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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시공원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행정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라 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

공원이자 새로운 도시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 조성과정부터 

현재 운영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공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실험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시민참여

의 방식에 있어 직접 기획하는 방안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주체 간의 이견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 

간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의 거버넌스 구조를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

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주체 간 구체적인 협력 관계와 각각의 역할 

그리고 회의구조를 통해 거버넌스 특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서 

발생한 쟁점을 파악하여 현재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된 거버넌스 모델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비축기지는 2013년 사업 공론화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시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구상단계를 시작으로 계획 및 사업단계에서는 사전

에 당선된 설계안을 사업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공과 설계자뿐만 아니

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및 협의하는 구조의 ‘설계자문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나아가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향후 공원의 잠재적 사

용자인 시민 입장에서 공원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하여 협의하는 구조의 

‘연구형 워킹그룹’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후에‘탐험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개원일이 있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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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원 운영에 있어 자문, 심의의 역할을 하는 ‘협치위원회’와 프로그램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협력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공공과 협력

하는 구조이다. 운영 초기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

하는 등 여러 실험이 있었으나 행정 시스템 내의 조직으로서 갖는 구조적 한

계와 공공과 민간 간 권한의 불균형과 같은 개방성의 한계가 나타났다. 그리

고 각 주체의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해와 논의는 결국 

시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공원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했던 각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주요 활동과 각 사업 

및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에서의 쟁점을 짚어보았다. 공공과 민간 간

의 신뢰를 형성하고 시민참여에 관한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

을 때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

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문화비축기지, 도시공원, 문화공원,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관 협치 

학  번: 2018-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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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과거 서구국가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공원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1) 18세기 산업혁

명에 따른 도시화는 인구 증가, 주택난, 전염병 발생 등에 의한 열악한 도시 

환경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녹지 공간의 필요성이 나타났다.2) 그

리고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시민과 공공성의 개념이 생겨났으며 이는 기존의 

왕권과 귀족들이 사유했던 정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환원하여3) 도시 내의 대중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공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

다.

시민에 의해 탄생한 도시공원은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의 도시공원은 단순 생태적 기능의 녹지 공간으로서 역할을 넘어 시민들

의 삶의 질 개선과 장소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사회·문화 공간의 역할, 시민 

간 참여와 소통의 공간 등 다양한 장소적 성격을 갖는 공공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로 조성과정 다음,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

다. 

현대의 도시공원은 여러 주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

1) 황주영(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pp. 40-41.

2) 같은 글, p. 1. 

3) 심주영(2018)에 따르면 유럽 사회에서 왕실 정원을 도시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국의 
초대 수상인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1904년 영국 왕실의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캐롤라인 여
왕(Queen Caroline)의 왕실 정원(=사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것을 저항했던 일련의 사건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계기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런던 ‘하이드 파크’,베를린
‘티어가르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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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로 한다.4) 이에 따라 도시공원은 행정 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관행적인 공공 운영관리 모델을 탈피하여 지역 커뮤니티 또는 민간이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한다. 최근 시민단체, 개인, NGO, 민간

기업,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전문 학술 기관 등을 통한 공원 운영의 참

여 확대는 기존의 공공 주도의 공공공간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서울로7017’5),‘노들섬’6),‘서울숲공

원’7)와 해외의‘팔슨크로스공원’,‘프레시디오공원’,‘시드니 하버국립공

원’8)사례와 같이 도시공원은 장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주체가 참

여하는 공원으로서 조성과정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지

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공간과 도시공원의 역할을 동시에 이행하는 문화비축기지를 

대상으로 공원 조성과정부터 현재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시민참여 중심의 도

4)  심주영,조경진(2016), “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전략”, 『한국조경학회
지』제 44권 6호, pp. 61-62 

5) ‘서울로 7017’ 와 ‘노들섬’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시행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을 적
용한 도시공원 프로젝트이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공공이 시민단체와 파트너쉽을 맺어 2015년 국
제설계공모 시행 이후 2016년부터 계획 및 실시설계와 공원 운영관리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시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7년 개원 후에는 서울시 직영
으로 민간과 운영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19년부터 민간위탁하여 공원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6) 노들섬 프로젝트는 2009년 시행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국제설계공모 계획안이 추후 폐지되었다. 
2015년 당시 서울시는 노들섬 활용방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2015년 첫 단계로 운영구상 공모를 민간 
주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당선된 ㈜어반트랜스포머는 공간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서울시는 다
음 2016년 2단계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설계사업 주체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사업 단계와 다른 프로
세스와 조성단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만들어진 국내의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7) 서울숲 공원은 서울숲사랑모임이 운영했던‘시민 가족 나무심기’프로그램을 효시로 민간 주도의 시
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공원 관리체계를 형성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쟁 위탁 계약을 통한 민간 주체의 공
원 운영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한계점이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이 공원 경영에 있
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서울숲 컨서번시’에 민간 위탁하여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8) 영국 셰필드시의 팔슨크로스공원(Parson Corss Park)의 경우 공공 주도의 공원 관리 형태로 지역 커
뮤니티 단체인 ‘Parson Corss Community Development Forum’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행사 참여 
및 홍보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시디오공원(The Prdsidio)은 공공의 재정적 한계로 공원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트러스트 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운영 관리 모델을 시도하였다. 호
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Sydney Harbour Federation Trust)은 공공 중심의 운영관리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민간 중심의 트러스트 조직을 구성하여 공원 운영을 하는 거버넌스를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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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원 거버넌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비축기지는 조성단

계부터 시민참여 도모와 공론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 설명회와 토론

회 개최를 시작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조직을 각각의 사업단계의 

특성에 맞게 결성하고 재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직이 현재 공원 운영 주체

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 중심의 운영 시스템, 공공-시민 관계에서

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방향과 다르게 시민참여가 부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

간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공공 간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각 

주체 간 협력 관계,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흐름과 변화를 사업단계별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도

시공원 거버넌스에 있어 필요한 모델에 선행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확대와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장소적 성격을 갖는 

도시공원 가운데 현재 독자적인 운영모델을 실험 중인 문화비축기지를 대상으

로 조성 및 운영상의 거버넌스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구상단계부터 사

업 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각 프로세스에서 거론되었던 논의 내용과 쟁점 그리

고 각 이해당사자의 경험 및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은 오늘날 공공공간으로서 다층적 시민 주체의 참여가 증가

하고 있으며 공원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등과 같은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장소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문화비축기지가 거버넌스 선도

모델로서 선정된 이유와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에서의 시민참여가 갖는 의의와 

연관하여 연구로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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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헌 연구에서 각 대상지의 사업 과정별 회의 결과 보고서 및 서울시 

간행물과 구체적인 공간 운영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백서, 아카이브 자료 등

을 참고한다. 참여 주체로서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자들의 활동내용 및 주요 

논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쟁점을 파악

하고자 한다.

셋째, 거버넌스 분석의 틀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인식 및 역할과 상호 간 수평적 협력 관

계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모델이 공공과 시민에

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속 가능한 공원 운영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 

본 연구를 종합하여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특성과 장단점을 도출하여 현 

시민참여 중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갖는 한계를 보완한 거버넌스 모델의 

기초 자료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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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현재 도시공원이자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를 대상

으로 한다.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70년대 산업화 시대 국가 경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건설된 유류저장탱크‘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원형이며 상암동 한일

월드컵 주 경기장 건설 계획으로 인해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00년에 폐쇄되

었다. 2013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라 석유비축기지는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유형으로 분류되어 본격적인 기존 탱크 시설 재활용에 따른 공원

화 재생사업9)에 착수하게 되었고 2017년 10월 정식 개원을 했다. 구체적인 공

간적 범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문화비축기

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매봉산과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자

락에 건설된 기존 탱크 시설 5개와 신축된 탱크 시설 1개, 문화마당으로 일컫

는 광장, 사회적 기업과 민간단체들이 입주하는 상암소셜박스 그리고 그 외 

녹지 공간과 기존 시설인 펌프장, 창고, 설비동이 현재 공원에 위치한다. 공원

에서는 공간의 경계 없이 실내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며 탱

크시설을 제외한 야외 공간은 평상시 시민들의 접근에 제약이 없는 도시공원

으로 열린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9)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에 따르면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은 기성시가지 내 성장 잠재력이 높
은 지역, 상대적으로 쇠퇴·낙후한 지역, 기존 자원들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다. 구체적인 서울형도시재생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되며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대상의 일자리
거점 육성형,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대상의 생활중심지 특화형, 노후주거지역 대상의 주거지 재
생형, 필지·소규모구역으로 역사문화자원특화지역 대상의 거점 확산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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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시민참여 모델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던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를 

사업 조성과정과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 및 의견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목표

이다. 2000년대 구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폐쇄된 이후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관

한 여러 계획안이 제안되었으나 재생사업 논의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2013년‘서울로 7017 프로젝트’와 같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민관협치 

선 모델로 선정된 구상단계부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초기 조성과정부터 2017년 9월 정식 개원 

후 현재까지 운영관리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논의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

해 서울시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담당 부서의 각 거버넌스 회의 자료와 워

크숍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문화비축기지 조감도)

자료 :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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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는 현재 서울시 직영의 도시공원이나 공원 운영에 있어 민간전

문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과 협의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관련 주체

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공

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치위원회 위촉위원과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

램 사업에 참여했던 외부 민간전문가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

한다. 

[그림 1-2] 문화비축기지 관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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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참여 중심

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과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논의 및 의

사결정 과정, 구체적인 공원 운영 시스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대상지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에서의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도출하여 

공공공간으로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에 적합한 도시공원 거버넌스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만들어 연구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담당 공무원과 지

속적인 면담을 통해 내부 자료와 정보들을 확보하고 그 밖에 정부 간행물, 백

서, 연구보고서, 회의 및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워크숍 자료 등의 문헌 자료

를 통해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 구축 프로세스를 분석한 다음 각 단계를 아카

이빙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문화비축기지 내의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참여 주

체들을 파악하여 심청 인터뷰 질문지 작성에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와 질적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표인 적극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인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자료에서 파악

하기 어려운 회의 진행방식과 이해 당사자 간의 발생한 쟁점 및 주요 논의 내

용 그리고 역할 및 관계와 같은 생생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분석한 

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정보의 객관성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인터뷰 기간은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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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운영 주체를 대표하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행

하였으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3명,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6명, 워킹그룹 및 기획그

룹에 참여했던 외부 민간전문가 3명이 있다.10) 그 외 문화비축기지를 방문 또

는 이전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 질문항목을 구성한 반 구조화된 방

식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입체적인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11) 우선 

거버넌스 운영 주체를 분류한 항목들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상지 활용방안 논의 초기부터 현재 

운영관리까지 구상단계, 계획 및 사업단계, 운영단계의 총 3개의 단계로 나뉘

어 각 단계에 관여했던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당시 상황과 주체 간 이해관계 

및 입장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거버넌스 모델의 변화와 각각의 단계별 거버넌

스 특성과 쟁점, 상호 연관성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고 실행되어 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구조 분석과 일반 시민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문화비축기

지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10) 우선 문화비축기지는 운영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자의 담당 역할과 업무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이나 워크숍, 회의 진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전문가 또는 공무원
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협치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된 워킹그룹에 자
문 역할로 참여하거나 실제 프로그램 강연 및 모더레이터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워킹그룹의 민
간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워킹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11)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주체일지라도 각 주체 내에서도 개개인의 활동이 상이하다. 따라서 인
터뷰 대상자 개인이 활동한 거버넌스 조직 또는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에 따라 질문지를 다르게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도 덧붙였으며 추후 질문사항을 보완하여 다
음 인터뷰 대상자의 질문지 구성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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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터뷰 날짜 활동 경력 성격

1 2020.04.07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A

민간전문가

2 2020.04.08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B

3 2020.04.20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4 2020.05.04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D

5 2020.05.06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E

6 2020.05.22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7 2020.04.21 협치위원회 당연직위원 A

서울시 공무원8 2020.04.28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서울시 공무원 B

9 2020.05.22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서울시 공무원 C

10 2020.05.06 워킹그룹 A 

민간전문가11 2020.05.14 워킹그룹 B, 기획그룹C 

12 2020.05.29 기획그룹 D 

[표 1-1] 주요 인터뷰 대상자 목록 

[그림 1-3]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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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의 흐름

연구과정 연구내용 연구방법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론 고찰

연구의 범위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연구의 방법
연구의 흐름

▼

2장

이론적 고찰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이론 고찰도시공원 거버넌스

선행연구 검토

▼

3장

문화비축기지 

개요

대상지 이해

-석유비축기지 조성 배경

-석유비축기지 일대 도시계획 및 폐쇄

이론 고찰

심층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초기 활용방안

-석유비축기지 도시재생
문화비축기지 현황

-공간적 현황

-운영 현황

▼

4장

문화비축기지 

단계별 

거버넌스 과정

구상단계

심층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계획 및 사업단계

운영단계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의의

▼

5장

결론

결론 및 고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표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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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1. 공공공간과 도시공원

공공 공간(Public Space)은‘공공’(public)과 ‘공간’(space)이 통합된 용어

로 시민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여 상호관계를 이루는 장소로 볼 

수 있다.12) 그리고 도시 형태의 구성 요소이자 도시 문화가 형성되는 공간으

로 볼 수 있다.13) 광장, 거리, 시장, 공원 등과 같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공간

은 도시민들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단편적인 

기능을 넘어 휴식, 축제, 집회, 만남과 같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

경을 제공하는 입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4) 현대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

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공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을 위한 참여의 장으로서 중

요한 도시공간의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에게 허용되는 공공

재15)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시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은 과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다.(김연금, 최정민 2012)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산책, 휴식 공간으로서 건강 증진과 회복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도시민의 노동조건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와 

같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공공공간으로서 기능이 변화되고 확장되어왔

12) 유예슬 (2018), “한강공원 내 텐트로 인한 갈등관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8.

13) 김미영 (2017)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제 6권 3호, p. 455. 

14) 위의 글, pp. 455-456.

15) 남진보, 김현 (2019) “도시공원관리 거버넌스 구축정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영국 셰필드 
지구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제 47권 4호,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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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즉, 도시공원 이용에 있어 초기의 소극적 레크레이션 형태에서 이후 시

민참여의 등장 및 활성화에 따라 사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형태

로 발달하고 있다.(이승현 2016: 조한솔, 조경진 2012)

게다가 도시공원은 공공공간이 갖는 의미와 역할 변화에 따라 다층적인 장

소적 성격을 나타낸다. Sharon Zukin(1995)에 따르면 공공공간은 제한 없이 누

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공간으로 참여와 토론이 개방된 지식과 소통의 장으

로 ‘공론성’을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단순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녹지 공간 그

리고 휴식을 위한 공간적 기능과 더불어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

문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장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도시공원에서의 시민참여

현대 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은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과 더불어 능동적 

시민참여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및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행위

를 의미하며 17) 공공공간의 운영관리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공원의 조성과정

과 운영관리에 있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민참여는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

작되었으며 국내 공원 사업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18)  국내에서 도시공원의 

시민참여는 민선 시기별로 나뉜다. 1991년 ‘1사1산1하천 운동’을 시작으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사업’,‘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등의 사업으

로 도시공원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2013년 서울시는‘서울이 공

원이며 시민이 공원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이는 공원 관리에 관한 

16) 이승현 (2016)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확대에 따른 공원관리 민간참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p. 13-14.

17) 이종수 (2009)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18) 안도영 (2016)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공원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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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는 점과 도시공원에서 시민참여가 차지하는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도시공원은 개개인의 시민이 모여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여 상호관계를 이루

는 장소로서 공공성과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19)따라

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확장하는 공공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은 현재 도시

공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19) 최혜영, 배정한 (2016) “공론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단계적 참여 설계 –뉴욕 거버넌스 아일랜드 
공원 및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제 44권 2호 pp.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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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공원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이해

거버넌스는 과거 국가 중심의 관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오늘날 시민의 자

발적 참여와 공공과 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를 통해 나타났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민-관 협력, 민-관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 또는 협치(協治)라는 용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오

랜 기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왔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고 광

범위해서 연구자와 연구 방향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활용되어왔다. 행정학에

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로, 정

치학에서는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 또는 협력적 통치 방식으로, 사회학에서

는 국가와 시장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사회의 자연스러운 협의 형태로 설명하

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 주도의 프로세스에 시민의 유연한 참

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거버넌스 개념은 사회 전반에 걸친 시민참

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심주영, 2018) 1990년대 관 주도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시문제와 같은 공공문제를 상향적·수평적 관계망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거버넌스가 등장하였다.21)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이 갖는 

각각의 특성과 관계망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응용될 수 있고 (이승종, 2006) 

거버넌스의 목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신뢰를 

쌓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Pierre(1999)는 사회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164240&viewType=confirm

21) 박재창 외. (2009).『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오름, pp.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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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버넌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구 거버넌스(old governance),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가 주체

적 역할을 하는 신 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구분22)하며 최근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23)

더불어 다양한 주체의 등장과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등장으로 거버넌스는 오늘

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2.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

과거 도시공원은 유럽의 당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공원은 

유럽에서의 관료 중심주의 사회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였

다. 심주영(2018)은 오늘날 사회 질서의 변화와 거버넌스의 등장은 전반적으로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도시공원의 경우 큰 규모로 단일 운영 주체가 아닌 공동 관리의 필요

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도시공원이라는 장

소를 기반으로 자발적 주체들인 지역 사회(시민/주민), NGO, 시민단체, 민간 

기업, 공공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관리의 권한의 균형을 맞춰 상호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갖는 체제로 말하고자 한다.24) 나아가 도시공원의 목

표는 참여를 핵심으로 하되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자율적으로 조

율하는 협력의 과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적 

환경과 공공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특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찾아 새롭

게 시도하는 추세이다. 

22) Pierre,J.(1999) Models of Urban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Urban Politics. Urban 
Affairs Review 34(3): 372-395

23)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다수의 거버넌스 연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출처 Kickert, W.(1997) “Public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An Alternative to 

Anglo-American’Managerialism” , Public Administration, 75(4): 731-752.

24) 심주영. (2018). “서울숲공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공원 거버넌스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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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거버넌스 연구

손창진(2018)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대표하는 세운상가를 대상으로 다

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으로 주

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를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세운 

상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와 이해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사업 단계별로 정리하여 원활한 거

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 순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영(2017)은 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델을 추구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인 ‘서울로 7017’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 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다수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자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

넌스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전수빈(2018)은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공간 조성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인 서울로 7017 프로젝트와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참여 

주체들의 역할 비교를 통해 장기간 사업 기간을 확대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적인 시민참여가 중요성을 주장한다.

심주영(2018)은 오늘날 변화하는 공원 관리체계의 변화를 서울숲공원를 대

상지로 분석하여 향후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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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 내용

손창진

 (2018)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 과정 연구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나타나

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각 주체 간의 의사소통 여부와 각

각의 지향점을 고려한 수평적 관계

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말함.

이민영

 (2017)

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참여형 거버넌스 유형을 서울로 

7017프로젝트를 통해 거버넌스가 

갖는 긍정적 효과와 다수의 시민 

참여가 실현 가능한 모델로 분석하

였다.

전수빈 

(2018)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공간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시 서울로의 비교를 중심

으로- 

서울로 7017과 뉴욕 하이라인의 민

간 참여 주체를 비교 분석하여 시

민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심주영

 (2018)

서울숲 공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형

성과정

서울숲 관리체계의 변화과정을 통

해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형성과정

을 분석하였다.

