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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여가공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여가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공공이 주로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을 계획했던 근대 패러다임과 다른 점이다. 이 연구는 ‘왜, 어떤 
프로세스로 현대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조성하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둘을 밝힘으로써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 환경 
및 행위자, 사회구조, 경관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첫째,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의도’에 대해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이론을 첫 번째 연구가설로 설정해 지방정부가 공간을 
생산하는 의도는 통치성 수행이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왜 ‘여가’
공간을 생산하는지 그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가통치성’(Leisure
-governmenta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첫 번째 가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통치성 ‘장치’인 권력-지식, 담론, 
경관의 형성과정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분석틀로 권력-지식, 담론, 경관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두 연구질문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대상은 서울시가 조성한 도시공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공원은 
근대사회 이후 통치주체가 여가를 통해 통치성을 수행하는 수단(장치)으로 
조성했음을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실시 이후 조성된 
서울시 도시공원인 선유도공원과 문화비축기지를 현대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규명할 수 있는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분석방법 및 자료는  
권력-지식은 반구조화 심층인터뷰로 전사한 구술채록, 담론분석은 언론기사 
웹스크래핑 및 도시기본계획 자료의 정책내러티브 방법, 경관분석은 현장답사와 
문헌분석을 통한 내러티브 방법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의도는 여가통치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여가통치성은 지방정부의 
선출직 시장이 자신의 시정철학을 과시하여 국내외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여가(공간)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당시 선출직 



시장과 고위관료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도시 내부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환경생태 철학을 시정가치로 내세움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가공간을 환경생태 담론의 표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도시공원을 통해 이를 표출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선출직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시정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하고자 했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선출직 시장의 철학을 
표상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두 번째 여가통치성은, 현대 신자유주의 지방정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수월히 통치하기 위한 의도에서 여가(공간)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근대국가의 통치목적보다 더 다양한 통치목적을 달성해야 했다. 지방정부는 
도시영역 내 자원순환과 창출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해 도시를 유지시키며, 근대국가보다 불안한 재정 
안정성을 극복하고자 도시민들의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부에서 인구와 자본을 유입시켜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권, 자율, 사목, 생산담론을 만들어 이를 여가(공간)에 
투영시켜 통치성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주권, 자율, 사목, 생산 담론이란 
각각 당대 지방정부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들이 통치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진화된 규율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도시를 성장시켜 지방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한 담론을 말한다. 현대 지방정부가 특히 여가를 
통해 통치성을 수행하는 이유는 여가가 경쟁 원리 및 자기통치라는 신자유주의 
주체화를 수행하는 데 용이한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또 여가는 후기산업사회 및 
세계시장에서 외부자본 및 인력 유치 등 도시 간 경쟁에 살아남는 데 좋은 
전략이다. 한편 지방정부가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도시정체성을 주입하고 
기존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데 여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을 강압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는 도시공원 조성 행위자의 
권력-지식 연합이 담론이 되고 담론이 제시하는 규범이 경관에 재현, 실천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권력-지식 형성과정에서는 행위자 간 연합과 
권력역학(연합, 갈등, 배제)이 나타난다. 주요 행위주체인 선출직 시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인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연합한다. 그리고 
관료집단, 지식인 집단, 선출직 시장, 민간 시민사회 집단 등 주요 행위자 간 
협상과정에서 권력-지식체계 간 연합을 통해 장소성 간 경합이 일어난다. 이는 
권력역학에 의해 하나의 장소성이 여가공간 담론으로 선택된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당대 도시사회 대내외적 상황을 통치하기 위해 주권, 자율, 사목, 
생산담론을 만들어낸다. 두 방향의 작용이 합쳐져 여가공간 담론 키워드와 
규범(주체화) 상이 정해진다. 그리고 담론이 드러나도록 가시적, 행위, 미디어 
경관을 조형하고 통제, 감시, 제안, 명령하는 방식을 통해 피통치주체인 시민을 
담론이 제시하는 모습으로 유도한다. 

그간 여가공간 생산과 관련한 연구는 행위자, 구조, 경관 측면에서 별개로 
논의되었다. 특히 여가공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논의는 부족하였고 주로 실용적 
목적이나 방법 위주로 연구해왔다. 이 연구의 의의는, 여가공간 생산 기제를 
권력, 지식- 담론- 경관의 관계를 통해 행위-구조-공간을 연계해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 통치성의 하위개념인 ‘여가통치성’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통치주체의 여가공간 생산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학술적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여가공간이 합리적 계획을 통해 조성된 
가치중립적 공공재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같은 통치주체의 통치성 수단일 수 
있음을 방증하였다. 특히 도시공원을 통치성 수단(장치)이라는 사회공간론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기존 도시공원 연구에 참신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간은 통치성 수단(장치)로서 통치성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통치성 연구분야에서 지리학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다. 향후 시장, 민간조직, 국가,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생산하는 여가공간 사례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여가통치성 
장치로서 생산되는 여가공간 생산기제 모형을 실증할 수 있는 지리학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 요 어: 여가통치성, 푸코의 장치, 도시공원 조성과정,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여가공간 생산기제, 지방정부 여가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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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에서는 공공이 생산하는 여가공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여가공간 
조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과거 발전주의 시대에는 
유휴부지(brownfield)를 생산 혹은 상업, 대규모 주택개발, 기반시설 건설 
용도로 개발하였다(De Sousa, 2003: 181).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대형공원이나 
복합문화시설과 같은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토지는 공급량이 유한하고 
도시발전에 따라 가용부지가 감소함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도시공간을 
정책적으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의도와 프로세스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이유, 즉 의도가 무엇인가’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어떠한가’이다. 이 둘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에 대한 기존 사회지리학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도시공간 조성 의도와 프로세스를 행위자 
차원에서 분석하는 도시정치 연구는 미시 행위자의 협상에 초점을 두어 
사회구조적 관점과 물리적 경관의 관계를 간과한다. 또 도시개발사업, 타 
사회이슈에 비해 여가공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혹은 문화여가 정책을 
협치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간주해 여가공간 조성의 의도를 규명하지 못한다. 
정치경제지리학은 여가공간의 형성 의도를 거시적 시각인 경제결정론에 입각해 
자본순환의 목적으로만 설명한다. 이는 지방정부 행위자의 역동적 권력관계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행위자의 의사결정의 특수성 등 지방정부가 처한 
도시사회 내외부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도시정치, 정치경제지리학에서의 여가공간에 대한 논의는 ‘경관’의 스펙터클을 
왜 지방정부가 특정한 모습으로 조형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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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리학에서 경관분석은 경관생산자와 사회구조, 경관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방법에 관한 논의는 도시계획·설계나 
조경학에서 실용적 방법 위주로 논의해왔다. 이들은 주로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의 공리주의적 목적을 전제한 후 정책 방향성, 물리적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여가공간 조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사회공간론을 근간으로 지방정부가 공공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의도나 목적, 
프로세스를 분석해 생산기제를 밝히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여가현상과 여가공간에 대한 사회-공간 간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조광익, 2010: 10). 여가학 분야는 여가의 사회적 
현상 및 여가 소비자만을, 여가공간은 관광·조경·지리학 등 공간분야 학문에서 
각각 다루어 여가의 사회적 현상과 공간형성을 논의하는 학문 간 상당한 간극이 
있어 왔다. 관광지리학에서는 여가공간을 여가행태의 배경이나 결과물로 
간주한다(윤병국, 2012). 반면 여가공간의 형성요인(김경식 외 3인, 2019; 
장윤정, 김흥렬, 2017; 박가람·이인재, 2018), 형성과정(조한솔, 2019; 조윤승, 
박수지, 2021)을 여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여가공간을 도시사회 내외부의 거시·미시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가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성 이론은 구조와 행위1), 경관 간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통치주체의 통치성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고(Rosol, 2015: 257), 통치성이 수행되는 
구체적 수단(장치)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현장을 분석(realist 
governmentality)”(McKee, 2009)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첫째,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의도’에 대해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첫 번째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간을 생산하는 

1)� 구조적� 접근은� 거시권력� 혹은� 대외적� 구조(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가� 도시공간�생산을� 결정한다는� 인식
론이며,� 정치(행위자)적� 접근은� 도시� 내부의� 다양한� 미시행위자�간� 권력투쟁이�도시공간을�형성한다는�인식
론(장세훈,� 2016:� 170-171;� 조명래,� 1999:�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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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통치성 수행이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통치성 이론을 연구가설로 
설정한 이유는 통치성 이론이 미시적 측면인 지방정부 행위자와 도시내부 사회, 
거시적 도시 환경, 물리적 경관 측면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회공간론적 
공간생산의 이론적 배경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도시공간 중에서도 왜 ‘여가’공간을 생산하는지 그 의도를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가통치성’(Leisure-governmenta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여가통치성’이란 ‘통치성 달성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피통치주체를 조형하기 위해 여가를 통해 특정한 여가주체의 
모습으로 유도하는 통치술’로 정의한다. 즉 여가통치성 수행 의도가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의도임을 전제하고 여가통치성 의도가 무엇인지를 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표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앞선 첫 번째 가설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통치성 ‘장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푸코는 통치성 수단을 
권력-지식, 담론/제도, 경관이 임의로 결합(assemblaging)한 
‘장치(dispositif)’라는 개념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장치 개념이 
관계론적 공간과 같다, 즉 공간의 구성요소가 곧 장치 구성요소(Nash & 
Gorman-Murray, 2017; Giraut & Houssay-Holzschuch, 2016)라고 
정의한다. 그리하여 통치성 수단인 장치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 형성과정을 
공간생산의 과정으로 치환(Anderson & McFarlane, 2011; McFarlane, 2011;  
Farías & Bender(eds.), 2010; Legg, 2011)하여, 권력-지식, 담론, 경관이라는 
장치 구성요소의 형성과정을 연구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표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 조성한 여가공간의 대표사례로서 도시공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시공원은 근대사회 진입 이후 서구 및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간계획을 통해 국민(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조성한 상징적인 
여가공간이다. 도시공원은 도시 건조환경의 삭막함을 완충해주며 통치주체의 
통치의도가 없는 가치중립적 장소 혹은 실용적,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박근현, 배정한, 2013). 그러나 도시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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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탐색해보면 당대 사회의 통치 의도가 반영된 공간(심주영, 
2018: 3; Newmeyer, 2017; 황기원, 2001: 414)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도시공원이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 방법을 규명하는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누가, 왜 권력-지식을 형성하는가? 
둘째, 지방정부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을 왜 형성하는가? 
셋째, 지방정부는 도시공원 조성과정에서 경관을 어떻게, 왜 형성하는가?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가설로 통치주체의 의도를 규명하려는 첫 번째 

연구목적의 분석 대상은 첫째, 통치주체인 지방정부이다. 통치성 이론에서 
분석하는 통치주체는 사회를 관리하는 시장, 국가, 민간조직 등 다양한 시스템을 
거론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 도시의 주요 통치주체 시스템 중 하나인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한국의 수위도시인 서울시 지방정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치주체로서 서울시 지방정부 중 구, 동 단위 하위조직은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서울시청 시장-부시장-실, 국, 부 체계를 지방정부로 
통칭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출직 시장이나 관료집단 구성원 등 지방정부 구성원 
개인으로서 미시행위자와, 지방정부라는 통치시스템 전체를 일컫는 거시행위자 
두 측면을 모두 지방정부로 포함시켰다. 

서울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서울시장이라는 선출직 시장 위치는 
중앙정치에로의 진출 발판으로서 차기 대선후보로 인식될 정도로 위상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도시정책 수행 성패가 향후 시장 본인의 정치적 향방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책에 선출직 시장의 철학과 성과를 두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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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제적 위상은 근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국 대비 월등히 높아2) 
한국 자본주의를 사실상 선도한다. 또 지방자치제 수립 이후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아3) 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독자적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치방향에 따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또 
서울시는 국내 인구의 1/5이 서울에 거주해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높은 위상 상 해외도시와의 졍책교류가 활발하고, 선도적으로 도시정책을 
수행해 국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푸코의 ‘장치’ 개념을 분석틀로 여가공간의 생산기제를 규명하려는 두 번째 
연구목적의 분석 대상은 둘째, 도시공원이다. 서울시는 역사적으로 도시공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며 수도의 위상 상 국가주도 시대부터 도시공원의 조성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공원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조성한 대형 광역권 공원인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그림 1]). 두 사례의 조성시기는 선유도공원은 1998-2002년 민선 2
기 고건 시장 재임기에, 마포문화비축기지는 2014-2018년 민선 6-7기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완공되었다. 따라서 각 도시공원의 조성시기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그림 2])가 된다.

필자가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비교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지방정부가 두 도시공원을 실용적, 공리적 목적에서 조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조성의도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두 도시공원은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이라는 초대형 도시공원 완공 후 조성이 
결정되었다. 또 이 지역은 한강이라는 자연자원과 시민공원이 접해있는 등 
오픈스페이스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형 도시공원이 각각 다른 지방정부 시기에 

2)� ‘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는� 423조7,420억원(전국의� 22.3%)규모,� 1인당� GRDP는� 4,366만원으
로,� 전국(3,687만원)대비� 679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1.2.15.,� “2018년� 서울
시� GRDP� 3.6%성장,� 2010년�이후� 최고”).
3)� ‘21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43.6,� 광역시(부산시� 46.1,� 대구시� 44.6,� 인천시� 50.3,� 광주시� 40.8,�
대전시� 39.9,� 울산시� 49.6)� 및�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5.6이다(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검색일시�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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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현상에 대해 연구자는 여가공간 생산에 대한 통치주체의 의도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두 공원 간 입지 인접성과 유휴폐산업시설의 
공원화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공원이 보여주는 방향성, 
경관(디자인)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상이성의 원인이 단순히 장소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통치주체인 지방정부의 시대적 간극과 선출직 시장, 지방정부 
체제 변화로부터 기인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다음 2장에서 설명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푸코의 여가통치성 장치 이론을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해 두 도시공원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대내외적으로 
미학적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 점 때문이다. 두 도시공원 경관의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은 그 우수성이 언론과 학계에서 회자(Bae, 2010; 민병욱, 
2013; 배방명 외 2인, 2018; 엄유빈, 2019; 최종현, 강태우, 2019)되어 왔다. 
이러한 두 공원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두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시혜적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부는 여가통치성 의도로 여가공간을 조성한다고 
가정하고 현대 신자유주의 여가통치성은 기호가치로 위장되어 수행된다고 본다. 
2000년대 여가행위는 후기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특성 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호가치화, 다양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푸코의 통치성 
수단인 장치 개념에서 경관은 미학적 형태 이면에 통치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시대의 여가통치성은 미학이 강조된 경관을 장치로 계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학적 가치가 높은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가 현대사회의 
여가통치성이 작동하는 표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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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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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시점
출처: 서울연구원(2019: 35)를 토대로 연구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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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유도공원

[그림 3] 선유도공원 모습
출처: 네이버 지도

민선 1기에 조성된 여의도공원이나 영등포공원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첫 대형공원4)이지만 선유도공원은 초기 서울시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수행한 시점5)에 조성된 대표사례이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도시공원 조성의 주체가 변하는 변곡점에 위치한다. 

선유도공원이 민선 초기 서울시 대표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로 
뛰어난 미학성을 꼽을 수 있다. 선유도공원은 유휴폐산업시설을 재활용해 
공원화하여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근대 도시공원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단절성이 나타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4)�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 주체였으나� 중앙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사업이었다.� 시위공간
의� 상징이었던� 여의도광장�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 당시� 정치탄압� 혹은� 개발요구� 여론� 등�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또� 영등포공원은� 맥주공장의� 공원화� 사업이었음에도� 기존구조물을� 철거한� 후� 근대적� 자연
풍경식�공원의�모습을� 조성하였고,� 크게� 흥행하지는�못했다.
5)� 민선� 1기는� 아직�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남아있었고� 시장이� 임기� 종료� 전� 대선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 �
민선� 2기는�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도시통치�권한을� 행사하기�시작한�시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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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선 2기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밀레니엄공원이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선유도공원은 정책 기획을 통해 조성된 점보다는 미학적 
측면에서 주로 회자되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의도의 근간에 
지방정부의 통치의도가 내재할 수 있음을 그동안의 논의에서 배제한 측면이 
있다. 이는 미학성을 통해 여가통치성을 수행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의 발현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근대 국가주도의 여가공간 생산과 비교해 현대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여가통치성 장치 관점에서 보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선유도공원은 이를 설명하는 사례로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고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시기 조성내용

1998.5. 선유정수장 이적지 공원화 추진방침 수립(건설국)
선유정수장 이전에 따른 후적지사업으로 추진

1999.6.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계획에 반영(도시계획과)

1999.10. 선유도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1001호)
선유도 공원화사업 설계현상공모 공고

1999.12. 작품심사위원회 개최(당선작 결정: 조경설계 S, 건축사사무소 W도시건축, D컨설턴트)

2000.4. 1차 설계자문회의
2000.5. 2차 설계자문회의
2000.7. 기술 심의
2000.8.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00.9. 실시설계 최종성과품 시달(한강사업기획단-건설안전관리본부)
2000.12. 공원조성공사 착공
2000.12. 전면책임감리용역 착수
2001.4. 전기 및 통신공사 착공
2002.4. 개원행사: 선유도공원 일반시민에게 개방
2002.7. 공사 준공

출처: 서울시, 2013

<표 1> 선유도공원 조성연혁

선유도공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길 700에 위치하며, 한강의 하중도6)를 
공원화한 장소이다. 이곳은 서울시의 소유로 면적은 총 110,407㎡이며 1999년 
5월에 공원화 방침이 수립된 후 2000년부터 착공에 돌입하여 2002년 준공 및 
7월에 개장하였다. 원래 이곳은 1978년~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지역에 

6)� 한강에는�밤섬,� 노들섬,� 선유도�세�곳의� 하중도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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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정수장이었으나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선유도공원은 애초부터 ‘생태공원’을 테마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에 

구획별로 수생식물 및 생태숲 관찰, 체험 등 생태식물과 생태적 심상을 발현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공간으로는 온실, 수질정화원, 환경물놀이터, 
선유정, 한강전시관, 녹색기둥의 정원, 수생식물원, 시간의 정원, 
선유교정망대(보행교), 자작나무숲, 미루나무길이 있다. 선유도보행교는 당시  
한불수교 100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건축가와 서울시의 합작으로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아치형 교량으로, 전망대 겸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선유도공원이 조성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20여 년 간 공원은 쇠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중도라는 입지 특성 상 접근성이 낮고, 도보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생태공원을 지향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때문에 개장 초기 약 
90만 명(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 7)이던 방문객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2010년대에 들어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7).

