 곧바로 위

원회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한 사례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

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체 영역에서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공동체 조직과 접촉해 이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이후 

계획에의 협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초기 개입 시기의 차이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위와 같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추진될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공동체 조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 등이 있을 때 관은 곧바로 공동

체에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실행과 기획 방향을 결정한 

뒤, 시기적으로는 기획단계 이후에 이르러 공동체와 접촉한다. 그러한 가운데 그 

방식에 있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1(연희동주민센터), A-2

(칠보청소년문화의집), A-3(광주폴리Ⅲ) 사례에서 나타나듯 생산과정에 조사, 공청

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 등을 일시적으로 개입시킨다. 이러한 경우 구체 

사항에 대한 협의가 아닌 기획 내용에 대한 공유 정도가 발생한다. 

또 다른 측면은, 기획단계에 이르러 이후 생산과정에의 참여 공동체를 적극적으

로 구성하는 가운데 나타나는데 주 활동인을 확인하거나 발굴함으로써 이들을 프로

젝트 특성에 맞게 위원회, 협의회 등의 그룹으로 상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이

러한 발생에서는 기획단계 초기부터 전문가에 추진의 상당 역할 위임이 있었다. 

B-1(성곽마을행촌공터), B-2(은로초등학교), B-3(할매묵공장)의 사례들에서 모두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는데, B-1의 경우 행촌권 재생계획 수립 이후 곧바로 권역별 

가치공유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를 맡은 전문가 측에서 지역의 주 활

동 주민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네트워크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사업에의 개입을 위

한 사업추진단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업 범주의 B-3은 영주시 

활성화 계획 추진 이후 구성마을을 포함한 선도지역 사업 준비 가운데 조사를 진행

하던 시 관계자와 전문가(코디네이터)가 주 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꾸렸

다. 물론 이와 같은 전문가 초기 개입이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며,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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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 추진 결정 이후 공동체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성 구도로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구

도로 확장해 보았을 때, 생산 주체 영역의 관 또는 전문가 추진의 차이가 초기 개입 

특성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포스터(H. Foster)의 견해대로, 생산과정의 공동체 초기 개입은 단순히 단

발적인 사건(event)이 아니라 이후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입 특성은 위의 4.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정상의 빈도 및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공동체 초기 개입이 

불특정 다수로 상정된 이들의 일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기획 내용 공유에 그친 경

우보다, 기획단계에 이르러 공동체를 생성하며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기존 공동체 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기획과 계획 방향에 대한 논의뿐 아

니라 결정을 하는 협력 구도가 마련될수록 이후 과정상 발생하는 빈도 대비 공동체 

참여 빈도의 정도가 높으며, 그리고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측면 또한 높

게 나타난다. 

즉,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의 관련 공동체(조직)에 대한 관 또는 전문가의 

접촉 유무는 공동체의 초기 개입 특성과 이후 빈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끼친다. 특

히 추진 사업 관련 공동체에 관 또는 전문가의 초기 접촉은 참여 빈도 및 지속성이 

높아지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공동체는 공공사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에 있어 결국 관 또

는 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전문가 측에서 이와 관련해 축제를 개최하거나 설명회, 워

크숍을 여는 등 공동체가 개입 가능한 구도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주다수의 요인으

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참여의 장이 많이 열릴수록 공동체가 참여하는 빈도와 지속

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사례 B-1(성곽마을행촌공터), B-3(할매묵공장), C-1(구산동도서관마을)처

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관이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참여하

는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결국 관 또는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 경우(B-3)가 

있는 반면, B-1, C-1 사례에서는 공동체가 참여 필요성을 인지하며 해당 지원을 기

반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활동(축제, 워크숍 등)을 펼쳐나가면서 빈도와 지속성의 

정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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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이 관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 가능한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다양

한’ 참여 범주를 발생시키거나 참여(가능)자들을 접촉하는 요인이 공동체 구도 및 

내부 변화 발생과 다양한 유형의 동시적 개입이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유연성과 개입도의 정도가 높아지는 데에는 생산주체 영역의 관 또는 전문가들

이 생산과정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a에서 e에 이르는 여러 범주 

내 사항들을 발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이들에게 개별적

인 접촉을 하는 것이 주 요건으로 확인된다. 

구도별 유연성과 개입도의 정도가 높은 사례들은 각각 A-1(연희동주민센터), 

B-1(성곽마을행촌공터), C-1(구산동도서관마을)이었다. 동일 구도 내 다른 사례들

과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들이 높다. 불특정 구도

로 초기 공동체 개입이 시작된 A-1 사례의 경우, 워크숍에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이 초청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문가 측에서 향후 조성될 카페를 비롯해 책

방, 요리 공간과 같은 대여 공간 등의 적극적인 사용 및 운영을 위해 두 번째 워크

숍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민들을 별도로 초청하거나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의 직능단체나 인근 학교 학생들, 지역 프로그램 관련자들 등을 각각 접촉했

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시공단계에서 이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조직

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새롭게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

페 관련 이외에 건축물의 물리적인 조성 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 

정리하자면 생산주체 영역의 전문가 측에서 주도한 워크숍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다양한 유형이 생산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례가 시기적으로 구체 설계 단계 및 시공단계에 이르러 유연성과 개입도의 

정도가 높아졌던 것과 달리 생성 구도의 B-1 사례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측면이 나타난다. 기획단계에서 시에서는 행촌권 재생사업과 별도로 가치공유사업

을 먼저 발주함으로써 이에 투입된 전문가들이 지역 내 주 활동 주민들과 조직을 확

인하고 발굴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봉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

던 개별 주민들과 직능단체들에 접촉하고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초청했고, 이때 참

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포함해 새롭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이후의 성곽마을 

관련 축제 준비와 진행 등에 개입시켰다. 이후에도 관, 그리고 가치공유사업 이외

에 재생사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은 다수의 축제와 행사를 열었는데 특히 일부 축제

의 경우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생

산주체 영역에서 초기 접촉했던 주 활동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등의 주민들 일부가 이러한 시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따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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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을 결성한 바 있다. 계획단계에 이르러서는 시와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사항

뿐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설명회, 워크숍, 회의 등에 공동체를 개입시켰는

데 위의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부 구성원을 조정해 주민추진위원회로 재구성되

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구체 계획단계 및 시공단계에 이르

러 향후 조성될 장소의 운영과 관련해 협의체, 도시농업공동체, 지역재생활동가 등

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모든 사례 중 가장 높은 유연성 및 개입도를 보인 C-1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

획단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가 발생한다. 구에서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

한 사업 계획과 기본계획 용역에 기존 주민 조직(마을엔)을 중심으로 개입시켰는

데, 특히 기본계획에 있어 이들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도록 협의했다. 당시 해당 주민들은 지역의 사서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

는 주민들에게 접촉해 보고서를 함께 작성할 활동가 및 연구진을 조직했고, 기본계

획 완료 후에는 실질적인 계획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도서관과 관련해 지역 직

능단체 주민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한편 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MP를 세웠고, 청년워킹그룹이 도서관마을 사업에 함께 개입할 수 있

도록 했으며 건축가 브리핑과 답사, 워크숍, 설명회 등을 열어 건축에 대한 실질적

인 협의에 위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는 이러한 사항 외에 상당수의 축제를 비롯해 행사, 답사, 교육, 워크숍을 주도적으

로 기획해 열었는데, 이때 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다른 

직능 단체들에 접촉하고, 인근의 특정 학교들에 찾아가 도서관 관련 설문조사나 북

콘서트 등의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추진은 B-1 사례와 유

사하게 시와 구에서 주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며, 더불어 

마을엔 및 협동조합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생산과정에 다른 주민들을 포용하면서 전

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구도 및 내부 변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전체 생산과정에의 참여 빈도 및 지속성 뿐 아니라, 공동체 변화와 이들의 다

층적인 개입 정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 관 또는 전문가들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특히 이들이 축제나 교육 등을 비롯해 워크숍, 실질적인 회의 등에 이르는 다양

한 참여 범주의 장을 열어 공동체를 초청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공동체에 

접촉해 협의함으로써 각각에 대해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 및 내부 변화가 나타나는 

정도가 높아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결국 관의 용역을 실행을 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

아야 한다. 사실상 전문가들의 참여 추진은 이에 대한 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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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되고 있다. 실제로 A-1 사례에서 두 전문가 그룹 중 1층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가 받은 예산에는 공동체 참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2-3층을 조성하기로 한 서비스디자인팀만 공동체와 접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개입도는 

축제나 설명회와 같은 범주(a,c)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추

진을 관이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가의 문제가 유연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 또한 관의 공동체 지원과 공동체의 참여 적극성을 비롯해 이러한 참여 

공동체의 주민 포용성은 유연성과 개입도를 더욱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

와 같은 요건 속에서 사업 초기에 관 또는 전문가의 협력 구도 설정이 이루어질수록 

이후 빈도와 지속성이 높아진다. 그에 따라 위 사례들의 빈도 및 지속성은 A-1, 

B-1, C-1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결과의 수용성 중 공동체 운영 개입의 발생은 관이 사업 추진 또는 과정 가

운데 새로 조성될 시설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할 것을 결정하며 그에 따라 과정상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조직화하는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

실상 조성될 시설은 공공의 소유로서 이에 공동체가 운영을 맡는 문제는 소득과 관

리, 이해관계 문제 등이 얽히며 단번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생산과정에서 이

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실질적인 공동체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이때 ‘운영’을 위한 조직화란 단순히 시설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측면뿐 아니라 

동아리, 위원회 등과 같이 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관련된 이들의 조직을 꾸리는 것을 

포함한다.