[표 2-1] 거버넌스 선행연구

 2. 문화비축기지 연구

신은기(2016)는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 단계 중 설계 공모 단계에서 나타나

는 시민참여 형태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한 다양한 정보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강지선(2017)은 문화비축기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안으로 진

행되었던 아이디어 공모, 공개 토론회, 현장 설명회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의 공

론화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주체의 범위

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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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강지선, 김광구(2018)는 문화비축기지 도시재생사업 단계를 네 개로 

나누어 Arnstein 참여의 사다리 유형을 통해 각 단계에서 나타난 시민참여를 

분석하였다. 아직 시민참여의 거버넌스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 사회와 

여전히 공공이 제공하는 정보와 계획에 맞춰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엄유진(2019)는 도시에서 도시공원의 공간적 성격의 확장을 하이브리드 공

간 개념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의 문화공원,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비축기지는 새롭게 등장한 도시재생사업이 맞물려 다

양한 분야와 여러 주체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연구자 논문 내용

신은기(2016)

산업유산 재생 설계공모에서 시민참여방안 연

구 –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와 서울역 고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비축기지 설계공모단계에서 

시민 참여 형태를 분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기술이 필요함.

강지선(2017)

도시재생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행된 시민 

참여 방안인 공모전, 설명회를 분

석하여 시민 참여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성 제기함.

조은영 외

(2018)

도시재생 시민참여과정 비교분석 연구 –서울

시 ‘서울로7010’과 ‘문화비축기지’사업 

사례

조성과정을 서울시 시민역량강화 

단계에 따라 나누어 각각의 단계

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 정도를 

분석함.

엄유진(2019)

Hybrid Manifestations of Post-Industrial Sites 

as Urban Parks –An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Cross-Disciplinarity as Seen in Seonyudo 

Park and Mapo Oil Tank Culture Park-

문화비축기지를 문화 공원, 생태

공원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하이

브리드 공간으로 조성된 특성을 

분석함.

[표 2-2] 문화비축기지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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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비축기지 개요

1절 대상지 이해

1. 석유비축기지 조성 배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증산로 87)의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문화비축기

지는 과거 ‘마포 석유비축기지 (또는 G-1)’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국가 소유

의 산업시설이 원형이다. 1970년대 정부는 산업화 시대 국가 경제력을 성장시

키기 위해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25) 1973년 중동 국가에

서 제1차 석유파동26)이 발생하였고 향후 국제적 정세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유 공급을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류 저장 탱크 총 5기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마포 석유비축기지이다.

구체적으로 1974년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과 함께 국내 석유비축기지 설립에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석유류 비축사업 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26억원으로 

서울시에 마포 석유비축기지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27) 1976년 6월 착공하여 

1978년 4월 서울시민 한 달 동안 사용 가능한 6,908만 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수도권 서부지역 반지하 저장시설 ‘G-1’이 완공되었다.28) 이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해당 기지를 인수하여 제1비축관리사무소를 개설

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폐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였다.29)

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57년 미국의 무상 원조 중단 이후 정부가 196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
과 수출 증대를 전략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국가 경제 계획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 이어 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에서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을 6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6) 석유수출기구 OPEC(Organization of Petrol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 대표들이 1973년 10월 쿠
웨이트에 모여 원유가격을 배럴당 5.12달러 인상, 1974년 1월 배럴당 11.65달러로 약 4배 인상하여 세
계 경제의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다. 

27) 문화사회연구소. (2015).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에 따른 도입시설 프로그램 계발계
획 보고서 PP. 6-7. 

28) 이후 정부는 추가적으로 1982년 수도권 동부지역(현 경기도 구리시)에 석유저장시설 ‘K-1’을 건설
하였다. 

29) 서울특별시. (2019).「비축생활 vol. 1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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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석유비축 탱크 매설 이전(1972)

자료: 서울연구원(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

[그림 3-2] 석유비축 탱크 매설 당시(1976) 

자료: 서울연구원(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

[그림 3-3] 석유비축기지 이용 당시(1999) 

자료: 서울연구원(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

[그림 3-4] 석유비축기지 이전 후(2004) 

자료: 서울연구원(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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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비축기지 일대 도시계획과 폐쇄

⑴ 마포구 상암동 일대 도시계획

1978년 완공된 석유비축기지는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 출입이 불허한 국가 1

급 보안 시설30)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1998년 마포구 상암동이 월드컵 주 경기장 신축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2000

년대 이후부터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상암동 일대는 대규모 도시 정비 개발

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1998년 11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

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에 월드컵경기장 일대 친환경 도심 공간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31) 세부적인 토지 

이용 구상을 보면 능동적 활동지구, 환경재생지구, 자연생태지구, 지역시설지

구로 나뉘어 4개의 지구로 특성화하였다. 이 중에서 능동적 활동지구에는 평

화의 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 하늘초지공원,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조

성이 명시된 ‘밀레니엄 공원 기본계획’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당시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밀레니엄 공원 기본 계획에‘사이언스파크’라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과학 전시 공간 조성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32)

30) 국가보안시설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또는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로, 적의 침입을 받아 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샐활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 공항·항만, 산업시설 그리고 정보 등을 일컫는다. 

31) 이재근, 신규환. (2004). “상암 새천년 신도시 계획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
회지』 제 7호 2권 p.96~97

32) 사이언스파크는 원래 밀레니엄 계획에 따르면 석유비축기지의 비축유를 이송시킨 다음 2002 한일월
드컵 기간에 탱크 시설 앞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대회가 끝난 다음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
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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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석유비축기지 폐쇄

서울시는 1998년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경기장 주

변에 있던 부적합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이전 및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

시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FIFA 규정에 따라 월드컵 주 경기장 반경 500m 이내

의 있는 위험시설로 분류되었다.(소년중앙 2017.09.08.) 그 결과 1999년 석유비

축기지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안전상 문제로 운영을 중단하고 남은 석유를 이

전한 다음 공식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전면 폐쇄되었다. 

[그림 3-5]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계획 조감도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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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1. 초기 활용방안

월드컵 주 경기장 건설이 확정된 다음 유휴부지로 남겨진 석유비축기지 부

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도시계획사업들이 제시되었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 월드컵 공원관리사업소(현, 서울시 서부공

원녹지사업소)가 공간 관리를 담당하며 이곳은 간단한 조경공사를 거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다. 

서울시는 2002 한일월드컵 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상암 새천년 신도시 기본 

계획에 착수하여 당시 석유비축기지 터 내의 5개 탱크를 시설 그대로 인계받

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과학공원인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무

산되었다. 2003년에는 ‘첨단 텐트극장 사업계획’이 있었고 덧붙여 2005년에

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센터 설립 계획과 같은 ‘과학·첨단시설 콘셉트 공간 

개발 계획’과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제안되었으나 마찬가

지로 전부 다 추진되지 못했다.33)

앞선 계획들이 무산됨에 따라 2006년 마포구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대형차량 전용 임시주차장’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2016년‘석유비

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의 2단계 사업 착수 전까지 석유비축기지 5,940평 

규모의 탱크 시설 앞 공터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암동 일대는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북권 광

역 중심의 창조문화산업(디지털미디어) 육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지역이었다. 

33) 2003년 첨단 텐트극장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문화소외지역 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뚝섬과 
창동, 보라매공원, 동대문 운동장, 한남면허시험장 등이 있으며 주로 국악상설공연장, 연극연습장과 
같은 공연예술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2005년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센터 설립 계획은 서울시에 2007년까지 5만 7000평의 복합문화시설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석유비축기지는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는 당초 중소기업 협동조합중
앙회에서 건립 추진을 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중단되었다.



- 25 -

2011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는 2010년에 발표된‘DMC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

계획’의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포함한 영상문화복합단

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보류되었

다.34) 뒤이어 2014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는 한류 문화로 인해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관광·문화 명소화를 위한 ‘미니어

처 도시 조성계획’을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마포 석유비축기지 일대의 임시주차장 부지를 바탕으로 구상된 다양

한 사업들은 보류 혹은 무산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기존 탱크 시설을 활용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34) 강지선. (2017). “도시재생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제 14권 1호,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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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석유비축기지 폐쇄 후 임시주차장 

자료 FROMA 홈페이지

[그림 3-7] DMC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계획 조감도(2011)

자료 『한겨례』기사 (201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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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비축기지 재생

2012년 7월 서울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 관련한 본격적인 실무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지 일부를 활용한 약 6,000m2 면적에 기록물관리기관, 한강사업

본부청사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 다음 추후 영상문

화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활용에 할당된 각각의 부

서별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2년

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리우+20 기후회의’에서 고건 전 총리를 만나 석

유비축기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박원순 서울시

장과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과 직접 현장 답사를 다녀왔고 본격적으로 활용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35) 서울연구원 내부수행과제로 마포 문화비축기지 재

활용사업 연구가 진행되었다.36)

2012년 11월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할용 계획」

을 발표하였고 탱크 현황을 확인하였다.37) 기존 시설과 매봉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친화적 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었

다. 우선 탱크 시설은 환경체험, 공연,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추후 조성단계부

터 설립 후 전반적인 운영을 시민사회, 민간기업,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사업 단계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2013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따라 석유비축기지는 재생사업 대상

지로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대상지 현황 확인과 활용 용도를 설정하기 위해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의 담당 부서가 기존의 푸른도시

국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로 이전하였다. 성공적인 사업 수

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비

35)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리우+20 회의에 참석하여 기존 석유시설을 친환경교육시설로 재생
한 사례를 접한 다음 서울연구원, 마포구청장,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환경재단 대표, 건축가 등과 함
께 2012년 9월 1일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36) 신정선, 이해인.“석유 대신 문화 채워...산업화유산 41년만에 재탄생”『조선일보』(2017년10월13일)

3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2) “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계획”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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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지 사업추진계획 및 설계공모지침 작성에 활용될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

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성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2013

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 토론회,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사업 공론화를 중

점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2014년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이 개최되었고 ‘RoA건축사무소「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설계안’이 

당선되었다.38) 그리고 당선된 설계안에 문화비축기지 사업의 방향성을 반영하

기 위해 설계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014년부터 모든 공사가 완료된 2016년까지 운영되었다. 2014년 10월부터 기

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용역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나아

가 물리적 환경 재활용뿐만 아니라 공간 컨셉 구체화,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

성이 제기되면서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공간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구상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연구형 워킹그룹’이 새로 조직되었다. 2015

년 4월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서 5월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다. 이듬해 2월 연

구형 워킹그룹이 활동 종료된 다음 2015년 11월에 ‘탐험단’이 새롭게 조직

되면서 시민참여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탐험

단 회의가 종료된 다음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2016년 ‘개원준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원 전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

행하였다. 2017년 3월에 현재 공간 운영에 있어 민간전문가와 공공이 협력하

는 거버넌스 모델인‘협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원래 2017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되었고 10월에 개원기념 및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주체는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공원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38) 이혜경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모 당선작 발표”『Landscape Times』 (201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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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과정 주요 내용

2012.09 마포문화비축기지 재활용사업 연구 착수
시행 주체: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2.11 「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계획」발표
기존시설과 자연 보존 환경 

친화적 재생 방안 

201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추진부서 변경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도시계획국(공공개발센터) 

-

2013~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연구보고서 발표

연구용역 :서울연구원

2013

Ÿ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Ÿ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Ÿ 현장 설명회

Ÿ 공개 토론회

시민 참여 및 사업 공론화

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목적:

Ÿ 서울시의 환경재생거점 

재생

Ÿ 주변 시설과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 구체화

2014.8.23
추진 부서 재변경

:도시계획국(공공개발센터)→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

2014.8.25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당선작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

간」(RoA간축사무소, 허서

구 한양대 교수, ㈜팀텐 건

축사사무소)

2014.09 설계자문위원회 조직
설계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2014.10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용역 착수 
-

2014.11 연구형 워킹그룹 조직
문화 기획·운영·연출 분

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2015.02 연구형 워킹그룹 해체 -

2015.03 마포구 주민설명회 개최 -

[표 3-1]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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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기본설계

완료
-

2015.07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289>
2015.08.20 실시설계 준공 -

2015.08.21
<2단계 사업>

임시주차장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용역착수
2단계 설계사업 (추가)

2015.11.05 탐험단 조직
본격적인 시민참여 중심의 

거버넌스 시작

2015.11.27 시공사 선정 -
2015.12.18 임시주차장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 -

2016.07.22 설계자문위원회 해체 -
2016.11.01. 탐험단 해체 -
2016.11.22 개원점검회의 개최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운영 

준비
2016.12 (가칭)서울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 시장방침

2017.03 협치위원회 조직 현 거버넌스 운영 주체

2017.03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참가 조건

: 개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민간 단체

2017.08.31 문화비축기지 준공 -

2017.09.01 문화비축기지 개원
사전 개원

:일반 시민 공개

2017.10.14 문화비축기지 개원기념 및 시민 참여 행사 공식 개원일

2017.11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계획」발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8

운영 주체 변경

푸른도시국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서울시 직영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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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문화비축기지 현황

1. 문화비축기지 공간적 현황

⑴ 지리적 위치

문화비축기지는 지리적으로 한강 북단의 서북부에 위치하는 서울의 대표적

인 도시공원이다. 구체적으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서쪽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상암 새천넌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서 설계된 생태공원인 ‘하늘공원’,‘난

지 한강공원’,‘노을공원’,‘평화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녹지가 밀집된 지

역에 위치한다. 매봉산을 경계로 건너편에는 첨단산업단지(상암 DMC미디어시

티)가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

충지로서 인근 지역 간의 연결망을 통해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단

체와 교류하기 적합한 위치이다.

[그림 3-8] 문화비축기지 지리적 위치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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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용도 및 시설 현황

위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월드컵경기장 서측)

사업기간 2013.01~2017.08

총사업비 470억원

규모 총 140,022m2

[표 3-2] 문화비축기지 공원 현황

자료: 관련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

당시 마포 석유비축기지(현 문화비축기지)는 국제현상설계공모전 당선

작 발표 후 201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때까지 토지 용도

는 완충녹지로 설정되어 있었다.39) 기존 다섯 개 탱크가 있는 곳은 매봉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녹지의 세분)에 따르면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
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구분한다.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당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그림 3-9] 문화비축기지 공간 현황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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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녹지였으나 향후 공원 활용을 위한 조건을 갖

추기 위해 나머지 임시주차장이 있던 부지를 포함한 전체 용도변경이 필

요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는 석유비축기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지 용도변경을 위해 2015년 2월「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

(변경) 방침」40)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을 진행하였다. 

이듬해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

해 기존 탱크 시설과 매봉산 일대를 포함한 부지를‘공원’으로 용도변

경을 했다. 

현재 문화비축기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장 도시공원

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주제공원인 ‘문화공원’41)으로 분류되었고 서울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의 토지 계획상 용도가 상이하며 

행정 부처 간 공간 주체도 다르다. 먼저 탱크 시설들이 위치한 매봉산 일대는 

지적도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공간 주체로 등록되어 있으

며 탱크 앞 공터인 과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문화마당(T0)’의 경우

에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개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사실 문화비

축기지는 2017년 협치위원회 회의 과정을 통해 공원과 문화마당을 통합 운영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문화마당은 행정상 자연녹지지

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광장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

그램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기존 시설인 

설비동과 가압펌프장, 마포구 사회적 경제과 소속의 ‘상암 소셜박스(구, 사회

는 탱크가 위치한 곳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용도가 지정되었다. 그
러나 완충녹지는 시설설치에 제약이 있어서 향후 시설 건설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공원의 허용용도는 제1종 근
생시설, 제2종 근생시설(문화전시시설, 극장, 공연장, 전시장, 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
설이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장 1절 도시공원의 유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
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생활권공원과 그 외에 조성되는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된
다. 그 중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으로서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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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클러스트)’,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 그리고 공

원 입구의 안내동이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매봉산

우선 마포구 상암동은 난지 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된 ‘난지 한강공원’,

‘노을공원’,‘평화공원’과 같은 생태공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서울의 타 행

정구역과 비교했을 때 공원 비율이 다소 높다. 문화비축기지는 매봉산 기슭에 

있었던 과거 석유탱크를 재생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라는 위치적 조건상 초기부

터 녹지 공간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매봉산은 서울 둘레길42) 7코스를 따라 

친환경 생태를 경험할 수 있는 매봉산 숲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문화비축기지

와 더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숲길은 공원 출입구

와 연계되어있다. 

42) 서울 둘레길은 2014년 11월 개통한 총 157km 길이의 트레킹 코스로 서울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도보를 따라 걸으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길이다. 외곽을 둘러싼 8개의 코스로 구
성되어 있다. 2018년 서울둘레길에 문화비축기지 구간이 신설되었다. (출처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 
http://gil.seoul.go.kr)

[그림 3-10] 매봉산에서 바라본 문화비축기지

자료: 『오마이뉴스』 (2017년11월04일) 

[그림 3-11] 매봉산 둘레길

자료: 『내 손안의 서울』 (2019년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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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시설

  탱크 시설은 재생 탱크 5개와 기존 탱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부자재를 

활용하여 신축된 탱크 1개가 있으며 현재 문화공원 조례43)에 따라 연중 시민

들에게 공연, 전시, 행사,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 및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비축기지에서 기획한 문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탱크의 

실내외 공간과 문화마당에서 진행되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T3, 

T5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4) 파빌리온(T1), 공연

장(T2), 복합문화시설(T4)은 다양한 전시, 공연 등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활

용되고 있으며 탱크원형(T3)은 과거 석유탱크 원형이 보존된 시설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에 등재되었다.45) 이야기관(T5)은 당시 석유비축기지 시절부터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까지의 전체적인 공간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록물을 아

카이빙한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T6)는 새롭게 조성된 

시설로 현재 공원 담당 부서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가 있다.46) 내부에

는 위탁 운영되는 카페가 있으며 그 외에 에코라운지(생태도서관), 창의랩, 강

의실, 세미나실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곳

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포럼, 심포지움 등이 열리며 협

치위원회 정례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전시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7)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2-2 문화공원의 설치기준 (다) “문화공원은 일회성 공연이
나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아니므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과 같이 연중 이용객에게 문화공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에 기반한다.

4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9). 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pp. 
2-6.

45)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main/index.do

46) 서울특별시. (2019). 「문화비축기지 리플렛_한글판」

47)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ulturetank&from=postList&categoryNo=46&parentCategoryN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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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명 내용 그림

T1 파빌리온

면적:554㎡

용도 :다목적 공간(전시, 공연, 워크숍)

Ÿ 과거) 휘발유 보관 탱크

Ÿ 탱크 해체 후 남은 콘크리트 옹벽 

내부에 유리 벽체와 지붕을 새로 

만듦 →과거의 옹벽과 새 건축물 

조화

Ÿ 매봉산 암반 지형의 조화로운 경관 

연출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T2 공연장 

면적:2,580㎡

용도 :상부 야외 무대/ 하부 공연장(소

규모 공연, 행사)

Ÿ 과거) 경유 보관 탱크

Ÿ 공연이 없는 날엔 야외 공간 

   →휴게 쉼터로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함.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T3 탱크원형

면적:1,046㎡, 직경 40m, 높이 15m

용도 :원형 보존

Ÿ 과거) 경유 보관 탱크

Ÿ 석유비축기지를 조성한 역사적 배경

과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표 3-3] 문화비축기지 탱크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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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복합문화공

간

면적:1,228㎡

용도 :공간의 울림, 빛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연출.