2. 마포문화비축기지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도시공원사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민선 3-4기와 6기 간 일종의 단층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미학성 측면에서 
이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이 보여주는 조경적 미학성이 아닌 건축적 미학이 
경관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민선 3-4기 대형 도시공원은 도심 속 
숲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이 도시공원은 복합 문화예술 시설으로서의 공원을 
드러낸다는 점이 이전 공원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또 하나는 공원 운영의 
측면이다. 기존에 도시공원은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로 당연시되었던 데 반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시민이 운영하는 협치 공원이라는 점을 강조8)한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인근 대형 도시공원안 밀레니엄 공원, 선유도공원과도 다른 맥락으로 

7)� 2013년에� 선유도공원�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선유도공원을� 소통과� 참여를� 통해�
보다�시민친화적으로�운영해나갈�수� 있도록�설계자,� 지역단체�및�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행복위원회를�
구성�및�운영’했다(출처:�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보도자료,� 2013.2.23.).
8)� 협치위원회의� 결성� 등� ‘민관협치의� 모델’을�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실행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17년� 공원� 완공� 전까지� 공개토론회� 4회,� 아이디어� 공모� 3회,� 현장설명회� 2회,� 언론보도� 7회� 등을� 추진
하여� ‘시민들과의�약속을� 차질없이�진행할�것‘이라고� 발표한�바�있다(출처:� 서울시,�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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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앞서 선유도공원에서 언급했듯 마포문화비축기지 역시 밀레니엄공원과 

인접하여 있다. 공원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왜 상당기간 후 
마포문화비축기지라는 대형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그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기저에 지방정부의 통치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림 4] 마포문화비축기지 모습
출처: 네이버 지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로 
부지면적은 101,510㎡다. 이곳은 1975년에 서울시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해 
1978년에 비축탱크9)를 착공, 2000년 12월까지 운영하였던 1급 보안시설이었다. 
2000년에 이곳의 폐쇄가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부지가  
이곳의 맞은 편(현재 상암월드컵경기장 부지)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석유비축탱크가 월드컵 개최 시 테러나 폭발위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패쇄된 이후 2013년까지 이곳은 나대지로 

9)� 70년대� 후반� 세계적� 석유파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상� 시� 대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1992년� 걸프전�
당시에는� 원활한� 유류� 수급을� 위해� 석유비축기지� 비축유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출처:� 서울시,�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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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있었다. 
2013년에 서울시에서 이곳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국체현상공모, 시민 및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등을 개최하였다. 그 후 
2015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생이라는 방향에 따라 본격적으로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이 추진된다. 이후 서울시는 2017년에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의 도시공원으로 이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시기 조성내용
1973-1974. 1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공급에 차질 빚음
1975.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석유비축계획 착수
1976- 1978.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사 착공 및 준공완료
1979 석유개발공사가 인수해 운영시작
1976- 1978. 2차 석유파동
1990- 1991. 걸프전쟁으로 석유수급 불안정, 등유 비상 출하
1996- 1999. 월드컵 개최 결정(1996), 이후 기지 폐쇄 결정(1999)
2000. 비축유 이송 후 기지 폐쇄

2002.6. 마포비축기지 맞은 편 부지에 서울월드컵경기장 확정 및 준공 후 월드컵 행사 개최

2013.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결정
2014.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
2015.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착공, 워킹그룹(탐험단) 결성
2017.9.1. 문화비축기지 시민개방
2017.10.14. 문화비축기지 개원기념 시민축제

출처: 서울시, 2017a: 3,4.

<표 2>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연혁

 6개의 탱크(T0~T6)는 각각 문화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T0은 
‘문화마당’으로 공원 초입에 펼쳐지는 빈 공간(광장)이며, T1은 ‘파빌리온’으로 
기존의 탱크 지붕을 철거한 후 유리벽체로 지붕을 얹어 전시와 워크숍, 공연을 
진행하는 장소이다. T2는 탱크의 둘레 콘크리트 및 옹벽은 남겨두고 안쪽 공간을 
개조해 객석, 무대를 설치해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T3는 기존의 탱크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였다. T4는 내부공간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T5는 
‘이야기관’으로 일종의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기능을 한다. T6는 ‘커뮤니티센터’로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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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흐름
Saunders et al.(2003: 164)은 사회과학 연구방법 체계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과학 연구방법은 연구철학(이론적 
분석틀)으로부터 인식론-연역법, 귀납법 등-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연구방법론(methodology)-질적, 양적 등-이 결정된다. 그리고 구체적 
연구방법(method)-인터뷰, 문헌분석. 설문조사 등-을 선택해 자료를 수집, 
가공하는 단계를 거친다. 특히 연구방법론(methodology)은 인식의 절차, 추론의  
원칙을, 연구방법(method)은 실질적 기법·기술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Sartori, 
1970: 1033, 이왕휘, 2014에서 재인용).  

[그림 5] research onion
출처: Saunders et al., 2003: 164

위 연구체계에 기반해 본 연구의 수행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푸코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사회 철학에 기반한 통치성 이론, 장치 개념은  본 연구의 
연구철학(이론적 분석틀)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귀납적 인식론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푸코의 고고학·계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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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methodology)을 따르며, 실질적 연구방법(method)으로 문헌분석, 
심층인터뷰, 정책내러티브 분석, 현장답사를 통한 경관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푸코는 그의 연구철학과 귀납적 인식론을 토대로 고고학· 계보학적 
연구방법론10)을 계발하였다. 푸코는 사건이나 장소는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돌발적으로 등장한 상태라고 
본다(미셸 푸코, 2011a: 163). 고고학·계보학적 방법론(미셸 푸코, 2011b: 
170)은 특정 사건이나 장소가 등장한 사회적 환경(에피스테메)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며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장소가 형성된 맥락과 
장소의 통시적 변화를 사회적 환경과 연관지어 설명(신충식, 2010: 136; Sonn 
& Gimm, 2013)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6]과 같이 
연구대상인 두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권력-지식, 담론, 경관이 당시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기제와, 지방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자  
고고학, 계보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림 6] 도시공원에 대한 고고학적, 계보학적 방법론 
출처: 연구자 작성

10)� 고고학적� 방법론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특정� 지층에서� 발굴한� 물질을� 근거로� 그� 지층의� 형성� 당시� 제
반� 환경을� 유추해� 분석해나가는�방법과� 비유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푸코가� 명명한� 것이다.� 고고학적� 방법
론이� 특정� 사건(장소)가� 발생한� 특정� 시대의� 사회적� 환경을� 분석한다면,� 계보학적� 방법론은� 특정� 사건(장
소)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불연속적� 흐름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신충식,� 2010:� 140-141;� 이정희,�
2011:� 57).� 고고학·계보학적� 방법론은� 단선적� 역사� 상에서� 사건,� 장소,� 행위주체를� 분석하는� 계몽주의� 철
학의�연역적� 인식론과�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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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푸코의 고고학적, 계보학적 방법론을 따르는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4장은 권력-지식 분석방법으로서 심층인터뷰, 5장은 담론 
분석방법11)으로서 문헌분석 및 정책내러티브 분석, 6장은 경관분석 방법인 
현장답사 내러티브 방법을 채택하였다.

장 주요 연구방법 주요 분석자료

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문헌 탐색 학술자료

: 국내외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3장

여가
통치성
장치
로서

도시
공원

형성
과정

권력-
지식 심층인터뷰 인터뷰 구술채록(transcript), 18인(19회)

4장 담론

텍스트마이닝 25개 언론사 보도기사 자료 
(주요 담론 키워드 빈도분석)

아카이브(문헌) 분석
선유도건설지(2002)
마포문화비축기지백서(2018).
서울시 내부 비공개 결재문서

정책내러티브 분석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7),
서울플랜(2014)

5장 경관 경관분석

현장답사 사진, 현장자료(팜플렛)
인터뷰 구술채록
발간 미디어 자료
: 계간지 비축생활(vol.1.-12.),
  선유도건설지(2002),
  선유도공원기본계획구상(2000),
  블로그 포스트, 언론기사, SNS

<표 3> 연구방법 개요

연구분석에 활용한 다양한 문헌자료는 공개문서의 경우 서울시 유관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았다. 비공개 공공문서인 내부 결재문서, 회의록, 연설문, 
보고서, 홍보자료는 서울시 정보공개 창구(서울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
kr)에서 기록물 공개청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일부 자료는 
서울역사박물관에 비공개 열람을 신청하여 담당자 동석 하에 관련문서를 
현장에서 USB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혹은 서울도서관 
공개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현장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득하였다. 

각 장별 연구방법을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11)� 5장에서는� 담론� 키워드� 추출을� 위해� 양적� 연구방법론인� 웹스크래핑� 방법을� 사용해� 질적� 연구방법을�
부분적으로�보완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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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은 연구질문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탐색 및 
선행연구를 기존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큰 이론적 
가설인 푸코의 통치성 이론과, 여가공간 생산의 의도를 전제하기 위해 
여가통치성 개념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통치성 수단으로서 공간을 연구한 
지리학에서의 선행연구를 탐색함으로써 공간생산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통치성 장치 개념의 접목이유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실제 사례인 도시공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도시공원이 여가통치성 
수단(장치)였음을 기존 선행연구와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통시적 
계보를 탐색함으로써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사례인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가 현대 지방정부의 여가통치성 수단(장치)으로 생산된 장소의 
대표사례임을 제시한 후 두 연구사례가 갖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3-5장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는 부분으로, 3장에서는 권력-지식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이에 당시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했던 주요행위자의 권력 
역학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그 후 녹취파일을 
구술채록으로 1차 자료화, 분석하여 공론화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심층인터뷰 수행에 앞서 연구자는 2020.12.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로부터 [부록 1]과 같이 IRB 승인을 완료하였다. 

심층면담 수행은 아래 <표 5>과 같이 총 18인(19회, 1인에 한해 2회의 면담 
실시)이 면담 및 연구참여를 수락하였다. 단 두 사례가 조성된 시점을 고려해볼 
때 인터뷰 대상자 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조성시점이 2002년 이전으로 당시 조성에 관여했던 다수의 
관료들이 퇴직을 한 상황이다. 또 관련자의 소재를 알기 어렵거나 오래된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기 어려워 내용의 정확성 때문에 면담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반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조성된 시점이 3년 전이며 현직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이 많고 이 공원의 조성에 관해 다양한 실무적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연구사례의 속성 차이를 감안하여,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연구자료는 
심층면담에서 수집한 전사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선유도공원은 심층면담 자료를 
주 연구자료로 하되 필요 시 언론인터뷰 기사내용, 회고록, 연설문 등 공공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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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인 이해관계자 그룹은 1: 서울시청 조직 내 전현직 도시공원 

담당부서 공무원(행정관료), 2: 전문 지식인 집단으로서 조경설계가 및 주요 
자문위원, 3: 공원운영에 관여하는 민간위탁업체 종사자, 4: 외부 민간 
기획자로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및 외부 문화매개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구대상 1, 2의 일부는 공공에서 발간한 해당 도시공원 조성계획 보고서, 
백서에 기입된 주요관계자 명단을 확보하여 서울시청 공식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성명을 검색한 후 이메일을 통해 해당 연구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모집공고문을 
서면으로 발송 후 연구참여 의사를 회신받았다. 회신 후 역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연구참여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해 유선 상으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 가능여부를 최종확인 후 면접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그룹 1과 2, 4의 일부는 앞서 설명한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식으로 접촉한 심층인터뷰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참여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3의 경우는 직접 도시공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구자의 소속과 주요 
연구내용, 연락처가 명시된 명함을 사전에 제공하고 이후 2-3회 더 방문함으로써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에게 심층인터뷰를 제안하여 
면접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메일 주소를 연구참여자에게 요청하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일자, 장소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 실시 전 연구참여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 
2회의 연구참여 동의절차를 밟았다. 처음 접촉 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유선 
혹은 이메일로 충분히 설명하고 수락을 받았다. 그 후 심층면접을 승낙한 
대상자들에게는 아래 <표 4>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면접일 1주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사전발송하였다. 공통질문지와 더불어 각 개별면담자에 따라 
추가로 질문할 내용을 면담일 3일 전에 사전에 피면담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피면담자가 어떠한 내용을 진술할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심층인터뷰 일시에 해당 장소에서 
면담질문 전 동의서를 제시하고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뒤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동의서에 서명절차를 밟고 연구참여자용 
동의서를 그 자리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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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설명과정 혹은 면접과정 중에서도 연구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Q1. (who? whose power matters?) 
 : 알고자 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 
   1) 도시공원 계획과정에서의 주요 정책결정 구성원 누구인지?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2) 구성원 간의 권력 역학관계: 누가 결정권이 가장 강했는지?
   3) 어떻게 이런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Q2. (how negotiations proceed?) 
 : 알고자 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 
 1) 누구끼리 연합/갈등? 누구가 포섭/배제? 
   2) 왜 그렇게 연합/갈등/포섭/배제되었는가? 그 상황, 배경, 사건
   3) 그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개인적 견해, 의견은? 

Q3. (why these power happened? what is their purpose?) 
 : 알고자 하는 것--> 여가공간(도시공원)을 통해서 권력이 작동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1) 이들의 철학, 개인적 정치 사상,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체계는 어떠한지? 
 2) 시장과의 기존 인맥, 사회적 자본은 어떤지?
 3) 이들이 도시공원에 참여하게 된 의도, 목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표 4> 심층인터뷰용 반구조화 질문지

처음 피면담자에게 인터뷰 시간은 1시간 내외로 고지하였으나, 면담 내용에 
따라 각 피면담자별로 상이한 인터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피면담자 동의하에 
최장 3시간까지 인터뷰를 진행12)하기도 하였다. 또 기본적으로 1인 당 1회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면담자의 요청과 연구자의 필요성에 따라 1인은 2회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특히 2020년 초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COVID-19가 대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국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8인의 피면담자에게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및 취식 금지 조건을 사전에 고지 및 동의를 얻은 후 
대면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단 피면담자의 COVID-19 감염의심 
증세로 심층면담은 수락하였으나 부득이 비대면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 1인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연구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되, zoom을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 날인절차는 면담일 1주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12)� 각� 피면담자별�인터뷰�소요시간은� <표� 3>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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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장치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형성을 푸코의 담론분석 인식론에 다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1절에서는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가 기사 제목으로 실린 25개 언론사13) 신문보도 기사를, 각 

13)� 네이버뉴스에서� 제공하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
신문,� 세계일보,� 시사IN,�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

순번 관여 
연구사례 ID 소속 주요역할 인터뷰 일시

(소요시간)

1

선유도공원

A 은퇴 선유도공원 당시 주요직책 ‘19.8.29.
(3:13)

2 B 서울시 
푸른도시국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실무자 ‘20.12.30.

(1:12)

3 C 조경설계 S 선유도공원 설계 관여 ‘19.8.28.
(1:25)

4 D 조경설계 R 선유도공원 설계 실무자 ’21.1.12.
(1:24)

5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

기지

E 서울시 
푸른도시국

선유도공원 및 
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20.12.9.
(1:17)

6 F oo구청 공무원 선유도공원, 비축기지 당시 
주요결정자

‘20.12.28.
(1:48)

7

마포문화비축
기지

G 서울시 
푸른도시국 마포문화비축기지 실무자 ‘20.12.16.

(2:11)

8 H oo연구원 문화비축기지 현상설계 관여 ‘20.12.31.
(1:17)

9 I xx건축사사무소 비축기지 현상설계 관여
건축가 

‘20.12.19.
(3:21)

10 J 비축기지 사무국 비축기지 문화기획 관련(현) ‘20.11.19.
(1:25)

11 K 비축기지 사무국 비축기지 문화기획 관련(현)
’20.12.10./
‘20.12.22.
(2회, 4:21)

12 L xx연대
(시민단체) 협치위원회 구성원 ‘19.8.26.

(1:09)

13 M 프리랜서 비$$지 구성원 ‘20.12.23.
(2:29)

14 N **업체 tt 협치위원회 구성원 ‘21.1.6.
(1:32)

15 O 비$$지 비$$지 초창기 멤버 ‘20.11.22.
(1:23)

16 P abcd 비$$지 멤버 ‘19.9.18.
(1:25)

17 Q 마포구 사회적 
기업 대표 상암소셜박스 입주자 ‘20.12.1.

(1:28)

18 R efgh 비$$지 구성원 ‘20.12.15.
(2:36)

<표 5> 심층인터뷰 면담자 목록



- 21 -

도시공원의 완공 논의시점부터 완공 이후 및 현재에 이르는 기간14)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파이썬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중 웹스크래핑 기법을 통해 주요 
도시공원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다. 빈도분석에 더해 담론 키워드를 유형화하고 
담론이 어떤 규범을 제시했는지를 추가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두 도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식 보고서인 『선유도건설지』(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
002), 『선유도공원기본계획구상』(서울시. 2000), 『마포문화비축기지백서』(서울시, 
2018) 및 『서울협치백서』(서울시, 2017c), 문화비축기지 사무국에서 발간하는 
계간 잡지인 『비축생활』(vol.1.-12.) 자료를 활용하였다. 

2절에서는 푸코식 담론분석으로서 1절에서 도출한 도시공원 담론으로부터 
도시 전체의 담론, 도시의 구조적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추적 
방식(고고학적 방법론)을 근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민선 2기, 6-7기 
지방정부가 어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직면해 도시공간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여가행위와 여가공간, 그리고 도시공원으로 투영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가 도시공원 담론을 통해 왜 시민을 
‘여가주체’의 모습으로 조형하고자 했는지 여가통치성 의도를 도출하였다. 

2절에서 지방정부의 여가통치성 의도를 고고학, 계보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정책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는데, 정책내러티브 
분석방법의 전제는 공공의 정책문서가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를 틀지우고 전략적으로 구성된 이야기(Stone, 2002, Jones & 
McBeth, 2010에서 재인용)라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내러티브 분석방법은 
정책문서의 행간에 나타나는 서술태도를 통해 당대 사회적 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 및 공공 통치주체의 특정 정책에 관해 은연중에 숨어있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해석하는 연구방법(Jones & McBeth, 2010)이다. 

푸코주의적 담론분석 자료로 공공정책 문서를 활용하기도 한다(Gottweis, 
2003: 261, Feindt and Oels, 2005: 165에서 재인용). Sharp & 
Richardson(2001)은 공간계획에 선행하는 담론분석은 공공정책 담화(내러티브) 
서술문을 통해 담론형성의 근거인 통치주체의 문제화 의도와 주체화 방향, 

보,� 헤럴드경제,� JTBC,� KBS,� MBC,� MBN,� SBS,� YTN이� 연구분석�자료로�사용한� 기사를� 게재한�언론사이다.�
14)� 선유도공원은� 1998-2002년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2014-2020년에� 보도된� 언론기사를� 자료수집� 대
상으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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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경합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을 서술하는 
문서(archive)는 제도, 기술, 개인 및 공동체 행동규범, 조직운영, 과학적 행위, 
이론적 관찰, 문학적 상상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324). 도시계획은 각종 지침을 
통해 통치성을 제도화하는 종합과도 같다(Foucault, 1998a: 309, 313, Pløger, 
2008: 58에서 재인용). 

이에 분석자료는 도시계획 체계의 최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울시, 
1997; 서울시, 2014b)15)을 활용한다. 다만 본 연구가 두 도시공원 조성 당시 
상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자료의 선정은 두 공원 조성 전후 발간한 
도시기본계획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선유도공원의 조성시점이 2002년이며 
선유도공원에 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1997년16), 2014년17)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을 분석자료18)로 사용하는 기본 시각은 도시계획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푸코주의적 담론형성 관점이다.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 계획문서에서 
강조하는 서술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면의 담론 형성 의도, 사회적 배경에 대한 
문제화 인식, 시민 조형의 방향을 간파할 수 있다. 