A-1(연희동주민센터), A-2(칠보청소년문화의집), A-3(광주폴리Ⅲ), B-1(성곽마

을행촌공터), B-3(할매묵공장), C-1(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의 초기 추진에서든 

이후든지 간에 준공 전 공동체 운영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조직화 과정이 발생한 사

례들이다. 특히 이러한 공동체 운영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관에서 초기의 사업 추진

과 기획 가운데 고려 또는 결정하나 참여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

가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공개하지는 않는다(A-2, A-3, B-1, 

B-3). A-1 사례의 경우 사업 기획에서 관이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 선정 이

후 계획단계 초에 전문가 측에서 시 관계자와 타 주민센터 답사를 하며 아이디어를 

얻었고, 향후 전문가들이 워크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세 운영 방안을 

정리해 주민센터와 최종 협의함으로써 결정하게 된 것이다. C-1 사례는 기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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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후의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한 공동체 조직이 지속적으로 관에 주민 운영을 

요구하면서 결정되었다. 결정 배경 및 주체에 대한 사항은 사례별로 각기 다르며 해

당 변수가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조직화 과정의 시기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계획 후

반 및 시공단계로 나타난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조직화 전까지의 전개 속에서 유연

성이 높게 나타난 사례일수록 기존에 참여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 A-3은 전체적인 유연성 정도가 확연히 낮은 것은 아니나 쿡폴리 운영에 

대한 추진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유연성은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A-1, B-1, B-3, C-1 사례에서 참여 공동체 기반의 조직화가 발생했다. 

특히 관 또는 전문가들이 향후 조성될 지역의 공공시설을 공동체가 운영하도록 

추진하며 이처럼 생산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

로 조직화하는 점은 준공 후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지속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A-1 사례에서는 향후 조성될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주민들의 조직화 과정에서 카페 운영 주체뿐 아니라 인근 청소년들을 모집해 청소

년 기자단을 만들고, 인근 초등학생과 외국인들을 모집하거나 개별 접촉함으로써 

연희외국어마을 프로그램 및 관련한 공간도 조성했다. 그 외에도 기존 지역 내 단체

들에 접촉해 재구성하는 등 연계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픈식 행사와 이후 몇 

달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고서는 워크숍 때부터 참여한 주민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카

페 운영 주체 이외에 지속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례마다, 그리고 동일 사례 내에서

도 조직된 공동체마다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참여하면서 

관 또는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공동체 운영 결정과 조직화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유연성이 낮게 나타

나며, 다시 말해 생산과정에 개입한(하고 있는) 공동체가 다층적이지 않아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 조직을 꾸릴 경우 해당 공동체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이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를 통해 공동체를 

모집하게 된다. A-2, A-3 사례가 그러했는데, 특히 관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들의 지

속적인 운영에 영향을 끼친다. A-2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카페 등의 일부 프

로그램 운영, 동아리, 봉사단 등을 시공단계에서 조직화했는데 이후에도 생산과정

에 참여가 전혀 없었다가 준공 후 재단 측에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개

입이 발생, 유지되었다. A-3 사례는 공모로 뽑힌 청년들이 조성된 시설 내 식당 및 

카페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수익금을 갖되 일부는 재단 측에 환원하도록 관과 협약

을 맺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장소의 활성화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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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 다시 말해 이때 지원의 의미는 재원의 공급뿐 아니라 관이 주도적으로 지

속가능한 개입의 장을 열어주거나 상생 가능한 구도를 설정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특히 추후 조성된 장소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간의 개선과 같은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참여 공동체 기반의 조직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입이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 사례 C-1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주민 공동체(협동조합)에서 

요구했던 북카페와 요리 등 생태 프로그램이 가능한 실의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이

후 운영에 개입한 이들이 다시 구와 건축가에 건의해서 일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

다. 또한 위의 네 사례들의 공사가 완료된 지 현재까지 채 5년이 안되었고 나머지 

A-1과 B-1의 경우 설비와 관련되어 큰 개선 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측면이 결국 

참여 공동체의 조직화와 운영 개입에서만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처럼 조직화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에 개입하게 된 공동체의 주민 포

용성, 그리고 과정상의 유연성과 개입도 정도는 이후 공동체 운영 변경이라는 변화 

요소 발생과 관련이 있다. A-1, B-1, C-1 사례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C-1 사례는 주

민 협동조합이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았는데 이들은 건립 과정에서 관의 

지원을 받아 다른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축제, 교육, 답

사 등을 진행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이때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이후 도서관에

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강사나 사서를 비롯해 청소와 같은 자원 봉사에도 어렵지 

않게 개입하고 있다. 

한편 A-2의 경우 시설 특성상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봉사단 등이 운영에 개

입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변화의 측면 또한 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다. 

즉, 관의 공동체 운영 결정에 따른 공동체 조직화는 공동체 운영 개입이라는 수용

성 요소 발생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운영 결정의 추진 주체 차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조직화 가운데 확인되는 공동체 유연성의 정도는 참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조직화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 공동체 기반의 조직화는 이후 공동체 운영 개입의 지속과 변

화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이때 공동체의 주민 포용성이라는 특성과 과

정상의 유연성 및 개입도의 정도는 이후 운영 변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편 참여 기반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모집을 통한 조직화일 경우 관의 지속적인 추진

이 이후 운영의 지속성과 변화 발생에 대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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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입하는 ‘양’이 많다고 결과의 요소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렇다면 단일한 구도의 공동체가, 예컨대 C-3(남한산초등학교) 및 B-2(은로초등학

교) 사례처럼 생산과정 초기에 상정된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발생하는 

것이 결과 반영의 주 요인이 되는 것일까? 

다수의 사례들에서 건축물 조성과 관련해 컨셉·방향, 프로그램, 배치·형태·재

료, 설비에 있어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진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

국 관 또는 전문가의 공동체 의견수렴에 대한 적극성과 반영에 대한 의지 및 실천이 

결과의 반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즉, 공동체가 생산과정에 상당수 참여하고 물리적인 조성 사항에 의견을 내면서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C-2(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는 전체적으로 빈도와 지속성이 높게 나

타난 사례이다. 기획 이전부터 시 관계자 및 전문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결정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후 기본 계획 이후에 예산 및 타

당성 등의 문제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협의체 내 

주민들과의 회의 과정이 있었으나 생산주체 영역 내부의 결정을 전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요구와 반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의 경우 생성 구도 내에서 유연성과 개입도가 높은 

편이며 발생 대비 참여 빈도 비율은 보통이나 절대적인 참여 빈도 자체는 C-1(구산

동도서관마을) 사례와 C-3(남한산초등학교) 다음으로 높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 과

정에 다양한 공동체 유형이 참여했고 발생한 많은 사항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 결

론적으로 이들은 회의와 워크숍, 교육, 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건립될 지역 커뮤니

티시설의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대부분 향후 운영을 맡는 문제에 집중했고 그에 따

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건축가를 포함한 전문가그룹 

측에서 실질적인 배치·형태·재료와 같은 사항들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면서 아

예 기획단계부터 이에 대한 공동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었다. 컨셉과 방향에 

있어서도 1, 2, 3호점 모두 시와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인데, 2호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의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문가 측에서 결

정하였다.

한편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는 유연성과 개입도는 높으나 전체 참여 빈도와 

지속성이 지극히 낮은 정도를 보인다. 즉 실질적인 개입의 장이 많이 없었다는 것인

데 주민들은 두 차례의 워크숍에 초청되어 건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전문가 측에서는 조성될 장소의 컨셉과 방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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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배치, 설비에 이르기까지 의견 수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워크숍을 준비했

고 이후 실제 이러한 ‘의견들’을 모아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디자인 자체는 

전문가 측에서 수행했으며, 두 번째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개선 사항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즉, 상당히 이벤트적인 자리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모

인 것이나 관 또는 전문가의 공동체 의견수렴에 대한 적극성과 수용성이 결과 반영

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B-2(은로초등학교)는 

유연성과 개입도 뿐 아니라 참여의 빈도도 낮은 편이며 지속성은 평균의 정도를 보

이는 사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추진 때부터 사용자 참여형 학교 설계로 결정되었

다. 특히 참여 설계를 수행할 전문가 선정 이후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 워크숍이 진

행되었는데 이때 건축가는 현상설계 공모 때의 제안과는 별도로, 워크숍에 참여하

게 된 각 워킹그룹(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학교 개축 방향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

작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수정 사항을 듣고, 특히 배치와 형태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진행하면서 함께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즉, 전체 생산과정 중 길지 않은 기간의 단

발적인 워크숍 과정이었으나 이때 건축가는 워킹그룹을 비롯해 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한 교사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사하면서 컨셉·방향, 프로그램, 배치·형태·

재료, 세부적인 가구 등의 설비에 이르는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했

다. 이와 유사한 양상이 A-1(연희동주민센터), C-3(남한산초등학교) 사례에서도 나

타나며,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반영은 관 또는 전문가들이 워크숍이나 여러 차

례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나 예산, 관리 등의 문

제가 있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더불어 공동체 스스로 지역 내 조성될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적극성이 있을 때 반영 발생의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C-1(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처럼 관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실

행하는 가운데 건축가는 기존 방식대로 공모 등에 제안해 선정되고 설계하면서 사

실상 건축가의 사업 범위에 ‘공동체 참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설계 용역 자체에 공동체와의 협의와 반영을 위한 시간 및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

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건축가 스스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거나 참여자

들에게 접촉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에도 협의가 발생하려면 결국 공동체 스스로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생

산과정에 개입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C-1 사례에서는 관이 생산과정에 공동체

를 상당 부분 참여하도록 했으나 공동체가 건축가 선정을 비롯해 실제 설계 과정에

는 개입할 수 없었는데, 결국 공동체 스스로 구에 직접 요청해 건축가와 개별 미팅

을 추진하고 워크숍 등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사항들을 정리해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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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의하거나 관과 전문가 실무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 MP를 통해 건축가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건축가는 이러한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상

당 부분 반영하게 된다. 

즉, 컨셉·방향, 프로그램, 배치·형태·재료, 설비와 같은 사항에 공동체의 의

견이 실제 반영되는 것은, 관 또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

며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을 때에야 나타난다.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

(요구) 적극성은 반영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4.2.3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

공적 생산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며 함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사업을 발주하고 결정하는 생산주체뿐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 모두 중요하다는 것인

데, 이번에는 본고에서 참여하는 공동체의 주요 특성으로 도출한 유연성과 개입도

를 기반으로 생산의 결과가 수용성 및 변화의 특성을 갖기 위한 이들의 역할을 종합

적으로 확인해보겠다.