Ÿ 과거) 등유 보관 탱크

Ÿ 기존 탱크 내부의 독특한 형태를 있

는 그대로 재현한 열린 공간

Ÿ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T5 이야기관

면적: 890㎡

용도 :상설 전시관(1층 미니어관, 2층 전

시관)

Ÿ 탱크의 안과 밖, 콘크리트 옹벽, 매봉

산암반과 절개지까지 모두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Ÿ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장소 역사 전시 

공간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T6 커뮤니티센

터 

면적:2,948㎡

용도 :커뮤니티 공간

Ÿ T1·T2 탱크에서 해체된 철판을 재활

용해 다시 조립한 유일한 신축 건물

Ÿ 운영사무실

Ÿ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

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자료: 상위내용과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운영관리계획과를 참고하여 재작성

❚ T0 문화마당과 그 외 시설 

T0 문화마당(이하 문화마당)은 공원 초입부터 위치한 공간으로 연중 대규모 

축제와 시장, 공연 등이 개최된다. 2017년 10월 개원 축제를 효시로‘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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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생태생활문화축제’와 같은 다수의 문화비축기지 자체 기획 프로그

램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탱크 시설과 같은 실내 공간과 연계하여 운

영되거나 타 기관의 협력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하고 연계하기도 한다. 그리

고 기존 가압펌프장과 설비동은 유명 아티스트의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장

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곳

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상암소셜박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기존 점유주체인 ‘비빌기지’의 사

회적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다. 그 밖에 과거 석유비축기지 관리사무소 건

물이 있던 곳으로 한때 비빌기지가 활동했던 장소에는 현재 안내동이 있다.

공간명 내용 그림

T0 문화마당

면적:35,212㎡

용도 :광장, 대규모 문화행사, 사회공론의 

장

Ÿ 과거) 폐쇄 후 임시주차장

연중 대규모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

최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2월)

설비동

면적:448.77㎡

용도 :기계·전기실, 용역원실

Ÿ 공공예술작품 설치

Ÿ 장비 보관

자료: 연구자 촬영(2020년 05월)

[표 3-4] 문화비축기지 기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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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펌프장

면적 :300㎡

용도 : 방문객 편의시설 및 행사

Ÿ 공공예술작품 설치 (벽화)

자료: 연구자 촬영(2020년 04월)

안내동

면적: 77.85㎡

용도 :문화비축기지 안내센터(방문객 이

용안내, 유모차·휠체어 대여 등 편의서

비스 제공)

질서유지용역 대기실 등

자료: 연구자 촬영(2019년 11월)

상암소셜박스

운영 주체: 마포구 사회적경제과

Ÿ 현재 사화적경제공동작업장, 비빌기지 

입주

Ÿ 입주 기간: 단위계약일로부터 1년

Ÿ 최대 2년간 지원(단, 평가에 의해 1년 

단위 연장 계약)

자료: 연구자 촬영(2020년 05월)

자료: 상위내용과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운영관리계획과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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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현황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직영 도시공원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

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인 공원 운

영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인력 현황을 봤을 때 총 10명으로 공무원 일반직, 임

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48) 공공 직속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나 운영체

제의 원칙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질적인 공원 운영에 참여시키

는 것으로 한다.

문화비축기지로 새롭게 탄생하기 전, 석유비축기지 시절의 사업 조성단계부

터 공공 주도가 아닌 시민이 공공공간의 주체가 직접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

식의 거버넌스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를 발

표하면서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노들섬’을 대상지로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도시공원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시민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 의견 조사, 주민간담회, 행정정보

공개제도, 위원회 제도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 직

영, 산하기관 위임, 시설관리공단 위탁, 서울시재단 설립 후 민간위탁, 제 3섹

터형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 용역을 통한 위탁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4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서 시작된 문화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은 

2013년 1월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로 추진 부서로 이전하였다. 도시계

획국은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모,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였다. 현상설계 공모전 수상 전 2014년 8월 다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로 담당 부서가 재조정되었다. 푸른도시국은 2015년부터 재생사

업 업무를 담당할 ‘마포석유비축기지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적 

어려운 문제로 인해 기존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에서 계속 수행하

48) 이 내용은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계획(안)을 참고하였다. (서울시 2017)

49) 전수빈. (2018).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공간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시 서울로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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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50) 공공공간으로서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생태 및 문화공원으로 발

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로서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독창적

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당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

책과’ 산하의 ‘문화비축기지 TF팀’이 2017년 2월에 결성되었다.51) TF팀은 

서울시 공무원과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었

으며 같은 해 3월에 공식적으로 조직된 협치위원회와 회의 및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52) 2017년 개원 후 하반기까지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운

영을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의 새로 신설된‘문화비

축기지관리사무소’로 운영 주체를 이관하여 현재까지 문화비축기지의 전반적

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53) 54)

50) 서울특별시. (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서울특별시, pp. 
205-207.

51) 협치위원회 당연직 위원 A 인터뷰 (2020년 04월 21일)

5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7).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2017-3차 회의 결과 보고 pp. 2-3

5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8).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6차 회의 결과 보고 
pp. 2-4

5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8).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17차 회의 결과 보고 
p. 3.

[그림 3-12] 문화비축기지 담당 행정기관의 변화

자료: 상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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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문화비축기지 단계별 거버넌스 과정

1절 구상단계

2012년 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계획에 따라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전문가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최소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방향으로 시행되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과 현장 설명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

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공공간 조성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상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홍보하여 과거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일명‘미지의 공간’인 석유비축기지를 ‘공

원’이라는 공공공간으로 추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목표로 했

기 때문에 ‘시민참여’는 사업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위의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조직이 결성되지 않았으나 시민참여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형성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연구에 포함하였다.

1.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참여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 시민’과 ‘국제 학생·전

문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향후 예정된 국제현상설계공모전의 최소 

설계 기준 설정에 있어 공모전 결과에서 착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3년 5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 사업을 진

행하였다. 참가 자격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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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를 전국의 시민으로 설정하였다.55) 공모 목적은 과거 산업화시대 유산

인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장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당사자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속 가능한 계획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석유 탱크 

및 주차장 부지의 장소 활용방안과 향후 생태라는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여 변

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장소로 전환을 위한 방안 그리고 도입 가능한 시설과 

콘텐츠 등을 제안하는 것이었다.56) 

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시민 투표 

합산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였다.57) A4용지 2매 이내로 형식의 제한 없이 제

출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였으며 글, 그림, 사진 등의 여러 

형태로 구현된 총 26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서울시는 시의원과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의 민간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2013년 

7월 8일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39점의 작품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선 진출작들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에

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최종 당선작은 1차 전

문가 심사 80%, 2차 온라인 시민 투표 20% 비율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통

해 결정하였다. 

석유탱크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문화, 교육, 체험,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과 시민에게 열린 공

간으로서 환경·생태를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했다는 점에 주

목할 수 있다.58) 나아가 참가 대상의 범위를 개방하고 직접 후보작을 투표하

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의의가 있었다. 

55) 서울시 보도자료(2013). “‘마포 석유비축기지’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2013년 07월 14일) 

56)「산업화시대 유물 마포 석유비축기지 변화를 위한 첫걸음 시민 아이디어 공모」포스터 내용을 참고
하였다.

57) 서울시 보도자료(2013) “산업시대 유물, 마포 석유비축기지 변화의 첫걸음”.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
터 (2013년 05월 13일)

58) 서울특별시. (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서울특별시,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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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국제 학생 및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시는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생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 자격을 국제단위로 확대하였으며 작품 접수는 2013년 5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유사한 기간에 진행하였다.59) 

구체적인 목적은 석유비축기지의 장소적 의미, 가치를 발견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유사

하나 보다 전문성이 담보된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개최

하였다.60) 작품 제출 형식은 A4용지 10매 이내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보다 

많은 분량 제한이 있었으며 작품 심사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35개국에서 참가하였으며 총 35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성은 탱크 시설의 전문적 해석과 함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한 아

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이었다.61)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유사하게 문화시

설로 활용과 재생, 환경·생태와 부합하는 방향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탱크 시설과 주차장 부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르게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시민 투

표가 생략된 점은 정보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볼 수 있고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서울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8658?tr_code=img

60) 장은지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news1뉴스』(2013년 05월 13일)

61) 서울특별시. (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서울특별시,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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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공론화62)

과거 접근 금지 지역이자 위험시설은 그동안 일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

는 폐쇄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생사업 진행 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참여를 통한 과정 중심의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었다. 담당 행정부서 도시계회국 공공개

발센터는 우선 공모전에 참가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게 사업과 

대상지 홍보차 아이디어 공모 기간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제 대상지를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62) 공론화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향하는 ‘소통’,‘참여’,‘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편적인 
자유롭고 평등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반영을 넘어 토론과 논쟁을 동반하는 적극적인 참여 방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강지선, 2017)  

[그림 4-1]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그림 4-2] 국제학생및전문가 공모전 포스터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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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현장 설명회

서울시는 앞서 설명한 시민, 학생 및 전문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석유탱크시설에 관한 이해와 정보전달, 사업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일반 시민

들에게 마포 석유비축기지 현장을 개방하여 현장 설명회를 총 6회 진행하였

다.63) 현장 설명회는 공모 기간에 추진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받아 1일 1회씩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전 예약자가 200여 명으로 당시 대상지에 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명 횟수를 확대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2013년 6월 15일, 19일, 20일로 1일 2회씩 나누어 진행하였고 총 157명이 참여

하였다.

⑵ 공개 토론회

마찬가지로 공개 토론회도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에 개최되었으며 서울연구

원 주관으로 총 2회 진행하였다. 1차 공개 토론회는 2013년 5월 23일 두 개의 

공모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먼저 마포 석유비축기지 역사와 현

황,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사례 관련 내용으로 발제를 한 다음 대상지 활용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64) 토론회의 주요 의견으로는 미래세대를 대비

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의 비전과 조성과정부터 시민이 주

체가 되어 향후 공간 활용방안에 관하여 협의의 중요성이 거론되었다.

2차 공개토론회는 2013년 10월 8일 위의 두 개의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동

시에 개최되었고 수상작은 행사장소에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65) 66)

63) 서울시 보도자료(2013) “마포 석유비축기지, 미래세대 공간조성 위해 시민에 공개”.도시계획국 공
공개발센터 (2013년 06월 14일)

64) 이오주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토론회”『한국건설신문』(2013년 06월 11일)

65) 배석희 “‘마포 석유비축기지 아이디어공모’당선작 시상”『Landscape times』(2013년 10월 07일)

66) 토론회는 서울시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열렸으며 당선작은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태
평홀 옆 시민플라자2에서 열렸다.

  시민 아이디어 당선작으로 “Ma-po Urban Think Tank”(유신상)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 2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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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에 관한 그간의 논의 내용과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제시한 문화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화공간 운

영 사례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공모전 결과와 수상작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존의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있어 시민들이 비록 실

질적인 계획 수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사업 초기에 공간 활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 시민참여의 초석을 

다졌으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상 설명회와 공개 토

론회는 대상지와 더불어 공공사업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는 논쟁 과정이 간

과되었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아이디어 공모 결과와 공개 토론

회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설계지침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

다.

 

상 10점, 입선 25점이 선정되었다.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은 “Resonance of Light”(박
성기, 강혜민) 금상을 받았고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 10점, 특선 15점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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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계획 및 사업단계

2014년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으로 최종 작성한 「마포 석유비축

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4」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물리적 환경 조성과 산업유산의 친환경 

재생이라는 사업 방향성, 장소가 갖는 역사성을 적절히 반영한 설계안을 최종

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공공 공간 조성과정에서 점진적인 시

민 참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

법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 시민토론회, 전문가 워크숍 등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개발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산업유산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

라 장소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재생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뛰어난 작

품이 당선 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67)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1단계‘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착수일부

터 최종 공사 완료까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들이 등장하여 공공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1.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는 2014년 ‘국제 현

상설계 공모전 개최’를 앞두고 「국제 현상설계 공모 시행계획 –마포석유비

축기지 활용방안」을 발표한다. 계획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과 도시 안전 

분야 현안보고, 시장실 정책토론 보고, 친환경 문화 공간 조성 추진계획 등의 

67) 박지현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라펜트 조경뉴스』(201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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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명료화되었다. 이때 서울시는 건축정책위원회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위원회는 공모 준비단계

부터 설계 공모 완료까지 공모방식, 설계지침 관련 자문, 전문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등의 활동을 하였다.68)

공모 시행 근거를 마련한 다음 “마포 석유미축기지의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을 위한 국제설계경기(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ulture Depot Park by 

rehabilitating Mapo Oil Depot)”의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시작 하

었다 여타 시설건립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 개념과 용도, 기본 구

상안을 위의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한다. 참가 자격은 국제단위의 건축 분야의 전문가

들로 한정하여69) 2014년 5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70) 작품을 접수하였고 총 

16개국의 227명의 건축사가 참여하여 9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당해 8월 23

일에 공모전 결과가 발표71)되었으며 1등 당선작으로 당시 ㈜RoA건축사사무소 

백정열 대표 외 2인72)의 출품작 ‘Petro-Reading the story of the site(땅(石)

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이 선정되었다. 그 외 2등부터 12등까지 작품들도 선

정되어 총 12팀이 수상하였다. 73)

68) 서울특별시. (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서울특별시, pp. 
155-157.

69) 현상설계공모전 참가 자격은 구체적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한 자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였다. 업체 간 컨소시엄의 공동 응모도 
가능했으며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외국인)의 경우 건축사법 제 2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내 건
축사를 대표로 하여 공동 응모 가능하였다. 

70) 국제 현상설계공모전은 2014년 8월 11일까지 참가자 등록 마감, 2014년 8월 12일까지 작품 접수 마
감을 하였다. 

71)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은 1차 기술심사를 통해 2차 본심사에 진출하였으며 그 중 최종 당선작과 2, 
3등 작품이 선정되었다. 

72) “1등 당선작인 Petro-Reading the story of the site(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은 ㈜RoA건축사사
무소와 한양대학교 허서구 교수 그리고 ㈜팀텐 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3인 1팀으로 공모하여 수상하
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실제 설계사업에는 ㈜RoA건축사사무소와 한양대학교 허서구 교수만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73) 박지현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라펜트 조경뉴스』(2014년 08월 26일)



- 50 -

[그림 4-3] 국제설계경기 포스터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그림 4-4] 당선작 ‘Petro-Reading the story of the 

site(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RoA건축사무소 백정열 외 

2인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51 -

2. 민간전문가 참여의 시작74) 

⑴ 설계자문위원회 

서울시는 2014년 8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전에 추진 부서를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에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로 재조정하였

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은 국제현상설계공모전 당선작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 설계의 논의가 필요한 단계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설계안에 관한 회

의를 진행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된 목적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의 비전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사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정하는 것이다.75) 위원회는 2014년 9월 23일부터 2016년 7월 28

일, 설계 완료 때까지 총 24회 회의를 진행하고 해체했다. 격주 1회 진행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논의를 통해 사업 결

정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

구성원은 총괄MP를 주축으로 건축(4명_MP포함), 조경(3명), 토목(1명), 건축

구조(1명) 같은 설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추후 기획·운영·연

출 관련 분야의 전문 코디네이터(2명)와 그 가운데 부MP를 선발하여 총 11명

의 민간 전문가들이 합류하게 되었다.76) 그리고 설계 공모 당선작의 건축가와 

서울시 관련 부서(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마포구청)의 담당 공무원들

74)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인 ‘설계자문위원회’,‘연구형 워킹그
룹’,‘탐험단’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당시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경험 및 기억과 남아 있는 각 조직
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각 거버넌스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은 관련된 구성
원(이후 협치위원회로 연장하여 활동하거나 이전에 활동 경험이 있던 관계자, 그 외 관련 주체) 심층 
인터뷰와 문화비축기지 관계자를 통해 습득하였고 필요한 정보를 일부 발췌하여 연구에 인용하였다. 
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목차‘[부록]’에 수록하였다.

75) “설계자문위원회 (이하, 설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행정적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이미 설
계안이 당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안의 변경 및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관하여 컨트롤하
고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설계위입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7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4).「마포 석유 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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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석하였으며 각 회차의 논의 내용에 따라 건축, 토목, 조경 용역 담당 업

체에서 참석하여 각 분야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77)

전체적으로 회의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계획’에 명시된 설계 사업내용과 

목적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단계를 고려한 추후 회의 계획을 사전에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78) 회의 진행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의 도출되었던 자문 의견의 반영 내용을 보고하

고 각 분야 설계 현황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해당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회차에 참석한 구성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친다. 도출된 자문 및 의견을 종합하여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행

77) ‘「마포 석유 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설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 그리고 각 분야의 용역사들은 공식적인 구성원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운영단계에서 조직된 ‘협치위원회’와 구분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78)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Ÿ 설계방향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Ÿ 기획, 연출, 운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추후, 연구형 워킹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Ÿ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관련 자문.
Ÿ 기타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사항 협의 자문.

[그림 4-5]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원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운영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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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실행 가능한 사안을 확인하고 상호 간의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현장에서 지난 회차의 자문 의견을 실행

하기 어려운 경우 용역사가 다음 회의에서 타당한 사유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후 파생되어 만들어진 ‘연구형 워킹그룹’과 회의내용, 

논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공원 내의 식재 방식, 기존 

경사면과 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정비, 각 탱크 내부시설 구조 변경 등 매봉

산과 탱크시설 위주의 계획 논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물리적 환경 점검과 현

장 조사를 기반으로 기존 설계안 보완과 변경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구조였다

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계사의 설계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

인가에 관한 협의가 핵심 논제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사와 자문위원 그리고 공

공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회의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동선변경, 부지 범

위 확대 등과 같은 설계안 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같은 기술 분야의 부서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

릴 수 있었다. 기존 1단계 공원화 사업과 별도로 주차장 부지 사업79) 실행 검

토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당시 2012년 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활

용 계획에 따르면 전체 부지를 경사지인‘녹지(완충녹지, 227,778m2)’와 평탄

지인‘문화 및 집회업무시설(35,212m2)로 나누어 이 가운데 녹지만 사업 단위

로 확정하였다. 이후 2014년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

립용역에 기술된 ’국제 현상설계 공모 방침‘에 기초하여 사업 대상지는 석

유비축탱크 일대 경사지를 1단계 사업으로 설정하고 기본 방향 및 도입 기능

79) 당시 사업 담당 부서인 서울시 공공개발센터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활용방
안 및 마스터플랜 수입용역(2014)」에 따르면 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경계는 부지면적 101,510m2(※주차장 부지: 35,212.8m2)로 마포 석유비축
기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임시주차장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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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문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때까지 토지 용도는 완충녹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80) 기존 탱크 5기가 있는 곳은 매봉산 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녹지였으나 나

머지 임시주차장이 있던 부지를 포함한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했다. 서울시 푸

른도시국 공원조성과와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업을 위한 용도 변경을 위해 2015

년 2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 방침」81)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그리고 당시 평탄지인 임시주차장 부지는 2단계 사업으로 사업 여건 및 미

래 부가가치를 고려한 임시적 활용 대상으로 설정되였다.82) 이에 덧붙여 연구

형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이 계속 보고되었다. 그러나 당

시 서울시 심의 통과 문제와 부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 조사의 장기화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우선시되었고 그 결과 연구형 워킹그룹의 회의 내용는 단

순 보고에 그쳤다.83) 이는 연구형 워킹그룹이 설계자문위원회의 파생 조직이

었으나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설계팀이 연구형 워킹그룹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듣고 

실제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논의하였다.84) 그러나 13회차

8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녹지의 세분)에 따르면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
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구분한다.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당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는 탱크가 위치한 곳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용도가 지정되었다. 그
러나 완충녹지는 시설설치에 제약이 있어서 향후 공원 시설 건설을 위해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공원의 허용용도는 제1종 근생시설, 제
2종 근생시설(문화전시시설, 극장, 공연장, 전시장, 상업시설), 문화 빛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다.