5장은 통치성 장치로서 경관의 통치성 수행을 미시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경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다양한 경관분석 방법론19) 중에서 

15)�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발표된다.� 이� 기본계획은� 20년� 후� 도시� 상과� 철학에� 기반한� 도
시� 기본골격을�당대�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문서이다.� 2021년� 기준� 서울도시기본계획은�총�
5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관선� 시대에� 발간된� 1990년대� 초�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차원이었다.
16)� 이� 도시기본계획은� 민선시장� 도입� 이후�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방향을� 제시한� 첫� 계획이었으며,� � 2011
년을�목표시점으로�조순�시장� 때� 수립되고�고건� 시장�재임기에�최종� 발표하였다.
17)�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때� 발표된� 것이다(2006년).� 이는� 2020년� 도시상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 오세훈� 시정� 때� 2030년을� 목표시점으로� 수립되었다.� 서
울플랜은� 2014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앞선�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 ‘2030서울플랜으로� 명칭
을� 변경해� 발간하였다.�
18)� 4장에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1997년에� 발간한� 도시기본계획을�
절에서� 출처� 인용� 시� ‘도:� (출처페이지)’로,� 2014년에� 발간한� 도시기본계획은� ‘2030서울플랜’을� 축약하여�
‘서:� (출처페이지)’로� 편의� 상� 표기한다.�
19)� 임승빈(1988:� 44)에� 따르면� 경관분석� 방법론은� 생태학적/형식미학적/정신물리학적/심리학적/기호학적/
현상학적/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있다.� 정신물리학/심리학적/경제학적� 방법론은� 실험에� 기반한� 실증주의� 방식
으로� 개개인의� 경험보다는� 전체� 대중의� 평균� 반응을� 계량화한다.� 생태학/형식미학적� 방법론은� 전문가의� 판
단에� 의거한다.� 기호학적� 접근방식은� 특히� 지리학에서는�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경관을� 일종의� 기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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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를 통한 내러티브 서술방법을 적합하다고 본 이유는, 푸코의 경관론은 
경관의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실증할 것인지보다는 통치성이 경관을 통해 
어떻게 미시적, 감각적으로 피통치주체의 태도를 유도하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 경관분석 대상을 아래 <표 6>처럼 가시적, 행위, 미디어 경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통치성 장치에서 설명하는 경관은 단순히 시각적 재현(representation) 
뿐 아니라 정서적 실천의 역할도 수행20)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재현과 실천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경관요소로 가시적, 행위, 미디어 경관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가시적 경관은 도시공원 내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게시물, 
아카이브(기록관), 공간의 동선, 물성, 조명, 공간배치, 공간디자인의 색채와 형태, 
조경설계, 건축물의 배치와 출입구 등이 해당된다. 행위 경관은 해당 
도시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벤트, 축제, 활동경관 등을 말한다. 미디어 
경관으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와 방송매체 방영내용, 
현장에서 수집한 문화비축기지 발간 홍보물, 잡지가 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이미지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가통치성의 효과적 수단인 경관이기 때문에 
미디어 경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고�가시적� 경관이� 상징하는�경관� 생산자의�이데올로기를�해석했다.
20)� 경관의� 재현은� 시각적� 경관을� 통해,� 실천은� 행위나� 이미지� 등�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경관
소비자에게�영향을� 미치는� 수행방식이다(김지나,� 2020).� 따라서� 경관� 재현,� 실천에� 미치는� 경관요소를� 가시
적� 요소�뿐�아니라� 다양한� 감각을�일으키는�행위,� 미디어�경관으로�포괄하였다.�
경관� 재현을� 강조한� 신문화지리학자들은� 경관분석� 대상으로� 실제� 보이는� 경관의� 물리적� 모습이나� 사람들
의� 행태� 및� 도상학,� 기호학을� 활용해� 지도,� 텍스트와� 같은� 미디어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경관� 실천을� 강조
한� 비재현지리학자들은� 경관의� 이미지,� 디자인� 기법,� 심상을� 드러내는� 모든� 경관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실용주의적�경관분석은�경관을� 크게� 물리적(하드웨어)/비물리적(소프트웨어)� 요소로� 분류하기도�한다.�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해� 경관분석� 요소를� 가시적,� 행위적,� 미디어� 경관으로� 재분류하였다.� 세�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가시적� 경관이� 미디어로� 드러나기도� 하고� 미디어� 경관
이� 가시적,� 행위� 경관요소에�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세� 요소가� 나타나는�등� 결합하는�관계로� 경관을� 수행하
고�이용자에게�영향을� 미친다고�본� 연구는�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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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분석 유형 분석 세부대상

가시적 경관
시설물: 표지판, 안내문, 게시물, 조명, 아카이브관 전시자료
공간구조: 동선,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조경계획
기타: 색채, 형태, 물성 

행위 경관 프로그램 내용, 이벤트/축제 활동경관, 방문객의 모습

미디어 경관 블로그, 인스타그램, 홍보물, 유튜브, 발간잡지, 방송매체 방영 내용

<표 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관분석의 자료 대상

경관분석의 주 자료는 현장답사21)사진이며 이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방문하여 구축하였다. 현장답사는 선유도공원은 2회(2020.1.22.; 
2021.9.28.), 마포문화비축기지는 3회(2020.1.27.; 2020.4.5.; 2020.10.12.) 
실시하였고 방문 시 체류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기타 
부가적으로 현장답사 시 수집한, 해당 도시공원 공식 발간물인 백서, 팜플렛, 
잡지, 홍보물과, 미디어 자료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방송매체 방영 내용, 
잡지22) 및 심층인터뷰 전사자료를 경관분석 자료로 보완하였다.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흐름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21)� 심층인터뷰와�자료구득을�위해� 방문한�답사� 횟수는�경관분석�현장답사�횟수에� 산입하지�않았다.
22)� 문화비축기지가� 연� 2회� 발간하는� ‘비축생활’� 잡지는� 매� 시즌별� 프로그램,� 소식,� 공간� 소개,� 기획자� 인
터뷰,� 주변지역(성산동,� 망원동� 등� 주로� 마포지역)� 생활문화�활동이나�축제,� 주요공간� 소개� 등을� 기사화하고�
있어�연구자료로�유용하다고�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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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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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와 과정을 통치성 이론과 장치 
개념으로 설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이에 관한 기존 논의와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본 장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탐색 범주는 아래 [그림 8]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푸코의 통치성 관련 연구 중 푸코의 사유23)를 공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정치지리학과 도시계획·정책이론 연구의 접점에 있다. 또 본 연구는 
현대사회 즉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 통치성을,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를 
대상으로 통치성을 논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이슈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여가공간의 형성을 통치성 관점에서 논한다.

[그림 8] 본 연구의 문헌탐색 내용적 범위

23)� 푸코� 관련� 연구는� 푸코의� 생전� 연구성과를� 분석하는� 연구(the� studies� on� Foucault)와,� 푸코의� 사유,�
인식론에� 기반해� 문제인식과� 분석방법론을� 응용하는� 푸코주의적� 연구(the� Foucauldian� studies)로� 나눌�
수� 있다(진태원,� 2012:� 424).� 본� 연구는� 후자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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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
푸코24)는 근대적 절대공간 개념이 지배적이던 지리학계에 사회공간론25)과 

관계적 공간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여 공간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학자이다(권오혁 외 5인, 2011: 273). 푸코는 특히 통치성 이론에서 공간을 
통치성 수단으로 보았다(Huxley, 2008: 1646; Braun, 2014; Boano, 2017; 
Oesch, 2020). 통치성 이론은 통치주체인 국가, 지방정부, 시장과 같은 권력이 
공간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한다(김동완a, 2013: 129, 154). 그러한 통치성 이론은 통치와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지리학에서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통치주체가 
피통치주체를 통치하는 것이 어떻게 공간을 변화시키는가를 통치성 이론으로 
설명해왔다(Huxley, 2008: 1653). 

본 연구가 푸코의 통치성 장치 이론을 연구의 가정으로 설정한 이유는,  

24)� 프랑스� 현대� 사회철학자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지식의� 고고학,� 권력의� 계보학
적� 방법론을� 통해� 역사의� 불연속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후기� 구조주의(혹은�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로� 알려져�
있다.�
푸코의� 철학적� 사유는� 인간의� 절대이성을� 신봉하는� 계몽주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근대� 지식체계의� 만고불
변성,� 절대성을�의심하는�데서부터�시작되었다.� 그는� 전통�철학자들의�유구한�관심주제였던�진리�문제에� 대
해� 사회구성적� 관점을� 견지한다.� 또� 그는� 역사중심적� 사고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경제결정론,� 구조주의,� �
당시에� 성행한� 현상학� 등� 근대철학에� 대한� 회의적� 사유로부터� 그것과는� 차별적인� 독자적� 방식을� 추구(고
든,� 1997:� 12)한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사회와� 공간을� 생산하는� 문제를� 자신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초기에는� 개별� 인간을� 대상으로� 한� 미시권력론� 및� 주체화� 과정을,� 중반기� 이후부터는�거시권력론으
로서�통치성� 이론�제시� 및� 근대� 통치체제인�국가와� 시장의� 주체화�과정� 규명에�몰두하였다.�
진태원(2012)에� 의하면� 푸코의� 통치성� 이론이�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점은,� 마르크스주의가� 국가의� 상
부구조라는� 거대권력� 기제를� 논하는� 데� 반해� 푸코의� 권력론은� 국가보다� 한참� 말단인� 학교,� 병원,� 감옥,� 군
대� 등에서� 미세하게� 작용하는� 주체화를� 다룬다.� 통치성� 이론에서의� 주체화는�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주체화와�
다르게� 경제계급(자본가-노동자)� 간� 자본주의� 양식으로의� 주체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권력� �
및� 시대,� 사회적� 이슈에서� 작동하는� 주체화� 양식� 모두를� 미세하게� 포착한다.� 즉� 통치성� 이론에서� 이야기하
는� 주체화는�제도� 내부에서�작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 바깥에서�어느� 곳에나� 어떤� 것을� 통해� 작동하는,�
개인의� 행동규범을� 체화시키는�행위� 모두를� 포괄한다(422).� 따라서� 통치성� 이론에서�의미하는�주체화의�상
은� 때로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모습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주체화와�
구분된다.
25)� 사회공간론은� 사회현상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대에� 불과하다는� 공간결정론이나,� 자연상태의�
가치중립적� 물질로� 공간을� 인식하는� 공간물신론을� 지양한다.� 사회공간론은� 공간이� 사회적� 구성물� 및� 구성
원인인�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자� 결과� 혹은� 과정으로� 상호작용한다
는�공간인식론(박영민,� 1997:� 1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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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 이론이 통치주체의 공간생산이라는 사회공간론, 관계론적 공간 인식론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의 대내외적 구조 측면 뿐 아니라 도시 내부 미시적 
행위자의 정치적 역학관계, 이들과 경관 간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치성 이론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이 가설을 실제 연구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통치성 수행을 서울시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의도를 통치성 수행으로,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를 통치성 
수단인 ‘장치’ 형성과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여가공간인 도시공원 
조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와 프로세스를 도출해, 
궁극적으로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

푸코는 근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인 통치성을 근대 이전 
통치방식인 압제, 폭력과는 전혀 다른 통치방식으로 보았다(미셸 푸코, 2011b: 
167). 통치성(governmentality)26)은 푸코가 조어한 단어로, 
통치(government)와 합리적 이성(mentality)라는 두 개념어를 조합한 것이다. 
푸코는 통치성27)을 다음과 같이 광의와 협의로 정의했다. 첫째, 광의로는 어느 
누구나 통치주체가 될 수 있으며,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 즉 
사회 구성원의 품행을 특정한 모습으로 유도, 조형하는 지도방식(최명애, 2016: 
242; 이문수, 2009: 72; 유승호, 2013: 79; 김동완a, 2013: 134)으로 정의했다. 
둘째, 협의로는 국가나 지방정부, 시장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26)� 통치한다는�것과� 통치성이라는�개념의�의미는� 같은�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이는� 근본적으로�다르다.�
일반적으로� ‘통치하다’는� 것은� 13-15세기에는�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이는� ‘공간에서의�
이동,� 운동,� 물질적� 생필품� 조달,� 개인에게� 부과되는� 치료나� 악속된� 구제,� 헌신적이고�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명령의� 실행,� 자신이나�타인의� 신체,� 영혼과� 행동방식에�행사될�수�있는� 지배,� 교류,� 개인들끼리의�순환과정�
및� 교환과정�전반을� 지칭하는�것’(미셸� 푸코,� 2011b:� 178)이었다.
27)� 미셸� 푸코(2011b:� 162)는� 통치성을� 다음의� 세� 차원으로� 정의했다:� 첫째,� 중세� 이후� 사법국가가�
15-17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면서� 사회에� 세세하게� 개입하여� 국가라는� 통치체제를�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통치�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 둘째,� 19세기� 말� 생명관리� 정치� 이후� 통치방식을� 통치성이라� 명명했다.�
즉� 국가가� 통치대상으로서� 인구를,� 통치를� 위한� 지식으로서� 정치경제학을,� 주요� 기술로� 안전기제를� 통해,�
통치� 수단인�각종�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 물리적� 환경의� 임의결합체로서�장치를� 사용해�행사하
는�힘의�벡터(이정희,� 2011:� 61;� 신충식,� 2010:� 161,� 162).
학문� 후반기에� 푸코는� 통치성을,� 통치하기�위한� 장치와� 지식을� 발전시킨�권력유형으로서� 서구� 전역에서� 주
권이나�규율� 같은�다른� 권력유형보다�더�수행하는�경향으로�설명하여�통치성의�추상수준을�높이게�된다.



- 29 -

통치주체가 합리적 목적(통치합리성28))과 수단(장치)를 통해 통치하는 기술(미셸 
푸코, 2011b: 387; Lemke, 2002: 52; 신충식, 2010: 161, 162)을 통치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협의의 통치성 정의를 따라 통치체제의 통치성 수행,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푸코는 ‘권력의 바깥’에서 통치주체를 바라본다. 그는 통치주체가 절대적인 
권력집단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성된 우연한 결합으로 간주한다29). 
통치성 이론은 통치체제의 권력 정당성, 누가 통치하는가와 같은 통치주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통치성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실질적 과정과 수단(장치)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30). 공간을 통치성 수단(장치)으로 
보는 통치성 이론의 강점은 통치주체가 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공간이라는 실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현대 신자유주의 지방정부의 통치성 수행 의도와 특성
통치성 이론의 시대적 확장성 덕분에 20세기 들어서도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현대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최명애, 2016: 243) 푸코 
또한 생애 후반에 신자유주의31) 통치성을 언급하였다. 푸코가 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세계화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28)� 근대� 이후� 통치합리성(목적)은� 군주나� 절대왕정의� 왕권� 신수나� 신탁통치� 등� 권력� 보존이나� 종교적� 목
적이� 아니다(임미원,� 2016:� 115).� � 이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통치
와� 군림의� 역전’(미셸�푸코,� 2011b:� 124)이다.�
29)� 푸코는� 통치주체를� 절대시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철학(벤담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홉스의� 사회계
약론� 등)은� 지도자나� 정부가� 절대적� 통치� 주권을� 갖는다고� 전제하지만,� 푸코에게� 통치주체는� 통치성을� 합
리적으로�수행하기�위해�임시적으로�결합된�가변적� 구성물에�불과하다.
30)� 푸코는� 초반에는� 통치성� 개념을� 통치합리성과� 통치수단(장치)으로� 애매모호하게� 사용하다가� 이후� 장치�
개념으로� 통치성� 실천� 수단을� 분리� 발전시킨다.� Gordon(1991)는� 초기�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통치목적(통치합리성)은� ‘통치성을� 실행하기� 위한� 추상적� 정신(mentality)’으로� 부연설명하였다(Sonn�
&� Gimm,� 25에서� 재인용).�
31)� 서구는� 1980년대� 오일쇼크와� 케인즈주의� 국가� 운영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개방화라는� 정치경제학적�전환과� 탈산업사회� 진입에� 따라�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Harvey(2006;� 145)는� 신자유주의를�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에� 기반한� 자유
시장과� 무역체계� 속에서,� 개인이� 하나의� 기업가로서� 시장�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개인� 및� 사회의� 발전
과� 삶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믿는� 신념� 혹은� 정치경제학적� 이론이자� 실행방식’(김
용창,� 2015:� 434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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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주의 통치성이 진화한 통치방식을 
뜻한다(임동근, 2008: 23, 25).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은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여 자본을 더 공격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임미원, 2016: 125). 예를 들어 통치주체(국가, 시장,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가 적극적으로 경쟁시장 원리를 모든 차원에 도입하는 것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발현으로 설명한다.

게다가 현대사회 통치성의 목적은 단순히 자원의 순환이나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문화, 정체성, 삶의 질과 같은 영역까지도 원활히 통치하는 
것으로 통치목적이 확장(Perrault and Martin, 2005, Brand, 2007: 619에서 
재인용)되었다. 현대사회는 근대사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 통치성에 관한 신푸코주의 연구는 인권, 문화다양성, 
성정체성(Zuckerwise, 2012), 여성문제(Moore, 2013), 환경문제(Fletcher, 
2017; Leffers & Ballamingie, 2013) 등을 통치성 관점에서 해석한다. 즉 
통치주체가 다양한 각종 사회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고 관리하는 현상을 통치성 
이론의 하위확장 개념으로 설명한다(최명애, 2016: 247; 도승연, 2009: 263, 
264; Brand, 2007: 619). 

예를 들어 통치주체의 환경보전 및 관리 기술을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Agrawal, 2005; Lin, 2017) 혹은 ‘생태통치성(ecologigal 
governmentality)’(Luke, 1999), ‘환경통치성’(Brand, 2007: 620)으로 
명명하여, 환경은 중립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담론으로 도구화되고 
권력관계 속에서 생산되며, 이를 시민에게 주체화함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 
합리성에 부합하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또 실증연구로서 최명애(2016)는 통치성 
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생태관광이라는 장치가 생태적 주체를 생산하는 통치성의 
일환이라고 보고 한국의 생태관광 사례를 통해 이를 규명하였다. 
Barnett(2001)은 문화지리학은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존재론적으로만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인식론으로서의 이론적 틀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문화통치성’ 개념을 제시하며 문화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식, 
권력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으로 본다.  Binkley(2007)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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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웰빙’ 생활양식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의 소비양식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화하는 통치의 일환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문제도 피통치주체가 스스로 통치(self-governing)하도록 
유도하는 통치술을 구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성 특징 중 하나이다. 
근대사회 통치성이 개인을 규율하는 방식이었다면,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쟁과 
기업가정신, 창발성과 같은 규범을 은연중에 주입해 개인이 스스로 인적자원으로 
경영하게끔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통치술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치성이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Larner 2000: 
5). Shin(2021)은 ‘이동통치’(governmobility) 개념을 제시하여, 코로나 
시대에는 기술에 의존하면서 이동/비이동 행위를 스스로 통치하는 이동통치가 
결정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이동과 비이동이 예전과 달리 재정비된다고 
주장하였다. 

Rosol(2015)은 지방정부의 밴쿠버 도심개발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통치성 기술 일환으로 거버넌스 방식을 실시해 도심부 1인가구 거주자의 반대를 
지지로 이끌어 낸 과정을 규명한다. 또 박주형(2013: 5)은 협치를 통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과정은 협치가 시민을 기성 통치체계로부터 해방시키는 대안적 
통치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도시관리에 필요한 권력의 ‘통치술’ 로 발명한 
하나의 기획된 실천이라는 신푸코주의적 시각에 동조한다. 

푸코는 통치주체인 근대국가의 통치성과 수단(장치)을 고고학, 계보학적으로 
분석32)했다(신충식, 2010: 132; 임미원, 2016: 99). 그러나 푸코가 제시하는 
통치성 이론은 근대사회 국가의 통치성만을 분석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정희, 2011: 59; Lemke, 2001: 201). 푸코의 통치성 사유는 각 
시대를 통치하는 통치체제의 통치성을 분석할 수 있는 확장성33)을 
가진다(임동근, 2009: 1; Huxley, 2008: 1650; Lewi & Wickham, 1996: 52; 

32)� 그럼으로써�근대국가�권력유형인�주권(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 사목권력을� 통치성의�세부범주로�
포괄해� 초기� 권력론을�통치성� 이론� 속에�포함시켰다(신충식,� 2010:� 143).�
33)� 푸코는� 근대� 초기인� 16-18세기� 중상주의� 근대국가� 통치성의� 작동방식과� 효과부터,� 19세기� 자유주의
에� 따른� 중농주의� 및� 정치경제학의� 통치성,� 20세기� 중반� 복지국가의� 실패�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통치성
을�계보학적으로�논의하였다.� 푸코가� 역사적�시대의� 변화에� 따른� 통치성의�가변성을�연구해왔기에,� 그가� 다
루지�않았던� 현대사회�통치체제를�분석하는�것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연장선에서�타당하다.



- 32 -

신충식, 2010). 특히 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통치주체가 국가 뿐 아니라 
지역단체, 초국적기업, 국제기금기구, 지방정부, 초국경기업 등 다양한 
통치주체가 등장하는 현상(Huxley, 2008: 1652; 안영진, 최병두, 2003: 189)을 
푸코는 권력관계가 재구조화되는 통치성의 변화과정 중 하나로 본다(Lemke, 
2002: 57).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방정부라는 
통치체제가 수행하는 통치성을 규명(Dikeç, 2007; Wang, 2017; Sequera & 
Janoschka, 2015; Rosol, 2015)하는 데에도 통치성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 도시통치 권한이 이양된 이후의 지방정부 
도시정책을 분석(Pow, 2018; Lin & Chiu, 2019; Kuecker & Hartley, 2020; 
Tulumello & Iapaolo, 2021; 정학성, 김숙진, 2020)하는 데 푸코의 통치성 
이론이 매우 유용한 프레임이 되고 있다(Huxley, 2008: 1653). 예를 들어, 
도시정책 형성과정을 통치성의 문제화-합리성 도출-주체화라는 과정과 조응시켜 
분석하거나(Kusno, 2011; Brand, 2007; 도승연, 2017), 특정한 정책, 제도, 
법과 같은 장치가 어떻게 시민을 주체화시키는지(Braun, 2014; 박주형, 2013; 
도승연, 2009)를 분석하는 데 통치성 이론이 기여한다. 