구분 공동체 생산주체

수
용
성

①건축물
반영

-요구 적극성
-공동체 초기 
개입 구도: 
재구성

-참여 적
극성
-참여 공
동체의 
주민 포
용성

→

유
연
성 
·
개
입
도

←

-관 또는 전문
가의 공동체 
개입 가능한 
다양한 참여 
범주 발생 또
는 참여(가
능)자들 접촉
-관의 전문가 
지원
-관의 공동체 
지원
-관의 공동체 
운영 결정과 
공동체 조직
화

-공동체 의견수렴
에 대한 적극성

-반영에의 의지 및 
실천 

②지역행사
·프로그램

-참여 적극성

-운영 결정권을 가
진 관(또는 공동
체)의 추진 또는 
공동체에 지원

③운영개입
-참여 공동체 
기반 조직화

-관의 공동체 운영 
결정과 공동체 조
직화 추진

변
화

④운영변경
-운영 개입 
공동체의 주
민 포용성

-관의 공동체 운영 
결정과 공동체 조
직화 추진

-변경에의 관 추진

⑤공간개선
·변경

-운영 적극성
-참여 공동체 기반 
운영 개입 허용

표 4-17. 수용성 및 변화 발생을 위한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

먼저 수용성 및 변화의 각 측면에서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컨셉이나 방향, 프로그램, 배치·형태·재료, 그 외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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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비와 같은 사항에 공동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 또는 전

문가들이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성과 반영에의 의지 및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워크숍이나 긴밀한 협

의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조사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수집된 사

항일지라도 예산이나 구조, 적용 가능한 시기의 문제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반영 자체가 공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공동체의 참여(요구) 적극성은 관 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당 사

항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제 반영의 측면을 높이

는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소수의 참여자들이 요구할 때보다 다층적인 공동체의 개

입을 통해, 다시 말해 유연성 및 개입도가 높을수록 더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들의 요구 가운데 공통된 필요 항목이 더욱 타당성을 얻거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 내부적으로 프

로젝트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과정에 공동체를 개입시키는 데 있어 사업과 관련한 기존 조직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들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 일찍이 협의 구도가 마련되고 공동

체의 참여 의지가 큰 경향이 있기에 반영의 측면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필수 조건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빈도와 지속성이 높을수록 반영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예컨대 축제와 같은 홍보 행사 차원에서만 공동체의 잦은 참여가 발생해 실질적인 

건축에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반영 또한 낮게 나타나는 등 여러 변수

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생산된 장소 내 지역 행사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열리며 공동체를 수

용하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공시설 운영의 결정권을 가진 관 또는 공동체가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역 내 공동체에 지원할 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아예 기획부터 하거나 아니면 기획 후 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하며, 또는 특정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사실상 위의 첫 번째 

발생 조건처럼 이를 위한 관의 추진 및 공동체 참여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다만 생산과정에의 초기 개입 및 과정상의 발생 특성이 해당 수용성 결과의 유무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조성된 장소의 운용 및 경영을 비롯해 동아리나 위원회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자로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미리 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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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이를 결정하고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특성상, 운영 중 발생하는 소득이나 시설의 관리 등 상당히 복합적인 사항이 얽히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운영 측면에 공동체 개입을 시도하고 바꿀 수 있는 가

능성은 낮아진다. 한편 운영 결정에 이르기까지 관의 추진이었는지, 전문가들이 논

의해 관과 협의한 것인지, 공동체가 요구한 것인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운영 개입이 단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기존에 참여한(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기반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조직화 이전의 유연성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만약 여건상 모집 등의 통해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경우, 관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 네 번째, 위와 같은 운영 관련 사항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변화 발생

에 중요한 조건은 운영 개입 공동체의 주민 포용성이다. 즉 다른 주민들이 운영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포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정상에서 공동체의 유연성 및 개입도가 높을

수록, 다시 말해 운영과 관련해 조직된 것은 아니나 생산과정에서 개입도가 높게 나

타난 범주에 함께 참여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들이 이후 어렵지 않게 다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모집으로 꾸려졌을 경우, 계속해서 관의 추진이 있을 때에야 운

영상에 참여하는 공동체 변화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장소의 개선 등과 같은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 중, 참여 공동체 기반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져 이들이 향후 운영과 관련해 개입

할 때 발생한다. 다만 본고에서 분석한 사례들 가운데에는 없었으나, 예컨대 운영

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립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이 향후 요구해 공간

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과정상의 유연성과 개입도가 높을 경우 발생 가능성이 충분

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발생은 공동체의 유연성 및 개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를 위한 생산주체 및 공동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생산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범주에서 담론과 의식의 상태를 포

함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유연성과 개입도가 높아지는데 있어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관 또는 관의 추진 역할 일부를 위임받은 전문가

들이 다양한 참여 범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 내 축제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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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에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 향후 조성될 건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설명회를 열어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거나, 설

계 협의의 경우 관련 직능단체들을 워크숍 그룹으로 상정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가 다양하게 상정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범주의 장이 열리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행사·프로그램(a), 공개·의견수집(b), 공청

회·설명회·워크숍(c), 의견·협의(d), 결정(e)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내용’에 

때마다 ‘모든 주민’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기 다른 발생 범주에 참여 

가능한 공동체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대

체로 a(지역행사·프로그램), c(공청회·설명회·워크숍)를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상정된 이들의 동시적 개입이 수월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시기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관 또는 전문가 측에서 참여할 여러 주민들에게 직접 접

촉해 협의함으로써 이들을 생산과정에 개입시켜야 한다. 특히 전문가가 이를 실행

하는 경우, 용역 내 공동체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과 기간이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각 발생 범주에 참여 가능한 공동체를 관이 상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 

스스로 구성할 경우 유연성의 정도는 더 높아진다. 이를테면 관이 프로젝트와 관련

해 참여하는 공동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공동체 스스로 생산과정에의 개입에 대

한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원을 기반으로 이들의 내부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축제나 워크숍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다시 말해 참여 공동체의 적극성 및 주민 포용성이 있을 경우 유연성과 개입도

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관의 공동체 운영 결정에 따른 공동체의 조직화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참

여한 공동체의 내부적인 변화가 발생하며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유연성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

던 것처럼 이때의 운영은 시설의 운용과 경영뿐 아니라 조성될 장소의 적극적인 사

용자들을 동아리, 위원회 등의 조직으로 꾸리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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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식적 해석과 일반화

앞서 4.2장에서는 생산결과의 특성이 공동체 유연성 및 개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입도는 유연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생산의 장

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변화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가 아예 바뀌고 추가되거나, 또는 재구성된다

는 것이 단순히 무한대로 달라지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어

떻게 변하며 참여한다는 것인지, 4.3장에서는 초기 개입 구도에 따른 전개를 도식

적으로 해석하고 일반적 구조를 도출함으로써 전체 생산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

도록 하겠다. 

4.3.1 도식적 해석을 위한 설정

(1) 도식화 구조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는 프로젝트의 발주 및 주 결정권을 갖는 관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의 추진 및 실행을 위임받은 전문가들과 관계하며 함

께 생산을 해 나간다. 따라서 주체들을 중심으로 도식화를 하며 그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생산의 장은 원으로 표현하는데,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획 이전부

터 준공 이후에 이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산의 장으로 설정된 원의 가장 

안쪽은 생산주체 영역이며 가장 바깥쪽은 공동체 영역이다. 그 사이에는 a부터 e에 

이르는 5개의 발생 범주 영역이 있다. 

가장 중심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주 결정 및 추진 권한을 가진 관, 그리고 계약을 

통해 관의 일부 역할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전문가집단이 위치한다. 생산의 장 가장 

바깥쪽에는 각 단계별로 참여한 공동체를 나타낸다. 그리고 5개 범주 영역에 각각 

발생한 사건을 실선의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각 선들의 경우, 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출발하는 점선은 이들에 의한 추진을 의미

한다. 발생한 사건 중 점선의 사각형 또한 관 또는 전문가 측에서 추진하고 결정하

는 가운데 공동체 개입이 없었던 경우이다. 한편 공동체의 참여를 의미하는 실선 화

살표의 경우, 각각 누가 무엇에 개입했는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타내지 않고 

각 단계별 주요 공동체의 개입만 표시한다. 이때 주요 공동체라 함은 특정 사항의 

결정에 개입했거나 이후 단계로의 전개에 영향을 준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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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어떠한 주요 사항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는지, 빨간색의 실선과 사각형으로 나

타낸다.

그림 4-2. 도식의 구조 설정

그리고 생산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주 생산주체(main agent of production)는 크

게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예컨대 서울시, 영주시, 은평구 등과 같이 사업

을 발주하고 추진하면서 주 결정권을 갖는 관(public ordering organization)이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 관의 상당 권한을 위임받고 사업을 실행하는 전문가(expert)가 

있다. 생산(Production)의 장에 포함된 관과 전문가는 각각 PP, PE로 표기하였다. 

또한 그 지역의 공동체(community)는 크게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unspecified 

individuals)를 비롯해 지역의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organization), 

종교단체나 학교와 같은 시설(facility), 그리고 동아리와 같은 일반 모임(group)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참여 가능성이 있더라도 참여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생산의 장에 개입하게 되는 공동체(participation community of 

production)는 Pc로 나타낸다. 한편 본고에서는 생산에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세 

구도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를 바탕으로 변화 또한 발생함을 언급하였

다. 공동체 표기에 대하여서는 다음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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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 유형

어떠한 조직 또는 시설, 모임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불특정하게 개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A-3 사례에서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선 없이 명암으로 참여 공동

체를 표기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는 경우(예를 들어 B-1 사례에

서 ‘성곽마을추진위원회’)에는 한 겹의 실선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을 

기반으로 할 경우(예를 들어 C-1 사례에서 ‘마을엔’)에는 한 겹의 점선으로,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 참여하는 경우(예를 들어 C-2 사례에서 ‘마을추진위원회’)에는 

점선과 실선으로 이루어진 두 겹의 선으로 한다. 한편 기존의 공동체 조직이 유지되

거나 재구성해 개입하는 것은 주체들 간 접촉 방식과 개입 특성의 차이는 없기에 동

일한 유형으로 본다(그림 4-3).