82) 임시주차장인 평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DMC상암택지개발계획에서 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용
지로 설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용도 미지정으로 구체적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향후 상암수색지역에 대한 산업지원기능로서 사업단
위를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다.

83) “우선 땅을 파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암반의 두께, 절벽 등의 위험도 있었고 오랫동안 석
유탱크였고 비워진 공간이어서 실제 물리적 환경의 조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초 조사가 너무 많
았고 그 범위 설정도 어려움이 컸어요.” -협치위원회 위촉위원F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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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연구형 워킹그룹의 제안한 운영계획에 대해 설계 용역사의 과업 범위

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후로 논의되지 않았다. 연구형 워킹그룹의 

활동 종료 이후 해당 거버넌스 조직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임

시활용방안으로 보류되었던 주차장부지 사업(2단계 사업)과 기존 활동 주체였

던 사회적 기업 ‘문화로놀이짱’의 존치 관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과

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1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이 종료된 다음 17회 

회의부터 주차장 부지를 2단계 사업으로 재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

존 1단계 공원화 사업과 연관된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로놀이

짱의 존치를 승인하되 현재 상암소셜박스 위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본 조직은 기본계획을 타 기본계획과 다르게 앞서 실시한 설계 공모를 바탕

으로 구체적 용도 결정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는 점, 

물리적 환경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하고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

간전문가와 그 외 다수의 관계자의 회의 참여와 이로 인한 세부 분야에 대한 

고려사항 증가, 서로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

다.85) 그 결과 논의과정과 사업 속도가 지체되어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하는 공

공사업에서 관계자들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덧붙여 회

의 1회부터 4회차까지 그리고 21회차, 마지막 24회차 회의는 사업 현장에 위

치한 ‘월드컵대교현장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는 대부분 서울

시청 푸른도시국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실제 현장 답사는 활동 기간에 총 2

회 진행되어 실질적인 현장을 기반으로 한 회의 횟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논의와 점검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비축기지는 

84) “설계팀에서는 물리적 설계만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회의를 할 때마다 
설계안들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팀에서도 직접 워킹그룹에 들어와서 직접 
듣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85) “여러 영역의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고려사항이 더 많아져버렸네요 ···요구사항을 다 담
지 못할 상황이었네요.”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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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직된 거버넌스(탐험단, 협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과정부터 운

영까지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보완에 관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원 후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어 온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평가받고 있

다.86)

86)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A 인터뷰 (2020년 04월 07일)

[그림 4-6] 당시 석유비축기지 대상지 현황

자료 서울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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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단계 (문화공원) 2단계 (임시주차장 부지)

사업명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임

시주차장 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외 21필지 (석유비축기지 일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임시주차장 부지)

사업면적 101,510m2 35,212m2(임시주차장), 3,300m)(접근로)

용도
공연공간, 정보교류공간, 전시공간, 

편의 및 관리공간 등
광장 및 조경시설, 안내시설 등

사업내용

설계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계획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과 석유탱크 활

용방안을 연계

1단계 사업과의 연계

문화시설(야외공연장, 이벤트광장)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표 4-1]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1, 2단계 사업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4-7]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사업 공사 현장

자료: 이원재(2016) 공공공간 운영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6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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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연구형 워킹그룹87) 

설계자문위원회 4차 회의(2014.10.29)에서 구 마포 석유비축기지 탱크 시설 

재활용사업 시행에 있어 설계 및 시공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기존 설계안88)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체적인 공간 활용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분

야를 별도로 파생하여 세부적인 공간의 성격과 용도를 의논하는 조직을 만들

게 되는데 바로 연구 중심의 ’워킹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설계자문위원회 초기 운영계획에도 콘텐츠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

적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콘텐츠에 대

한 이해가 상이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운영 관련 안건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안을 하나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직접 제안하여 ’워킹그

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관련 지속적 연구뿐만 아니라 회의 때마

다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의 거버넌스가 필요했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연구형 워킹그룹‘ 의 주된 목적은 전반적인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의 방

향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사전에 설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시설 및 구조에 

대한 설계안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2

월 3일까지 총 9회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해체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산업시설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도시공원의 기능 확대와 최근 공

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한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새로운 

87) 원래 명칭은 워킹그룹이나 2018년 운영단계에서 만들어진 협치위원회의 파생조직인 워킹그룹과 구
분하고 당사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논의하기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형 워킹
그룹’이라고 칭한다.

88) 2014년에 개최된 국제현상설계공모전 계획 및 구체적인 설계 공모 내용은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했던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입용역(2014)」에 
의거하였다. 따라서 공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건축 설계 중심의 마스터플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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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은 우선 하나의 팀으로 구성원 간의 협업 의사가 있으며 전시, 공연

의 문화공간과 공원을 연계한 기획, 연출, 운영을 계획하고 문화예술과 생태적 

관점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

획, 연출, 운영(문화·예술) 분야의 실무 전문가 총 11인을 인선하여 구성되었

다.89) 회의 과정에서 특정 논의사항에 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원

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2회차 회의부터 사업 담당 서울시 관계부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담당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연구형 워킹그룹도 설계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구성 및 운영계획

이 명시되었다.90) 회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설계자문위원회와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설계 현황 브리핑을 듣는다. 다음, 참석한 민간전문

89) 디자인, 문화정책, 공예, 미디어, 음악, 출판, 건축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
었다. 

9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워킹그룹(기획·연출·운영) 
구성·운영계획”서울특별시

Ÿ 기획, 연출, 운영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Ÿ 설계자가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각 탱크시설별 세부사항 검토

[그림 4-8] 연구형 워킹그룹 구성원

자료: 상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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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보고받은 공사 정보와 설계안을 종합하여 공원 컨셉과 문화 시설로 활

용될 탱크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개원 후 운영

할 문화 프로그램의 성격과 잠재적 이용자를 고려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91) 그리고 매회 회의 

내용과 결과는 함께 참석한 설계자문위원회 부MP를 통해 설계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연구형 워킹그룹 회의 때 전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연구형 워킹그룹은 구성원 개개인이 구체적인 공간 활

용방안, 공원 운영 등에 관하여 수행했던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회의 때 타 회

원들과 공유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 주체의 지속적 참여를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공원 운영 모델을 논의하였다.92)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민 주도적 공원 운

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공원 내의 설치 예정인 문화 시설에 대한 전문

적 자문으로 제한된 공공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보편적 기능인 여가, 휴식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역할을 병행하는 공

원의 성격을 반영한 새로운 공원 컨셉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화비축기지의 공원 컨셉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상호소통하며 생태 

친화적인 생활을 서로 협력하는 ’창조적 공유지‘이며 공공이 제공하는 단편

적 공공 공간의 기능과 서비스를 넘어 시민 스스로 공간을 기획하는 ’커뮤니

티 파크‘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전문가 중심을 지양하는 시민

이 주체가 되어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파일럿 프로그램(Pilot-program)의 사전 실행과 향후 운영에 있어 파트너

91) “설계공모와 다르게 실제 공간의 정체성, 비전, 원리가 부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또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문화비축기지는 재생
(Regeneration)가운데 문화적 재생사업의 맥락이어서 단순히 물리적 재생 이전에 거버넌스와 주체 활
동의 내용이 형성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
위원 A-

9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4).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제4차 워킹그룹(기획·연
출·운영)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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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에 적합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직접적으로 설계안 변경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세부적인 탱크시설 자문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T2의 실내외 공

연장으로 구조 변경, T1의 기존 고정무대에서 이동 및 조립식 무대로 구조 변

경 및 실내공연장을 T2로 이전, 당시 구조적으로 포괄적인 예술 분야의 전시

가 불가능한 T4 재설계 등이 있다. 나아가 기존 설계안에 제시된 탱크 시설뿐

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공터로 설정하는 계획을 사업에 포함하여 공원 전체

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

정했다. 

연구형 워킹그룹은 설계자문위원회 5회(2014.11.05.)부터 12회(2015.01.21.)까

지 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 및 자문 내용을 설

계자문위원회에 매회 보고했으나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연구형 워킹그룹 입장에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원과 담당 행정부서

를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7회 회의에 설계사가 참석

하여 세부적인 기획 내용과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두 조직에 동시에 소

속된 민간전문가가 한 명(코디네이터) 이었고 그 외의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상대 조직의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가 부족하여 

설득에 있어 어려움이 컸다. 

당시 도시재생사업 정책에서는 시민참여가 화두로 자리 잡았다. 이와 맞물

려 연구형 워킹그룹은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전문가의 자발

적 동기로 형성한 초창기 시민참여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인 논의와 상호 소통이 부족하였고 단순 각 조직의 회의 내용 보고에 그쳤다

는 점, 연구형 워킹그룹은 기존 설계안과 설계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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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 연구형 워킹그룹 (제안) 현재

T1
죄식 공연장(200석)

용도: 다양한 전시, 공연
▶

-유리파빌리온: 

댄스시어터, 포에트리 슬램

-문화통로: 이야기극장

▶

유리 파빌리온 

-전시, 워크숍, 공연의

다목적 공간

T2 원형 보존 ▶

공연장

-야외: 공연예술 개방형 플랫폼

-실내: 소규모 공연 및 콘서트 

/장소 대관

▶

공연장

-야외: 공연예술 개방형 

플랫폼

-실내: 소규모 공연 및 콘

서트 /장소 대관

T3
주야간 공연장

용도: 대규모 행사
▶ 원형 보존 ▶ 원형 보존

T4

옥내외 전시장

용도: 미디어아트, 

행위예술, 설치미술 등의 

다양한 전시

▶
기획전시장

용도: 모두를 위한 미술관
▶

복합문화공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연, 전시, 체험 등)

T5

기념홀

용도: 역사적 의미 기억

하는 장소

- ▶

이야기관

-문화비축기지 역사

아카이빙 상설 전시

T6 

(신축)

학습공간

용도: 정보검색, 열람, 

서고, 강의실

▶

국내와 생활기술 관련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공

간

-생활기술공유 오픈 제작소

-휴먼라이브러리 및 제작기술 

관련 작품(공예,디자인등) 전시

▶

커뮤니티센터

-문화비축기지 운영사무실

-창의랩,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생태도서관(에코라운지)

[표 4-2] 각 탱크 시설의 용도 변화

자료: RoA건축사무소(2017) “석유비축기지로부터 문화비축기지 만들기”, 문화사회연구소

(2017)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에 따른 도입시설 프로그램 계발계획 연구보고

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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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의 방향 및 공간 지향성

Ÿ 공공공간으로서 문화비축기지의 역할 

Ÿ 공간에 담을 문화

Ÿ 도시민으로서 시민들의 잠재력

Ÿ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문화공원

Ÿ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맞서 공공성과 개방성을 지향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도시공원

Ÿ 협력, 공유 소통하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 공간 

Ÿ 시민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공간

Ÿ 사회적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공동문화(common culture)를 창출하는 공간.

[표 4-3] 연구형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문화비축기지의 장소 방향성

자료: 서울특별시. (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그림 4-9] 설계자문위원회와 연구형 워킹그룹 관계도

자료: 상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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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탐험단 

탐험단은 연구형 워킹그룹의 다음 단계로 조직된 거버넌스로 이전에 진행했

던 연구를 구체화하여 문화비축기지 공원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실현을 준비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조직된 거버

넌스 조직이다.93)

다시 말해 위의 거버넌스 조직은 공원의 운영 주체보다 향후 이곳을 이용할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논의를 

목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94) 2016년 11월 15일 1회차 정례회의를 시작

으로 2016년 11월 1일까지 총 25회 회의를 진행했고 개원 준비를 앞두고 해체

하였다. 

구성원은 총괄MP(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추진단장(민간전문가1인, 서울

시 공무원1인), 지역 기반 활동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4인, 

서울시 공무원(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12인, 설계사 2인, 총 

28인으로 출발하였다. 신규 구성원은 기존 연구형 워킹그룹의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우선 선정하였고 당사자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합류

를 결정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때 추후 구

성원 충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당시 탐험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명칭 작

명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원래 ’위원회‘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에 구성원 

대부분은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외에 ’협력단‘,’추진단‘이 후보

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문화비축기지라는 공

원의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탐험단‘으로 작명하고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95) 

93) 다른 명칭은‘활동형 워킹그룹’이다.

94) “탐험단은 이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을 목표로 공원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
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95)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인터뷰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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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회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활동 초반 처음 합류한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문화비축기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계사가 

전반적인 설계사업을 설명하고 함께 현장 답사도 진행했다. 다음, 민관 거버넌

스 확립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안에 제시된 석유탱크 부지 이

외의 주차장 공간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 활용에 관한 논의 방향성을 설정하였

다. 한마디로 초기 단계는 회의 주제 및 방향성과 문화비축기지 장소적 정체

성을 확립해나갔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향후 공원 운영과 기존 주체

들의 커뮤니티 ’비빌기지‘ 96)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

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간추려졌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며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공사 

96) 비빌기지는 이곳 구 석유비축기지 주차장 부지 입구(안내소 건물 위치)에 조성된 컨테이너 명칭으로 
2004년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문화로놀이짱’은 2004년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2010년 마
포 석유비축기지 구 관리사무소 건물로 이전했다. 2012년 서울시 마포구 재무과로무터 이곳 석유비축
기지 공터(현, T0 문화마당) 부지를 임대하였다. (출처 문화로 놀이짱 홈페이지 
http://norizzang.org/history/)

[그림 4-10] 탐험단 구성원

자료: 상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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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행

사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성원 간의 궁금한 점에 관하여 질의응답으로 보완

하였다. 회의 장소는 대부분 사업 현장인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진

행되었고 현장 점검이 필요한 회차에는 현장 답사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5회부터 16회까지 ’운영‘분과, ’프로그램‘분과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97) 각각의 분과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되었다. 운영 분과는 운영체계, 법률제정,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담당하였고 기존의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원 운영사례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서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분과는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과 네트워크 형성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하

고 논의하였다. 각 분과의 회의 내용을 탐험단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종합적으

로 의논하여 세부사항을 보완한 다음 의사결정을 거쳤다.

 대표적인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그램 제안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공통 관심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생태와 문화를 직접 체험 및 공유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간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축기지의 장소적 

가치와 비전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들은 개원 후 실제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

기도 했다. 두 번째, 임시주차장 정비 관련 기존 점유 주체들 간의 협의 문제

였다. 탐험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함께 회의 후반부터 

토론과 설득 과정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기존 주체들의 활동내용과 커뮤니티

를 존중하되 문화비축기지 향후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셋째, 협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것이다. 회의에

서 논의되었던 거버넌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독 운영사업단 설립, 

97) 초기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탐험단 내부 논의를 거쳐 총 2개 분과로 결정되었다. (푸른도
시국 공원조성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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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운영사업단과 전문단체 및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세 번째,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 단체 및 기관을 발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총 세 가지 모델

안이 제시되었다.98) 초기에는 공간 운영 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모델

을 계획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시민이 출연한 공인법인에 적합한 단체를 찾기 

어려웠고 개원 초기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 문제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다.99) 한마디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재논의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새로 

구성한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을 

구상하였고 현재 ’협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조성과정을 반드시 보겠다는 의지와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전문가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인터뷰-

프로그램명 내용

▶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의 컨셉과 

방향에 영향을 미

침.

재료은행

수목정비 이후 매봉산에 모아둔 나뭇가지들을 재료

로 삼아 재활용하여 예술작품 또는 생활품으로 만

드는 체험 프로그램.

순환과 공유의 가치를 경험. 

키친팜

(kitchen Farm)

텃밭에서 직접 식재료를 재배하고 요리해서 먹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련의 생태 순환 시스템

을 반영한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레스토랑 및 마켓, 생활기술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파생 가능  

[표 4-4] 탐험단 기획 프로그램 예시. 

자료: 서울시 간행물(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98) 협치위원회 당연직위원 A 인터뷰 (2020년 04월 21일)

99) “초기에는 혁신성과 실험성을 탑재한 민간 주도의 민간위탁을 운영모델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도 당시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아직 민간에서 그 정도의 공간
(특히, 새로 오픈하는 공간)의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조경, 시설관
리는 위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A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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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단은 이전 ’워킹그룹‘보다 구체적인 공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

소들을 점검하고 회의 내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특정 주제에 회의가 집중되면 중요 논

의사항이 잠시 잊혀질 수도 있으나 이를 특정 구성원이 거론하여 다시 상기키

고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회의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의 핵심 목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

간전문가들은 전문 분야가 상이했기 때문에 공통된 목표보다 각자가 지향하는 

사업에 대한 목표에 있었고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의견수렴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100).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한 전체 공통된 분모를 추출하여 

반영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게다가 탐험단과 서울시 담당 부서 간의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을 단순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평적 관계를 통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

았다는 점은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인 ’연구형 워킹그룹‘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형 워킹그룹의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대

한 방향과 내용에 따른 설계안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탐험단은 민

간전문가들이 다수의 일반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실제 그곳을 사용할 잠재적 이

용자 또는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향후 공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요소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탐험단

은 회의 내용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개원 이전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과 주차장 부지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주체의 시설인 비빌기지 위치 논의에 

있어 상호 간의 협의를 시도하고자 했다. 공사를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주

차장 부지를 공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101) 그 과정에서 담당 공공부

100) “가만히 보니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선 상호 간의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했으나 각각
이 생각하는 공간의 기능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101) 2000년부터 폐쇄된 탱크 시설 이외의 앞마당(현 T0 문화마당)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내의 제2종 일
반주거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한동안 유휴부지로 관리되어 2006년 2월 마포구의 대형차량 전용 임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본격적인 공사 시작 당시 임시주차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물들이 위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공사에 있어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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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점유 주체들을 모두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

나 기존 점유 주체 유치 논의에 대한 의견은 탐험단 내에서도 달랐다. 게다가 

공공 입장에서 논의 과정이 길어졌을 때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당시 주

차장 부지에는 비빌기지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을 임대 중이었던 관광버스 

관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반면에 기존 점

유 주체들은 사업 이전부터 석유비축기지 입구의 (구)안내소에 정착하여 다양

한 활동과 경험을 축적해온 상황이었다102). 이들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문화비축기지는 다수의 시민에게 열린 공간적 성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

존 주체일지라도 이들도 같은 시민이므로 존치하는 것이 맞으며 그들이 축적

해온 활동과 경험을 향후 문화비축기지 재생사업과 공원 운영을 연계하면서 

공생 가능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103) 위의 논제에 관하여 탐험단과 공공 그

리고 기존 주체간 장시간 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탐험단 회의가 

중단되었으며 결국 존치하되 위치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문화비축기지 개원을 앞두고 비빌기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이 쉽게 체험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부분적인 시민참여가 있었다.104) 

102) 비빌기지의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인 ‘문화로놀이짱’은 목공예 공방활동을 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2010년 공방작업실을 물색하던 중 이곳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안내소(현 문화비축기
지 안내동)을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지적도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곳에 자연스럽게 
작업장을 만들기 시작하여 

103) 사람 중심의 서울시 도시재생 맥락에서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의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 환경 노후화와 같이 쇠퇘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물리·사회·경제·환경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발표한 「2025 서울형 도시재생 전략」에 따르면 시민과
의 소통, 시민참여, 협치를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재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4) 비빌기지 홈페이지 http://bib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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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비빌기지 프로그램 

“썬데이서울@비빌기지”홍보포스터

(2016.12)

자료: 비빌기지 홈페이지

[그림 4-12] 비빌기지 프로그램

“마르쉐@문화비축기지”현장 (2016.06)

자료: 비빌기지 홈페이지

[그림 4-11] 탐험단과 담당 공공기관 관계도 

자료: 상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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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운영단계

1. 문화비축기지 참여 주체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를 타 도시공원과 차별된 공원으로 공공공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성격의 문화

공원을 만들고자 문화기획·연출·운영과 시민참여 관련하여 경력이 있는 외

부 민간전문가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였다.105)

그 밖에 전반적인 공원 운영에 관한 자문, 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원 개원 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 가

능한 공원 운영모델을 발전시키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⑴ 공공(서울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직영의 도시공원으로서 공공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

당하고 있다. 담당 행정기관의 공식 명칭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로 독립된 

기관이 아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시설로 소속되어 있다. 2017년까지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관여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에서 공원 운영관리를 수

행하고 있다. 행정적 위치상 상하 관계에 있으며 사업 결정 및 운영계획에 있

어 자율적 의사 결정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치위원회에서 논

의되는 내용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코디네이터되고 마찬가지

로 예산안도 이곳에서 작성되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구조이다. 