근대사회에 지방정부는 집합적 소비재를 공급하는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만 개입(Morange and Fol., 2014, 김용창, 2015: 437, 
438에서 재인용)하는 것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세계화로 인해 도시단위 스케일로 
정치, 경제단위가 재구조화(Dannestam, 2008: 353)되면서 지방정부가 주요 
통치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안영진, 최병두, 2003: 189).

지방정부는 전지구적 자본시장에서 영토 스케일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구(Peterson, 1981)해야 하는 통치목적을 갖는다. 특히 도시는 일종의 
‘성장기계(growth machine)’(Logan & Molotch, 2012)로 자본의 증식과 순환 
및 재창출을 위해 통치성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국가가 수행하던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통치목적을 국가로부터 일임받게 된다. 예를 들면 복지(Dannestam, 2008: 
355), 불평등, 환경, 삶의 질과 같은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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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최명애, 2016: 238). 더욱이 탈산업사회에 등장한 개인의 정체성, 인권, 
문화다양성, 성정체성, 지속가능성, 도시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관리해야 할 통치목적이 지방정부에 부여되기 
시작했다(도승연, 2009: 263, 264).

통치성 연구자들은 특히 지방정부가 거버넌스, 참여를 정책 추진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성 수행(김용창, 2015: 434; Burchelll, 1993: 
275-6, Lemke, 2001: 202에서 재인용; Peters, 2014: 31)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치술은 피통치주체인 개인이 고용, 빈곤, 질병, 건강과 같은 
사회의 위험을 ‘스스로 대처(self-care)’하게 하여(Rose, 1990; Lemke, 2001: 
201; Dey, 2014; Hamann, 2009; Larner, 2000: 6) 결과적으로 통치주체가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다(Barnett, 2005: 7). 

 
본 소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통치주체가 

피통치주체인 개인을 경쟁력 있고 창발적이며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유도하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방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지역이 성장해야 하는 통치목적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원활히 관리해야 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게 된다. 
현대 신자유주의 시대 지방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을 스스로 
창발적인 모습으로 유도하는 통치성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통치성 수행 의도로 통치성 수단(장치)인 
공간을 생산한다고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왜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지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여가통치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론에서 답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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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통치성: 통치주체의 여가를 통한 통치성 수행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노동 및 생산에 관한 관심은 

활발하였던 데 반해, 여가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가 후기산업사회  
이후 증가했다(크리스 로젝, 2002: 12). 현대도시에서는 여가가 매우 중요한 
생활양식이 되었으며 도시여가공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는 관광의 일부로 미미하게 다루어질 뿐 심층적인 연구가 충분치 
않았다. 또 여가가 근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통치성 연구에서도 
여가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현상 중에서도 ‘여가’라는 행위가 통치성 그리고 
여가공간과 갖는 관계를 연결한다. 로젝(Rojek, 1985)은 푸코의 통치성 사유가 
여가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인식의 깊이를 천착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조광익, 2002: 274에서 재인용). 

‘여가’에 대한 보편적 정의34)는 “수면 및 의식주 등 생명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직업적,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 이외의 행위로서, 휴식, 즐거움, 지식고양, 

34)� 여가(Leisure)의� 어원은� 리세레(Licere)라는� 라틴어로부터� 유래했다.� 리세레의� 뜻은� ‘일과� 직업에서� 자
유로운’이라는� 뜻이다(Bucher,� 1979,� 최자은,� 2012:� 16에서� 재인용).� ‘여가’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시간적� 측면으로서� 자유시간,� 행위의� 유형,�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여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여가활동은� 크게� 생활권� 여가활동과� 관광권� 여가활
동으로� 구분하고� 상세분류로� 단순히� 즐기는� 활동,� 보는� 활동,� 쉬는� 활동,� 사교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동완b,� 2002).�
여가활동을� 적극성을� 기준으로� 구분(윤소영,� 2013:� 2)하면�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나눌�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는� 정적인� 여가를,� 후자는� 주로� 야외,� 특히� 공공여가공간을� 포함
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하는� 여가활동을� 지칭한다.� 개인적� 차원의� 사적� 여가활
동-독서,� TV시청,� 수면� 등-� 역시� 여가이지만,� 본� 연구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여가공간� 생산과정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여가활동은�논의� 범주에서�제외한다.
여가는� 관광,� 레크리에이션,� 문화라는� 개념과� 자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여가사회학자들은� 여가를� 상
위개념으로,� 관광을� 여가의� 일부� 유형으로� 보는데(Dumarzedier,� 1967;� Krippendorf,� 1987;� Rojek,�
1993),� 스미스(V.Smith)에� 따르면� 관광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집이� 아닌� 원거리의� 장
소를�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여가를� 향유하는� 행위”(1989:1)로� 정의하고� 있다(닝왕,� 2004:� 33에서� 재인용).�
여가는� 관광의� 필요조건이며(Nash� 1981;� Pearce� 1989:1)�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가활동이� 아닌� 원거리� 방
문은� 관광이라고� 할� 수� 없다(닝왕,� 2004:� 26에서� 재인용).� 여가와� 관광의� 차이점은,� 여가는� 이용자를� 외부
인이� 아닌� 근거리� 거주민� 혹은� 도시민으로,� 관광은� 이용자를� 외부인-원주민으로� 구분한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의� 활동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다양한� 여가행위� 중� ‘즐기는� 것’에� 조응한다.� 문화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여가와의� 관계가� 다른데,� 문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여가가� 문화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협의의�
개념인� 문화예술로�본다면� 여가의�한�행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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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계발, 자발적 공동생활에의 참여 등과 같은 활동을 자유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 행위”(Dumazedier, 1960: 527, 김문겸, 2000: 164에서 
재인용)이다. 여가공간35)은 여가행위가 실현되는 물리적 장소와 그 속에 포함된 
각종 비물리적 사물의 집합체를 지칭한다(최자은, 2012: 18). 

일반적으로 여가란 사회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인 것,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영유하는 것,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것(조광익, 2007: 
394; 2002: 256)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가가 통치주체가 통치성을 
수행하는 영역의 하나로 보고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여가 분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푸코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통치하기 위해 여가를 
재구성(조광익, 2005a: 99)한다고 주장했다. 근대사회에 여가는 규율권력, 
사목권력, 생명권력 수행전략으로 활용되었다(조광익, 2005a: 114). 근대 
통치체제는 여가의 행위양식을 교육, 감시, 관찰하면서 시민의 행위를 규율하며, 
피통치자의 안녕과 복지를 여가를 통해 사목권력을 행사한다. 또 여가를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생명권력 수단으로 활용했다(조광익, 2002: 268). 

또 그는 여가가 권력-지식이 작용하는 정치적 산물로 보았다. 여가학, 
관광학자, 언론, 정책추진자, 여가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정책이나 교육, 
관리를 통해 개인과 집단을 특정한 담론 규범으로 유도(조광익, 2002: 256; 
크리스 로젝, 2002: 22, 88; Chung & Miller, 2000, 조광익, 2002: 270에서 
재인용)한다고 하였다.

35)� 공공공간이란� 물리적� 가시성과� 개방성� 뿐� 아니라,� 통치성� 맥락에서� 권력,� 제도,� 담론,� 경관이� 조합되어�
공공성을� 발현하는� 영역(sphere)(Madden,� 2010:� 191)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대상인� 여가공간의�
경우,� 사기업의� 기획-관리-운영을� 통해� 자본창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민간� 여가시설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 이외의� 통
치목적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공간이란� ‘공공여가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논의
의� 범위를� 조작적으로�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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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가통치성 개념 정의 
출처: 연구자 작성

이에 본 연구는 여가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치성 연구와 접목시켜 통치성 
이론의 하위확장 개념인 ‘여가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여가통치성이란 ‘통치주체가 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여가를 통해 피통치주체를 
특정한 여가주체의 모습으로 유도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위 
[그림 9]과 같다. 여가통치성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이유는 현대 지방정부가 왜 
여가공간을 생산하는지 의도를 밝히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 여가통치성 개념을 추상화한 근거는, 후술할 아래 <표 7>와 같다. 
사회의 통치목적 변화에 따른 여가, 여가공간의 변화양상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근대 초기(17세기)에 피지배계급에게 여가시간과 여가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농경활동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이 존재하는 데 그쳤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노동자가 된 농노, 소작농들도 여가, 여가공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았고 
노동공간, 거주지 인근 술집, 공터에서 축제, 음주가무를 즐기는 수준이었다36). 
그런데 부르주아37)들은 노동자의 여가를 근대사회 합리성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캠페인38)을 벌였고, 이후 농경적 여가행태는 사라지고 당대 주류 통치주체의 
여가양식이 노동자의 여가양식으로 재구성된다(김문겸, 2002: 16). 즉 당시 
여가는 산업사회,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피지배계층의 생활양식을 

36)� 이들은� 여가행위로� 주로� 교회에서� 주최하는� 종교적� 행사나� 마을� 커뮤니티� 내� 전통놀이문화와� 음주가
무를�결합한� 축제,� 경마와� 투계와� 같은� 사행성,� 폭력적�활동을� 했다(김문겸,� 2002:� 13).�
37)� 신흥� 자본가계급의� 여가생활은� 프로테스탄트적� 생활양식을� 준수하는� 여가(원예,� 가정음악� 등)였고,� 노
동자들의�여가활동을�파괴적이고�두려운�행위로� 보았다.�
38)� 생활양식개조운동,� 금주운동,� 동물애호운동,� 합리적� 레크리에이션운동(김문겸,� 2002:� 16)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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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시키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김문겸, 2002: 11). 
17-18세기 무렵에는 영토성에 기반한 근대국가로 통치체제가 개편된다. 

근대국가는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통치 정당성을 피지배계층에 주입시키고자 
여가공간을 활용(미셸 푸코, 2011b; 조광익, 2005a; 김문겸, 2007)하였다. 이에 
국가주도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문화·여가정책을 관장하는 
전담조직이 탄생했다. 공공여가공간은 정책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여가프로그램-역사교육, 전통문화-을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 상연하는 등 
국가주도의 여가행위 양식을 조형했다(신종화, 2005: 286). 

산업사회 초기(19-20세기 초반) 여가는 노동자의 신체리듬을 회복시켜 노동에 
재투입하려는 생산성 향상 목적39)으로 활용되었다. 극한의 노동환경은 1848년 
노동혁명을 촉발시켰고, 이를 계기로 통치주체인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여가 
주체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신종화, 2005: 283, 284). 당시 국가는 
레크리에이션 담당조직, 관련 예산배정, 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해 도시 
내에 집단적 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여가공간을 조성한다(크리스 로젝, 2002: 89, 
90; 신용석, 2005: 138). 이 시기에 조성된 대표적인 근대 여가공간은 도시공원, 
극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산책로, 테마파크, 스포츠시설, 쇼핑몰 
등이다. 특히 도시공원은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도시 내에 필수적으로 
배분되도록 제도화40)되었다. 

세계대전 후 20세기 중반에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여가 및 소비중심 사회로 전환되었다(김영래, 
정병웅, 2012: 14; 김문겸, 2002: 29). 대량소비형 관광산업이 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여가는 대중문화산업 속으로 포섭(조광익, 2007: 400)된다.  
대도시에는 문화산업 재생산에 기여41)하기 위해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경기장 

39)� 여가는� 근대사회에� 자본가-노동자로� 계급이� 나누어진� 후� 자본가가� 노동자의� 생산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의도적으로�만들어�낸�사회적� 양식이다.
40)� 영국은� 1933년� 도시� 공공공간을�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전환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는� 노동자의� 여가
생활에�대한� 제도적� 기틀을�마련하고자�함이었다(Conway,� 1991,� 조경진,� 2003:� 28에서�재인용).
41)� 마르크스주의자들은�여가� 역시� 노동소외와�마찬가지로�노동자들이�여가에서도�소외된다고�보았다(심윤
종,� 1995:� 16).� 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 비노동시간에�체력을� 비축시킬�목적으로� 노동시간의�시스템�
속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Althusser(1971)는� 여가는� 국가� 이데올로기�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를� 선한� 여가�
시혜주체로� 인식하게� 해�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본다(크리스� 로젝,� 2002:� 52,� 53;� 조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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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업여가공간이 활성화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며 원거리 
관광지나 레크레이션 시설이 교외에 개발되었다. 여가는 거주지를 떠난다는 
‘관광’개념으로 정착되어 교외 여가공간과 도시 거주지는 물리적으로 뚜렷이 
분리되었다. 이 시기 여가공간은 자연공원, 경기장, 쇼핑몰, 휴양관광지,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지가 대표적이다. 

래쉬와 어리(Lash and Urry, 1994)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에는 지식, 정보, 
미학적 요소가 기호가치를 형성42)하며, 잉여생산력이 증가해 소비와 여가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었다(김문겸, 2002: 29에서 재인용). 사람들은 재화를  
상징이자 기호로 소비하여 소비가 곧 여가활동이 되었다43). 여가활동은 집단적, 
수동적 여가활동에서 점차 개인화, 다양화, 능동적으로 변화44)하였다(크리스 
로젝, 2002: 194, 195; 김문겸, 2002: 34). 이 시기 여가공간은 공간의 
상품화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후기자본주의 재생산에 기여하였다(김문겸, 2002: 
36; britton, 1991, 신용석, 2005: 143에서 재인용). 대형쇼핑몰, 백화점과 같은 
유통공간이나(심창섭, 서용석, 2010), 도시 내 다양한 경관과 명소, 주거지의 
고유한 문화양식이 여가화(이경은, 2015; 민웅기, 한승훈, 2016: 130)되는 등 

2010:� 136).� 후기�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가(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은� 여가는�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도구(조
광익,� 2005b:� 110;� 김문겸� 2002:� 36)으로� 본다.� 특히� 이들은� 문화산업을� 경제계급� 간� 양극화,� 계급적� 구
조의� 고착화를�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적� 시멘트’라고� 비판한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통해� 허위의식을� 주
입해�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시키고,� 맹목적인�소비를� 조장해� 자본주의� 속으로� 노동
자를� 예속시키는� 자본가들의� 전략(김영래,� 정병웅,� 2012:� 14)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푸코가� 여가를�
사회규범을�제공하는�규율권력으로�보았던� 인식과�유사하다.
42)� 포스트모더니즘은�후기산업사회를�설명하는�대표적� 사조이다(신승환,� 2003:� 8;� Harvey,� 1989,� 크리스�
로젝,� 2002:� 34에서� 재인용).� � 이는� 근대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중심성,� 주체의� 다원성,� 구조의� 해체,�
이성적� 사고로부터�직관적,� 미학적�감각의� 중시,� 유연함을�강조한다.
43)� 소비중심� 사회의� 여가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문화이론가인� 베블렌,� 부르디외,� 보드리야르가� 있다(김종
수:� 2004).� 베블렌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와� 여가행위가� 현대사회에� 만연하는데,� 여가를� 향
유할� 수� 있는� 계급은� 유한계급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계급적� 상징이라고� 본다.� 사회의� 지배
계급인� 유한계급의� 취향과� 여가행태가� 무한계급의� 롤모델로� 선호되면서,� 유한계급의� 여가양식이� 사회� 전반
의� 여가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보았다.� 부르디외� 역시� 여가와� 관광을� 학습된� 사회적� 기호와� 상징으로�
보았다.� 그는� 여가는� 문화적� 실천으로서� 사회적� 계급을� ‘구별짓’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는� 여가는�
상품� 자체를� 소비한다기보다는� 상징을� 소비하는� 것이� 되었으며,� 문화자본인� ‘아비투스’를� 발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보들리야르� 또한� 여가행위는� 어떤� 종류의� 여가에� 참여하는가에�따라� 일종의� 기호로서� 사회
계층을�표상하며,� 여가소비는�사회적� 위치를�소비하는�것과� 같다고�본다.�
4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여가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사회라는� 외부� 환경에� 의해� 강요된� 여가행
태를� 유도하여,� 표면적으로는� 해방되어� 보이지만� 결국� 일상에서� 소외되는� 장치에� 불과하다(인태정,� 2010:�
211)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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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공여가공간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45)이 나타났다. 

앞선 문헌 고찰을 통해 여가가 근대~ 산업사회 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을 주체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크리스 로젝, 2002: 88)이었다는 것을 알 

45)� 여가행위의� 부분집합인�관광은� ‘원거리의�여행’을� 지칭했다.� 근대사회에서는�도시� 외곽� 혹은� 도시와� 멀
리� 떨어진� 장소에서� 주로� 일어났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부터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가� 기호,� 상징자본을�
창출한다.� 이에� 관광목적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도시�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관광
학� 분야에서는� ‘도시관광(urban� tour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구분 근대사회 초기 근대국가 성립기 산업사회 초기 산업화 시기 후기산업화 시기

연대 17세기 17-18세기 19-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 20세기 후반-
21세기

통치
주체

신흥계급
(부르주아) 근대국민국가 중앙정부(국가) 중앙정부(국가)

대중문화산업자본
국가, 도시정부,

민간 간 거버넌스

여가
를 

통한 
통치
목적

기존체제의 
피지배계급을
산업시대 노동자로 
재구조화

영토성 강화
민족공동체 강조
근대국가 안정화, 
사회안정, 
근대국가체제 
구성원 정체성 부여

국가가 집단화된 
대중에 대해 
정책적으로 주체화 
대상으로 인식, 
근대적 여가규율 
정비 및 정책실행

문화산업의 
자본창출 극대화,
자본주의 생산력 
극대화

상품의 
기호가치화를 통한 
소비 극대화, 
자본의 재생산

다원화 사회의 안정

도시
여가
공간

노동자: 별도의 
여가공간 없음

부르주아: 가정 
중심, 개인정원

박물관, 공연장, 
도시공원, 도서관 
등 조성 국가주도의 
문화행사 주최

극장,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산책로, 공연장, 
도시공원, 테마파크, 
스포츠시설, 쇼핃몰 

교외 대규모 관광지
도심 내 각종 
영리목적의 
여가시설(영화관, 
경기장, 테마파크)

소비공간의 
여가공간화(쇼핑몰, 
호텔, 백화점 등)
도시주거, 
생산공간이 
여가공간으로 
역공간화

여가
행태

노동자: 축제, 
음주가무

부르주아: 도덕적 
여가(원예, 음악회 
등)

주류사회의 
여가양식으로 
재구성: 
생활양식개조운동, 
금주운동, 합리적 
레크리에이션 운동

지배계층은 
고급여가문화 
소비로 자신들을 
구별짓기

노동자들은 
주거공간 
커뮤니티나 주점 
등에서 유흥을 즐김

혼합대중의 시대
대중문화소비(TV, 
스포츠, 영화, 음악 
등)
교외 관광 활성화

개인화, 다양한 
여가활동 등장,
교육, 체험,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이 
여가활동으로 포함

쾌락, 심미성 강조
소비의 여가화

특징
지배계급-피지배계
급 간 여가행위, 
공간 분리

국가주도의 여가가 
시민여가생활 주도

근대적 여가행태의 
법적 정책적 제도화

국가와 자본가의 
적극적인 
여가문화산업 진흥

여가활동 및 
여가공간의 
탈경계화, 다양화

출처: 김문겸(1993: 99)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7> 사회의 통치목적 변화에 따른 여가행위 및 여가공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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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가공간은 여가통치성을 수행하는 수단(장치)으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조광익, 2002: 267). 이는 통치성 이론에서 
공간을 통치성 수단(장치)으로 보는 것과 상통한다. 