특히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는 ‘변한다’는 특성이 있

었다. 표기에 있어 개입하는 공동체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와 내부 구성원들의 변

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태적 변화는 크게 세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새롭게 구도 상정을 하는 경우

이다. 그리고 참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분화 또는 합류할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된

다. 먼저 분화의 경우, 변화 이전의 개입 유형 도식을 표시하는데, 이들의 일부가 

재구성된 것이므로 그 안쪽에는 점선을, 가장 바깥에는 실선을 표시해 총 3겹으로 

도식화한다. 합류도 마찬가지로 변화 이전의 개입 유형들을 표시하며 이들이 재구

성된 것이므로 가장 바깥은 실선으로 한다. 한편 합류의 경우, 더 상세하게는 전체 

합류 이외에 일부 합류인 경우도 있으나 표기상 통일하도록 하겠다(본고의 사례에

서 일부 합류 없음).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에 다른 공동체가 흡수되는 경우도 합류

의 일부로 본다. 그리고 참여 공동체 내부에 다른 구성원들이 포함되거나 또는 일부 

나가게 되는 내용적 변화로 인해 개입의 유형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 또

한 공동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유형을 나타내는 도식적 표현에서는 차이가 없

고, 내부에 △표기를 더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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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공동체 유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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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동체 변화 유형의 설정

4.3.2 구도별 구조 분석

(1) 불특정 구도

불특정 구도의 세 사례 가운데 공동체의 변화 특성으로 인해 결과의 수용성 및 변

화의 측면이 모두 나타난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를 도해함으로써 해당 구도에서

의 공동체 참여 전개 구조를 분석, 확인해보겠다.

불특정 구도는 관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하고 나서 기획단계 이후에 

열람이나 축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일시적으로 생산의 장에 초기 개입시키는 

경우이다. 그리고 초기 개입 이후 참여할 공동체를 다시 상정하는 양상이 전개된

다. 초기 개입처럼 다시 일시적으로 개입시키기도 하고, 예컨대 평가단 등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거나 참여했던 이들을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그리고 관이 향후 적극적인 사용 및 운영에 밀접한 이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

고 추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재구성되는데, 새롭게 모집을 해 추가하기도 한다. 

특히 모집을 통해 운영에 개입시킬 때, 이들의 지속성을 위해 관이 계속해서 추진하

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 비해, 과정에의 참여 공동체 기반으로 재구성해 세부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향후 개입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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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불특정 구도에 따른 공동체 참여 전개의 구조
: A-1(연희동주민센터) 사례 도해

(2) 생성 구도

생성 구도에서는 세 사례 가운데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변화 특성으로 인해 결과

의 수용성 및 변화의 측면이 모두 나타난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를 도해함으

로써 공동체 참여 전개의 구조를 분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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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생성 구도에 따른 공동체 참여 전개의 구조
: B-1(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 도해

생성 구도는 불특정 구도와 초기 개입 조건은 같으나 전문가가 기획단계부터 들

어와 주 활동인(들)에게 접촉함으로써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개입할 공동체를 새롭

게 구성한다. 특히 이러한 초기 상정 이후 관 또는 전문가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공동체를 발굴하고 생성하면서 다층적인 상정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는 다시 생산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는데 특히 전문가와 협의 구도에 

이르며 구체 계획 과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공동체는 준공 이후에도 장소

의 운영이나 사용과 관련해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관이 운영에의 개입

을 결정해 추진하게 되면서, 해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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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구성 구도

그림 4-7. 재구성 구도에 따른 공동체 참여 전개의 구조
: C-1(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 도해

재구성 구도의 경우, 본고에서 살펴본 세 사례 가운데 공동체의 변화 특성으로 인

해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의 측면이 모두 나타난 사례는 C-1(구산동도서관마을)이

었다. 해당 사례를 도해함으로써 재구성 구도의 공동체 참여 전개 구조를 확인하겠

다. 

재구성 구도는 관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한 기조직과 접촉이 가능해, 

기획 이전부터 이들을 재구성해 생산과정에 개입시킨다. 특히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그 특성에 따라 여러 차례 공동체가 재구성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산의 장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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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참여 공동체가 기조직에서 출발한 경우, 생성 구도에서의 공동체보다 확산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때 관 또는 전문가들이 임의로 참여 공동체를 따로 

선별하는 과정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에의 공동체 개입이 결정되고 이들을 중

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4.3.3 공동체 참여 전개의 일반화

본고에서는 수용성과 변화 특성을 갖는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해 초기 개입 특성

에 따라 공동체 참여가 전개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조적인 해석을 더하였는데, 

4.3.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구도별 구조 도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참여를 

고려하는 때부터 결과에 이르는 생산과정을 일반화해 설명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공

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생산의 계획에 있어 생산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조건

을 이해하며, 결과의 수용성과 변화의 특성을 발생시키기 위한 개입의 구도를 예측

하고 마련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구도별 생산과정 일반화

① 구도별 특징과 일반적 구조

그림 4-8. 불특정 구도의 전개 구조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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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구도의 경우 재상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이 있고, 

특히 이들을 기반으로 조직화 과정이 있을 경우 향후 장소의 사용과 운영에 지속적

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일시적일지라도 다수의 동시적 개입 경험

이 있을 때 준공 전이든 이후든, 재구성된 조직에의 다른 주민 개입이 어렵지 않게 

발생한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의견 제시와 일시적인 협의일지라도 관 또는 전문가

들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림 4-9. 생성 구도의 전개 구조 일반화

생성 구도의 경우 프로젝트에 초기 개입하는 이들을 곧바로 새롭게 구성했기 때

문에 초기의 다층적 상정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또다시 만들

어지고 아니면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적합한 공동체로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 또는 전문가가 계속해서 너무 많은 개입을 할 경우, 공동체 범위가 넓

혀지기보다 다듬어지고 정제되는 경향이 있어 다소 폐쇄적인 양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스스로의 자발적 재구성이 향후 장소의 수용성과 변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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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재구성 구도의 전개 구조 일반화

재구성 구도의 경우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조직이 개입하는 경우인데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관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하는 사항이 많아진다. 특히 공동체가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나 특성(예를 들어 주민 모임을 협동조합

으로 등록)이 변하는 경우, 이를 관 또는 전문가가 주도하기보다 주민들이 할 때 구

성원 및 범위가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주 참여 주민들이 다른 주

민들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연성과 개입도 뿐 아니라 향후 변화의 측

면이 나타나는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재구성의 과정이 많을수록 결과

에 있어 건축물 반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반대로 단일한 유형의 지속

이 반영과 밀접한 것도 아님), 이들이 장소의 사용 및 운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생산과정 일반화

이번에는 각 구도별 공동체 참여 전개의 구조를 바탕으로 전체 생산과정을 통합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그림 4-11>를 통해 설명하는데, 각각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앞서 도출한 수용성과 변화 발생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참여를 동

태적으로 이끄는 전개이다. 따라서 해당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재구성을 통한 

변화 발생과 다층적 개입 자체보다, 각 구도에 따라 초기 개입 이후 이에 이르는 과

정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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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 프로젝트의 규모나 참여하는 공동체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한계로 해당 전개가 어려울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차선으로 택하는 경로를 

제시하며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발생에 이르기 위한 보완 지점들을 마련하였다.

특정 공공사업에 대한 모색과 추진 가운데 공동체 참여를 결정하거나 혹은 염두

에 두며 참여할 공동체를 확인하는 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업을 추진

하고 결정하게 되는 생산주체(관·전문가)와 참여 공동체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진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내 활동을 했었거나, 하고 있는 공동체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공도서관 건립일 경우 전부터 도서관 건립을 원해 

자발적으로 행사 및 모임을 이끌어왔던 주민모임이라든지, 역사의 공간개선을 추진

하는데 있어 이전에 해당 역사를 중심으로 한 유사 사업에서 참여했던 조직 등을 모

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기조직의 유무뿐 아니라 접촉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의 행보가 달라

진다. 즉 기조직이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별도의 접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포괄적인 불특정 범주의 공

동체를 살펴본다. 이때 생산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동체를 생성할 것인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꾸릴 시, 주 활동자들을 중심으로 생성 가능 여부와 이들

의 참여 적극성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생성 구도로 공동체 초기 개입 구도가 결정되

기에 이른다.

반면 생산주체 측에서, 또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로서 이들이 생산과정에 그대로 개입하기로 결정

하거나, 혹은 생산주체와 주 활동자들이 접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의 

참여 적극성 등의 문제로 생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일단 초기 개입에 있어 무리한 

추진보다는 불특정 구도로 시작함이 적절하다.

관련 기조직이 있으며 생산주체와의 접촉이 가능할 때, 생산주체와 공동체는 프

로젝트에의 참여 가능을 협의하며 재구성 구도로의 시작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특

히 해당 과정에서 기조직 내 일부 구성원이 선별되는 등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형태

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재구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시기에 관이 무리하

게 재구성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한편 협의 후 프로젝트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불특정한 이들을 모색하고 생성 가능 여부를 따지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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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체 초기 생산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생산의 장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것인가, 다시 말해 불특정, 생성, 재구성이라는 세 구도가 결정

된다. 물론 프로젝트가 전개되며 개입하는 공동체는 바뀔 수 있다. 초기 개입의 세 

구도는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있어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결

정하는 자들과 실질적인 사용 등에 밀접한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생산이 시작되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이때 개입하기 시작한 공동체는 누구이

고,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 개입해 곧 무엇을 하는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

특히 앞서 확인한 것처럼 각 구도에 따라 생산이 전개됨에 있어 참여하는 공동체

의 유연성 및 개입도가 높은 것이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초기 개입 특성에 따라 각각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하겠다.