105)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A 인터뷰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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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는 문화비축기지 커뮤니티센터(T6) 탱크 시설 

내부에 운영사무실이 있으며 소속 공무원들이 상근하고 있으므로 현장 점검 

및 공원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총 책임자인 소장(구 명칭, 기지

장)을 주축으로‘공원관리팀’,‘문화기획팀’총 2개 부서가 있다. 각 부서는 

수행하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다. 공원관리팀은 주로 공원 시설관리 및 유지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기획팀은 협치위원회와 같은 민간전문가의 참

여를 추진하고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시설 대관, 투어 

프로그램, 시민자원활동가 운영 등과 같은 전반적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

참여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06) 그리고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공

원에 관심이 많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까지 그 참여 범

위를 확대하여 공공과 시민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한 창의적인 공

원 운영모델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6)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ulturetank&parentCategoryNo=1)

[그림 4-14] 문화비축기지 운영 주체 관계도

자료 상위 및 관련계획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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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공공(서울시)과 민간전문가

❚협치위원회 

협치위원회는 이전 탐험단 25회차(2016.11.01)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원 준

비, 향후 운영 구성원과 모델에 관한 사항들을 공공과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단 구성계획에서부터 출발하였다.107) 조성과정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이전 거버넌스인 연구형 워킹그룹, 탐험단과 유사한 골

조로 출발하였으며 문화비축기지의 비전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향후 지속 가능

한 도시공원을 다수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비축기지 공간 운영관리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시민 협치형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공식적으로 서울시 직영의 도시공원인 문화비축기지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혼재된 공간적 특성을 갖는 문화공원으로 조성과정부터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

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108) 따라서 공공에서는 행정 이외의 공원 운

영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협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였다. 이렇듯 운영

모델은 서울시 직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공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 범위의 확대하였다. 

107) 위원회는 특정 문제나 복잡한 사안에 대한 업무 수행상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심의와 합의를 통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거버넌스의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2016).

108) “기존의 조경 또는 공원 관리 전문가만으로 이와 같은 문화공원 조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고민과 해결책의 필요성이 서울시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 협치위원회 당연직 위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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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과 문화비축기지 운영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민

간전문가109)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탐험단 활동을 했던 민간전문가 가운데 

향후 문화비축기지 운영에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표한 사람들이 합류했으며 

이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기지장이 선출되었다. 다음, 신규 민간전문가 선출은 

잔류하는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우선 선정하였고 이전 거

버넌스 조직보다 전문 분야를 ‘조경’,‘마을숲·공원운영’,‘생태’등 범위

를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참여 의사에 따라 합류를 결정하였다. 

나아가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체 참여를 반영한 협치를 위해 ‘2기 

협치위원회’부터 서울시 위원회 인선 지침에 따라 지역문화, 건축, 디자인, 

시민 시장, 청년 정책, 공유경제 등으로 민간전문가 분야를 재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장애인 위원 최소 1명 이상, 청년 비율 15% 위촉하는 

것으로 구성원 변화가 있었다.110)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화비축기

109)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내규 제 4조(구성) 2항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이 도
시재생 및 공간재생, 생태문화, 문화정책,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예술, 공원경영, 조경 및 
도시정원, 홍보 및 미디어, 마을 관광, 마을공동체, 국제교류, 지속가능 경영 등 문화비축기지 운영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출한다. 

110) 2018년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및 성평등기본조례 준용

[그림 4-15] 문화비축기지 비전, 미션, 운영목표(방향성)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7-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_비축_기지」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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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지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 5인, 민간전문가(이하 

위촉위원) 10인(2018년, 7인으로 인원 변동)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 1기가 활

동하였고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소장을 포함한

(2019년 7월부터 명칭 변경) 서울시 공무원 5인, 민간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 2기가 활동하고 있다.111) 협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2년) 연임112)이 가능하므로 현재 1기에서 2기까지 

총 7인의 위촉위원이 연임하였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정하였다. 덧붙여 회의는 구성원 이외에 문화비축기지 주요 사업 및 

계획을 논의하고자 담당 부서의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다. 

이전 거버넌스 조직과 다르게 협치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정례회의는 문화비축기지 총 책임자인 

기지장이 주관하며 감독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기지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

고 회의에서 공공과 민간전문가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

율적인 회의 진행 및 민간전문가에게 안건 상정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위

촉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각각 1인 임명한다.113) 위원장

은 회의를 주재하는 좌장으로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그 역할

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최대 1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114) 

1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0) 2020 제2기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계
획, 서울특별시

112) 2019년 5월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계획」에 따르면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임기 관련한 특정 표현이 모호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내규’ 제4조 (구성) 
④위촉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2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11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7). 2017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계획, 서울특별시

114) 같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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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위원회의 역할은 2017년 11월에 발표한 내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 2조(역할) 문화비축기지는 협치위원회 (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

는 문화비축기지의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 평가의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문화비축기지 민관 거버넌스 관련 이슈에 관

한 자문과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한다. 공원의 현황 및 기본원칙과 운영 관

련 주요 사안에 관한 자문을 한다. 문화비축기지 사업공모 등의 관련 심사위

원으로 참여 및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그 외 소위원회와 워킹그룹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는다. 추가로 임원을 선발

하거나 위원장 연임과 같은 구성원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전반적인 협치위

원회의 역할로 계획하였다. 예외로 특정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 협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담당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협치위원회에서 해촉한 다음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115) 

115)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이유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이다. 그것은 모든 공공행정조직에 해

[그림 4-16] 협치위원회 구성원 

출처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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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회의는 2017년 3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전체회의를 진행

하고 있으며 협치위원회 2기가 활동했던 2019년 5월 29일 이후부터 격월로 진

행하고 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의 

각 팀에서 사전에 작성한 연간 문화비축기지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회의 안건은 대체로 문화비축기지 소장과 각 팀

장이 상정하였고 부분적으로 위원장 또는 위촉위원이 부의한 안건을 논의하였

다. 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의 논의를 거치고 전문

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촉위원의 자문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 사업 진행의 당위성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적인 논의가 필요

한 경우 서울시 공무원과 위촉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인 소위

원회, 워크숍, 워킹그룹, TF팀 회의를 간헐적으로 개최하였다. 

하지만 공공과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각의 주체

가 달랐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공원 운영과 사업 추

진에 있어 공공의 입장은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116)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기 어

려운 구조이다. 다시 말해, 민간전문가 자문 및 제안과 프로그램 성격에 있어 

시민참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의 결과 및 성과에 따라 다음 계획을 수립하

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위촉위원과 같은 민간전문가들은 

결과보다 논의과정을 중시하며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에 있어 시민참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나아가 생태와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

조하고 공유하는 공원을 만듦으로써 ‘공공성’과‘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문화비축기지는 애초에 시민참여 거버

넌스를 운영목표로 만들어진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은 기존의 공

당되는 사항입니다.”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E-

116) “시민 입장에서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틀에서 
실행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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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과 다를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 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운영관리에도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변화하는 공원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방안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주체가 생각하는 공공공간

과 도시공원에 대한 의견 차이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전문가 간의 이견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원은 그동안 단순히 산책하고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했을 때 쉬는 배

경으로서 역할만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공원에 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많이 심어 놓으면 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곳이 단순히 배경으

로서의 공원이 아닌 당신의 여가뿐만 아니라 문화 소양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계속 어필할 수 있고 동기를 주는 공원이 되기를 공공의 

입장에서 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민간이 갖는 모든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라고 생각해요. 민간이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민간의 역할

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이 먼저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라고 생각해요.”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인터뷰- 

협치위원회는 공간 운영에 있어 전문적 논의와 긴급한 사안에 관한 관련 전

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분과 회의인‘소위원회’를 간헐적으로 진행

하였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탐험

단의 분과 회의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회의 계획은 기본 1, 2회차를 

사전에 정해두고 진행하였다.117) 회의 참가자는 문화비축기지 소속의 공무원

들과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부 선발하여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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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자문 결과는 추후 예정된 협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한다. 2017년에는 개원 준비를 앞두고‘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개

원프로그램’,‘개원준비’,‘공간시설장비’의 4개 분과를 진행되었다. 2018

년도의 경우 시민참여와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사회

와 협력하고 시민들이 공원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을 실험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이에 따라 ‘연구정책’,‘공간(건축)

에너지’,‘지역여행’의 3개 분과를 진행하였다. 소위원회와 워크숍은 협치위

원회의 권한을 단순 자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연구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활

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위촉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특정 주제

를 논의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정례회의처럼 정해진 회의 일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진행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소위

원회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비축기지 공원 관리 사업에 관한 자문도 수행하

였으며 이는 워킹그룹의 회의구조 및 논의사항이 유사하였다. 2019년도부터 

소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의 워킹그룹과 통합하여 ‘소위원회(워킹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모인 협치위원회의 특성상 지속적인 회의와 

논의를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과정이 필요하다.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워크

숍 회의는 간헐적으로 열렸으며 2017년 3회, 2018년 8회, 2019년 3회로 총 14

회 협치위원회 1기 활동 기간에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타 임원들에게 각자 담당하는 분야와 문화비축기지 관련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발제를 한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토론

을 진행한다. 논의 내용은 종합하여 다음 협치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최

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협치위원회 이전 정례회의에서 거론된 안

11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018). 2018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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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할 때, 특히 공원 운영에 있어 문화비축기

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이나 잠재적인 시민 중심의 공원 거버넌스

를 목표로 실험 중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므로 

워크숍에서는 다음 단계의 거버넌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고 그 결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회의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 전략을 적극적으

로 발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타 분야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워크숍’

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개인의 생각을 강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협치위원회 당연직위원 인터뷰-

협치위원회는 문화비축기지 개원(2019.09.01/개원 기념 축제 2019.10.14) 이전

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때 푸른도시국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 산하의 사전 

준비 회의인 ‘개원준비점검회의’,‘문화비축기지운영TF팀’과 정보를 공유

하고 주요 안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치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2017

년 3월 15일부터 시작하였고 2017년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회

의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협치위원회 운영 내규 초안을 

작성하였다. 2017년 「2017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계획」118)을 직접 의논하여 

만들었으며 그리고 참여 주체와 전반적인 공간 운영에 관한 방향성을 설정하

였다. 향후 운영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관계를 지속하고 행정 내에서 

118)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계획」은 작년 공원 운영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관리계획’과 
‘협치위원회 내규’를 매년 부분적으로 갱신된다. 관련 내용은 협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유되며 
특정 내용에 관하여 위원들 간의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 81 -

민간이 일정 수준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 몇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소장 직함의 명칭을 ‘협력단→협치위원회’,‘소장

→기지장’으로 변경하였다.119) 사실 협치위원회는 법제화되지 않은 조직으로

서 행정 제도 내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적합한 정책 

또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협치위원회를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추진하지 못하였다.120) 그리고 

정기적인 위원회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회의 일정을 월 1회 정례회의로 고정하

고 분과 회의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였다. 특히 개원을 앞두고 

‘문화비축기지’라는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공원에서 실제 시민들이 

이곳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실행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이곳에서 운영될 공원 문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7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공모사업이 개최되었다. 협치위원회에서는 위촉위

원들이 공모사업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자문 및 심사위원의 역할을 담당하였

으며 개원 초기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리고 당시 공사 과정에서 T2(공연장), T4(복합문화공간_전시) 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협치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몇 달 동안 시설보

완이 진행되었다.121) 게다가 기존 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경제클러스

트(현재, 상암소셜박스)’의 위치 및 설계안을 두고 공공 내의 이견뿐만 아니

라 공공과 민간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일 사업 내의 관계되었

던 주체 간 논의에 많아지고 있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122) 그 결과 개

원일이 2017년 6월에서 2017년 9월로 늦춰졌다. 하지만 협치위원회는 회의 과

정에서 제안된 프로그램과 기존 비빌기지의 사회적 기업과 프로그램 협력, 민

관협치 및 시민참여의 방향성 등과 같은 개원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9)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인터뷰 (2020년 04월 20일)

120)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인터뷰 (2020년 05월 22일)

121) 특히 T2(공연장)의 경우 개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122) 당시 ‘문화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담당했던 푸른도시국과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고 있
었던‘비빌기지’에 관하여 담당 부서인 마포구 사회적경제과 간의 토지 이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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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에 관하여 일회성으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 및 이해관

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서울시에

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문화공원의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같은 

변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문화비축기지를 둘러싼 민관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협

치 환경 조성과 ‘파일럿 프로그램’방식으로 시민참여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

비축기지의 핵심 원리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공원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공원 운영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심의 자문하고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메이커톤’, ‘시

민참여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공원의 공간 활용에 관하여 다수의 시민과 의

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공원을 지향

하였다. 2018년은 문화비축기지와 함께하는 민간전문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

했던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

의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 그들이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가고 아울러 열린 공간으로 확장된 문화공원을 운영하기 위해 협치위원

회 이외의 다수의 민간전문가가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또는 공원 운영

에 참여하여 자문 역할 및 직접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공공과 지속적인 협

의 과정을 거쳤다.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에 있어 첫 시도였고 그 횟수가 많았

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과 회의인 ‘소위원회’뿐만 아니

라 그동안 제안된 자체 프로그램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민

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회의에서도 

과정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결에 있어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정기적인 피드백이 있었으며 ‘시민참여

플랫폼’과 같은 기존 공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새로운 성격의 공원 문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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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처음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공원에

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어 직접 활동하는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문화비축기지라는 공원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123)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운영방식에 있어 

여러 개의 조직을 만들었으나 각각의 조직이 회의 내용을 단순 공유할 뿐 각

자 논의하는 주제가 상이하고 그 분야가 다양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하는 일

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게다가 실제 행정에서는 담당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어 어려움이 있었고 행정 절차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

이 모인 회의에서 거론되는 제안과 자문을 수용하는데 제약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아직 공공공간에 있어 시민참여가 낯선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

하므로 공공과 민간 간의 신뢰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협치위원회는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9년 5월 9일부터‘제2기 협치위원

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신규 위촉위원이 합류하였으며 신규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구성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당해 7월부터 서울시 인

선위원회 공모를 통해 차기 기지장이 선출되었으며 명칭을 ‘소장’으로 변경

하였다. 2기부터 회의는 격월 1회 진행하였고 운영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의 워킹그룹과 소위원

회를 통합 운영하였다. 워킹그룹(소위원회)는 사전에 제시된 주제들로 한정하

여 논의하였으며 회의 안건을 협치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하여 행정 시스템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협치위원회에서 각각의 소위

원회의 주제를 포괄하는 큰 틀의 의제를 생산하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실질적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 실행에 앞서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였으며 협치위원회 위원들의 단순 동의를 얻은 다음 담당 부

12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8).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7차 워크숍 결과보
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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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별도로 해당 워킹그룹의 민간전문가 또는 입찰 업체와 논의하여 사업

을 추진하였다.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가운데 대규모의 프로그램에 한

정하여 진행 상황과 결과에 관한 논의보다 단순 보고에 그쳤다. 그리고 시민 

참여구조와 공원 운영 모델의 현주소와 지속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협치위원회 역할 확립에 관

한 쟁점이 운영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거기서 향후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

람들이 육성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활동해서 서로 연결되어 계속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문화비축기지 비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으로 보았습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 

“문화비축기지에서 계속 쟁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로 출

발한 협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입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B -



- 85 -

협치위원회 1기

활동 기간

2017.03.15.~2019.02.27
2017년 

-정례회의 : 16회

-소위원회 : 19회(4개 분과)

-워크숍 : 3회

-자문회의 : 1회

2018년

-정례회의 : 9회

-소위원회 : 12회 (3개 분과)

-워크숍 : 8회

-워킹그룹 :22회(8개 분과)

담당 기관
2017년: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

2018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구성원
민간전문가(위촉위원) 2017년 10인 → 2018년 7인

서울시공무원(당연직위원) 5인 

역할

제2조(역할) 지속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자문, 평가, 심의 역할을 한다.

문화비축기지 민관협치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 및 심의 결정

정례회의, 소위원회, 워킹그룹, 워크숍 등 운영
협치위원회 2기

활동 기간

2019.05.09.~2020.05.08
2019년

-정례회의 : 7회

-워크숍 : 3회 

-워킹그룹 : 9회

2020년

-정례회의 : 1회

담당 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구성원
민간전문가(위촉위원) 12인

서울시공무원(당연직위원) 5인 

역할

제2조(역할) 지속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자문, 평가, 심의 역할을 한다

<신설> 제5조의2(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 위원 중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 민관협치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 및 심의 결정

정례회의, 소위원회, 워킹그룹, 워크숍 등 운영

[표 4-5] 협치위원회 1, 2기 활동 내용 요약

자료: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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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워킹그룹과 기획그룹은 문화비축기지의 공원 프로그램, 디자인, 홍보 관련하

여 시민들과 함께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즉,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공원에서의 커뮤니티

를 활성화하고 문화비축기지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공원 문화 프로그램과 독자

적인 활동을 만들고 이와 같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킹그룹’의 경우 1기 협치위원회 18차 회의(2018.02.21) 때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협치위원회에서 운영에 관련하여 보조적인 회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해당 협치위원회 전문가들을 배정하였다. 다음, 각 

주제에 함께할 민간전문가는 초기에는 협치위원회 내부 추천을 통해 기지장이 

선정하였으며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을 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였

다.124) 회의는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으

로 논의하고 문화비축기지 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2018년도에는 총 8개의 워킹그룹이 활동했으며 2019년도에는 소위원회와 통폐

합되어 총 6개의 워킹그룹이 활동했다.125)

각각의 워킹그룹마다 계획 및 회의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골조

는 기존 관에서 만든 계획을 받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공

공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거친 다음 사업 기획 및 결과를 도출한다. 예

를 들어 a워킹그룹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워킹그룹에 참여 의사가 있는 

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 위촉위원과 함께 기획할 외부 민간전문가를 공모한

다.126) 다음 공모한 전문가들의 지원서 등의 자료를 보고 선정하여 참여 의사

를 확인한다. 문화비축기지의 공원 문화와 방향성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

124) 협치위원회 당연직 위원 A 인터뷰 (2020년 04월 21일)

12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0). 2020 제2기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계
획, 서울특별시 pp. 2-8.