본 절에서는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 지방정부가 통치성을 수행하는 데 여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의 여가통치성 
의도를 유추하기 위해 현대 지방정부의 통치성 특성을 앞서 1.에서 살펴본 
것이다. 1.의 내용을 통해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 지방정부가 여가통치성을 
수행하는 의도는 도시를 성장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통치목적을 더 전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통치, 경쟁하는 창발적 주체로 시민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가설이 여가공간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지, 그 의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 연구사례 분석에서 확인해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통치성 수단인 ‘장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통치성 
수단으로서의 공간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틀로 ‘장치 개념을 차용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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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프로세스
1. 통치성 수단인 ‘장치’ (dispositif)로서 공간

푸코는 통치성 이론에서 누가, 왜 통치했는가에 대한 통치주체의 의도 뿐 
아니라, 통치목적 달성을 위해 통치주체가 어떠한 구체적 수단, 방법을 사용하며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주목해 ‘장치’ 개념(고든, 콜린 외, 2014: 16)을 제시했다. 
본 절에서 ‘장치’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푸코가 도시공간을 단순히 통치성 
배경이나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통치성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Brenner, 1994, 고든, 콜린 외, 2014에서 재인용)이다. 

 통치성 ‘장치’라는 개념은 공간과 통치성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즉 
공간생산 과정을 통치성 장치의 형성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 개념의 
공간으로의 확장은 공간 생산의 사회구성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통치성 
수행과정에서의 공간의 비중을 확장하며, 특정 사례를 통치성 장치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여가통치성을 수행함을 전제로, 여가 ‘공간의 생산 
과정’을 여가통치성 ‘장치 형성과정’으로 정의한다. 즉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여가공간이 여가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통치성 수단인 ‘장치’로서 피통치주체를 
주체화하는 실천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통치성 수단을 추상화한 ‘장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공간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푸코는 공간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단위로 활용(Huxley, 2008: 
1646; Fontana-Giusti, G., 장정제 역, 2013: 17, 123)한다. 통치성 이론에서 
푸코는 추상적 개념인 통치성을 실제 수행하는 현실적 수단이 공간(유승호, 
2013: 77)이고, 통치성의 수행 결과도 공간이라는 실체로 나타난다고(Huxley, 
2007:199) 본다46).

46)� 푸코는� 통치성의� 계보학� 분석과정에서� 도시공간을� 통치성� 수단인� 장치로� 강조했다.� 도시는� 16세기� 근
대사회� 이전까지는� 군주,� 영주의� 지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중심지였다.� 그런데� 근대사회� 이후� 도시
를� 통치성�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도시에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이� 탄생하였
고,� 자본과� 생산수단이� 도시로� 집중했다.� 봉건사회� 지배계급의� 치안,� 집합적� 소비재,� 복지와� 위생,� 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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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지리학 분야 기존연구는 사회지리학, 정치지리학 
영역에서 주로 근대국가라는 통치체제가 생산한 공간을 통치성 이론을 통해 설명
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 국가의 영토화(Hannah & Hannah 
2000; Braun, 2000), 인구관리(Legg. 2005; Philo, 2001; 2005), 지도화 작업
(Azaryahu  & Golan. 2001; Pickels, 2012; Elden, 2002; Crampton, 
2003), 통치체제 상징공간 조성(Crampton, 2001; Kearns, 2001) 등 통치성을 
공간을 수단으로 수행한 사례연구가 있다. 또는 푸코가 언급한 규율장치를 감시
공간(Donaldson & Wood, 2004; Graham, 1998; Koskela, 2000; Hannah, 
1997), 감옥(Sibey & Van Hoven, 2009), 정신병원(Philo, 2004)과 같은 구체
적 공간을 사례로 하여 주체화 과정을 분석하거나, 통치성 수행 시 공간을 통해 
피통치주체를 인종, 성(Mills, 2016; Kobayashi & Peake, 1994), 식민-피식민
(Scott, 2005; Legg, 2007)으로 배제하는 현상을 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사회·
정치지리학 분야의 통치성 이론 관련 연구는 공간을 통치성 수행의 일회성 도구 
혹은 결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Huxley, 2006; Brady, 2014; Pløger, 
2008: 54). 

이는 통치성 수행 과정 전반에서 공간이 주체화에 미치는 실천적 영향력을 과
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공간이 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주체
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데 있어 ‘장치’ 개념이 유용하다(Murdoch, 
2004: 50)고 본다. 

푸코는 통치성 수행 수단을 ‘장치(dispositif)’ 개념으로 조어(임동근, 2009: 
1)했다. 장치란 통치성 수행과정에서 피통치주체를 주체화47)하는 기능을 가진 

을� 제공해야� 하는� 통치목적이� 근대� 국민국가의� 통치목표가�되었다.� 도시는� 물자와� 자본의� 순환이라는� 목표�
속에서� 안전장치(미셸� 푸코,� 2011b:� 101)의� 공간적� 수단이� 된다.� 이에� 도로,� 광장,� 건축물,� 시장� 등� 도시공
간을�조성� 및� 재정비한다(미셸� 푸코,� 2011b:� 48,� 452;� 임동근,� 2009:� 3;� 임미원,� 2016:� 109-110).
푸코는� 근대국가의�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수행을� 도시공간�생산과정인�영토,� 구체적� 규율공간,� 환경
정비� 계획행위와� 조응시켰다(미셸� 푸코,� 2011b:� 31).� 주권은� 영토를� 구획하고� 국토를� 중심(수도로서의� 도
시� 재조직)-주변부로� 권력의� 위계에� 따라� 서열화시키며,� 규율은� 특정한� 행위만을� 하도록� 기능주의적,� 건축
적� 공간질서를� 배열하고,� 생명은� 도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인구를� 유지시키고자�
한다(미셸�푸코,� 2011b).
47)� 서양� 계몽주의� 철학사상은� 인간이� 자율적,� 개별적� 존재이며,� 합리적� 이성을� 가진� 판단� 주체,� 도덕적이
며�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신승환,� 2003:� 23)로� 인식한다.� 또� 개인의� 절대이성을� 신봉하며�실증주의를� 강조
(도승연,� 2009:� 255,� 257)했다.� 푸코는� 이러한� 절대이성을� 가진�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 비판적� 회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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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아감벤, 양창렬 옮김, 2010: 33)으로 ‘통치주체→장치→주체화 대상인 
피통치주체’ 라는 도식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장치’라는 단어를 푸코는 
일반명사48)로서가 아니라 통치성 수단인 권력-지식, 담론, 제도/법, 경관이라는 
구성요소49)(허경, 2012: 23)의 아상블라주(assemblaging50))(이문수, 2009: 72; 
아감벤, 양창렬 옮김, 2010: 28)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푸코는 공공계획을 통해 조성된 공공공간을 대표적인 통치성 수단(장치)으로 
보았다51)(고든, 1997: 117). 푸코의 통치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도시계획 이론가
들은 도시계획을 통치성 수단인 장치로 간주(Pløger, 2008; Flyvbjerg et al., 
2002: 50)하였다. 이들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가들이 권력과 지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통치성이 추구하는 사회규범을 공간에 구현한다(Hetherington, 1997: 62, 
Certomà, 2015: 35에서 재인용; Huxley, 2008: 1653)고 주장하였다. 또 권력
에 의해 생산된 공공공간의 배치, 분포, 용도가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인간을 
주체화하는 과정을 장치의 실행으로 본다(도승연, 2009: 255, 257; Huxley, 
2008: 1653; 임동근, 2009: 2; Ogborn, 1992; Lewi & Wickham, 1996: 
Sonn & Gimm, 2013). 

졌다.� 그리고� 인간은� 지식과�권력,� 담론에�의해� 타의적,� 수동적으로�주체화된다는�관점을� 고수한다.�
48)� 장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 도구� 따위를� 그� 장소에� 장착함.� 또는� 그�
기계,� 도구,� 설비’이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dict.naver.com/).
49)� 푸코의� ‘담론’� 개념은� 그의� 연구사� 변천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허경,� 2012:� 5).� 푸코는� 장치� 개념을� 연
구� 초기에는� 사용하지�않았으나,� 점차� 통치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통치성을� 실천하는� 수단의� 종합적� 결합체
로� 장치� 개념을� 정립시킨다.� 그리고� 통치성이� 주체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담론
과� 제도를� 장치의�구성요소로�통합시킨다.�
50)� Deleuze(1998:159)는� ‘얽혀있고,� 다중선형적인�임시적� 결합’을� ‘아상블라주(assemblage)’� 개념으로� 정
의한다(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Legg(2011:� 128)은� 각� 장치� 요소는� 추상적인� 아상블라주� 형태로�
연결되어�있지만,� 장치� 구성요소는�실재하는�것이라고�본다.�
51)� 근대국가는� 인구와� 자본,� 재화의� 순환을� 원활히� 하여� 국가의� 존립을� 강화하는�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행해왔다(유승호,� 2013:� 81).� 도시를� 기능과� 용도로� 배치하고� 교통망을� 정비하는� 계획
방식은� 도시� 내� 생산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것(도승연,� 2009:� 261)이다.� 17-18세기� 자유주의� 시대
에� 국가는� 주택,� 상하수도,� 위생,� 노동자� 통근교통,� 여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공간을� 정비(푸코,�
1986:� 243,� Certoma,� 2015:� 28에서� 재인용;� 임동근,� 2009;� Foucault,� 1977,� 유승호,� 2013:� 79에서� 재
인용;� Huxley,� 2008:� 1647)했다.� 또� 도시계획은� 지배체제� 정당성을� 곤고히� 하고� 체제전복을� 저지하기� 위
한� 공간적� 수단이었다.� 오스만� 도시재개조사업의� 경우� 1848년� 노동혁명을� 통해� 이들의� 결집이� 근대국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한다.� 노동자들이�공간적으로�집결해� 다시� 봉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차단
하고자� 주거지� 이전,� 분산정책,� 도심� 밀집지역� 철거,�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도시계획을� 활용하였다(민유기,�
200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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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신자유주의 지방정부 통치성을 장치 개념을 분석틀로 한 연구 
(Kuecker & Hartley, 2020; Uitermark, 2005; Roy, 2009; Kitchin et al., 
2020; 김동완, 신혜란, 2014; Haughton et al., 2013; Certoma & 
Notteboom, 2017; Wynne et al., 2020; Wang & Zhang, 2019; 
Moghadam & Rafieian, 2019; Huang & Wang, 2019; Schwak, 2016; 
Mckee, 2009; Pløger, 2008; Turumello, 2016; Brigg, 2001; Moore, 
2013)는 장치 중 정책이나 법제도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다. 비가시적 장치인 
정책과 법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통치성의 수행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공간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푸코가 장치 개념을 장치 구성요소 간 아상블라주로 정의한 것이 
관계론적 공간론에서 장소52)를 행위자-담론-경관의 아상블라주로 
정의(Anderson and McFarlane, 2011: 124; McFarlane, 2011; Farías & 
Bender(eds.), 2010; Legg, 2011)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이는 공간이 곧 
‘장치’라고 봄으로써 통치성이 수행되는 효과를 실체가 있는 공간을 통해 
경험연구(Wang & Li, 2017)할 수 있고, 공간이 통치성 수행 과정에서 갖는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장치’ 구성요소: 권력-지식, 담론, 경관
본 연구는 통치성 수단인 장치의 형성은 곧 통치성 수행과정에서 공간(장소)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각 장치 구성요소의 형성과정을 공간생산 과정으로 
분석할 것이다.  장치의 구성요소를 본 연구에서는 담론과 제도/법, 권력, 지식의 
경우 비가시적 요소로, 경관을 물리적 요소로 다음 [그림 10]과 같이 구분하였다. 

52)� 장소성을� 근대지리학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내부� 영역의� 절대적� 속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에드워드렐프�
저,� 김덕현� 외� 2인� 옮김,� 2005;� 이푸투안� 저,� 윤영호,� 김미선� 옮김,� 2020)이� 있었다.� 현대� 지리학에서�장소
성은�관계론적� 공간관� 일환에서�유연한� 개념으로� 확장되는데,� 장소를� 둘러싼� 외부의� 어떤� 공간스케일� 혹은�
시간성과�장소를� 연계하느냐에�따라� 다양한�장소성을�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박배균,� 2010:�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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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치성 수단인 ‘장치’ 구성요소
출처: 연구자 작성

1) 권력(power)-지식(knowledge)
푸코의 통치성 이론은 그의 대표적 사상인 권력론을 거시권력인 통치주체, 즉 

국가(정부, 시장)의 통치이론으로 확장시킨 것53)(정학성, 김숙진, 2020; 신충식, 
2010: 133)이다. 그는 초기에 제시했던 권력론54)에서 권력이란 대상을 명령, 
폭력, 압제가 아닌 지도, 유도하는 절차로 보았다(미셸 푸코, 2011b: 18). 또한 
푸코는 권력은 실체나 사물이 아닌 관계 속에서 갈등, 협상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임미원, 2016: 103, 105)

푸코는 하나의 지식체계가 담론이 되기 이전에 행위자가 지식을 선택하는 
권력-지식 간 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관계론적 공간 
측면에서 권력-지식의 연합이란 특정 공간의 정체성을 특정 행위자가 장소성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 장소성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권력-지식 연합이 
권력역학에 의해 경합한 결과로 해석할 때, 특정 공간에 하나의 장소성이 담론이 
되는 과정과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53)� ‘감시와� 처벌’까지의� 그의� 연구가� 주로� 개인� 단위의� 피통치주체를� 통치주체가� 주체화하는� 과정을� 규명
했다면,� 그는� 통치성� 연구부터는� 능동적� 주체로서의�자아와� 통치체제(거시권력)� 간� 주체화� 과정을� 규명했다
(Lemke,� 2002:� 52).
54)� 푸코의� 통치성� 장치� 개념에서�권력�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 권력론,� 일명� ‘권력의� 미시물
리학’(Lemke,� 2002:� 51)을� 살펴보아야� 한다.� 푸코는� 권력을�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게끔� 영향력을� 행사
하는� 힘”(스마트,� 1986:121,� 조광익,� 2005a:� 101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권력이란� 개인-
개인� 및� 가정,� 직장관계,� 교우관계에서부터� 사회조직�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편재하면서� 유기적으로� 조밀하
게� 조직된� 망이다(고든,� 콜린� 외,� 2014).� 그의� 권력론에서� 권력은� 지배와� 다른� 것이다.� 특히� 권력을� 통치자
에게�부여된� 당연한� 권리로� 보지� 않는,� ‘왕의� 머리를� 자르라’(폴켈리� 외� 7인,� 박유진,� 이시은� 옮김,� 2013)는�
관점을� 추구하여�현대� 정치철학에�파란을� 일으키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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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치주체 중 ‘지방정부’의 공간생산 과정은 주로 도시정치 분야55)에서 
다루어왔다. 도시정치 분야는 도시공간의 생산을 지방정부나 민간 행위자 간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분석을 한다. 
그래서 도시정치 연구에서 권력분석의 중심내용은 행위주체가 누구인가(지방정부 
관료, 시민단체, 초국적기업, 지역연고의 민간기업, 언론, 지식인, 사회엘리트, 
범국가적 기구 등), 이들 간 권력역학은 어떠한가(행위자별 권력의 강도), 
협상과정은 어떠한가(갈등, 연합, 협상)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도시정치 이론으로 신엘리트론, 신다원론, 성장연합론, 도시레짐이론, 
도시거버넌스 이론이 있다56). 

한편 푸코 이론은 통치체제 바깥에서 권력이 조직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포착하므로 ‘권력 바깥으로부터의 사유’라 불린다57). 또 푸코는 지식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결합하여 당대의 사회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생산한다(Foucault, 1998, Certomà, 2015: 29에서 재인용)고 본다. 그래서 
푸코의 권력 분석은 ‘누가’ 권력을 수행하며, 왜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보다는, 특정 시대에 나타난 통치주체가 어떤 지식과 행위자를 어떻게, 왜 
동원하는지를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고학적 방법론을 통해 

55)� 도시정치� 이론은� 1980년대� 후반� 후기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서구사회에서� 지방정부� 중심� 통치체제로�
도시가� 재편된� 이후,� 지방정부가� 어떤� 목적에� 따라.�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과�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이는가를�설명(이종열,� 1998;� 99)하는� 연구분야이다.
56)� 성장연합론이나� 신다원론의� 경우� 지방정부의� 행위자� 간� 연합은� 도시경제� 성장,� 편익� 추구� 등�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본다(김용창,� 2015:� 437-438).� 반면� 신엘리트론이나� 레짐이론,� 도시거버넌스� 이론은�
최근� 도시이슈� 해결과정에서� 행위자� 간에�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정책이슈를� 해결하기� 위
해� 연합하는�경향을� 설명한다.
57)� 푸코는� 미리� 특정한� 역사적� 주체-군주나� 정부-를� 상정하며�사실을� 서술하는�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
속에서� 통치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Foucault,� 1977,� 유승호,� 2013:� 78에서� 재인용;� 최명애,� 2017:�
242)한다.�
푸코는� 국가와� 시장을� 근대사회에� 우연히� 발생한� 관계망(미셸� 푸코,� 2011b:� 173,� 346;� 유승호,� 2013:�
79)으로� 본다.� 특히� 국가에� 대해� 푸코는� 국가가� 있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있어� 국가가� 등장한�
돌발사건으로�보고� 국가의� 신성화를�거부한다(김동완a,� 2013:� 145).� 이는�관계적� 사유를� 통해� 국가의� 존재
를� 인식하는�전략관계론적�국가론(Brenner,� 2004,� Jessop,� 1990,� 박배균,� 2007에서� 재인용)과� 유사하다.
푸코의� 권력� 및� 통치성� 이론은� 국가의� 절대적� 권한을� 전제한� 자유주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장으로서의� 다원론적� 국가관,�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관,� 국가가� 가진� 고유의� 능
력을� 긍정하는� 발전주의� 국가론과는� 차이가� 크다(이문수,� 2009:� 78;� 푸코,� 1980c,� 조광익,� 2002:� 260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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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특징이 있다(최명애, 2016: 245). 
도시정치 연구의 권력분석 방식은 행위자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과정을, 통치성 장치로서 권력분석 방식은 통치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왜 특정 
행위자와 지식이 연합 및 갈등하는지, 그리고 그 연유는 사회적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푸코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통치주체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을 
통치성 장치 권력분석(Lolenzini, 2018; Byrne, 2017; Wan, 2015; Garmany, 
2010)을 통해 도시정치 연구에서 간과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Bevir(2011)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도시정치 유형인 거버넌스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푸코의 
통치성 장치로서 권력-지식 분석이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거버넌스 이론을 
통치성 이론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Rolfe, 2018; Kitchin & McArdle, 
2020; Blakely, 2010; McKee, 2009)는 거버넌스 정책이 지방정부의 통치성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을 선별하는 권력-지식의 작동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거버넌스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의 합일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Huxley, 2013, Rutland & Aylett, 2008, Rosol, 2015: 
257에서 재인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치성 장치로서 권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권력분석을 
근간으로 하되 도시정치 연구에서의 권력분석 방식더 일부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둘 간 권력분석 연구가 상호보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정치 연구자들은 통치성 이론이 신자유주의 통치성 장치로서 권력-지식이 
연합되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통치성 이론 연구자들은 
도시정치 이론이 규명하는 다양한 행위자 구성과 권력 역학관계, 경합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연구분석틀에서 제시할 권력분석은 권력-지식 
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1) 주요 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 2) 권력-지식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담론(discourse)
담론이라는 용어는 푸코가 언급한 개념 중 하나이다. 담론의 사전적 정의는 



- 48 -

‘현실을 설명하는 언표(statement)와 규칙의 자기 지시적 집합체58)’이다. 푸코는 
담론을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식과 권력이 
연합해 생성된 것59)이라고 정의하고 담론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졌다(고든. 
1997: 125). 

푸코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진리체계가 불연속적인 지점이 나타나는 이유를  
담론으로 설명(신충식, 2010: 135)하였다. 특정 시대의 진리는 곧 권력과 지식이 
상호작용해 만들어낸 담론이며, 권력과 지식이 시대별로 상이하여 담론은 가변적, 
상대적(임미원, 2016: 107; 고든, 1997: 11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담론은 인간을 주체화하는 통치성 장치로 작용한다(허경, 2012: 13)고 하였다.