생산의 장에 불특정 공동체로 개입이 시작되는 경우, 곧바로 기획 및 계획에의 협

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주체 측에서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다수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공청회 또는 축제와 같은 행사에 

이들을 초청해 마찬가지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결정된 후 기획단계 초반에서 계획단계에 이르기 전까지가 

적절하다. 기획 이전에 사업의 방향이나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

정 공동체로의 초기 개입이 섣불리 이루어질 경우 특정한 사적 이익이 요구되거나 

향후 개입하는 공동체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위험이 있으며, 또는 계획단계에서 관

과 전문가들에 의해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이르러 초기 개입이 발생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컨셉 및 방향, 배치 및 형태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구도로의 초기 개입은 기획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후 생산주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동체의 참여를 위해 간헐적으로 워크

숍, 축제 등을 열며 공동체를 초청해 사업을 알리거나 기획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 개입한 이들 중 일부가 이후 연속적으로 참여한다 하

더라도 일단 생산주체 측에서는 섣부르게 사업과 관련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는 초기 개입 때처럼 축제 등으로 사업 내용이 알려지고 이해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

한 영역에서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빠져나감으로써 참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일종의 버퍼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상정이 지속해서 너무 많

이 발생할 때에는 오히려 피상적인 공개 및 의견수집 정도만 오갈 위험이 있다. 따

라서 생산주체 측에서는 계획단계, 특히 전문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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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전에 기존의 참여자들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적합

한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재구성 가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 또는 전문가 주도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참여했던 이들 중 일

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도록 생산주체 측에서는 적절한 방안을 통해 특정한 

참여 범주를 발생시키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의 

주도는 공동체 변화에 있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공동체가 스스로 적

극적인 참여자로서 정체성을 가질수록 공동체는 확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공동체의 태생적 자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생산주체 측의 지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된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모색해야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 본고의 

사례 중에서는 관련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열었고 그 외에 행사를 열

거나 만약 계속해서 주 참여자 발굴이 어려울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여는 등의 방안

이 있다. 이는 추진하는 사업과 공동체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이때의 재구성이란 반드시 주민위원회 등과 같은 특정한 명칭을 가져야 한

다는 것만은 아니며 예컨대 일부가 다시 워크숍그룹으로 상정되는 등 생산주체와의 

협의 구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참여했던 공동체의 범위가 너무 좁거나 또는 너무 넓어서, 또는 이해관계 등

의 문제로 이들을 기반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지속해서 기

획단계에서처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하면서 재상정을 하는 

가운데 재구성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른다면 이

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향후 공동체 운영을 고려하며 조직화하는 단계에 들어서

야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공동체의 다층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 기존

에 주요하게 참여해 온 이들뿐 아니라 재구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개입

했던 이들이 특정한 발생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의 

과정에 이들이 다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참여 경

험을 가진 이들이 향후 생산된 장소의 수용성과 변화 특성을 발생시키는 자로 어렵

지 않게 등장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스스로 서로의 다름-존재 및 의견에 대한-을 

인지하며, 전문가를 비롯한 생산주체 측에서도 특정 사항에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

할 계기가 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불특정 구도에서는 초기 개입 이후 재상정이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계획단계에서에서 본격적인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설계 과정에서 공동체의 다층적 개입이 특정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참여형 학교 설계와 같이 처음부터 다수의 의견,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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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반영하고자 추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해당 과정에서 생산주체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시 오히려 피상적인 의견의 교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는 기존의 참여 공동체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지는 것이 낫다. 다만 그 가운데 추가

로 지역 행사나 워크숍 등을 열거나 생산주체 측에서 별도로 접촉함으로써 일시적

이나마 다른 이들도 생산 과정에 대한 참여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연희

동주민센터 사례에서는 전문가들이 공간 계획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주 참여 공동

체 이외에 지역의 다른 조직들을 별도로 접촉했다.

그리고 시공단계를 전후해 향후 생산될 장소의 운영에 개입할 공동체 조직 구성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준공 후 운영과 관련해 새롭게 공동체 개입이 결

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러한 운영을 위한 조직

화는 실질적인 위탁 운영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등으로 관리에 일부 개입하거나 동

아리와 같은 모임들을 통해 장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이들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

한다.

무엇보다 생산주체, 특히 관에서 운영에의 공동체 개입을 결정하며 특히 생산과

정에서 재구성된 또는 기존에 참여했던 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새롭게 모집해 운영에 개입시키는 경우, 계속해서 

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참여자 기반일 경우에는 이미 조직화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성과 필요성이 검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지속성이 가능하다. 

특히 생산주체 측에서는 해당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고립된 특성을 갖지 않도록 조

직화 과정에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들이 사실상 조성된 장소와 가장 밀접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직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대한 수용성

이 있을 경우 향후 운영 조직 자체가 유연한 특성을 가지면서 과정상에 참여 경험이 

있던 이들이 다시, 또는 새로운 이들이 여기에 개입해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조직화

에 있어 이것이 반드시 이분법적인 선택인 것은 아닌데, 예컨대 참여 공동체 기반으

로 시설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맡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카페의 경우 새롭게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향후 장소가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 또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가 가능한 프로그램,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기 개입에 있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공동체를 생성하는 

경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생산주체 측에서는 이미 주 활동자들을 모

색한 가운데,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워크숍, 설명회 등을 열어 협의회와 

같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든다. 이때 초청된 공동체는 생산과정에의 참여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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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이들을 포함한다. 물론 새롭

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생산주체 입장에서는 

협의 가능한 공동체를 세운 것이므로 이들과 기획 내용을 공유할 뿐 아니라 향후 방

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렇게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협의하는 시기

는 프로젝트의 추진이 결정된 이후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

도록 기획단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해당 구도에서 모색하고 초기 개

입하게 되는 공동체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이들이 아

니기 때문에, 만약 기획 이전에 이루어지는 추진 결정부터 협의 구도로 생성할 경우 

특정한 사익이 반영되거나 향후 전개에 참여하는 공동체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위

험이 있다.

특히 기획단계에서 워크숍이나 설명회,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 등으로 적절한 참

여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 생산주체뿐 아니라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 등이 향후 변함없이 참여하게 될 공동체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 등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는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한 다수의 공동체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생성

은 논의되는 방향에 따라 아예 다른 범위의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참여한 이

들 중의 일부를 포함해 확대 또는 축소되며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 발굴되거나 더해질 수 있고 적극적이

지만 특정한 사익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들이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주

체와 공동체간의 특정한 협력 구도가 잡히게 된다. 

한편 생산주체가 직접 다층적 상정의 추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에는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할 때 공동체가 형식적으로 축소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

다. 그것이 어렵다면 생산주체 측에서 먼저 생성된 공동체뿐 아니라 새로운 이들의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예를 들어 사업 규모가 크지 않

은데다가 본래 주민들 수도 적어 관련한 공동체를 다층적으로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사실상 초기에 ‘모든’ 이들

이 포함된 공동체를 생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재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워크숍에서 협의회를 만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갈 때 

다음 워크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을 논의하며 일부 주민들이 더하거나 빠진 주

민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주민의 경우 활동가로 세우는 것이다. 아니면 경

우에 따라 아예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초기 생성

과 다층적 상정 과정에서는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별도로 선

정되며 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에의 오해를 줄이고 이러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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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이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을 기반으로 재구성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단계에서 이

미 공동체 초기 개입을 위한 생성 및 다층적 상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주체 

측에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재구성을 할 공동체를 염두에 두며 실행할 수 있다. 

이때도 생산주체 측의 전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대한 생산주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추진을 통해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획단계에서 만들어진 주민네트워크, 사업단,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다층적 

상정 과정을 지나며 주민지원 사업에의 지원을 위해 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포함된 이들이 주민추진위원회로 재구성된다. 만약 생산주체 측에서 프로

젝트가 진행되며 기존에 구성된 공동체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새롭게 

개입할 공동체를 재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매묵공장 사례에서는 다층적 상정 

과정에서 협의회,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묵공장으로 결정함

에 따라 이에 비해 기존 조직 범위가 너무 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새롭게 사업

단을 구성하였다. 특히 해당 구도는 기획단계 초기부터 공동체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획단계에 이르기 전에 재구성이 될수록 공동체가 건축물의 실

질적인 계획과 관련해 참여 가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는 물론 관 및 건축가의 

반영 의지와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한편 재구성을 통해 사업단이나 위원회 등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이해하며 이에 참여할 가장 적절한 공동체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고정적 형태가 아니도록 공동체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예컨대 설계 설명을 위해 워크숍을 여는데 다른 주민들을 함께 초청하는 식으

로 생산주체 측에서 추진하거나, 공동체 스스로 다른 이들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경

우가 있어 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동체라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한 사익이 무분별하게 개입할 수 있고, 특히 계획 과정에서는 

향후 공적으로 이용될 건물의 배치, 형태, 프로그램, 설비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동이용

시설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내 텃밭과 요리 공간에 대한 요구를 위원회 

내 한 명이 했었는데 워크숍에 온 다른 주민 5명도 이를 요구했을 때, 전문가 측에

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지하게 되며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 다층적 상정 과정이 밀도 있게 이루어질수록 이때의 다층적 개입 또

한 어렵지 않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이전에 일부 참여 경험이 있다면 재구성에 이

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가 있기 때문에 이후 다시 참여해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주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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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행사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또는 종교단체 등 다른 영역의 공동체

의 개입을 함께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층적 개입이 불가능하

다면, 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다층적 개입이 여러 발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무

수히 전개될 필요는 없다. 다시 기존 참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참여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가능한 다시 재구성을 통해 전문가와 협의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향후 조

직화에 이르는 공동체가 협소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단계에 이르며 준공 전까지 관에서는 불특정 초기 개입 구도에서처럼 

향후 장소의 공동체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참여 공동체 기반으

로 운영 가능 여부를 따져 조직화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아예 새롭게 모집

할 경우 또는 공동체가 운영을 비롯한 관리 및 일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 또는 

전문가들의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구성 구도로의 공동체 초기 개입은 사업 추진 전부터 관련한 조직이 있었고 생