126) 외부 민간전문가는 대체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참여 작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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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과정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과정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문화비축기지의 프로그램 사업은 타 공공과 다르게 우선 이야기를 많

이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 2018년도는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던 거 같다. ”

-문화비축기지 워킹그룹 A-

 

“기획자한테 그룹에서의 기획에 의견 제시도 하는 그래도 비교적 자율

권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방적인 대행이 아닌 함께 기획해서 하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비축기지 워킹그룹 B -

그리고 특정 민간전문가의 경우 복수로 다른 워킹그룹 또는 기획그룹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비축기지라는 공원의 특수성과 공간의 장소적 

성격 및 방향을 이해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의 참여

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참여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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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활동기간: 2018.06-2018.12

구성원: 

(공공)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담당 주무관, 

(민간전문가)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또는 추천된 외부 민간전문가
그룹명 회의 횟수

연구 워킹그룹 4회 
지구협력 워킹그룹 3회 

지역생태문화 워킹그룹 8회 
에너지 문화 워킹그룹 3회 

에코라운지 워킹그룹 2회
지속가능공간 실험프로젝트 워킹그룹 1회 

시각예술클라우드 4회

[표 4-6] 연도별 워킹그룹 활동내용

2019
활동기간: 2019.04-2019.12

구성원:

(공공)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담당 주무관 

(민간전문가)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또는 추천된 외부 민간전문가

그룹명 회의 횟수

연구정책 워킹그룹 1회 

브랜드사업 워킹그룹 3회

지속가능공간 실험프로젝트 워킹그룹 1회 

열린플랫폼 워킹그룹 3회 

홍모커뮤니케이션 워킹그룹 1회 

시각예술 클라우드 -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운영계획,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89 -

❚기획그룹 127)

기획그룹은 앞서 설명한 워킹그룹과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하였으나 구성원

과 사업 기획의 자율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워킹그룹과 다른 점은 각 

그룹에 협치위원회 위촉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다. 만약 특

정 기획그룹에 참여 의사가 있는 위원에게 해당 기획그룹 회의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그룹은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중 핵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

을 중심으로 문화비축기지 담당 부서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다. 다음, 선정된 업체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에 관하여 회의를 

통해 상호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에서 사전에 제시

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맞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권한은 담당 민간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 중 

개최되는 회의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받는 방식으로 공공과 적극

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획 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타 공공기관과 비교

했을 때 높았으며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사업의 경우 추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기획그룹의 프로그램 회의 과정에서 사업이 무

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공공과 민간전문가 간의 사전 논의와 공공 측에서의 

명확한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기획 초반에 형성된 공공과 

127) 사실 ‘기획그룹’은 문화비축기지의 공식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2017-2018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_비축_기지」에 따르면 문화비축기지 운영 모델의 맥락에서 문화
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사업 기획 회의 모임을 다수의 민간전문가와 공공이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
는 점과 기획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비교적 많이 주어진 점 때문에 2018년도에 별도로 기획그룹이라
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있다. 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관련 자료에는 기획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나 자체 프로그램 사업 기획 및 운영 방식이 2018년 기획그룹과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8
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사업 기획 및 운영을 담당했던 회의 모임을 기획그
룹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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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상호 신뢰와 기대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거버넌스 구

조에서의 각 주체에게 책임과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비축기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민간전문가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해

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 경험이 적은 민간전문가에게 역으로 행정

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

어 일하기 편했어요. ”

-문화비축기지 기획그룹 D 인터뷰 -

 

“ 공공은 같이 일했던 민간전문가를 동격으로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줘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몇 개월 시간을 투자해서 의기투합하며 회의

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나 결

국 최종 결정에 있어 수직적인 공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

니다.”

-문화비축기지 기획그룹 C 인터뷰 -

2018

활동기간: 2018.01~ 10

구성원: 

(공공)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담당 주무관, 

(민간전문가) 공개 입찰 선정 업체의 민간전문가

그룹명 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사업

개원행사기획단

(→2030 전환기획단 변경)
7회 개원 1주년 문화운동회

탱크박스 산속영화관 2회 탱크박스 산속영화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래머 3회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디자인 그룹 2회 공원 내 시설(안내판 등)디자인 및 홍보

비축생활 편집위원 2회 T6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설치 및 관련프로그램

모두의 시장 기획닩 1회 모두의 시장

[표 4-7] 2018 기획그룹 활동내용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운영계획,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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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비축기지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⑴ 개원 준비 및 하반기 운영 시작(2017)

개원준비점검회의는 과거 석유비축기지 관계자들 외 출입이 금지되었던 공

간에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공공간이자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하는 문화비축기지

를 홍보하고 체계적인 개원 준비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조직하였다. 실질적

인 운영 주체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이다. 회의는 이전 탐험단 활동이 

종료된 다음 2016년 11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13일 개원 초

기까지 총 29회에 진행하였다. 1회부터 26회까지 전반적인 개원 계획을 검토

하였고 27회부터 29회까지는 개원 행사인 ‘문화비축기지 개원기념 시민맞이 

축제’관련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원 행사에 대비하였다. 회의 구

성원으로는 담당 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들로 국장, 각 부서의 과장

과 팀장들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은 민간전문가(추후 2017년 3월에 조직된 협치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안건은 개원을 앞두고 구

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원 후 발생 가능성 있는 공원 이용의 불편과 혼란

을 최소화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전 탐험단에서 논의했던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개원 후 공원의 장소적 성격과 비전 그리고 운영 방향에 적합

한 모델을 논의하였으며 먼저 실질적인 개원 준비를 위해 세부적으로 푸른도

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소속의 전담팀인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Task Force 

Team)128)’의 인력을 구성하였다.129) TF팀은 총 3개로 나누어 역할과 업무분

128) 과업집단이라고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직이 특정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에 있
는 특정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시로 조직을 구성하여 협조를 구하는 일련의 임시조직
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임시조직은 해체되고 참여 구성원들은 본래의 소속부서로 복귀한다. 

   (출처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129)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당시 개원 예정일(공사 공정률로 인해 2017년 9월 1일로 연기되었다.) 이었던 
2017년 6월을 앞두고 공원녹지정책과 소속의 문화비축기지TF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을 2016년 12월 결정하고 2017년 2월 본격적으로 인력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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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총괄 TF팀, 시설점검(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점검) 

TF팀, 홍보전략(공간별 CI·BI·공원 명칭 개발, 브랜드 홍보) TF팀으로 나뉘

어 실무에 투입되었다. 둘째, 공원과 문화시설의 비전, 미션을 제시하고 브랜

드 개발에 관한 것이다. 셋째, 공원 운영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

이다. 넷째, 개원 행사 준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원 및 하반기 프로

그램 공모에 관한 것이다.

회의에는 협치위원회 위촉위원(민간전문가)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들은 협

치위원회 정례회의와 분과회의 뿐만 아니라 TF팀 회의에도 참석하여 자문했

다. 즉 개원준비점검회의는 개원 준비와 문화비축기지 장소의 비전과 방향성

을 협치위원회와 각각의 회의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 2017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모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생산하는 문화비

축기지 공원 문화를 사전에 홍보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독려하고

자 2017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원 및 하반기 프

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참가 자격은 개인 혹은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로 열린 구조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립,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시설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파빌리온(T1)’, ‘공연

장(T2)’, ‘탱크원형(T3)’, ‘복합문화공간(T4)’, ‘문화마당T0’주요 공원 

시설이며 이 가운데 단일 대상지를 선택하거나 각 대상지를 장소적 융합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공모 내용은 과거 석유화 및 개인의 시대에서 생태와 공

유의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과 자발

적인 시민참여를 토대로 시민력130)을 선보일 수 있는 선모델 구축과 다양한 

전문성을 보태기 위해 2017년 2월 동안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TF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3회 진행하였다.

130) ‘시민력’이란 문화비축기지 조성단계인 탐험단에서부터 언급된 용어로 시민들이 공공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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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주체들을 직접 연결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공

모사업은 접수기간 중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인 및 단체 참가자 50명

을 대상으로 먼저 현장 답사를 2회 나누어 진행하였다.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

었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서 담당 주무관이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고 참가자들

에게 사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장소 선택을 요청하였다. 다음 협치위원회 위촉

위원들의 전반적인 사업과 공모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공

모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다수의 참가자가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개개인의 질문에 응답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다.131) 

총 40개 개인 혹은 단체가 참여하였고 82건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 작품 

심사는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가운데 심사위원을 선출하여 총 4단계의 심사를 

거친 다음 4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당선자 가운데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

할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하는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공급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그것들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한마디로 시민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만들어나가고 
나아가 시민이 공간과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131) “제안자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모여서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하고 전문가 선생님들(협치위원회 
위촉위원)이 말씀하고 끝난 정도였다.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좋은 대화 구조는 이쪽 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자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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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반기 프로그램

문화비축기지는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자발적으로 공원에

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촉발하기 위해 하반

기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발하여 운영

하였다. 그리고 개원기념 행사에 있어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공과 협력하

여 개최하였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개

원일이 미뤄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는 특성상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

으나 당시 참여했던 민간전문가에 따르면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개원 이후 2017년도 프로그램은 몇 개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공

모에 참여했던 시민뿐만 아니라 기존 공간의 점유 주체인 사회적 기업팀 및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기획되었다. 

하반기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속 함께할 기

획그룹과 같은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집하여 참

여 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⑵ 파일럿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플랫폼 (2018)

공공재로서 공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

이 재정적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비축기지

는 장소가 지향하는 비전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넘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생산’이라는 차

원에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목표로 2018년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험했다.

문화비축기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문화비축기지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자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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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영한다. 둘째,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경우 문화비축기지 비전과 방향에 

부합한 기획이며 프로그램 계획에 문화비축기지 생태·순환 프로젝트132)를 반

영할 수 있고 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일정 및 공

간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장소 후원을 한

다. 셋째,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 여러 방식과 통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과 협치위원회 그리고 외부 민간전문가 등의 모든 주체들에게 있어 처

음 추진하는 운영이었고 과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은 시민참여가 생소한 사회적 흐름과 대중적인 문화를 소비하는 공공공간과 

다른 성격으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렵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⑶ 문화비축기지 브랜드 사업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체계화(2019)

2019년도는 작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통합하거

나 문화비축기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기획에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통한 상징적인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것이 목표였다. 매년 운영되는 프로그램 성격이 변하는 경우 

행정 입장에서 사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구체적인 공원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화는 공

공의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존의 시민참여 플랫폼과 같

은 시민참여의 기회와 다양한 실험을 축소시킨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32) 문화비축기지 생태순환 프로젝트는 탈석유시대의 생활문화를 반영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내의 이용수칙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텀블러 사용하기’,‘사용한 식기 대여 및 설
거지하기’등이 있다. 이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일반적
인 공공공간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과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은 생소한 공원 문화로 공원의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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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의의

1. 공공과 시민 간의 협의 필요성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 구조의 참여 주체로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

지사업소 산하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위원회, 

워킹그룹과 기획그룹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민은 그

동안 공공이 제공하는 기존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을 이용하거나 실질적인 운

영 주체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는 공공성을 갖는 공공공간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이 공간의 주체로서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에

서의 시민 중심의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 공공과 협력하는 협치를 추구하게 된

다. 문화비축기지는 특히 조성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처음 설계단계부

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매우 컸던 거버넌스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필요를 고민

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업 과정에 있어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실질

적인 공원 운영에 있어 입지를 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민간전문가

의 참여는 공원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장소적 성격에 있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존 행정 제도가 고착화된 공공에서조차 시민참여를 필

수 요소로 인지하고 협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하였다는 점에 있

어 의의가 있다. 이는 공원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공공과 민간

이 각자의 장점을 상호협력하는 관계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발적 행위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행정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소속된 조직이라는 점은 민간 전문가가 

전적인 자율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133) 실질적으로 자주 모여서 회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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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까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134) 거버넌스는 모든 주체에게 있어 이상적

인 모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

공과 민간 간의 지속적 협력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조성과정에서는 공공과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에 의의가 매우 컸던 거버넌

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협치를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F -

“문화비축기지는 혁신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울시에서 조

성하는 공간이 갖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혁신, 

전환적 삶(생태친화적, 문화창의적), 거버넌스 협치의 원리로 만들어져서 매

우 매력적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여전히 행정 시스템이 견고하게 남아 있

습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A -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문화비축기지 운영방식의 개방성이 중요

합니다. 여기서 개방성은 시민 중심의 운영을 위한 열린 행정을 의미합니다. 

행정 중심의 사고와 운영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와 문화비축기지

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서의 개방

성입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D -

133) 협치위원회 위촉 위원 D (2020년 05월 04일)

134) Azadia et al.(2011)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주체들의 참여는 이에 따른 공동의 책임을 수반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공간과 더불어 녹지 공간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수의 실험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제도적 상황에 의해 분명히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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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의 논의

서울시는 오래된 산업유산을 보존해왔고 여러 재개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되돌려 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공원 운영모델에 있어 적극

적인 시민참여를 도모했다는 점과 다양한 주체 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중

시하는 점은 참여하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화비축기지는 민간전문가의 분야를 기술 중심이 아닌 문화 및 지역으로 확대

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을 참여시켰으며 이는 도시에서의 공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의 목

표를 지향하기보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제한된 기간 내에 모두

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필연적이며 이는 상

호 간의 신뢰를 하락시켜 민주적인 협의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행

정적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장기적 개선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

양한 주체들의 노력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시민참여형 공원은 시민들의 자유가 수용되는 공원 운영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공공이 접근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 조성 이전의 많은 사람들의 대가 없는 고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는 시기.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아예 민관 거버넌스를 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E -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거버넌스 구조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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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조성과정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원 운영을 진행 중인 문

화비축기지의 거버넌스 구조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공원 시민참여 및 운영 형

태의 변화와 협치가 바탕인 거버넌스의 특성과 의의를 연구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화비축기지의 경우 과거 일급 기밀시설이었던 석유탱

크를 2012년 서울시 성산동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계획을 시작으로 2013년 도

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하였다. 시민 아

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시민참여

의 기틀을 다졌다. 설계 공모 이후의 조성과정부터 설계안과 사업 방향성의 

균형을 맞추고 재생사업의 주요 정책인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를 직접 참여시키는 설계자문위원회와 연구형 워킹그룹 그리고 그 뒤로 탐험

단을 조직하여 공공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점유 주체와의 논의와 이에 대한 공공과 민간 간의 갈등, 민간 주도의 운영모

델과 프로그램 기획 방향성 수립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이한 목표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었다. 장기간 협의를 통해 문화비축기지는 개원을 앞두고 

공공공간의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과 문화 영역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원 문화

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직영체제의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전반적인 공

원 운영에 있어 자문, 심의,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치위원회를 결성하

게 된다.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그룹, 기획그룹을 결성하여 시민에게 프로그램 기획의 자율성을 비교적 

부여하고 공공과 수평적 관계를 통한 협의 과정을 도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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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조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형성된 문화비축기지의 방향성은 시민참여와 커뮤니

티 활성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실험이 있었으나 행정기관 산하의 시스

템에서 구성되었으며 모든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고 행정의 규격화된 절

차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 주체의 의견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원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를 모든 시민사

회를 대표한다는 것에 모호함이 있었고 공공과 민간 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생

각과 목표가 달랐으며 서로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기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결과 중심의 업무 추진이 핵심이 

행정과 과정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중시했던 민간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와 상호 간의 불균형은 결국 그 외 일반 시민참여 범위의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과정의 거버넌스 연구는 공원 거버넌스에 있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공공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자

발적인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재발견하였다. 비록 온전한 민간 자율적 운영 모

델을 적용하지 못했으나 향후 조성될 공공공간 및 공원에서의 시민참여에 대

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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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문화비축기지 개원 이후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 공사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공간 시설 점검은 완료되었으며 시민참여 거

버넌스 운영 선모델로 구성된 협치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문화비축기지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에 대하여 실험단

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가 아직 이르다. 또한 문화비축기지는 공공공간의 시민

이 주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

을 계기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은 

공원 운영에 있어 이례적인 사례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를 시민참여가 중심인 공원 거버넌스로 설명하였고, 

질적 연구에 기반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주

체 간의 협력 관계와 역할 그리고 회의방식을 통해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 조성과정에서의 공

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시민참여 중심의 거버넌스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속

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공원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했던 각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주요 활동과 각 사업 

및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에서의 쟁점을 짚어보았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시민참여에 관한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연구하였을 때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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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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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parks are indispensable urban public spaces in modern society, an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parks is expanding as 

the administrative paradigm shifts. In line with this social trend,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a cultural park creat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generation project and has the nature of a new urban park. 

As a result, experts from various fields, ranging from the park's development 

process to the current management stage,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governance structures that cooperate with the public. However, while it was 

positive tha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lan the planning directly in the 

way various main agent participated and citizens participated, ther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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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trials and error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ain agent in the 

process. Furthermore, there are difficulties in public and private discussion.

This study explaine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rban park governance.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stakeholders and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tep by step 

through specific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ir respective roles and 

conference structures. By identifying the issues that occurred at each stag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ance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wi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basic research data for the 

complementary governance model. 

The Oil Tank Culture Park began in the conception phase,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publicizing the project and civic 

ideas competition in 2013. In the planning and project phase, the “Design 

Advisory Committee”was organized to invite and consult with public and 

architect as well as experts in related fields so that the pre-selected design 

proposals can be suited the project direction. Furthermore, the organization 

organized a 'research-type working group' with a structure that discusses the 

management of parks and program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ark and are potential users of the park in 

the future. After that, it organized an 'exploration team' to continue its 

activities. From 2017 to the present, when the opening date was held, a 

"cooperative committee" that serves as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ark and a "working group" that actually plans 

and cooperates the program project were formed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In the early days of management, there were sever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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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operation of various pilot programs and citizen participation 

platforms, but there were limitations of openness, such as structural 

limitations as an organiza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im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authority. And because each main agent's goals were 

different, difficult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scope of civic participation could not be expanded.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each main 

agent involved in build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ark management 

around the Oil Tank Culture Park and the issues in the governance that 

emerged in the main activities and in each stage of project and 

management. It seems that when the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trust 

and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n citizen participation is 

preceded, it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being attempted by the Oil Tank Culture Park and continue 

discussions on continuing.

Key Words: the Oil Tank Culture Park, Urban Park, Cultural Park, Citizen 

participation, Governance,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Student ID Number: 2018-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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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회차 주요 내용

1회

2014.9.23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설계방향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기획·연출·운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관련 자문

-기타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사항 협의 자문
2회 -

3회

2014.10.15

공원 내 탱크시설(1~5) 공간 활용 방안 논의

주차장 부지 활용 제안

구체적인 공간 기획·연출·운영 수립을 위한 파생 조직인 연구형 워킹그룹 결성 

제안

4회

2014.10.29

사면, 매봉산 숲 관리 전문가 보고 및 자문

[건축, 토목, 조경분야] 설계 추진사항 보고, 자문

[재논의] 구체적인 공간 기획·연출·운영 수립을 위한 파생 조직인 연구형 워킹그

룹 제안.(향후 설계자문위원회와 협의 제안)

5회

2014.11.05

1단계 공원화 사업에 초점을 맞춘 설계 현황 자문

[건축] 배치 및 동선계획, 주요시설 계획

[조경] 전체 공원 동선계획, 주변 공원 연계, 식재현황조사

전체 대지 경계에 관한 서울시와 설계사 긴밀한 협의 

6회

2014.11.12

시설별 구체적인 건축 계획

-지반 조사 및 추진일정 

-자표 조사 및 사전굴토

공원조성계획 (구체적인 공간 구성, 종합계획도)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계획안 1의 ‘영상문화콤플렉스’ 변경 제안

-뒷 공간(탱크시설, 매봉산) 연계한 활용 제안

7회

2014.11.19

[연구형 워킹그룹 결과보고]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보고

→주차장 부지 공원화 사업 방안 검토

[토목] 시추조사 일정 및 산행 작업 추진 현황 보고

설계안의 암석수변공원과 기존 설계안보다 과도한 암반 노출에 관한 재검토 필요 

(향후 문제점 발생 가능성)

현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입·출구계획 관련 논의

[부록1] 설계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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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2014.12.03

건축 설계 진행사항 및 7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공원 설계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발표

-보행동선 계획 수정, 

탱크시설 부자재 및 지리적 위치 재검토, 설계 및 공간계획 신속히 추진 촉구

[토목] 시추조사 진행상황 등 보고

-사면 안전검토

9회

2014.12.11

[건축] 설계 진행현황 및 8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조경] 공원 설계 및 기본계획 및 8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각 탱크시설 안전 조사 및 기존 자재 검토

-향후 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을 위한 기술적 보완 자문

-탱크 T4 내부의 유리벽 설치, 외부 공간의 동선 논의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받은 상황, 추후 건축구조 및 안정성 관련 정밀 검토 

필요

10회

2014.10.29

[건축] 설계 진행현황 및 9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신축 예정인 탱크 T6의 철판 자재 안전성 검토(강판 부식 조사) 및 내부 구조 설

계와 향후 공간 기능 논의

[조경] 공원 설계 및 기본계획 및 9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광장(현 T0문화마당) 이미지 의견

계획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구체적인 도면(용도, 면적) 제출 시급

11회

2015.01.07

[건축] 계획 및 설계 추진 실적(결과물) 및 10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T1 파빌리온 조성 제안

-T2 실내공연장 설계 고려

-T6 공간 기능 변경 제안(도서관 →다목적 공간)

-기존 탱크시설의 건축적 요소 있는 그대로의 재생 강조

[토목] 사전굴착 진행사항 및 결과 보고

-비탈면 설계 보강

[조경]계획 및 설계 추진 실적(결과물) 및 10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공원 포장재료 및 식재계획 자문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셩계획심의 관련 주요안건 보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검토 자문.