그런데 담론은 스스로 통치성 장치로 작용하기보다 담론이 제도로 투영60)되고 
(Sonn & Gimm, 2013: 24), 제도는 ‘공간계획’이 되어 공간에 구현(Flyvbjerg, 
2003, Certomà, 2015: 27에서 재인용)됨으로써 통치성을 수행한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공간계획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와 같은 통치주체는 통치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인 담론을 생산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어(Murdoch, 2004; 
허경, 2013: 10) 담론을 통해 통치의도를 공고히 한다,

정책분석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담론분석은 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키워드와 연관어가 무엇인지를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추출해 여론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Feindt and Oels, 2005: 165). 반면 푸코의 담론분석은 
일반적인 정책 담론분석과는 달리 담론의 생성 및 소멸 ‘과정’을 사회적 환경과 
관계지어 설명하는 데 더 주목한다(신충식, 2010: 162). 푸코의 통치성 
담론분석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론이 제시하는 규범(신충식, 
2010: 137)이 무엇인지의 측면과, 그러한 규범을 어떠한 의도로 통치주체가 
제시하게 된 것인지 그 사회적 배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58)� 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0571&cid=40942&categoryId=32859)
59)� 푸코는� 제도라는� 장치� 요소를� 사회적� 규범인� 담론의� 작동기술로� 보고� 담론� 속에� 포함시켰다(Pløger,�
2008:� 66;� 고든,� 1997:� 138).�
60)� 푸코의� 장치� 구성요소에는� 법제도,�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정
책(사업)을� 분석하고�있기� 때문에� 법/제도�분석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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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로 상이한 담론이 확인되는가? 
   → 연구진행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적 전환이 명백히 있었는지를 문헌을 통해 밝힌다.
■  어디에 그러한 담론이 공표되어 있는가? 
   → 정책문서, 계획, 프로그램 내용 및 제도, 사건 속에서 확인한다.
■ 담론 경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제도, 정책 변화과정 혹은 정책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 어떻게 담론 경합이 귀결되는가?
  → 새로운 정책이 실천된다, 이는 정책 서술문 등에서 분석할 수 있다.

출처: Sharp and Richardson, 2001: 201

<표 8> 푸코주의적 담론분석의 접근방식

이에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1) 일반적인 담론분석에서 수행하는 담론 
키워드와 연관어를 추출하고, 푸코식 담론분석에서 수행하는 담론이 지시하는 
구체적 규범을 밝힌다. 그 후 담론 키워드와 규범이 2) 어떠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통치주체가 그러한 담론을 만들어내었는지 그 의도를 규명할 것이다.  

3) 경관(landscape)

[그림 11] 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 경향 모식도
출처: 연구자 작성



- 50 -

본 연구가 수행하려는 푸코의 통치성 장치 요소인 경관을 분석하는 것은 타 
경관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림 11]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경관연구를 필자는 크게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자의 생산측면을 다루는 연구([그림 
11]의 A, B), 경관을 바라보는 소비자 측면을 다루는 연구[그림 11]의 C, D, E, 
F로 분류하였다. 또 E, F는 경관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C, D는 
소비자가 경관을 해석하는 방향을 표시하였다. 그 중에서 경관을 분석대상으로 
한 지리학 연구는 크게 인간주의지리학(A전제→C), 신문화지리학(B전제→D), 
재현지리학(F), 비재현지리학(E)이 있다. 

기존 경관분석 연구경향은 첫째, 인간주의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은 주로 
경관소비자가 경관을 바라보는 측면(C, D)과 경관이 경관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E, F)만을 연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간주의지리학61)의 경관론은 
공간생산자-소비자-경관 간 단절되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Ingold, 2000, 진종헌, 2013: 569에서 재인용). 그리고 주로 
미시행위자가 생산하는 문화(A)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시각적 경관(F)과 
관찰자(경관소비자)의 감정(C) 위주로 경관을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다.

신문화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주의지리학 경관론이 사회구조와 경관 간 
관계성([그림 11]에서 B)을 무시했다는 점을 비판(진종헌, 2013)하고 B의 측면을 
강조한다. 경관은 자연성과 주관적 인식 대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정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 물질(Duncan, 1990, 박근현, 배정한, 2013: 
123에서 재인용)로 본 것이다. 경관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Cosgrove, 1998), 
헤게모니· 담론(Duncan & Duncan62), 1990), 계급·젠더·인종(Jackson, 2012) 
등 거시적 권력([그림 11]에서 B)이 시각적으로 재현(representation)된 
것(송원섭, 2015: 309)([그림 11]에서 F)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관소비자가 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신문화지리학에서는 ‘보는 

61)� 인간주의지리학� 경관론은� [그림� 11]에서� A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관을� 경관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C� 과정을� 설명한다.� 즉� 경관을� 바라보는� 주체인� 인간� 입장에서� 느끼는� 주관적� 심상이나� 의미를� 서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송원섭,� 2015:� 307).� �
62)� Duncan은� 후기구조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해� 경관을� 특정� 시대에� 우세하는� 담론을� 재현하는� 텍스트
([그림� 11]의� B)로� 간주하였다.� .그는� 텍스트,� 기호로서의� 경관을� 도상학적� 연구방법,� 텍스트� 분석방법으로�
개발하였다.� 그의� 연구방법은�신문화지리학�경관연구자들이�주� 연구방법으로�자주� 차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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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the way of seeing)([그림 11]의 D)를 제시한다. 이들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담론을 경관으로 생산하는 행위자(B)의 존재를 인식(송원섭, 2015: 
309)하기는 하지만, 경관의 생산자와 경관 간 관계성을 간과한다. 그리고 
생산자의 의도나 목적보다는 관찰자가 ‘어떻게’ 그러한 경관을 읽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D), 어떤 경관이 경관소비자에게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즉 
공간의 재현(F)을 분석하는 데 머물러 있다.

둘째, 인간주의지리학과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소비자 위주 분석을 보완하는 
경관생산자 관점 연구(A, B)의 한계이다. 신문화지리학자인 Mitchell63)은 
그동안의 경관소비자 관점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경관생산 행위인 B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제시한다(진종헌, 2013: 565). 예를 들어 노동 실천수단이 
경관이라고 보는데, 그의 관점은 경관생산이 단순히 B의 방향, 특히 자본과 
노동계급이라는 경제결정론적 차원으로만 국한해 A라는 경관생산 측면을 
간과한다. 또 그의 경관생산론은 경관이 개인에게 수행하는 예술적, 주관적 
실천(E)의 측면을 결여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위 경관생산자 관점의 연구논의는 이후 영국의 후기 신문화지리학자들에 
의해 확장, 보완된다. 그들은 B의 경제결정론과 같은 경관생산의 거시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벗어나 A-B의 중간적 측면, 즉 경관생산의 이면에서 통치주체가 
행사하는 미시권력을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Matless(1997)는 근대국가인 영국이 20세기 근대적 규범으로서 건강한 몸 
담론을 국민들에게 고양시키기 위한 실천의 수단(E)으로 경관-산책과 운동-을 
활용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넷째, 비재현지리학은 A, B 즉 미시적 행위자(인간) 혹은 사회 모두 경관을 
생산하며, 이는 시각적 재현(F) 뿐 아니라 미시적 관계 속 일상적 장소에서 E의 
과정(송원섭, 2015: 313에서 재인용)으로 경관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들은 경관을 주체와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육체 감각경험으로서 
‘정서’(C)를 중시64)하고 경관이 경관소비자에게 일으키는 다감각적 요소(E) 또한 

63)� 그는� 후기� 신문화지리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기존� 신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소비자가� 재현경관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데� 반해,� 사회적� 구조를� 지배하는� 경관생산자가� 경관을� 생산하는� 측면은� 고려하
지�않고�있음을� 지적한다(Wylie,� 2007:� 102,� Mitchell,� 1994:� 9,� 진종헌,� 2013에서� 재인용).�
64)� 신문화지리학� 경관론에서는� 경관의� 심미성을� 논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배
제함으로써�심미성이�주체화� 과정에�미치는� 영향력(E)을� 무시하는�경향이�있었다.� 비재현지리학자들은�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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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일례로 Lorimer(2005: 84)의 연구는 녹지 속에서 
시각적 경관 이외의 다양한 감각을 신체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것이 
경관을 인지하는 자의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진종헌, 2013: 
570에서 재인용). 

푸코의 통치성 장치 경관론에 영향을 받은 비재현지리학자들은 통치를 위한 
공간적 개입에서 감정, 정서 등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통치의도를 실천할 수 
있음(Anderson, 2012, 최명애, 2016: 251에서 재인용)에 주목한다. 통치의도는 
공간 속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시기법, 지침과 같은 담론의 수행방식 뿐 
아니라 비담론적 형태인 감정, 이미지, 신체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구사한다는 
것이다(Lorimer, 2010, 최명애, 2016: 252에서 재인용; Jacoby, 2019). 이는 
경관의 상징, 이미지, 디자인풍 등이 통치효과를 수반함을 암시하며 
통치방식으로서 디자인의 세부요소를 분석하는 것 역시 통치실천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정당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푸코주의 비재현지리학자의 경관분석은 
경관을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통치목적의 공간에서 경관이 통치성 요소로 
사용되었다는 서술적 언급에 그친다.

그래서 경관의 미시적 디자인기법이 정서에 미치는 통치성 실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학 이외 실용학문 분야에서의 경관분석이 보완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실용학문의 경관에 대한 관점65)은 사회과학적 시각과는 상당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권력관계나 통치의 의도와 같은 경관이 가진 
사회구조의 반영물로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형태의 디자인적 
해석이나 객체의 심리적 반응, 정책의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푸코의 권력론에서 발전한 통치성과, 통치성 장치인 경관을 분석하는 것은 
[그림 11]에 의해 설명하면 A, B, E, F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된다. 
푸코의 통치성 장치 경관론은 경관생산자의 관점(A, B)에서 경관을 분석한다. 

한�심미성이�다양한� 감각으로�경관(E)을� 통해� 주체화시키는�데�기여하는�중요한� 부분임을�강조했다.
65)� 경관에� 대한�학문적� 논의는� 지리학�뿐�아니라� 조경,� 건축,� 도시설계학�등� 실용학문에서�활발했다.� 이들
은� 주로� 도시의� 물리적� 경관을� 어떠한� 형태와� 절차로� 조성� 및� 관리할지와� 같은� 기술적� 논의(이무용,�
1999:� 97,� 98),� 경관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이지아,� 박진아,� 2019),� 심리적� 선호도(김예림,� 손용훈,�
2017),� 인지도� 측정(박수지,� 김한배,� 2016),� 미학적�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박종일,� 한승훈,� 2017),� 정책� 실
무에�활용할� 수�있는� 정량적�경관분석�방법론(구민아,� 2016)� 개발,� 규범적� 방향제시,� 경관평가체계�수립� 등�
실천적� 논의가�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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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 장치로 생산되는 경관이란 공간생산자는 통치주체(본 연구는 
지방정부)이지만, 통치성의 특성 상 일상 속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후기 
영국의 신문화지리학과 유사한 A의 측면을, 담론과 같은 거시적 구조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신문화지리학과 유사한 B66)의 방식으로 경관을 생산하는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통치성 장치로서의 경관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인 권력, 지식, 담론, 
제도가 물질적 실체인 경관을 통해 통치성이 재현, 실천(신충식, 2010: 
138-139; Huxley, 2008: 1646)된다고 본다. 통치주체가 A, B를 단순히 
가시적으로 재현(F)하는 것 뿐 아니라 E를 통해 피통치주체의 행위를 유도해 
주체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비재현지리학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경관분석의 주요내용은 1) 
경관생산자인 통치주체가 담론에서 제시한 규범(주체화)이 2) 경관 상에 어떻게 
재현(E)과 실천(F)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다. 2)의 경우 분석할 구체적 
경관분석 대상은 실용적 경관분석 시 활용하는 경관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가시적 
경관, 행위 경관, 미디어 경관67)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66)� Cosgrove는� 경관을� 통치주체를� 표상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역할([그림� 11]의� F)을� 한다고�보았다.
67)� 구체적� 분석대상인�경관� 요소는� 1장� 3절� 연구방법�내용에서�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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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여가공간 사례: 도시공원
1. 여가통치성 수단(장치)으로서 도시공원

일반적인 통념 상 공원68)은 순수한 자연을 도시 내 위요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공간이다. 또 사람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의지로 각종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치중립적 공간, 복지를 제공하는 선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통념은 통치주체의 공원조성 의도와 목적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박근현, 
배정한, 2013: 120).

기존의 도시공원 관련 연구는 주로 조경학, 도시설계, 도시환경·생태학 
분야에서 도시공원의 효율적 계획(제도, 법) 방안(김용국, 이상민, 2018; 오창송, 
2018) 및 설계기법(이재호, 김순기: 2018), 정책추진 효과(김우주, 손용훈, 
2015), 미학적 경관해석 및 평가(박선희. 배정한, 2013), 경제적 효과(이고은, 
최열, 2016),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오화자, 이명훈, 2018) 등 실용적 차원의 
접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학술적으로 도시공원과 사회 간 관계에 기반한 도시공원 발전과정의 
연대기적 규명(Sevilla-Buitrago, 2014; Jones, 2018; 조경진, 2003; 황주영, 
2014), 형성과정(Carpenter, 2013; 이혜민, 2010; 이해수, 2018; 김윤희, 
2013;  장세훈, 2016; 이제이, 성종상, 2015; 하시모토 세리, 2016; 이강원, 
2013) 연구 등이 있으나 실용적 접근에 비해 부족하다. 장세훈(2016: 3)은 
실용적 관점의 도시공원 연구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반시설로만 간주하여 
사회구성적 공간으로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공원 형성기제를 규명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도시공원을 사회공간론, 특히 통치성 시각에서 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다. 
도시공원을 19세기 보건과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접근한 
Elden(2007)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공원 사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공원의 형성을 분석한 Certomà(2015)는 도시계획 목적을 

68)� 공원(park)이라는� 단어는� 근대사회�이전� 지배계급이�수렵,� 목축을� 위해� 경계를� 쳤던� 영지� 바깥� 구역을�
일컫는� 어원에서� 유래하였다(Neckar,� 1989:4,� 조경진,� 2007:� 42에서� 재인용).� 17세기에� 지배계급이� 왕실
정원을�공공에�개방한� 것이�도시공원�등장의� 기원이� 되었다(김영민;� 2010,� 장세훈,�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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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수행으로 본 Flyvbjerg(1996)의 ‘계획의 암울한 측면(dark side of 
planning)69)’이론과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연결하였다. 그는 공원계획을 
생명권력의 수행으로 보고 18세기 근대 유럽 식민도시의 공공정원 계획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Sevilla-Buitrago(2014)는 19세기 뉴욕의 센트럴파크 조성목적을 
푸코의 공간적 주체화 기술로 보았다. 그는 국가적 규율과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도시공원은 헤게모니가 물질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Hutchinson(2017)은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한 Freshkills Park 조성과정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공원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기통치 수단(장치)으로 
작동하고, 조경행위가 통치성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 신자유주의에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이 
민주주의의 장, 시민의 권리가 표출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Johns, 2018: 57; 
Thomson, 2002: 59; 조경비평봄, 2010: 14)는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도시공원 연구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민주주의 기능에 주목해 도시공원 설립, 
운영, 관리하는 데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도시정치(Cele, 2013; Catungal 
& McCann, 2010; Inroy, 2000; 심주영, 2018)나, 공원· 도시정원 구축에 있어 
거버넌스 형성 과정(Rosol, 2010; Frantzeskaki & Kabisch, 2016; Mattijssen 
et al., 2018; Rosol & Mössner, 2017)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근대 이후 도시공원은 여가통치성 장치로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치주체에 의해 생산된 여가공간임을 고찰한다. 통치체제가 통치목적을 가지고 
권력-지식을 동원하며, 사회적 규범인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경관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가통치성 장치 총체를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을 푸코의 통치성 이론 측면에서 여가통치성의 수행 장치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원의 조성목적, 형태가 시대별로 통치체제의 통치성 의도 
변화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원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며 변화해왔고(황주영, 2014: 10), 당대 통치주체는 피통치주체를 
주체화하고자 공원을 수단(장치)으로 활용했다(한소영 외 2인, 2015: 71; 

69)� 이� 이론은� 공간계획을� 권력이� 당대에� 지배적인� 정치아젠다를� 물화시키는� 강압적� 행사방식으로� 간주한
다.� 정치와� 지식(과학),� 통치기술을�공간적으로�조합(arrangement)해� 실천하는�것이� 도시계획이라는�것이다
(Certomà,� 2015:� 24).� 이� 이론은� 통치성�장치� 이론과�흡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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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omà, 2015: 36). 특히 근대국가가 생산한 도시공원은 표면적으로는 
공공선을 달성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피통치주체의 욕망과 신체경험, 지식, 정신을 규범화하려는 의도로 경관 
디자인과 기능을 부여한 결정체(Certomà, 2015: 31, 33; Madden, 2010: 
192)였다.

근대 도시공원은 시대별 사회적 규범을 이용자들이 따르도록 
규율화했다(조경진, 2007: 52).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여가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여가와 하지 말아야 할 여가를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순화된 자연 속에서만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가유형을 통제하는 등, 
도시공원은 규율의 효과(Taylor, 1999:426, 한소영 외 2인, 2015: 72에서 
재인용)가 있는 공간이었다. 

또 평화로운 자연경관을 제공해 개방된 공공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피크닉이나 산책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만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훈육하였다(박근현, 배정한, 2013: 124). 19세기 파리의 공원에서는 음주가무, 
상행위와 같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공원관리자나 경찰이 이용자의 
행위를 통제(조경진, 2007: 43)하기도 하였다. 옴스테드는 공원 프로그램과 
공간을 세세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노동자들의 폭력적이고 
일탈적인 여가행태를 개선하는 데 공원이 일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조경진, 2007: 44). 

옴스테드를 위시한 초기 공원정책 추진자들은 평화로운 자연성의 스펙터클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징을 표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박근현, 배정한, 2013: 
120). 게다가 18세기 후반 서구 전역에서 촉발된 노동자혁명을 겪으면서 
통치주체인 국가는 근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변혁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70)(Certomà, 2015: 36)시키고자 했다. 즉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혁명을 저지하고 이들을 순응적으로 만들며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도시공원을 활용하였다(조경진, 2003: 29, 30). 

도시공원은 근대사회 당시 자본주의 생산에 기여하는 공간적 수단이기도 

70)� 도시공원은� 오스만이� 탁� 트인� 비스타와� 사방으로� 연결된� 공원체계를� 계획해� 노동자들이� 결집하지� 못
하도록� 의도했다(민유기,� 2007:� 206).� 19세기� 초반까지� 런던,� 파리� 등� 대도시� 공원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집단활동을�하지� 못하도록�공원이용�시� 금지사항을�지침으로�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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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박근현, 배정한, 2013: 124). 근대 도시공원의 배치는 도시경관이 쾌적하게 
보이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19세기 이후 미국의 도시미화운동 및 정원도시 운동 
당시 자본가들과 도시 중산층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주도하였는데, 
그들은 도시공원과 같은 여가공간은 주변 지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통한 자본창출에 기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조경진, 2003: 29, 
30)이다. 