산주체 측에서 사업 기획과 관련해 이들과 참여 가능 여부를 협의함으로써 시작되

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본고의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처럼 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

명운동을 해 구에 건의하며 지역 사람들과 도서 관련 행사를 해왔던 주민 조직이 있

어 왔는데, 어느 시점에 관이 예산과 부지 등을 구체화하면서 이들 주민과 접촉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례 연산역기차문화체험관처럼 관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 이와 유사하게 실행된 사업에 참여했던 조직에 다시 접촉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해당 구도에서는 이미 공동체가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주체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기획과 계획 

방향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다. 특정한 이들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개별 접촉이나 소규모의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

로 기획 이전이 적절하다. 특히 이때 공동체가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 의견을 갖고 있을수록 빠른 시기에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며 결정을 해나

가야 이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획 이전에의 초기 개입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계를 전후해 다시 한번 참여 

공동체의 재구성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위원회를 협의체로 만드

는 등 틀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때에는 사업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시점이며 좀 더 구체화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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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이며, 예컨대 일부 조건이 맞지 않은 

구성원이 빠지고 선별된 이들이 다시 생산의 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참여 조직이 구성되기 위해 앞서 다른 구도에서처럼 이를 관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공동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때에 따라 관이 이를 위

한 계기를 마련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공동체가 축소되기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크기를 늘리며 이를 향

후 참여 공동체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 이전부터 이와 관련해 

의식을 갖고 있던 공동체라 하더라도 협소한 주장을 할 여지가 있고 일부 사익을 가

진 이들로 좁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주체 측에서는 이 시기에 재구성을 통해 

공동체를 확장시키며 유연하게 만들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는 관이 초기 개입한 공동체에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 공동체가 계획에 필요한 다른 이들을 

접촉하고 협업하며 조직 스스로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예컨대 기존 공동체 

범위가 너무 넓거나 인원이 많은데 이들의 자발적 재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 생산주체 측의 추진을 통해 이들을 곧바로 위원회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는 여건상 재구성을 하지 않고 초기 개입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

는데, 이때부터 공동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주체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에서는 건립될 도서관을 알리고자 축제를 여는데 여

러 부스를 마련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 여러 조직이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며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체에 지원을 해 도서관의 주 사용자 중 하나로 예상되는 

인근 학교를 찾아가서 설명회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

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는 공동체가 되도록, 생산주체는 의견을 밀고 나가기보다 이

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를 설정하고 설계를 협의하는 계획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가 다

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층적 개입을 통한 협의를 

통해 생산주체 측에서는 특정한 사적 이익을 분별할 수 있고 공동체 또한 의견의 정

당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전에 재구성 과정이 있을 때에야 다층적 개입이 원활

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가 선정 과정에서 설명

회를 하는데 주 참여 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을 초청할 때 초청된 주민들이 재

구성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수록 불필요한 갈등이 적고 필요한 협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 공동체 스스로 프

로젝트와 관련한 다른 이들을 포함하거나 일부 변경해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이때의 재구성이 이후 과정상에서 논의를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며 장소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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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해 공동체의 유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위원회나 협동조합 

등 형태적으로 구축되면서 공동체가 전문가와 동등한 협의 구도를 가질 수 있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구도가 구축되었다면 계획단계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층적 개입만 발생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관에서는 설계 완료를 전후해 시설의 개관 전까지 공동체가 운영 및 관리, 

적극적인 사용에 개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특히 해당 구도는 기획 이전부터 

공동체의 재구성과 다층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에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

하는 이들이 공동체 수용성이 있다면 장소의 수용성뿐 아니라 변화의 측면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정상에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이들

이 어렵지 않게 향후 장소의 적극적인 사용 등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건상 새로 

모집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동체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향후 지

속적으로 관 또는 전문가들의 상당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이 시작될 때의 공동체 조건으로부터 초기 개입 구도가 세 측면으로 나눠지

고 이후의 전개에서 공동체의 동태적 참여, 즉 재구성과 조직화가 핵심적인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는 일이 그

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 조건 속에서 참여한 공동체가 조정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다층적으로 개입하며 조직화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편 불특정 구도의 경우, 재구성 이후 다층적 개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견고하며 협소한 특성이 아닌 유연한 양상으로 다

른 공동체와 소통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갖게 되고, 이는 향후 결과의 수용

성과 변화의 특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생산주체는 특정한 사익

의 집합을 공공성으로 가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2) 특수한 요인들

만약 참여가 ‘잘’ 전개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기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들

이 설계와 향후 운영 관련 개입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하더라도 관이 수용을 전혀 

안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일시적으로 초청하며 의견을 수집했다 하더라도 전문

가들이 이를 주의 깊게 다루고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정상의 유연성 및 개

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참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

했다 하더라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이 개입해 모집 등을 통해 새롭게 운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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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반대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은 주민들을 일부 개입

시키면서 준공에 이르렀을 때, 건축물과 관련한 협의와 반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

았더라도 향후 관의 적극적인 주도로 운영회나 동아리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며 지원하는 등 장소의 수용성과 변화의 측면을 높일 수 있다. 즉 공공시설의 

특성상 반영과 실행의 추진 및 결정을 하는 관, 그리고 전문가 측의 적극성과 능력

이 주요한 요건이 된다. 

불특정 구도의 전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일반적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

다. 관 또는 전문가 측의 추진과 결정에 따라 다시 공동체가 개입하는 시기는 달라

질 수 있다.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전문가 선정 이후에 이루

어진다. 그리고 관 또는 전문가 측에서 공동체 운영 결정을 하지 않고, 따라서 향후 

장소의 적극적인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공동체 조직화 과정이 없을 경우, 불특정 구

도 내 재구성 및 생성 유형의 개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조직화 과

정에서, 참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새롭게 모집할 경우, 재구성 유형의 개

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생성 구도의 전개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관 또는 전문가 측의 추

진과 결정, 그리고 생성된 참여 공동체의 적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상정되는 시기

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다층적 상정 없이 재구성만 이루어져 생산의 장

에 개입할 수 있다.

재구성 구도의 전개에서는, 관 또는 전문가 측의 추진과 결정, 또는 기조직의 적

극성에 따라 재구성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기조직이 재구성될 때 합류의 방식으

로 개입 공동체 유형이 만들어지는 경우, 향후 프로젝트의 전개에서 다층적 개입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일부가 추려지는 분화로 재구성될 때에는, 이

후 과정에서 재구성된 공동체 유형을 중심으로만 개입이 나타난다. 두 양상은 기조

직의 재구성을 주민들이 주도하느냐, 관 또는 전문가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

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조직이 협의와 결정에 개입하더라도 관 또는 전문가 측의 

추진에 따라 공동체 운영 결정이 없을 경우, 그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동체의 

요구 또한 없을 때 계획단계 이후로는 참여의 빈도가 확연히 낮아질 수 있다. 한편 

학교의 경우, 지역의 공공건축물이지만 시설 특성상 구도와 상관없이 참여했던 이

들이 향후 장소의 사용과 운영 등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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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적 장소의 생산

4.3장에서는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의 주요 특성과 생산주체의 역할에 

대해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가 발생하는 생산의 장의 세 유형을 도해하

며 각 구도의 생산과정을 일반화해 분석 결과의 실질적인 효용을 더하였다. 이번 

4.4장에서는 시야을 확장해 봄으로써 결국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무어라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하는 장(場)의 위상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된 결과는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과 관련해 공적(公的)이

기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장소’가 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4.4.1 동태적인 공동체 참여를 위해 관계가 발생하는 생산의 장 

공적인 장소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가 고정적이기보다 유연하게 변화할수

록, 그리고 생산의 전개에 따라 순차적으로 좁혀지며 단일하기보다 오히려 다층적

인 참여 양상을 나타낼수록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의 발생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공적 장소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 참여는 동태적(動態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공동체 참여의 동태성은 다음의 두 측면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참여하는 공동체가 생산 특성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

화는 크게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구도와 상관없이 아예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을 대

체하는 것, 그리고 기존 공동체를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유의미한 변화는 후자를 뜻한다. 

또한 재구성으로서의 변화 발생은 시기적으로 개입의 시작과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체 초기 개입에 있어 이들의 변화는 생산주체의 모색과 접촉으로 

곧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아예 불특정한 공동체를 개입시키기보다, 관련

한 기존 조직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선별되거나 협의 구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

로 조직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과정에서의 공동체 변화는 초기 개입 이후 참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정

된다는 것인데, 이때는 초기 개입 때처럼 내부적인 조정뿐 아니라 분화하거나  새롭

게 상정된 공동체가 합류하는 세 측면에서의 재구성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초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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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특성에 따라 이렇게 재구성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다르다. 불특정 초기 개입 이

후에는 기획 또는 계획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시 새롭게 개입할 공동체 재상정이 이

루어지는데, 재구성을 통해 생산 특성에 적합한 이들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재상정 이후 재구성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성 구도로의 초기 

개입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생산 특성과 관련한 다수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러한 과

정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재구성 구도

로 개입한 공동체는 기획이 본격화되며 곧바로 재구성 가능 여부를 따져 다시 재구

성된다. 

동태적 참여의 두 번째 의미는 다층적인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일에 각자의 입장을 가진 여러 유형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재구성 과정이 선행될수록 다층적 개입이 밀도 있게 나타난다. 즉 생산과

정과 그 특성에 따라 공동체가 재구성에 이르는 가운데 관여했던 이들이 특정 사항

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생산과정 중에 개입할 공동체가 새롭게 추가 

상정되기도 하는데, 이들이 일시적일지라도 함께 참여하며 다층성을 높인다. 한편 

이러한 다층적 개입이 반드시 그 자체로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이

미 구체적인 계획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과의 협의 

구도를 위해 다시 재구성되거나 기존 참여 공동체로 유지하며 참여해야 한다. 