[연구형 워킹그룹] 종합 프로그램 운영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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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2015.01.21

[건축] 탱크시설별 구조 논의 및 계획 (문화시설 용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계획 보

완)

-T2, 지하 구조, 주변 경관조성 자문

-T4 기본설계 발표 촉구

[조경] 사업부지 공간별 발전내용 보고

[토목] 지반조사 결과보고

기본설계 진행일정

13회

2015.02.04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범위 및 진행 프로세스 보고

-T2, T6 계획안 발표 (T2 층고 구조 자문, T6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필

요)

-T4 설계 진행 촉구

[조경] 각 공간의 계획안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연구형 워킹그룹] 

-운영안에 관하여 설계위 회의에서도 병행되어 논의 필요

-운영안에 관한 검토요구는 설계용역사 과업 범위를 벗어나므로 전문 인력보유기관

에 의뢰 제안

14회

2015.02.25

[건축] 시공도면 검토사항, 기본설계 일정, 주요시설별 기본도면 보고

-탱크시설 보강 및 안전성 검토 제안

[조경] 주요 외부공간별, 시설물 계획

-암반 비탈면 표면녹화 방안 토목분야와 협의 제안

기본 설계안에 누락된 기본 설비시스템(전기, 설비, 공조, 음향 등) 보완 필요

15회

2015.03.18

[연구형 워킹그룹] ‘서커스공연시설’제안사항 보고

-현 계획 여건과 기존 설계안 및 사업 방향성과 기간,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물리

적 한계가 있음 (재검토 필요)

-향후 공간 운영에 있어 긍정적

[건축] BF인증 문제점 관련 자문 요청

-지원시설 검토 및 자문

-장소의 역사성을 반영한 기존의 사업 방향성 재고 필요

16회

2015.04.01

[건축] 탱크 철거계획, 탱크 구조시스템 및 기계설비 시스템

-지원시설, 기존시설의 배치 및 동선계획

-T1 유리지붕 구조 건축물의 단열성으로 향후 유지관리 문제 발생에 대한 보완 마

련 후 설계 진행

[조경]T4 전망데크 접근로 개선안

-빗물정원 조성계획

-설계안에 누락된 공원입구 기존 건축물(비빌기지) 향후 이용계획(철거 또는 재활용 

또는 이설 등) 신속히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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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2015.04.29

[건축] 향후 실시설계 추진일정 공유

-기존 탱크에 대한 면적 걸정, T1,T4 탱크에너지 성능지표 관련 사항, 계획 범위(산

책로 포함) 확정 보고

<2단계 사업> 주차장 부지 및 기존 건축물(비빌기지_사회적 기업 ‘문화로놀이짱’

위치)지역 조성계획

-기존 공원화사업과 어울리는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 마련 →설계사에 협조 요청

18회

2015.05.20

[건축]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검토안,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 검토안

-사회적 기업 조치 안 보고

-기존 사회적 기업 수용을 위한 주차장 부지 건축물 제안은 부적합하다는 의견.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으로 공원 활성화와 접목시켜 플랫폼 역할(탱크 시설중심의 

활용보다 행위 중심의 공간) 하도록 제안

건설기술심의 관련

-T1, 4 유리 구조물 자문 및 변경 제안

19회

2015.09.16

[건축] 추진 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사항(재생정원, 매봉산 산책로)

[조경] 임시 주차장부지 공원화 계획(안)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 행위 고려한 공간 구성 제안

-원형 녹지공간을 규모, 이용행태를 고려한 다양성 갖춘 디자인 제안

T5 전시 콘텐츠 구성걔획(안) 보고

-추후 기획·연출·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탐험단) 협의 후 예산 산출 제

안.

20회

2015.10.14

[건축] 추진사항, 기존 건축물(하역장, 변전실)현황 및 리보델링 계획(안) 보고

[조경] 임시 주차장부지 현황 및 공원화계획(안) 보고

-동선계획 재조정, 광장 이용을 고려한 설계 필요

21회

2015.10.28

[건축] 기존 건축물(하역장, 변전실)현황 및 리보델링 계획(안) 보고

[조경] 임시 주차장부지 현황 및 공원화계획(안) 보고

주차장 부지의 열린마당(현, T0문화마당) 

-동선 논의(타 공간과 연계성), 바닥면 검토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및 보수 방안 제안

22회

2015.11.11

[건축] 기존 건축물(하역장, 변전실)현황 및 리보델링 계획(안) 보고

-안내시설 설계 자문

[조경] 임시 주차장부지 현황 및 공원화계획(안) 보고

-바닥면 보완 및 그늘공간 확보 제안

-연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필요



- 119 -

23회

2016.01.21

[건축] 22회 회의 이후 임시주차장 부지 추진현황 보고

-기존 건축물(하역장, 변전실)현황 및 리모델링 계획(안) 보고

-공원 입구 안내센터(화장실 포함) 규모와 디자인(안) 보고

-T5 상설전시장 공간계획, 전시 콘텐츠(안), 향후계획 보고

[조경] 임시 주차장부지 현황 및 공원화계획(안) 보고

24회

2016.7.22

시공 추진현황 보고

현장 답사

[조경]

-임야·비탈면 정비 관련 

-위험수목 제거 및 비탈면(흙사면, 풍화암) 안정화사업 시행

-암반 경관 관련 자문 요청

-보강시설(Rock Belt) 노출되는 것 사전 조치

[건축]

T4 기획전시장 변경사항

-유리면 철거 제안 (다양한 전시 컨텐츠 기획 가능)

-우려되는 안전성 사전 검토

사회적기업 점유 위치 이동 관련 사항

-설계자 의견 존중하여 계획 진행, 서울시 가이드라인 준수

백서 제작 제안.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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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요 내용

1회

2014.11.08

설계자문위원회 5차 회의내용 공유

[공간 활용]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구체화 필요

-시민 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 지양

-포괄적 공간 활용 계획 우선적으로 수립 필요

[설계 자문]탱크시설 T2공연장 자문

2회

2014.11.13

설계자문위원회 6차 회의내용 공유

[공간 활용]

포괄적 공간 활용 계획에 공원과 주차장 부지 연계 제안.

[프로그램 사전 실행 필요]

-자립적 시민 주체 형성을 통한 향후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제안

-시민은 공원에서의 문화 활동을 생산하고 소비하는‘소비자’와‘ 생산자’ 역할 

수립.

[새로운 공원의 역할]

: 기존의 공원의 기능(휴식, 관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

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하는 공원

3회

2014.11.20

설계자문위원회 7차 회의내용 공유

<발표 및 토의>

-현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의 한계

-국외 사례조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성, 주제(예상) 논의/소비 및 생산 동향 분석 

4회

2015.12.03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문화공원 구상

5회

2014.12.04

설계자문위원회 8차 회의내용 공유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안하여 기존 조경계획의 설계안 변경 제안

-프로그램 방향성은 내외부 공간 구분 및 연관한 프로그램 기획

-산책로 활용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추후 명칭 선정하고 공원 접근성 높이는 방향 제안 

[공간 활용] 

시민 활동을 고려한 외부 공간 조성 필요

[부록 2] 연구형 워킹그룹 전체 회의 결과보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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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014.12.09

[설계 자문] 설계도면 공유

-T1 기존 고정무대 →이동 및 조립식 무대

공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ex.놀이터, 야외 스포츠)가능한 용도

-T2 공연장을 평소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T4 내부 유리벽 설치 지양 (전시 장르의 제약)

직접적인 설계안 변경 제안 

[프로그램 연계한 공간 활용]

문화 프로그램 장르 범위 확대

각 세부공간의 역할과 활용 범위 확대 (다양화)

 탱크시설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ex.암반) 활용

7회

2014.12.14

설계자문위원회 9차 회의내용 공유

<중간 점검>

-1~6회 회의 내용 요약

-6차 회의 내용 재논의

-공간 설계자와 워킹그룹 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의 필요.

[프로그램 연계한 공간 활용]

-각각의 시설(탱크, 광장)을 연계한 야외 활동 필요.

-T1 기존 고정무대 →이동 및 조립식 무대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모델 제안

장소 특정적인 공연예술을 위한 공연장으로 ‘서커스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 연계 가능한 다목적 공간

-실내 공연장 →T2 지하로 이전 

-T2 야외공연장 기능 확대(공연, 그 외 다양한 문화체험, 놀이, 행사)하여 마당, 공

원, 광장의 역할 제안

-T4 현재 전시가 불가능한 공간 구조를 고려한 공간 재설계 제안 

8회

2014.12.21

설계자문위원회 10차 회의내용 공유

<설계, 조경, 워킹그룹 상호간의 협의 필요 제안>

-목표, 비전 공유

-구체적인 협의 과정과 논의방식 필요(협의 테이블 제안)

-각각의 의견 이해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 워크숍 제안

[공간 활용]

-공원 내의 각 공간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필요

-주차장 부지의 커뮤니티 활동 가능성 자문



- 122 -

9회

2015.02.03

설계자문위원회 12차 회의내용 공유

문화공원 역할 재정립

-공원 자체로서 문화시설 역할 중요

-높은 수익 창출보다 최소 비용으로 시민 참여를 우선시하는 공간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

회차 주요 내용

1회

2015.11.08

문화비축기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설계내용 소개

탐험단 기본 운영계획 논의 및 반영

탐험단 분과 재구성 필요

주차장 부지 활용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기존 점유주체(비빌기지)와의 지속적 협력

조성과정에서의 자발적 시민 참여가 핵심 사업

2회

2015.11.25

임시 주차장 부지 및 공원화계획(안) 설명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준비 필요 

분과 명칭 및 개수 논의

구체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제안

3회

2015.11.25

[전체회의]

분과 조정 및 탐험단 구성원 배치 (3개→2개)

공원 운영분과(11인) / 프로그램분과(12인/ 복수 4인)

<공원 운영분과> 회의

구성원 과제 및 역할분담

-사례조사 (서울시 공원운영, 국내외 공원운영 모델) 및 유형화

-향후 문화비축기지에 적합한 구체적인 운영 모델 논의 필요 

4회

2015.12.03

2016년 활동 및 시범사업 계획

2016년 활동 관련한 공간 계획

주차장 부지 지속적인 활용 방안 고민 필요(시설, 프로그램)

전반적인 설계 및 사업 이해를 위한 워크숍 제안

5회

2015.12.10

<공원 운영분과> 워크숍

서울시 공원 운영(민간위탁) 사례연구‘북서울 꿈의 숲’

개원 준비 및 문화비축기지 각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

운영 모델 (자율적 시민참여 필요)

기부 활성화 고려

공원 문화 (대안적 생활인 생태·문화) 지향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부록 3] 탐험단 전체 회의 결과보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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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015.12.18

문화비축기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설계내용 (관련 자료 제공)

탐험단 운영 방식 재조정

문화비축기지 장소적 정체성과 비전 설립 필요.

세부적인 공간 활용 논의

-비워진 공간 제안.

기존 주체(비빌기지, 문화로놀이짱) 네트워크 방식

7회

201512.22

[전체회의]

문화비축기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설계내용 이해

전체적인 공간 구조 및 시설위치 논의

2016년까지 준비활동공간 기획 제안

-향후 문화비축기지 운영과 연결성 있는 방향

-기존 주체들(비빌기지)의 공간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활동을 반영

-기존 주체들(비빌기지)간의 적극적 소통 필요성 제안

8회

2015.12.24

<공원 운영분과> 워크숍

서울시 문화예술공간 운영체계 사례연구 ‘서울문화재단’

해외사례연구 ‘베를린 프린체신가르텐 도시농업공간’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공간 간의 연계 필요

비빌기지 조성 및 운영사례 발표

-오랜 시간 공간의 주체로서 문화비축기지 장소적 가치와 연관성 있다는 의견

-장기적인 시민 주체 형성의 기반으로서 존치 의견.

9회

2016.01.07

2015년 회의내용 공유

2016년 탐험단 주요 활동 방안 제안

-고정된 회의 일정 수립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파일럿 프로그램과 개원 후 운영할 프로그램 성격 구분 

-운영 모델 구체화

10회

2016.01.14

<프로그램 분과> 회의

2016년 문화비축기지 주요 프로그램 선정 및 추진

-향후 실행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세부기획 및 추진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제안 

-‘키친팜’,‘재료은행’(메인 프로그렘) 및 메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파생하는 방향 제안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다수의 주민 참여하는 마을시장 제안

-석유비축기지 재생, 생태, 환경 관련 스토리가 내재화된 프로그램

다양한 n개의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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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2016.01.14

<운영 분과> 회의

서울시 주요 공원 및 문화시설 운영사례연구

향후 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안) 검토

-세 가지 모델 (서울시 직영+민간단체 시설 위탁/ 민간단체 운영 위탁/ 새로운 모

델: 별도법인, 재단설립)

민간위탁 절차 관련 규정 검토

12회

2016.01.21

은평 혁신파크 사례 연구

프로그램 구상 방향 발표

-주체 형성 문제 논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결 방안)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축적되어 공간에서 재생산되고 콘텐츠로 파생되는 과정이 

필요

주차장 부지 활용 및 비빌기지 존치 관련하여 서울시와 탐험단 간의 의견 차이

서울시와 공사기간 중 준비활동 공간 관련 협의 필요

13회

2016.01.28

<프로그램 분과> 회의

향후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제안 발표(키친팜, 재료은행+제작문화, 아카이브 및 

커뮤니티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제안 프로그램 이외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기획 제안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제안.

서울시와 준비과정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공간 협의 필요

14회

2016.01.28

<운영 분과> 회의

향후 문화비축기지 운영 모델 제안

-협치형 민간위탁(전체운영) 방식 

-커뮤니티 기반의 단계적 운영 모델 

-서울시 직영은 실험적 시민 활동과 운영모델 수립에 한계

서울시와 추가 협의 후 운영 모델 선정

15회

2016.02.04

프로그램 및 운영 분과에서의 논의 내용 발표

-(개원전)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필요

-현재 조경 설계안을 준비 프로그램

문화로놀이짱 공간, 비빌기지 시설 포함하여 주차장 부지 설계안에 대한 탐험단의 

의견 정리하여 설계변경 제안

건축 및 공사 추진경로와 탐험단 준비과정 간의 협의 테이블 필요

16회

2016.02.18

전체회의, 분과회의 내용 분리

전체 회의에서 각 분과별 진행상황 공유 및 주요 의사결정

분과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 협의

<프로그램 분과> 회의

-키친팜, 재료은행+제작문화 관련 모임에 각각 약 20, 10 주체 형성되어 운영 보

고

-탐험단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인 공유 및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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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장소적 성격과 프로그램은 비빌기지, 실시설계 주차장 구역, 매봉

산 산책로 등과 활용 가능성 전제 필요

-매봉산 생태계 관련 조사 제안

17회

2016.02.25

탐험단 전체 진행 현황 발표

[프로그램] 

[착공 행사] 준비팀 제안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운영 모델] 운영 원칙을 시민 주도형 확고히 함.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 또는 민간 위탁 모델 고려

18회

2016.03.10

문화비축기지 운영모델(안) 발표

-새로운 운영모델 실험 필요성 제기

-공원전체 민간위탁 고려 및 현실화를 위한 세부 겁토 및 연구 제안

문화비축기지 착공행사 준비모임 프로세스 및 계획 발표

-담당 공공기관, 시공사와 협의

문화비축기지 기록 작업 관련 논의

19회

2016.03.24

문화비축기지 운영모델(안) 발표

-탐험단 공식입장 :공원전체 민간위탁

문화비축기지 착공행사 준비모임 프로세스 및 계획 발표

-비빌기지 공식화의 어려움
20회 -

21회

2016.04.28

문화비축기지 탐험담 주요 진행사항 공유 및 프로그램 제안

-도입 프로그램, 운영모델, 공간조정(안)

-매봉산 산책로 식생 기초 답사 보고 및 재료은행(목재은행) 계획(안) 제안

23회

2016.05.19

서울시(푸른도시국)과 탐험단의 협의 테이블

문화비축기지 도입프로그램 및 운영모델(안) 검토

문화비축기지 협치 모델

공원 개원시기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고려한 운영 모델 채택 제안

서울시: 초기 A안(위원회 협치/서울시직영)출발하여 조직 및 프로그램 안정화를 거

친 다음 C안(협치형 민간위탁/일반경쟁)전환하는 방안

탐험단: C안(협치형 민간위탁/일반경쟁)으로 운영 시작 방안

→적합한 주체 검토 및 탐험단에서 추가 논의 후 결정 제안

24회

2016.06.02

문화비축기지 ‘민-관 거버넌스’운영모델 결정

-A안(위원회 협치/서울시직영)출발하여 조직 및 프로그램 안정화를 거친 다음 C안

(협치형 민간위탁/일반경쟁)전환하는 방안

25회

2016.11.0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이전 존치 합의사항

임시주차장 부지 조형파고라 설계변경

-최소 공간 허용, 향후 자유로운 공간구성 이루는 방향으로 제안

탐험단 해체

-서울시 관련부서(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와 향후 (가칭)서울문화비축기지 개

원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단 구성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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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요 내용

1회

2017.03.15

[논의 및 의결]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위촉위원(민간전문가) 위촉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의결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규칙(내규) 수정 자문

개원 및 운영 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과 보고

장소 대관 

2회

2017.03.22

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안) 지속적 논의를 통한 정리 필요 자문

개원 및 운영 프로그램 공모 현황 보고

-위촉위원 심사위원으로 참가

T2 공연장으로 현 시설 부적합 판단 자문

홍보 TF팀 회의 결과보고

시설 장비 장치 TF팀 운영 제안

[협치위원회 위원 제안]

→별개의 공간 및 비전을 기획하는 LAB 필요

3회

2017.03.29

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안) 논의 및 자문

-협치위원회 역할 확립. 구체적인 기획 필요성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심사 계획 보고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운영규칙 및 방향 설정하는 TF팀 구상 제안

현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 직제개편

-협치위원회 위상 변화 우려 

4회

2017.04.04
문화비축기지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심사

5회

2017.04.20

문화비축기지 운영계획 논의

사업 방향성 자문

-아동, 청소년 대상 /마을 관광, 국제교류 사업

장소 대관(문화비축기지 자체 프로그램 우선)