도시공원 조성 변천사를 여가통치성 장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도시공원의 
사회적 구성을 시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기존 도시공원 관련 
학문적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사회공간론적 시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도시공원71)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은 서구와 차이가 
있다72).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 도시공원은 여가통치성 수단(황기원, 2002: 
382)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의 도시공원 형성배경과 과정을 
고고학적, 계보학적으로 개괄해보았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공간론적 도시공원 연구는 대부분 근대국가 
주도의 도시공원 형성을 다룬다. 반면 21세기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도시공원의 
형성기제를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73). 본 연구는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생산된 대형 도시공원이 여가통치성 장치로서 수행된 
의도와 프로세스는 근대 도시공원의 그것과 불연속성을 보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현대사회에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도시공원 조성 의도와 프로세스를 
규명하고자, 민선자치 시대인 1990년 중후반 이후~ 2010년대 후반 조성된 
구체적 사례인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가 도시공원 계보 상 위치한 지점을 

71)� 한국에서� 도시공원이� 처음� 등장한� 도시는� 수도인� 서울(당시의� 한양� 및� 경성)이었다.� 근대� 이전에도� 서
울에는� 녹지와� 강변,� 하천� 등� 오픈스페이스� 여가공간이� 존재했지만,� 근대사회� 발명품으로서의� 공원은� 일제�
강점기� 이전� 개화기~대한제국�시절� 서울에서�등장하였다.� 1880년대� 중반에� ‘공원(Public� park� 혹은� public�
garden)’이라는� 용어는� 개화기에� 해외사절단으로� 서구에� 시찰을� 다녀온� 유학생의� 보고서나� 견문록에서� 발
견된다(강신용,� 장윤환,� 2004:� 29).�
72)� 서구사회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반면,� 한국은� 일제� 강점
기� 및� 6.25전쟁�이후� 외세와�독재정권에�발전주의�전략에�따라� 근대화가�신속하고�강압적으로�추진되었다.
73)� 영미권� 도시공원� 연구의� 경우� 근대� 초기부터� 산업화� 사회의� 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Jones,� 2018;�
Sevilla-Buitrago,� 2014)와�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Tate,� 2018;� Campbell� et� al.,� 2021)가� 비교적� 균
형있게� 축적된� 편이다.� 반면� 국내� 도시공원사� 연구는� 도시공원� 초창기인� 70년대� 이후(이해수,� 2018;� 이강
원,� 2013;� 이혜민,� 2010)부터� 현대� 도시공원(박훈,� 오민준,� 2016;� 이제이,� 성종상,� 2015)까지의� 연구가� 주
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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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두 도시공원 사례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2. 서울시 도시공원 계보
여가사회 발전과정에서 여가공간은 여가통치성 수단(장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최석호(2003: 86)는 아래 <표 9>과 같이 한국사회 여가74)는 근대적 
산물이며 여가가 국민을 통제, 관리하려는 국가의 통치성 전략으로, 즉 
여가통치성이 수행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시대마다 등장하는 여가공간에는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특히 서울의 도시공원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여가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여가통치성 장치로서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기 구분 형성기 발전기 변형기 활성기

근대성 단순근대성 고도근대성 탈근대성

국가의 성격 발전국가 과도기 세계화
탈발전국가

지방화
지방자치제 확대

여가 특징 강제된 여가 상업적 여가 시장적 여가 개인적, 다원화된 
여가

시기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출처: 최석호(2003: 72)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표 9> 한국의 근대성과 시기별 여가구분

 조선 말기 공원조성은 개화지식인들이 근대도시 시민으로 피통치주체의 
육체적, 신체적 상을 규범화해 사회를 계몽하고75), 민족독립 연설을 통해 이를 
강조할 목적이었다(우연주, 배정한, 2011: 79, 김가림, 2015: 20에서 재인용; 
강신용, 장윤환, 2004: 34). 서울 최초의 근대적 도시공원이라 볼 수 있는 
독립공원, 탑골공원(파고다공원)이 이러한 대표사례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조 역사를 지우기 위해 창경궁, 사직단과 같은 궁궐, 
제례공간을 창경원, 사직‘공원’으로 여가공간화76)(김가림, 2015: 2)하거나, 

74)�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에� 따라� 국가주도의� 하향식� 개발로� 여가공간을� 국토에� 불균등하게� 조성한�
점,� 냉전� 및� 휴전상황� 돌파를� 위한� 반공� 강조,� 독재정권과� 민주화,� 세계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단일민족�
정체성을�여가�속에� 투영했던�특수성을�갖고� 있다(최석호,� 2003:� 211).
75)�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서울시�공원녹지�정책� 변화(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76)� 예를� 들어� 경복궁을� 산업박람회� 개최� 장소로� 활용하거나�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창경궁을� 위락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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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정기를 누르겠다는 주술적 의도로 남산 일대를 한양대공원으로 
공원화한다. 1, 2공화국 정권은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하기 위해 남산공원과 
파고다공원에 동상을 세우는 등 통치주체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국가의 발전주의 시절에는 여가가 강제되었고,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여가의 상업화와 대중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 1990년대 초반 세계화를 맞아 여가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신종화, 2005: 298)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여가생활이 개인화, 
다양화, 복합화한다. 

근대여가 형성기인 1960-70년대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가정책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진흥법77)(1961년), 공원법78)(1967년)을 제정하여 자연이 
수려한 장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자연공원인 국립공원이 그 
일환으로 조성된다. 또 국가는 국민의 여가활동을 국립공원이나 관광단지79)를 
위주로 단체관람을 하도록(최석호, 2003: 90)하는 ’여가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도시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제정(1962년)되어 공원이 도시기반시설로 위상이 
높아진다. 도시공원은 여의도/강남/잠실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거주인구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조성80)되었다. 

1960 – 80년대81) 전후 독재체제는 공원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권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공원에 통치자의 조각상이나 기념비를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적 재현양식은 근대적 신화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박주식, 2001:148, 한소영, 조경진, 2010: 49에서 재인용). 특히 당시 

원으로�개방하거나�덕수궁� 내에� 스케이트장을�개설한�것이� 대표적이다(김가림,� 2015:� 28).
77)� 관광지� 조성,� 온천,� 해수욕장�개발사업,� 문화역사자원의�관광지�지정� 등� 여가공간�조성� 근거가� 되었다.
78)� 1980년에는�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다.� 공원법은� 전국적� 수준
의� 광역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법>에� 기초를� 두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
공원,� 묘지공원으로�분류해� 관리하도록�법� 체계가� 정비되었다(황기원,� 2001:� 424,� 425).
79)� 대표적으로�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가� 있으며,� 국립공원은� 1981년� 기준� 14개소로� 급증했다(최석
호,� 2003:� 91).
80)� 서소문공원(1973),� 도산공원(1973-75),� 낙성대공원(1975),� 동묘공원(1975)가� 이� 시기에� 조성된� 대표
적인�공원이다.�
81)� 본� 절에서는� 이� 시기를� 3공화국에서� 6공화국(1961년~1993년)에� 이르는� 시기로� 지칭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전후� 피난민들과� 해외교포가� 서울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폭증해� 무허가� 판자촌이� 서울� 산자락과�
공지,� 시내� 유휴부지� 등� 잠재적� 공원녹지� 지역에� 생겨났다.� 당시에는� 도시공원의� 필요성보다는� 인구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것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공원까지도�해제되는� 등� 도시공원이� 줄
어들다가� 1960년대� 이후�공원법� 제정으로�도시공원�조성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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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식해 국민에게 반공사상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안보관광지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당시 남한의 문화적 수준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를 공원화82)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도시공원은 국가주도로 이룩한 급속한 발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성되었다. 19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국가는 대대적으로 각종 여가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이 때 경기장83), 
호텔·콘도미니엄84) 등 숙박시설 및 올림픽공원, 아시아공원과 같은 근대적 
대형공원을 서울에 조성한다. 이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사에 있어 조경전문가 
지식집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기념비적 공원이다. 

여가활동은 비도시나 원거리 교외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심지가 여가공간화(최석호, 2003: 176; 
이후석, 오정준, 2004: 126)하고 교외 관광지는 쇠퇴된다. 시민의 여가공간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국가는 도시에 공원을 조성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한강고수부지 공원화(조한솔, 2019)를 통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서울시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통해 남산일대를 공원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WTO체제 출범(1995년)과 해외여행 보편화로 개인은 국경에 제약받지 않는 
여가활동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이 시기부터 
나타난다. 이에 국가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장소를 공원화함으로써 민족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문화관광부)는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가족공원’으로 공원화하거나,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를 공원화하여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를 도시공원에 투영한다. 

앞선 내용은 근대국가의 여가통치성이 도시공원을 장치로 생산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민선자치제가 실시(1995년)됨에 따라 도시의 
통치체제가 지방정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82)� 어린이대공원(1970년),� 서울대공원(1977년),� 드림랜드(1987년),� 서울랜드� 등(1989년),� 롯데월드(1989
년)등� 민간주도의�위락공원이,� 공공� 주제공원으로�파리공원이나�마로니에공원이�서울�시내에� 조성되었다.�
83)� 당시� 프로스포츠� 개시,� 해외여행� 시장� 개방,� TV�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여가의� 상업화,� 산업화
가�급진전되었다(최석호,� 2003:� 111).�
84)� 당시� 국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가숙박� 시설(콘도미니엄)과� 단체관광을� 위한� 복합휴양단지� 시설을�
국토�전반에�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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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프로세스가 근대의 그것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여가사회는 개인이 여가공간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소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또 근대사회처럼 노동-여가, 일상적인 
삶-공식적인 삶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생산, 생활공간이 여가공간으로 혼재하는 
역공간화가 나타난다(송영민, 강준수, 2017). 또 여가행태가 다원화되면서 도시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이 기호가치로서 여가상품이 된다(민웅기, 한승훈, 2016: 
126). 이에 이 시기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우 장기미집행 유보지나 그린벨트, 
자연녹지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유휴부지를 공원화(De Sousa, 2003: 
181)하기 시작한다. 또 도시공원은 문화, 관광, 생산, 주거용도를 갖는 
복합여가공간 양상을 보인다. 

민선 시장이 서울시 지방정부를 통치하기 시작한 민선 1기 이후부터 
7기(1995년-2020년)에 이르는 동안 각 민선 지방정부 시기별로 당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형공원이 조성85)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 비해 각 
시기마다 조성된 대형공원을 각기 살펴보면 지방정부라는 단일한 통치주체가 
생산했다고 보기에는 일관적인 방향성 없이86) 단절적이다(서울연구원, 2019). 
예를 들어 민선 2기는 생태공원, 민선 3, 4기는 숲세권. 도시경제 활성화, 민선 
6- 기는 협치의 공원을 내세우고 있다.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민선 지방정부 실시 이후 조성된 
대형 도시공원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여가통치성 의도를 살펴보고, 조성 
시기의 간극을 비교하여 도시공원의 생산 프로세스를 고고학, 계보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두 도시공원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두 도시공원은 특히 
난지도를 중심으로 상암동-성산동 인근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유사성, 
유휴폐산업시설을 공원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두 공원의 조성주체인 
지방정부, 방향성, 경관의 모습이 다소 대조적인 점에서 연구질문을 규명하기 
적합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85)� 민선� 3기� 청계천� 복원,� 뚝섬서울숲� 조성,� 민선� 4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화(DDP),� 북서울꿈의숲조성이�
대표적인�대형�도시공원�사업이었다.
86)�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서울시�공원녹지�정책� 변화�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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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틀
일반적으로 통치성 이론을 연구분석틀로 사용하는 연구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차원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적 현상을 ‘문제화’(Larner and 
Walters 2004: 510, Huxley, 2008: 1652에서 재인용)해 통치성 수행의 
목적(통치합리성)(Larner and Le Heron, 2002, Huxley, 2008: 1651에서 
재인용)을 설정하고 피통치주체를 어떠한 규범으로 제시하는지(주체화)를 보는 
것이다(Dean, 1999: 11, 이문수, 2009: 74에서 재인용; Rabinow and Rose, 
2006, 최명애, 2016: 242에서 재인용). 둘째, 통치성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수단인 장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식을 동원하는 행위자의 
권력관계(이문수, 2009: 77), 즉 담론, 제도(법·정책), 경관의 ‘통치실천’(Huxley, 
2008: 1637; Dean 1999, Lemke, 2001:91에서 재인용)을 본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둘째,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어떠한지 이 둘을 보는 
것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데 통치성의 하위개념인 여가통치성을 수행한다는 것을 가설로 하였다. 

위와 같은 두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여가공간의 조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여가통치성 의도와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치의 형성과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간생산 과정으로 모형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통치성 
‘장치’의 구성요소, 권력-지식, 담론, 경관의 형성과정으로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권력-지식 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1) 주요 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 2) 권력-지식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5장에서는 담론의 
형성과정을 1) 일반적인 담론분석에서 수행하는 담론 키워드와 연관어를 
추출하고, 푸코식 담론분석에서 수행하는 담론이 지시하는 구체적 규범을 밝힌다. 
그 후 담론 키워드와 규범이 2) 어떠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통치주체가 그러한 
담론을 만들어내었는지 그 의도를 규명할 것이다. 6장에서는 경관 형성과정을 1) 
경관생산자인 통치주체가 담론에서 제시한 규범(주체화)이 2) 경관 상에 어떻게 
재현, 실천되는지를 실제 구체적인 경관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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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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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시공원 조성 행위자 간 권력-지식 형성과정

3장은 푸코의 통치성 장치인 권력-지식 논의에 기반해 두 도시공원 
조성과정에 관여한 행위자 구성, 권력역학 및 지식의 연합양상을 살펴본다. 이에 
각 절의 1.에서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 도시공원 조성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적 흐름으로 살펴보면서 주요 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의 양상(연합, 갈등, 
순응, 배제)을 파악한다. 2.에서는 1.에서 밝힌 주요 행위자 간 지식 연합과정을 
분석해 권력-지식의 연합이 담론의 형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2.의 경우 아래 [그림 13]과 같이 ①특정한 장소성을 행위자가 선택함에 있어 
②그러한 인식론은 어떠한 공간 요소를 장소성 도출근거로 삼으며 ③각 행위자의 
장소성 인식론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④이러한 인식론의 기반이 된 행위자의 
공간철학(이상향)은 무엇인지 ⑤그러한 장소철학을 갖게 된 행위자의 지식체계는 
어떠한지를 심층인터뷰 자료를 통해 분석87)하였다.

[그림 13] 권력-지식 연합과정 분석내용
출처: 연구자 작성

87)� ①� -⑤와� 같이� 2.� 분석내용을� 구성한� 근거는,� 연구자가� 18인의� 행위자�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권력-지
식� 연합양상을�발견하여�유형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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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유도공원의 권력-지식 연합과 경합
사실 중앙정부 통치 당시에는 가용지를 최대한 생산 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도시공원, 녹지 정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국민들 또한 여가보다는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여가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선자치 시대 돌입 이후 지방정부 선출직 시장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이러한 지지기반 수단이 녹지, 공원정책이 된다. 
민선 1기부터는 공원녹지정책 방향이 시민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민선 2기에 들어서는 서울시 도시정책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된다88). 
본 연구는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인 민선 2기 시점이 서울시 선출직 시장이 
도시공원을 여가통치성 장치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라고 본다. 
도시공원은 선출직 시장의 철학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선유도공원은 아래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기획되었다. 
1990년대 후반 민선 2기 당시 월드컵 개최, 새천년상암신도시개발계획 및 
밀레니엄공원화사업, 새서울우리한강사업 등 지방정부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선유정수장 부지가 마침 유휴화하고 우연한 기회에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알게 되면서, 지방정부 선출직 시장과 고위관료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공원화가 결정되었다. 이에 월드컵 개최시점에 맞추어 준공일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현상공모를 실시하는 등 조성이 신속히 추진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출직 시장(고위관료)을 중심으로 행위자와 지식이 동원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88)� 민선� 1기� 조순� 시장� 재임기인� 1996년에�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대시민�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공원담당� 행정체계를� 개편해�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권역별�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신설,� ‘공원서비스헌장’을� 수립하였다(출처:�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이는� 민
선� 1기부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조순� 시장은�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했
다.� 이에�도시공원�및�녹지� 조성에�관한� 장기� 로드맵을�세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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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작성

1. 행위자 구성 및 행위자 간 권력역학
선유도공원 조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는 선출직 시장과 그의 

행정보좌 역할을 담당한 임명직 고위관료, 그리고 실무 각 부처 관료집단인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공원조성과, 한강사업본부 행정관료 등 지방정부 
구성원이었다. 또 한사모라는 자문위원 기구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정책 싱크탱크는 설립 초창기로서 도시공원 조성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있었다. 

선유도공원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첨예한 갈등이나 배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마포문화비축기지와 대조되는 지점이다.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인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협치나 거버넌스와 같은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고89),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90)이었다. 

89)�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갓� 중앙정부�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이� 10년도� 되지� 않
은� 상태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책정과� 정책결정� 권한은� 지방정부에� 비해� 아직도� 막강한� 것이
었다.� 지방정부의�존립� 목적이� 시민을�정책에� 참여시키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까지는�이르지� 못했다.�
90)� 민선체제� 이전� 서울시장직은� 중앙정부� 임명직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의식하기보
다는� 국가의� 도시관리� 역할을� 위임받아� 전체� 국민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집중했다.� 민선� 초반� 지방정
부에는� 과거� 관선� 체제� 관료집단의� 잔재가� 다소� 남아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건� 시장은� 민선� 2기� 초
반부터�행정시스템�개선,� 효율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자�조직개편을�추진했다(출처:� 서울시,� 199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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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및 고위관료의 주도적 추진
선유도공원은 지방정부 주요 의사결정자인 선출직 시장, 고위관료의 철학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선유도공원 조성과정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피면담자인 
서울시 공무원 G 씨에 따르면 고건 전 시장이 선유도공원 조성을 주도한 인물로 
A 씨를 지목했다고 한다. 

G: 선유도공원 관련해서는 고건 시장님이 당시에 A이가 다 했어, 그 사람이 잘 알테니

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실무 관료, 2020.12.16. 인

터뷰 중)

위 인터뷰 발췌문에 따르면 선유도공원 조성과정에서 당시 고건 시장의 
정책참모로서 그를 보좌했던 고위관료 A 씨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고건 시장이 민선 2기 시장에 당선된 이후 
고위관료로 임명되어 서울시 내에서 다양한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다. 

선유도공원 조성이 시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고건 시정 초반 
1997년 경부터인 것으로 드러난다. 당시 서울시는 환경도시를 기조로  
새서울우리한강사업91)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사업은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이 
추진목표였다, 마침 서울시 상하수도관리본부는 선유정수장 폐쇄92)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었으나 폐쇄 이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다. 고위관료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초반에는 이곳을 도시공원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저 새서울우리한강사업 일부로 활용방안이 
논의되는 정도였다.

한편 월드컵 개최 장소로 서울이 확정되면서 민선 2기 지방정부는 상암지역의 

91)� 새서울우리한강사업은�고건� 시정� 때� 본격적으로�추진했던�시책사업이다.� 서울시의�환경도시�철학을� 표
명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바로� 한강이었다.� 시민들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강을� 강북� 간� 단절의� 경계,�
주요� 고속도로로� 막혀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크고� 위험한� 강,� 도시의� 치수원,� 홍수우려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 새서울우리한강사업은� 한강을� 자연하천� 및� 여가공간으로� 보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
(출처:� 서울시,� 1999b:� 2,� 3).� 직강화� 콘크리트�호안을� 부수고� 자연하천화하며�고수부지에� 동식물상을�복원
하는�등�자연성을�회복하고�여가활동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었다.
92)� 선유정수장은� 한강수원을� 정화해� 서울� 서남부,� 서북부� 지역(마포,� 영등포)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이� 폐쇄된� 연유는� 하중도에�입지하여�정수용량에� 한계가� 있었는데다� 한강� 밑으로�
송수하는�배수시스템이�효율적이지�않다고� 서울시가�판단하였기�때문이다(출처:� 서울시,� 1999b:�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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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93) 잠재력을 고려해 이곳에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새천년신도시개발과 밀레니엄공원화사업94)이라는 도시개발사업, 
대형공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밀레니엄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성한 대형공원이었다. 밀레니엄공원화사업의 핵심대상인 난지도는 한강을 끼고 
선유도와 마주한다. 난지도는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레포츠나 생활체육 목적으로 활용 혹은 인근지역이 택지개발이 될 경우 공원 
기능을 연계해 조정할 수 있다’(도: 274)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였다. 그런데 당시 월드컵 개최,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난지도는 근린공원이 아닌 지방정부의 대형 도시공원95) 프로젝트가 되었다.