항목 내용 상세

동태성

①공동체의 변화 재구성

초기 개입 생산 특성에 맞게 조정 

과정
참여 공동체 기반 확대
(내부적 조정, 분화, 합류)

②다층적 공동체의 개입
재구성된 공동체+재구성 과정에서의 일시적 참여 
공동체+추가 재상정 공동체 → 동시 참여

초기 개입 
구도별 

동태적 전개

불특정 공동체 초기 개입
: 불특정 구도

→재상정✕n(새롭게 개입할 공동체 상정)
→초기 개입 또는 재상정 공동체 기반 재구성
→단층적 개입 또는 생산주체의 다층적 접촉
→조직화

생산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 공동체 초기 개입
: 생성 구도

→다층적상정(다수의 공동체 생성)
→생성 공동체 중 재구성
→추가적인 일시적 재상정
→다층적개입 →재구성✕n
→조직화

기존 조직 기반
재구성 공동체 초기 개입
: 재구성 구도

→초기 재구성 공동체 기반 재구성
→추가적인 일시적 재상정
→다층적개입 →재구성✕n
→조직화

표 4-18. 공동체 참여의 동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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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태성이 바로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목한 ‘다양한 대응으로서의 변

화’이다. 테일러는 정치행정에서와 달리 도시·건축에서처럼 복합적인 물리적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소속이나 규모, 참여 정도 등에 따라 나누기 어렵

다는 것, 그러나 결정 및 추진주체인 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들을 단순화시

킴에 따라 오히려 공동체의 역할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다. 

국내의 이승종 또한 동시대에 이르며 행정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가운

데 참여하는 공동체의 다의성과 유동성을 인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은 문

제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참여하는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정의할 것으로 논지를 맺으

며, 이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공동체와 이들의 참여에 대한 범주의 

설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장한 바는 무수한 경우의 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기보다, 결국 생산주체는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공동체의 조건을 인지하고 이들과 어떠한 구도로 함께 생산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

한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주체 측에서 협의를 위해 참여 가능한 수

많은 공동체를 정의하려 할 때 오히려 이들을 단순화시키면서 단일하게 좁혀진 소

수가 남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가를 뽑거나 찬반을 가리는 이분법적인 투

표가 아닌 물리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것이 생산주체 측과 심도 있게 협의 가능한 공

동체가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협의가 쉬운 이들이 추려지며 공동체가 가공

된 것인지 엄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4.2장에서는 이를 위

한 공동체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생산의 주요 결정과 추진을 맡는 주체(main agent)

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동태적인 공동체 참

여가 발생하는 장(場)은 무엇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동시대에 이를수록 공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참여는 실질적인 문제

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장소특정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

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참여는 소위 생산주체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

에서 나타난 여러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당위적 수단이자 목적으로 자리잡았으

며, 이들에 대한 고려와 협의로 말미암아 바텀-업(bottom-up)이 실천된다는 것이

다. 그러나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불특정한 공동체가 피상적으로 관여하며 생산주

체의 전적인 추진으로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되거나, 특정한 이들이 협소하게 참여

함으로써 다수의 다양성을 전제하는 공익, 공동체주의와 하버마스 기반의 심의체제

에서의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이 교묘하게 포장되기도 한다. 이는 사실상 필

요에 따라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결국 생산의 장에서 생산주체가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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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확대되는 것에 그친다. 즉 생산주체는 공동체를 돌보며 관계하기보다, 관리

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포스터는 생산과 관련한 공동체에 대해 나

와 다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관계가 시작된다는 조건으로서 타자(other)로 상정하며 

타자에 대한 국외성(outsideness)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산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동체의 동태적 참여를 위해서는 일단 생

산을 위한 기획 이전부터 공동체와 생산주체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과정에의 공동체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생산될 장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염두에 두며 단지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

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모두의 의미를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체가 참

여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주를 발생시키거나 지원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가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나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과 전문가 측에

서 모든 결정권을 공동체에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터는 생산과정에서 생

산주체의 표면적인 전가, 즉 동일화(identification)가 오히려 공동체가 실제로 생

산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타자화(othering)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이들 내 이해관계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 협의와 결정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도 한다. 구도에 따른 과정상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앞서 <그림 4-11>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통제나 방치, 전가가 아닌 지속적인 ‘오고 감’이 발생하는 관계는 이전에 

포스터가 언급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설정의 문제로 볼 수 있

다. 그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를 내포한 변위적 틀짓기(parallactic 

framing)로 언급한 것은 실로 적절해 보인다. 특히 그는 적절하지 않은 거리 때문에 

공동체가 타자화됨을 비판하면서 이전에 벤야민이 비판했던 조망(perspective)과 

예견(prospect)을 상기시킨다. 작품(art-work)을 만드는 일에서 생산주체, 특히 전

문가는 과정상에서 충분히 결과를 조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이

르며 생산주체와 공동체는 사실상 너무 멀거나 또는 심각하게 가까워진 것인데 마

치 코끼리의 발만 만지듯 지극히 부분적이거나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도하는 가운데 무기력 또는 갈등이 남게 된 것이다. 이때 공동체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 표면적으로만 고려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처럼 포장된

다. 그럼에도 어떻게 실재에 대한 점진적인 상상(想像)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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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는 예술비평가로서 개념적인 제언에 그치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관계

를 통한 조망과 예견이란 공동체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선별되기보다 위와 같은 생

산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유연하게 생산의 장에 개입하는 가운데 결국 의식적인 차

원에서 장소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변화하고 다층

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 양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이 가능해지며 장

소와 그 지역, 공동체 간 다수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

체의 참여 특성이 만드는 의식적 층위에서의 생산과 실체에 이르는 현상을 각 사례

들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4.4.2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특성

앞서 이론적 고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참여함으로써 생산하는 장소의 

특성을 크게 수용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공공성은 단순히 관이 소유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장소가 공동체의 요

구 등 그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다. 만들어질 건물을 매개로 생산과정에서는 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산주체와 

공동체가 관계를 맺었다면, 조성 이후 공동체는 이제 실물이 된 ‘장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특히 결과를 향해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나’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향후 다시 장소와 

관계를 맺도록 한다. 철학자인 볼노(Otto Friedrich Bollow 1963)는 거주를 설명하

며 이러한 거주가 발생하는 일정한 장소를 비롯해 이에 부여되는 시간과 의미를 강

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간은 조성될 장소에 대한 상상의 때부터 시작되며 이미 

의식적 차원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산과정에서의 공동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협

의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해 이해할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예

를 들어 성곽마을행촌공터 사례에서 주민들은 초기에 지역의 정체성 결정에 있어 

역사성을 기반으로 할 것을 희망하며 전문가 측에서 제시한 도시농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와 전문가들은 다른 성곽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사 컨텐츠로 인해 도시농업으로의 시도를 설득하며 농업교육장, 전시, 텃밭 등의 

조성을 구체화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무조건적인 긍정보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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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비판적 의견을 통해 사실상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제외(식물약국

과 약사 등)하고 추가(실내텃밭과 요리시설)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변화와 다층적 개입, 즉 동태적인 참여는 일시적이며 유동적

인 동시대의 장소 생산과 공공성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구산동도서관

마을 사례에서는 초기에 참여한 이들 중 한명을 제외한 주민들이 중간에 모두 이사

를 가고 다시 참여할 공동체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했

는데, 이때 깊이 있게 참여하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사에 관여했던 이들이 향후 

사서나 청소 등의 자원봉사를 지원하면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에 개입하게 된

다. 물론 전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곳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으나 직·간접적인 참여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사용자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들은 이러한 참여를 보

며 합류하기도 한다.

즉,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공공성(publicness)은 공동체 스스로 ‘나’ 

자신이 속한 ‘우리’의 공적 장소임을 인지하며 그 곳과 지속적인 관계맺음을 의미한

다. 특히 물리적인 생산 이전에 일시적이며 간접적이었을지라도 관계의 경험이 있

을수록, 다시 말해 다양한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의식적 차원에서의 조망과 예견, 

즉 선험적인 상상(想像)을 실천할수록 공공성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4.3.3장에서 도출한 일반적 전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참여가 동태

적이도록 결과에 이르는 생산주체와 공동체 간의 특정한 관계 구도가 세밀하게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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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결

3장에서 살펴본 각 사례들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먼저 공동체 초기 개입뿐 아니

라 과정 및 결과의 차이들을 확인하였다. 과정에 있어서는 총 4개 요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공동체의 변화, 즉 유연성과 특정 범주 및 내용에의 공동체 개입도, 빈

도, 지속성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공동체 참여를 통한 생산결과의 

특성을 수용성과 변화로 보며 이를 각각 건축물에의 반영을 비롯해 행사·프로그

램, 운영·관리에의 공동체 개입, 그리고 운영·관리에 개입하는 공동체 변경과 공

간 개선을 포함한 총 5개 요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기 개입 구도를 비롯해 과정 및 결과 특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생산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발생과 밀접한 공동체 개입의 특성은 유연성과 개입도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동체가 변하며 생산의 장에 개입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전에 관련한, 또는 새로운 이들이 함께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동태적인 참여 

특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때의 변화는 새로운 공동체

가 기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합류 또는 분화, 

아니면 일부 조정되는 재구성을 의미한다.