사회적경제클러스트(현 상암소셜박스) 마스터플랜 검토, 수정 요청

문화비축기지 개원 행사 및 당일 프로그램 일정 논의

6회

2017.05.18

개원행사 및 당일 프로그램 내용 보고 및 논의

-시민 참여 유도를 목표로 진행 자문

-프로그램 내용에 ‘협치’반영 

-체계적인 기획 필요

문화비축기지 홍보 전략 논의 (공원 강조)

공간 시설 장비 소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부록 4] 1기 협치위원회 2017년 전체 회의 결과보고(요약)



- 127 -

7회

2017.06.07

문화비축기지 개원일정 논의

-당시 준공예정일(2017.06.30.) 고려

공사관련 시설 보완 및 안전 관련 자문

사회적경제클러스트 공동작업장 프로그램 공유 

문화비축기지 개원 후 운영계획 논의 및 국제포럼 필요

[협치위원회 위원 제안]

협치위원회 워크숍 제안

협치위원회 내의 역할분담, 성격, 구조에 관한 논의 제안

8회 -

9회

2017.07.21

개원 및 하반기 프로그램 당선작 보고

-40개 프로그램

-공간별 운영계획 공유

문화비축기지 개원일 및 당일 행사 전략 논의

-시민기획단 추진 제안

-장기적인 시민 참여 구조 마련

-추가로 하반기 전체 운영 일정 포함시켜서 논의 필요

문화비축기지 내 설치안내판 관련 내용 보고

-야외시설 설치 안내판 디자인 공유 및 자문

T6 석유비축발물관 명칭 변경(→이야기관)

상설전시관 영상제작 결과물 보고

10회

2017.08.11

문화비축기지 개원전략 및 개원 프로그램 보고

개원준비 소위원회 추진결과보고

-시민 주도적인 참여 및 지속적 만남을 기획하는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시민 

투어)

-개원행사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기획

-외부행사 추진 및 부서 간 협력(거리예술마켓, 건축문화제 등) 

문화비축기지 운영지침 관련 논의

문화비축기지 창의랩 운영 관련 논의

-문화비축기지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 논의를 하는 랩 필요

문화마당 펌프에어리어 시민문화공간 조성 관련 논의

[제안]

8월 중 협치위원사용법 추진 예정(협치위원 강의 및 토론)

11회

2017.08.25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지침(안)보고

-문화비축기지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운영시간, 장소사용 승인, 대관료 등)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 추진 제안

개원전략 실행을 위한 소위원회 1차 결과보고

개원관련 홍보물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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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2017.09.20

문화비축기지 개원기념 시민축제 행사계획(안) 보고

-개원프로그램 운영컨셉

-무대프로그램 및 공간연출 계획

그늘막 제작 예정/ 방문객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 놀이 프로그램 

배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필요

-홍보 관련(미디어언론 대응책 필요)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의견 및 자문

-세부 프로그램 관련 의견 및 자문

13회

2017.10.11

개원행사 관련 세부계획 공유 및 준비사항 검토

-개원기념 시민축제 슬로건(최종안)

-각 부서 역할분담 및 협치위원회 포함한 전 직원 참석 요청

-제작 리플렛 변경 제안 및 자문

사회적 경제 박람회 행사 준비현황 보고

-세부 프로그램 내용 및 공간 배치도 공유 필요

개원기념 시민토크콘서트 세부논의 내용

-조성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 초대

-향후 협치위원회의 지속적인 시민의견 반영 및 운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

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핵심

14회

2017.11.01

문화비축기지 개원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

-전반적인 원활한 행사운영과 높은 시민 민족도 (긍정적 평가)

-개원행사를 토대로 문화비축기지 다양한 공간을 실험하며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

으로 장기적인 운영방향설정을 위한 전체 평가회의 제안

-성인,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기획 필요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화비축기지 운영 방향 관련 논의

-문화비축기지 방향성과 지향점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현재 구성된 행사의 자발적, 자생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협치위원회 역할 및 위상 재설정을 위한 주요 이슈 논의

-새로운 거버넌스 운영 모델을 실험 중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

안 정립 필요

-제도적 마련 필요

-지속가능한 민관협치를 위한 TF운영 제안

15회 -

16회

2017.12.13

[주요 의결]

협치위원회 운영 및 역할 관련 논의

-민관협치TF회의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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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내부 평가는 기지 자체적으로 진행

-협치위원회 역할, 기능, 권한, 책임에 대한 집중 논의 필요

-협치위원회 워크숍 추진 제안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 기준 관련 논의

-문화비축기지의 비전을 토대로 공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원 후 

1~2년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

-문화마당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유치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 제안

-문화비축기지 주최 또는 공동주최, 후원 등을 심의를 통해 탄력적인 장소사용 운

영

문화비축기지 네트워크 파티 추진 상황 공유 및 논의

-협치위원회 참석 요청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의 참여 적극적 추진 제안.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회차 주요 내용

17회

2018.01.24

문화비축기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문화공원, T0 문화마당 통합 운영

문화본부, 사회적경제담당관,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협력사업 보고

-협력사업이 문화비축기지 비전 및 장소성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문화비축기지에 위임하여 예산부담이 적은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

2018년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활동계획(안) 보고

-협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확립

-문화비축기지 비전에 따른 핵심의제 재정립

-협치위원과 문화비축기지의 협력적 관계 (시스템 구축)

-협치위원회 활동목표 수립

2018년 문화비축기지 업무계획 보고 및 자문

-시설 및 공간 운영 :그늘수목사업/ 오는 길 안내 문화화 과정 필요

-프로그램 관련 자문 :시민들에게 효율적 정보 전달 가능한 홈페이지 마련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은 시민력을 비축하는 프로세스로 기획( 장시간 소요되므

로 외부 자원 유치하는 방안으로 공간 이용률 높임)

[부록 5] 1기 협치위원회 2018년 전체 회의 결과보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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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2018.02.21

2018년 문화비축기지 사업계획 검토

-협치위원 협력사업과 문화비축기지 자체 운영 사업 분리

-과정 중심의 사업 중요성 자문

-문화비축기지 운영 관련 연구 추진

장소 사용: 제10회 건축문화제

소위원회 구성

-주제별 구성: 협치위원 + 외부전문가

[협치위원회 안건]

휴먼라키비움 도서관: 문화비축기지 연구 및 아카이빙 

19회

2017.10.11

협치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장 연임 논의

소위원회 운영방식 및 일정공유

-사업연계 및 프로세스 함께 논의

-명칭 정리(연구·정책, 공간·에너지, 지역·여행)

-여러사업 연계하여 가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방향성

수소 파빌리온 전시 제안 검토 (긍정적 의견)

문화탱크 시각문화플랫폼 운영단 추천 (현, 시각문화클라우드 전신)

-협치위와 연결되지 않는 운영단위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 의견

20회

2018.04.25

소위원회 결과 공유

-연구정책 :국제네트워크 사업 제안

-공간에너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쉬는 공간 지향, 생태도서관

-지역여행 :지역연계방안 (마을오케스트라),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유학년

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안

워킹그룹 전문가 추천

21회

2018.05.30

문화비축기지 시민주도 운영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 

→연구·정책 소위원회에서 논의

문화비축기지 예산수립방식

-시민 제안을 포함하는 방안 제안

문화비축기지 문화디렉터 제도 운영 제안

22회

2018.07.25

문화비축기지 8.9차 워크숍 회의내용 공유

문화비축기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문화비축기지 발전방향‘열린플랫폼’에서 진행된 시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

후 학술 용역 추진 (연구·정책 소위원회 일임)

독립사업소 추진경과 공유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 공유

-에코라운지(생태믄화도서관) -지속가능공간 실험프로젝트 워킹그룹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제안 (문화비축기지 개원1주년 행사 청년기획자 중심으로 추

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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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2018.08.29

개원기념 1주년 행사 진행상황 보고

-문화운동회 개최(생태문화운동+시민 참여 중심) 청년기획단 기획

-시민,예술가,기획자의 지속적 참여 및 협치위원 참여 독려.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 공유

-공간에너지 소위원회 4차 결과보고: 설계착수 또는 중간보고회 추진

-연구 워킹그룹 –지구협력 워킹그룹 결과보고

문화비축기지 종합게시판 설치 위치 결정

[문화기획팀 제안] 늘푸른 얘술로공원 워크숍 추진계획

→공간에너지 소위원회 통해 결정

24회

2018.10.24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명칭 개정(안) →문화비축기지

[진행 상황 공유]

문화비축기지 2019년 예산편성 개요

문화비축기지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열린플랫폼 추진사항

문화비축기지 에코라운지(생태문화도서관) 추진사항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방안 논의

-추후 협치위원회에서 명칭 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창작실험활동지원)협약서 체결 관련

문화비축기지 시민자원활동가 명칭

[협치위원회 위원 제안]

토마토랩 사업 추진계획

25회

2018..11.28

문화비축기지 MOU체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은평공유센터)

-협약기관와 상생 및 문화비축기지에 다양한 콘텐츠 축적하는 프로세스 설계와 

지침 필요.(장기간 일괄 협약 체결제안)

공간 협력 

2018년 문화비축기지 사업평가 및 토론

-도시재생, 생활문화 관련 타기관 사업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우수한 자원과 기존 

참여자 확보 제안

-시민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제안

상암소셜박스와 지속적 협력 필요

협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관련 일정 조율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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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협치위원회

회차 내용

26회

2019.02.27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보고 및 의결

-위촉위원 분야 추가 

(지역문화, 건축, 디자인, 청년정책, 공유경제, 시민시장 등)

차기 협치위원회 구성계획(안) 논의

-협치위원 추천서 제출

-인선위원회 구성

2019년 문화비축기지 신규사업 관련 의견 및 자문

-신규사업 (생태예술문화축제, 예술공원프로젝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타 부서 연

계), 문화비축기지 경관 개선)

2기 협치위원회

회차 내용

1회

2019.05.09

2기 협치위원회 위촉식

-위원장 선출

-문화비축기지 현황 및 2기 협치위원회 운영계획 발표

협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정례회의는 5월 29일(2차 회의 예정) 이후로 격월로 진행

워킹그룹 참여 독려와 관련 분야 전문가 추천 요청

문화비축기지 및 협치위원회 운영 관련 워크숍 개최 (예정)

2회

2019.05.29.

2기 협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의결

2기 협치위원회 위촉위원 ‘청년분야’결원발생

-협치위원 추천 및 3차 회의에서 최종 인선.

협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위촉위원 활동기간(1회 연임,2년) 명확히 기재

-고문제도 도입 (의결)

2019년 워킹그룹 참여 방안 논의

-워킹그룹(열린플랫폼, 시각예술클라우드, 브랜드사업, 지속가능공간,자유학기제,홍

보커뮤니케이션, 지역여행)

[부록 6] 2019년 (1,2기), 2020년 2기 협치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 보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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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2019.06.26

2기 협치위원회 청년 후보자(위촉위원 후보 1인) 추천 논의

2020년 문화비축기지 사업 제안

-차기 회의에서 논의

워킹그룹 운영 보고

-브랜드사업(생태예술문화축제) :문화비축기지 정체성 반영 축제로 기획 

-지속가능공간 :(가칭)에코쉘터공모 추진예정 및 공간재생학교 운영예정 보고

4회

2019.07.24

2기 협치위원회 청년 후보자(위촉위원 후보 1인) 추천 논의

-협치위원회 위촉위원이 추천한 후보

[협치위원회 위원 제안]

2020년 문화비축기지 사업 제안

-생태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계 제안

워킹그룹 운영 보고

-브랜드사업(생태예술문화축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반사항을 문화비축기

지에 위임, 워킹그룹에서 주요내용 논의

-지속가능공간 :(가칭)에코쉘터 공모 심사위원 구성, 선정절차 조정

5회

2019.08.28

자체 프로그램 사업 결과 보고

-알로하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야간개장(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연계 제안)

생태문화축제 진행사항 보고

-위탁기관 선정 후 브랜드사업 워킹그룹에서 재논의

2020년 문화비축기지 사업 제안

-시민 아이디어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제안

-문화비축기지 공간활용 결과 축적을 위하여 영상물로 취합, 에코라운지 등에서 

상영을 하여 시민들에게 공유 제안

미점 설치 계획

[협치위원회 위원 제안]

-향후 협업기관 관련하여 공공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제안

-협업 시 기관이 축적한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문화비축기지와 연계 필요

6회

2019.09.25

지속가능공간 에코쉘터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

2019년 생태문화축제 진행사항 보고

-명칭 변경

-문화비축기지 기존 활동그룹이 축제에 참여할 경우 위탁사와 잘 연계될 수 있도

록 문화비축기지(공공)의 협조 필요

-협치위원회 적극적인 참여 독려

-축제 흐름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워킹그룹의 지속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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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2019.11.13

2019 생태문화축제 결과보고

-향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주제 및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나

갈 필요 강조

-행사대행시 주최/주관 표기는 행정적인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배려 필요

지속가능공간 에코쉘터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

해외작가 연계 가압펌프장 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보고

폐철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추진보고

향후 중요사업 추진 시 협치위원회에서 사전 논의 필요 강조

8회

2020.01.29

2020년 문화비축기지 주요사업 및 운영예산 보고

2020년 협치위원회 및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워킹그룹(예정)

-열린플랫폼, -홍보, -지속가능공간, -브랜드사업, -시각예술클라우드 

문화비축기지 대관 민원 관련

-협치위원회 검토

[지난 7차 회의 결과 관련]

-폐철판 업사이클링 추진 불가 보고

-2019 생태문화축제 지속적인 네트워크 추진 불가 보고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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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요 회의내용

1회

2017.05.23

문화비축기지 가치 및 방향 공유

개원 준비 현황 공유 (시설 환경, 안전 중시, 민관협치와 시민력 반영한 프로그램)

2회

2017.07.14

‘프리드로잉 프로그램’을 통한 5년후 문화비축기지 미래상 공유

문화비축기지 장기적인 운영 방향의 비전과 민관협치 필요성 공유

향후 협치위원회 추진방향 정리

3회

2017.12.27

민관협치 원칙 및 제도화 논의

협치위원회 역할과 방향 논의
4회

2018.01.05

시민협치형 문화공원 운영을 위한 시민협력 방안 논의

협치위원회의 시민력 또는 제도적 혁신을 위한 2018년도 다양한 실험 제안

5회

2018.01.10

도시공원 유지관리의 민간참여 방안 연구

문화비축기지 커뮤니케이션 방얀 (각 주체의 역할 수립)

협치위원회 역할과 시민력 제고 방안

6회

2018.02.07

2018년 문화비축기지 업무계획 세부논의 (행정 추진의 입찰, 공모방식 탈피 필요)

커뮤니티빌딩 사업 필요 (시민 주도 혁신적인 운영모델, 시민력 비축)

홍보 컨텐츠 논의 (명확한 목표, 배포 방식, 사용자 가이드라인 필요) 

7회

2018.02.14

2018년 문화비축기지 업무계획 관련 커뮤니티 및 시민력 구축 전략 논의

실험적, 혁신적인 프로그램 원리 논의
8회

2018.06.29
2019년 문화비축기지 사업제안 및 논의

9회

2018.07.13

협치위원회 운영방향

2019년 문화비축기지 핵심 이슈 및 사업 논의
10회

2018.10.29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코디네이터’ 분야의 공무직 관련 논의

11회

2018.12.19

문화비축기지 발전방향 공유 및 토론

2019년 문화비축기지 사업 전략 및 방향 ‘브레인스토밍’

‘문화력발전소’결과 공유

12회

2019.01.03

2019년 문화비축기지 운영 전략 공유

2019년 문화비축기지 사업 및 예산 관련 토론 

-작년 사업 내실화하여 브랜딩 –모니터링 및 시민평가단 운영

-시민제안플랫폼 운영 

문화력발전소(토마토랩) 제안 프로그램 →재논의 필요

13회

2019.01.19

문화비축기지 ‘시장’프로그램 (예, ‘모두의 시장’)

문화비축기지 ‘교육’프로그램

문화비축기지 홍보 사업

[부록 7] 협치위원회 워크숍 주요 회의내용 (요약) 

자료: 상위내용과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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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위원회 1기 협치위원회 2기

서울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

서울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 과장

문화본부문화정책과 과장

문화비축기지 기지장

Ÿ 문화정책

Ÿ 조경

Ÿ 건축

Ÿ 홍보·미디어

Ÿ 마을숲

/공원운영

Ÿ 지역전문가

Ÿ 문화기획(2인)

Ÿ 문화교육

Ÿ 공정여행

/동네여행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 과장

문화본부문화정책과 과장

문화비축기지

Ÿ 문화정책

Ÿ 조경

Ÿ 건축

Ÿ 홍보·미디어

Ÿ 마을숲

/공원운영

Ÿ 지역전문가

Ÿ 문화기획(1인)

추가
Ÿ 문화기획(2인)

Ÿ 공유경제

Ÿ 자원봉사

Ÿ 문화교육

[부록 8] 협치위원회 구성원 변화 (민간전문가 분야)

자료: 상위내용 및 관련 운영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재작성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절 연구의 방법  
	4절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1. 공공공간과 도시공원  
	2. 도시공원에서의 시민참여  

	2절 도시공원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이해  
	2.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  

	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문화비축기지 개요
	1절 대상지 이해  
	1. 석유비축기지 조성 배경  
	2. 석유비축기지 일대 도시계획과 폐쇄  

	2절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1. 초기 활용방안  
	2. 석유비축기지 재생  

	3절 문화비축기지 현황  
	1. 문화비축기지 공간적 현황  
	2.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현황  


	제4장 문화비축기지 단계별 거버넌스
	1절 구상단계 
	1. 아이디어 공모전  
	2. 사업 공론화  

	2절 계획 및 사업단계 
	1.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  
	2. 민간전문가 참여의 시작  

	3절 운영단계 
	1. 문화비축기지 참여 주체  
	2. 문화비축기지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4절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의의 
	1. 공공과 시민 간의 협의 필요성  
	2.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의 논의  


	제5장 결론
	1절. 결론 및 고찰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startpage>13
제1장 서론 0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3
 2절 연구의 범위   05
  1. 공간적 범위   05
  2. 내용적 범위   06
 3절 연구의 방법   08
 4절 연구의 흐름   11
제2장 이론적 고찰 012
 1절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012
  1. 공공공간과 도시공원   012
  2. 도시공원에서의 시민참여   013
 2절 도시공원 거버넌스   015
  1. 거버넌스의 이해   015
  2.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   016
 3절 선행연구 검토   017
제3장 문화비축기지 개요 020
 1절 대상지 이해   020
  1. 석유비축기지 조성 배경   020
  2. 석유비축기지 일대 도시계획과 폐쇄   022
 2절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024
  1. 초기 활용방안   024
  2. 석유비축기지 재생   027
 3절 문화비축기지 현황   031
  1. 문화비축기지 공간적 현황   031
  2.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현황   040
제4장 문화비축기지 단계별 거버넌스 042
 1절 구상단계  042
  1. 아이디어 공모전   042
  2. 사업 공론화   045
 2절 계획 및 사업단계  048
  1.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   048
  2. 민간전문가 참여의 시작   051
 3절 운영단계  071
  1. 문화비축기지 참여 주체   071
  2. 문화비축기지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091
 4절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의의  096
  1. 공공과 시민 간의 협의 필요성   096
  2.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의 논의   098
제5장 결론 099
 1절. 결론 및 고찰   099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1
[참고문헌]   102
[Abstract]   112
[부록]   11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