특히 사례 A-1(연희동주민센터), B-1(성곽마을행촌공터), C-1(구산동도서관마

을)의 경우 동일 구도 내 다른 사례들에 비해 과정상의 공동체 유연성과 개입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에 따라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이 모두 나타난 바, 해당 사례

들을 중심으로 구도별 공적 장소 생산에서 공동체 참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

적으로 도해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불특정 구도에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재상정 이후 계획 또는 시공단계에서 재구성

과 조직화를 거치며 장소의 생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생성 구도에서는 기획단계

에서 다층적 상정이 발생하며 이들 중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이후 계획 및 시공단계

에서 조직화를 통해 수용성과 변화 특성이 높아진다. 재구성 구도에서는 기조직을 

바탕으로 기획 이전에 이미 재구성이 시작되며, 기획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가 

다시 재구성됨으로서 생산에 개입한다. 그리고 계획 또는 시공단계에서 조직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효용을 위해 생산과정에 따라 각 구도별 

기획 이전, 공동체 초기 개입의 조건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결과 생산에 이르는 공동

체 참여의 일반적 전개를 통합적으로 구상하였다. 이는 공동체가 초기 개입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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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다른 세 구도에서 각각 동태적인 공동체 참여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 설

명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와 같은 동태적인 공동체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자체의 태생적인 자질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보다 생산주체가 참여할 공

동체를 모색하는 일이 선행되는 국내의 조건 속에서 이들이 공동체를 관리하고 통

제하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상호관계성을 이어나가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정상에서 생산주체와 관계를 맺

는 과정을 통해 장소에 대해 선험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향후에는 조성된 장소, 즉 

실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았더라도, 

동등한 층위에 서 있는 다른 이들이 이미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에 어렵지 않

게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이 바로 참여를 통해 생산된 공적 장소의 공

공성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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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적인 장소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그 곳’의 사람들, 즉 ‘공동체’

가 어떻게 참여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

히 공적 장소의 생산과 관련해 참여에 대한 당위성이 공공성이라는 결과를 보장한

다는 동시대 논의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결과에 이르는 공동체 참여의 특성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동향을 통해 학문적 공백과 과제를 확인한 바, 국내

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장소의 생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공적인(public) 결과의 창출은 일반적으로 관(官)과 전문가들이 주체(main 

agent)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동시대에 이를수록 이와 같은 작업의 장에 공동체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참여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는데 있어 열람이나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인

지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하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 

주요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동체의 참여가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장소의 특정성과 공공성

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며 당위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작업의 장은 

공동체와 협력하는 생산의 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벤야

민과 포스터의 논지에 주목했으며, 관 및 전문가들이 생산주체로서 발주 및 주요 결

정권을 갖는 공적 장소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며 생산을 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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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생산주체가 포함된 ‘생산의 장’에 ‘공동체’가 개입하

는 구도로 보며 공적 장소의 생산과정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 이들의 순차적인 개입과 영향력을 전제하며 이

들을 분류하는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개입하는 구도에 따라 그 유형과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크게 세 구도로 생산의 장에 개입한다. 

첫 번째는 불특정한 이들이 그대로 생산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생산 특성

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참여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거나 구체적으로 기획되는 과정에 어떠한 공동체

가 어떻게 참여하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곧 생산주체와 공동체라는 생산

조건 간의 초기 관계 설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입한 공동체는 동태적인 양

상으로, 다시 말해 재구성을 통한 변화 발생이 나타나며 그러한 가운데 다층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동체 참여 특성이 중요한 이유

는 공적 장소로서의 결과가 단순히 종합된 완성이 아닌, 계속해서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생산 이전, 그리고 과정을 비롯해 결과 이후에도 공

동체는 지속적으로 ‘장소’와 관계를 맺는다. 한편 결과의 검증은 이론적 고찰에 따

라 도출한 수용성 및 변화 발생의 5가지 세부 요소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공동체 참여 기반의 공적 장소 생산 사례 

25개 중, 각 구도별 3개의 사례씩 총 9개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에 이르렀다. 그 중 특히 연희동주민센터(2015), 성곽마을행촌공

터(2016), 구산동도서관마을(2015) 사례의 경우, 공동체 초기 개입 이후 재구성을 

통한 변화가 발생하며 그러한 가운데 다층적 개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된 공적 

장소의 수용성 및 변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세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사례들을 통한 추가 해석을 통해 각 구도별로 다음과 같은 전개를 도출하였다.  

특히 각 초기 개입 구도에 따라 재구성 및 다층적 개입에 이르는 과정이 다름을 인

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특정 구도에서 공동체는 초기 개입 이후 다시 생산의 장에 개입하기 위해 재상

정되는 과정을 지나 재구성에 이른다. 그리고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단층적으로 개

입하는데 추가 재상정을 통해 다층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체 운영 결정 



- 346 -

이후 조직화된다.

생산 초기에 그 특성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생성 구도에서는 공동

체가 다층적으로 상정되며 그 가운데 적합한 공동체로 재구성된다. 이후, 단일한 

참여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개입했거나 추가로 재상정된 이들이 함께 참여

함으로써 향후 결과의 수용성 및 변화의 특성을 높일 수 있다. 다층적 개입 이후 일

부가 다시 합류하거나 분화, 또는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재구성 과정을 지나 조직화

된다.

이미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조직이 있어 기획 이전부터 협의가 발생하는 재구성 

구도에서는 초기 개입 이전에 이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재구성이 발생한다. 그리

고 본격적인 기획단계에 이르러 그에 맞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또다시 재구성된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다층적 개입과 추가 재구성을 통해 공동체의 유연성을 높

일 수 있으며, 조직화 과정을 지나며 생산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오늘날 변화된 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적인 생산과정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생산주체의 필요가 

아닌 공동체의 필요가 해결되며 오히려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적인 실행보다 더 나

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하버마스가 심의체제와 관련해 과정상의 참여를 강

조한 것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도시·건축 분야의 많은 논의들에서는 그가 언급한 

양적 개입을 위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에의 참여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행정이 아닌 장소의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참여 경험이 그 자체

로 끝나지 않고 실제 결과와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특정성을 강화시키

며 단순히 이들의 참여 빈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참여하는 공동체를 유연하게 구성하며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다층적으로 참여하도

록, 즉 동태성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동태적 참여 과정에서는 생산주체가 반드시 모든 이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나머지 공동체를 대변하는 소수의 대표자를 통해 협의가 

용이하도록, 다시 말해 생산주체의 생산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

고 이것이 공동체의 모호성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특성을 비

롯해 공동체 조건들이 상이한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선별과 정의를 생산주

체 측에서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초기 참여 이후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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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살펴본 바, 이를 통해 예컨대 기존의 참여자 중 소수가 남기도 하고, 또

는 새롭게 직능단체들이 다수 합류해 확대되기도 했다. 때로는 내부적으로 일부 조

정만 발생하며 유지되기도 한다. 즉 각 구도에 따른 재구성 과정은 생산주체의 일방

적인 주입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스스로 공적인 생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산주체가 아닌, 생산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가 적합하게 

마련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기획 이전부터 공동체의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지기보다 공적 장소의 

생산을 발주하고 추진하는 생산주체 측에서 공동체를 모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국

내 특성상, 사실상 생산주체 주도로 공동체 참여를 이끄는 가운데 그저 생산의 장이 

복잡해지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하는 공동체의 동

태적 참여는 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체를 규정하고 통제하기보다 공동체 참여를 유연

하게 허용하면서 적시적기에 참여 범주의 발생과 지원, 추진의 태도를 취하며 공동

체와 오고 가는 관계맺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공동체는 단순히 필요

를 요구하거나 사익을 공익으로 치환시키지 않으며 향후 조성될 공적 장소에 대한 

점진적인 상상(想像)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생산을 하며, 조성 이후에는 실제 물리적인 장소

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장소 생산에서의 공동체 참여 위상

을 밝혔으며, 결과에 이르는 상관성과 실질적인 요건들을 해석함으로써 실제 물리

적인 건축 환경이 조성되는 일과 관련해 과정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공동체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일반적 구조로 도출하며 향후 

분석과 실행의 지침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의 동태적 참여에 있어 앞서 언

급한 세부 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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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community participates in 

producing public places in contemporary Korea, especially how they relate to 

the main agents of production and produce result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on process of public places through the composition of 

'community' in the 'field of production' including the main agents of 

production, and confirms its characteristics by deriving the main 

requiremen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for production.

In the case of the analysis, it was limited to production as public property 

that prioritizes publicity in the case of public goods in contemporary Korea. 

Among them, 9 out of 25 construction cases created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were analyzed in depth. Each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initial participation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was 

confirmed accordingly. In addition, the status of each case was analyzed by 

detailing the production process and results from pre-planning to completion, 

an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producing public 

places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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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is paper regards the public characteristics of places 

produced by community participation as acceptability and chang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 

of production. Dynamics means two aspects: First, the participating community 

changes, which is a change as a re-organization, not a new substitute. Second, 

a multi-layered community is involv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more flexible the participating community is, the more rigid it is, and the 

narrower it is in sequence as production evolves, and the more likely it is to 

be a multi-participation rather than a single one, the higher the acceptance 

and change in outcomes.

Based on the case of each composition that revealed such dynamic 

characteristics, Yeonhui-Dong Community Center(2015), Haeng-Chon Public 

Community Buildings(2016), and Gusan-Dong Library(2015), the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was analyzed and a general structure was derived.

In the early stages of production, unspecified communities begin to 

participate and the development is characterized by: In an unspecified 

structure, after an initial intervention, the community goes through a newly 

constituted process and is reorganized to rejoin the field of production. They 

then participate in a single unit around them, further reorganizing and 

multi-layered interventions can occur. They are then organiz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community-based operability.

In the structure in which a new community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its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of production, first, a process of forming 

various communities is formed, and reorganization occurs among them to form a 

suitable community. Particularly after the reorganization, those who have 

temporarily or additional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rather than a single 

one, can participate, thereby enhancing the acceptance and change 

characteristics of future outcomes. And likewise, it is organized after the 

community-based operation is determined.

In a structure where consultations take place prior to planning because 

there is already an organization related to the project, the community is 

restructured and expanded at the planning stage as it is already coordinated 

before initial participation. Likewise, they participate in multiple layers, 

which are then reconstructed to increase community flexibility and affec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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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in the difference of the initial participatory structure, when 

the reconstruction structure starts, the acceptance and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 may be the highest because the community's 

understanding and activeness is high before the project starts and the change 

occurs already. This initial structure, however, comes not from the 

capacities of communities and producers, but from practical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Thus, even if the start is made through other schemes, if there 

is a dynamic in the involvement of the community, the consequences of 

acceptability and change may emerge.

Above all, the dynamic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llows the community 

to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place to be produced through the relationship 

of coming and going, rather than being selected and controlled by the 

producer. By flexibly participating in the field of production, the community 

can continue to relate to the place after creation. This can be said to be the 

publicity of public places produced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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