A: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럼 월드컵공원하고 같은 시점에 개원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자.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주요 고위관료, 2019. 8. 29. 인터뷰 중)

위 A씨의 진술을 통해 선유도공원 또한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부족한 
공원면적을 확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밀레니엄공원화사업이라는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93)� 상암지구�개발계획은�새로운� 밀레니엄�시대� 주거생활,� 지속가능한�도시� 패러다임을�지향하며�새서울타
운발전구상(1999)과� 상암새천년신도시기본계획(2000)을� 통해� 복합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
였다.� 상암새천년신도시는� 오픈스페이스인� 밀레니엄공원� 지구,� 환경친화주거지구,� 복합업무� 기능의� 디지털
미디어시티�세�지구로� 계획되어�있었다(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새서울타운지원팀,� 2000:� 2).�
94)� 밀레니엄공원화사업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천년을� 기념하고자� 서울시� 주도로� 총� 120만� 평� 규모의� 평
화의공원,�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난지도)으로� 공원화한� 메가프로젝트였다.� 난지도� 제1,� 2매립지는� 환경재생
공원,� 대중골프장� 등으로,� 평화의� 공원에는� 밀레니엄� 조형물,� 월드컵� 기념공원,� 전시장� 등을� 조성하였다.� 국
제설계� 공모를� 통하여� 밀레니엄공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고,� 1999년� 10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월드컵�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시작하였다.� (출처:� 서울정책� 아카이브-�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741)
사실� 밀레니엄공원화사업� 의사결정� 과정도� 선출직� 시장의� 직관적�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A와의� 아래� 인터
뷰를�통해� 유추할� 수� 있다.� “A:� 고� 시장� 생각에는�월드컵공원이�거의� 백만� 평� 가까운� 땅이� 있는� 데인데� 월
드컵경기장이� 인공적인� 건축적인� 모뉴먼트라면� 자연적인� 요소가� 딱�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애.”� (선유도공원�정책결정�관여� 고위관료,� 2019.8.29.� 인터뷰� 중)
95)� 사실� 난지도라는� 거대한� 쓰레기매립지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컸
음을� 당시� 담당자인�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난지도를� 제거할� 경우� 사업
비가� 천문학적으로� 들�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특성� 상�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유해가스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난지도를� 개발가용지로� 전
환하기보다는�역발상으로�공원으로�조성하는�것이�정책적으로�효과적이라고�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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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정수장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공원화가 결정되기 전에는 
물박물관 등 상하수도 역사 기념공간 조성을 내부적으로 구상 중이었음을 A, 
B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A 씨의 인터뷰 진술에 따르면, 
그는 선유정수장 폐쇄 사안을 건설국장으로부터 우연히 사적인 자리에서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선유도공원을 직감적으로 공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본 연구 인터뷰에서 진술했다.  

A: 선유도는 한강의 큰 시스템이지,. 거기서 월드컵공원하고 마주보면서 이 중지도하고 

연결되면서... 똑같은 놈이 또 있으면 안되잖아... 새서울한강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한강

을 이렇게 이을 생각도 하고, 월드컵공원을 근사하게 하고 공원 안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내가 좀 쓰

자!” 이렇게 된 거지.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주요 고위관료, 2019. 8. 29. 인터뷰 중)

위 인터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씨는 선유정수장을 당시 추진하던 
밀레니엄공원화사업, 새서울우리한강사업과 연계해 공원화하는 것이 하중도로 
방치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라고 판단96)했다. 
하중도인 선유도를 공원화해 공원 방문객이 밀레니엄공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월드컵 개최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한강복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환경도시 정책 기조를 강화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A 씨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위관료 A 씨는 선유도의 공원화를 시장에게 설득하였다고 한다. 
시장은 A 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유도의 공원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아래 
한 언론사 발췌문을 통해, 고위관료 A 씨와 선출직 시장의 의사결정이 
선유도공원 조성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기 4년에 모두 끝내기는 시작부터 벅찬,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가의 도시환경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

은 말한다. (건축문화, 2002: 1)

당시 서울시 행정조직 구성은 2부시장 체제로 각각 한 섹터를 총괄97)하고 

96)� 처음에는�공원보다는�한강기념�박물관을�구상하였다고� A� 씨는�진술하였다.�
97)� 제1분야는� 행정,� 문화,� 경제,� 산업분야이고� 제2분야는� 건설토목,� 교통,� 안전소방방재,� 상하수도관리� 등�
물리적� 인프라를�관여하는�분야로�이분화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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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 투명성 강화라는 모토로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는데 환경정책 
담당부서가 환경도시 기조에 따라 확대98)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환경관련 부서로 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A 씨는 선유도공원 
사업추진을 환경 부서에서 전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선유도공원 조성사업의 담당부서는 이후 한강기획단과 밀레니엄사업기획단이  
된다. 두 조직은 모두 환경국 소속99)으로 환경도시 정책을 공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획TF였다. 특히 한강기획단은 선유도공원의 명목 상 관여부서였고 
실제로는 밀레니엄사업기획단이 실질적 집행 부서였다. 이러한 조직구성의 변화 
또한 선유도공원의 추진방향이 환경, 생태를 테마로 한 대형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연유 중 하나이다.  

2) 시장(고위관료)-기술지식인 집단 간 연합
선유도공원은 공원조성이 확정된 1998년부터 여타 대형공원 조성과정과 

유사하게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아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 현상공모 지침은 
통치주체의 의도를 명시한 문서이다. 현상공모는 지침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기술지식인 집단과 자문위원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지식을 
동원해 지방정부의 의도를 강화하는 통치성 수행 역할을 한다. 

선유도공원 현상공모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밀레니엄공원화사업100)과 월드컵 개최, 새서울우리한강사업과 유사한 맥락, 즉 

98)� 서울시(1997:� 257)는� 환경전담�조직� 개편� 일환으로� ‘실(1급)� 수준의� 환경전담부서� 확대개편,� 타부서와
의� 연계성� 강화� 조정기구� 설치’를� 통해� 환경분야� 시정을� 통합관리하고자� 하였다.� 고건� 시정� 이전에는� 환경�
전담조직이� 서울시� 행정에서� 위상이�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서울시
가� 도시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민선� 2
기� 당시� 환경도시�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환경국장� 직위를� 일반� 국장급보다� 한� 단계� 높은� 급수로� 조정하
는�등� 환경정책�담당조직의�권한이� 강화되었다.
99)� 당시만� 해도� 공원조성� 관련부서는�타� 부서와� 협력이� 활발하지�않았다.� 기획은� 조성과,� 실시설계� 및� 건
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공� 후�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담당하는�시스템이었다.� 환경부서�역시� 기반이�
확립된� 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 환경생태�복원과� 관련해�공원녹지과와�정책연계가�활발하지는�않았다.�
100)� 선유도공원은� 밀레니엄공원화사업� 현상공모� 시점과� 거의� 동시에�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밀레니엄공원
과� 별도의� 현상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선유도공원을� 일반� 근린공원이� 아니라� 밀레니엄공원과�
차별화된�랜드마크로�조성하려�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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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연생태 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사전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공모지침에 지시하고 있다. 

<설계지침>
- 기존 정수장 시설 및 선착장 등 구조물은 최대한 활용
- 선유도 하류저수부지 4,920평은 자연생태형 공원으로 구상
- 한강양안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인공구조물 순화방법 제안
- 건축물, 구조물 등은 환경친화형 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안

<설계 현상공모의 취지>
선유도(선유도정수장 이적지)를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와 휴식, 관광의 명소로 제공하고 한강의 역사와 생태
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정수장 내의 기존시설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공원으로 조성... 

출처: 서울시, 1999: 2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서울시 선출직 시장과 고위관료 주도로 선유도공원 조성이 추진된 가운데,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아래 발췌문헌에서 볼 수 있듯 현상설계 당선인인 기술 
엘리트로서 조경,건축가 집단이다. 이들은 선유도공원이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대체로 설계자의 용단에 힘입어 탄생...서울시와 설계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대

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도자료(2006.4.25.): 2) 

그런데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조경설계 S 사와 W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안이 
최종 선정된 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일부 관료집단 및 
심사위원101) 간에 있었음을 A씨와의 인터뷰 과정 및 당시 당선안에 대한 심사평 
문헌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원조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A 씨의 당선안에 대한 지지 때문이었음을 아래 당선자 조경가 
C 씨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당시 실무자 F 씨 및 C 씨의 진술에 
따르면 조성 당시 관료집단에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당선자에 강한 권력이 부여된 것이다.

101)� 당시� 심사위원은� ‘’시정발전에�기여하고�있는� 분야별� 전문가� 참여,� -� 한강을� 사랑하는�시민의� 모임(한
사모)위원,� 시의원� 참여...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하여� 심사하되�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한사
모� 위원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서울시,� 1999:� 5)한다는� 방침� 하에� 조경,� 환경생태,� 수질분야� 지식인
(교수)와� 언론인,� 시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문위원은� 조경� 분야,� 토목,� 건축� 등� 기존� 공원� 건립� 경험
이� 있는�실무� 엔지니어�분야� 인사를� 비공개�추천으로�구성하였다고�한다.�



- 72 -

C: A가 건축가도 믿고 나를 믿고 하니까 자꾸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공사팀이 정말 

많이 참아줬어. (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8.28. 인터뷰 중) 

A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A 씨가 당선안을 전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당선자 C, W 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자본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는 W 건축가와 C 설계가의 디자인 기술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102).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암묵지로서 이들 간 컨센서스103)형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암묵지가 선유도공원 행위자 간 연합 원천이 되었다. 

3) 관료집단 및 민간 전문가집단 보조, 시민사회 참여 부재
A: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그건 나는 솔직히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것 같애.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핵심 고위관료, 2019. 8.29. 인터뷰 중)

주요 행위주체였던 고위관료 A 씨의 진술을 통해, 당시 지방정부는 시민을 
중심으로 공원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기보다는, 당시 공원 조성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선 초기 지방정부는 민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미미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지방정부는 아래 선유도공원 
실무자였던 관료 B 씨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 민간 시민사회를 공원 이용자인 
주민 혹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관료집단 이외 민간 전문가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참여 절차를 민간 전문가집단인 
‘한사모(한강을사랑하는시민모임)’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으로 갈음했다.

102)� A� 씨는� W� 건축가가� 장소성을� 발굴하는� 방식이� 자신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하였고,� C� 조경가도� 지인
을� 통해� 전해들은� 바� 식물이나� 디테일에� 조예가� 깊고� 장소에� 대한� 심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신뢰를� 갖고�있었다.� 이는�다음� 인터뷰�내용에서�확인� 가능하다.�
“A:� 내가� 두� 양반(W,� C)을� 아니까..� 대개�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 게� 뭐고� 가져온� 계획도� 보니까..�
하고싶은� 데로� 하면� 되겠더라� 이거지.� C� 선생이� 나하고� 대충� 성향이나,� 내가� 신뢰할만한� 디자인이라고� 생
각을� 했고...� W� 씨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성향을� 알지.�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선유도공원� 조
성� 당시�주요� 고위관료,� 2019.� 8.� 29.� 인터뷰� 중)
103)� 고위관료� A� 씨와� 설계가� 집단� 간� 지식�연합에� 따른�장소성� 도출에� 대해서는� 2.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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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민들의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지 시민단체는 아니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한사모가 설계자와 직접적으로 관

계한 게 아니라 한사모에 (의견을) 받아서 설계자들한테 전달했죠.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실무 관료, 2020.12.30. 인터뷰 중)

새서울한강사업의 비상설, 비공식 자문기구였던 한사모 공원관리 분과104) 
구성원들이 선유도공원 조성에 관여한 명목 상 지식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한강의 수질과 식물, 동물생태 복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장, 도시숲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대표, 업계 기술엔지니어(기술사), 식물학, 수생동물학 등 환경생태 관련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었다(서울시, 1999)에 드러난다. 

 당시 주요결정권자였던 공무원 F와의 본 연구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이 
지향하는 환경복원, 보존이라는 가치를 이미 선유도공원 설계안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즉 자문기구인 한사모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와 설계가 집단이 추구하는 
환경도시 정책기조를 강화시키는 지식제공 역할을 수행했다. 지방정부는 이들의 
지식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선유도공원 조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타 집단의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시민단체, 준정부기구, 일반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선유도공원 조성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는 약 15년 이후 조성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상황과 비교된다. 당시에는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창구는 없었다. 

선유도공원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 집단의 부재는, 다양한 행위자의 정책 
개입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도시(지방)정부가 도시관료와 엘리트 집단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저하시킨다(최병두, 2011: 270)는 맥락과 상통한다. 

104)� 한사모는�역사문화�분과,� 자연환경복원�분과,� 치수� 분과,� 한강공원�관리�분과로� 구성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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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지식의 연합을 통한 장소성 도출과 경합
 1) 시장, 고위관료: 한강 역사, 도시환경 복원

 선유도공원 부지인 선유도는 다양한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선유도의 장소성105)은 어떤 시간적 혹은 공간적 요소를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설계공모 과정에서 다양한 선유도공원 
장소성이 도출되었다.

장소성 간 경합이 공모 선정 시 일어났음에도 선유도공원이 현재 모습으로 
조성된 이유는 선출직 시장, 측근 고위관료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했기 때문이다. 
A 씨 및 선출직 시장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그의 장소 인식과 철학, 
지식체계가 도시공원 장소성 선택 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장소성 인식이 어떠한 철학, 지식체계 연합으로부터 도출된 것인지를 추적해본다. 
이들은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환경생태 복원’, ‘한강의 역사’, ‘정적 
휴식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장소성 선택에 대해 A 씨가 갖고 있는 도시의 장소 인식론, 철학을 
추적해보면, 그는 도시공간의 장소성은 근거리 혹은 장소영역 내 고유한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사실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추구106)하는 
것을 다음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다. 

A: 좋은 장소라는 건 그 장소가 가진 잠재력을 키우는 거거든.... 이 선유도라는 게 가

졌던 나름의 역사가 있고 물이라는 주제가 있고...물을 만들었던 데라는 기억이 있고.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고위관료, 2019.8.29. 인터뷰 중)

위 A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장소성 선택을 장소의 내부, 근접한 공간 

105)� 선유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 아니다.� 원래는� 영등포구� 강변에� 있던� 작은� 언덕인� 선유봉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겸재정선이� 그린� 선유봉� 회화작품이� 남아있어�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한강유람� 기록이� 남아있는� 풍류의� 장소였다.� 근대화� 이후� 88올
림픽대로�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골재를� 영등포와� 선유봉� 사이� 토사에서� 채취하면서� 물이� 들어와� 인공적인�
섬이�되었다.� 이후�도시� 기반시설인�하수처리장을�건설하면서�산업화� 유산이라는�장소성이�중첩되어�있다.�
106)� 민선� 2기� 당시�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한� 데도� 고위관료� A� 씨의� 역할이�
컸다.�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북촌한옥마을이나� 인사동거리의� 경우� 장소� 영역� 내부의� 역사적� 의
미를�장소성� 도출�요소로� 채택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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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관계맺는 인식론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선유도와 면하는 한강이라는 자연생태 요소와 섬 내부 
선유정수장 역사를 장소성 도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A 씨는 도시공원이란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 문화를 생산하는 장소이기보다는, 
장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 
자연성이 살아있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인터뷰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고유한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 방문객이 많아져 유원지화되는 것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공간은 좋은 설계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행정가의 
역할은 그들이 전문적 식견으로 공간의 장소성을 발굴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의 지식체계를 살펴보면 A 씨는 근대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성을 재발굴해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 방안을 구상했던 정책생산자였다. 사실 당시만 해도 
폐산업시설을 공원화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보편적인 관점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폐산업시설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매력적인 장소성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아래 A 씨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확인 가능하다. 즉 그가 갖고 
있는 건축, 도시 지식과 경험이라는 지식체계가 폐산업시설을 공원화하는 
근간으로 작용한 것이다.

A: 선유도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데에는 없는 유니크한 개성을 가지면서 1급

(first-class)인 거. 그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파리에서 봤

던 거 같은데 딱히 정수장은 아니지만 공장을 공원으로 하고 뭐로 하는 건 꽤 있거든.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고위관료, 2019.8.29. 인터뷰 중)

선유도공원 조성을 지시한 고건 시장의 지식체계를 통해서도 그의 장소철학과 
장소 인식 및 선유도공원이 ’환경생태‘ 공원이 된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고건 
시장의 정치, 사회적 이력107)을 보면, 그는 민선 2기 당시 남산녹화사업과 

107)� 고건� 시장은� 박정희� 정권� 때� 전국토숲가꾸기� 운동을� 주도하였던� 핵심관료이다.� 또한� 그는�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나무지도를� 만들어�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직접� 입안하였으며(고건,� 2002:� 123)� 민선� 2기�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녹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각종� 환경의날� 행사� 참여� 및� @@재단이라는� 환경시민
단체와�활발히�교류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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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조성, 숲가꾸기운동과 같은 도시환경 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더욱이 그는 개인적으로 환경도시, 생태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두터워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기술지식인 집단(당선인): 선유정수장, 근대 역사, 식물생태
당선작을 설계한 건축가, 조경가 집단은 선유도공원 조성과정에 시장 및 

고위관료와 더불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 중 선유도공원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구체화한 주요인물 중 한 명은 C(조경설계S사 대표)씨이다. 

C 씨는 본 연구 인터뷰에서 처음 선유도를 방문한 즉시 직관적으로 ‘정수장, 
정적 공간, 한강 수생식물’을 선유도공원 장소성으로 선정했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C 씨의 이러한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장소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가 가진 직관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C: 정수장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물 문제, 물하고 접촉되는 물풀들

과 조류와 물고기와 한강 접촉하는 기반.. 배처럼 생긴 콘크리트 둑, 정수시설 제1공장, 

제2공장 시설을 보는 순간. 나는 이게 하나의 큰 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선유

도공원 설계가, 2019. 8. 28. 인터뷰 중)

이들은 고위관료 A 씨와 유사하게 장소 내부영역의 역사성, 생태적 특성이 
장소성 도출 요소가 되는 것을 진정한 장소성으로 인식했다. S 설계가 집단 및 
건축가 W 씨는 선유도가 가진 역사성 중에서 정수장 시설과 수생식물을 이곳의 
장소성 도출 요소로 선택하였다. 그 연유를 추적해보면 건축가 W 씨의 경우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과거의 기억을 공간으로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아래 W 씨의 언론사 인터뷰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건물은 완성돼 사용하면서부터 기의 영향으로 천천히 낡아가기 때문에 건축의 목표는 이 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풍화를 지연시키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노화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데 있다”.108).

C 씨의 경우 아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현대적 디자인을 지양하고, 

108)� 출처:� 서울경제,� 2018.7.6.,� "잠실대첩,� 풍경·역사성·사람� 어우러지는� 도시� 공간� 고민했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S1ZAVUE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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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영역이 가진 고유한 형상과 역사성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를 자연친화적인 재료, 특히 장소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다. 

C: 여의도광장을 비롯하여 을지로 훈련원, 파일럿, OB 맥주공장 등의 대지에 새롭게 조성된 

이들 공원은 모두 장소의 역사를 무시하고 기존 건물들을 흔적도 없이 허물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건축문화, 2002: 1)

그래서 A 씨가 선유도공원 당선작 설계가인 W, C의 안을 선유도공원에 
구현하도록 지지한 이유도 그들의 디자인 방식이 자신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장소 내부나 인근의 장소 요소를 장소성으로 발굴한다는 점을 고위관료 A 
씨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아래 A 씨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선인 건축가 W씨는 장소 내부의 역사적 요소를 건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건축가이고, C 씨는 식물이라는 생태요소를 장소성으로 잘 표현하는 
조경가라고 인지했다.

A: W 씨가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창고터든 공장

이든 잘 보존해가지고 매력있는 곳으로 바꾸는...C 씨가 굉장히 꼼꼼한 조경가이기 때

문에 수초를 뭘 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고...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고위관

료, 2019.8.29. 인터뷰 중)

선유도공원 설계가 C, D109)씨의 도시공원에 대한 철학은 아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다. 그들은 도시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활기찬 공간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안온함, 평온함을 주는 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고위관료 A 씨가 추구하는 도시공원 철학과 
일치한다.

C: 공원의 본질은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농구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그런 거보다는...(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 8.28. 인터뷰 중)

D: 결국은 이용객들에게 안온함을 줄 수 있는 그린과 생태와 공원의 본 목적을 충실

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선유도공원 설계 실무자, 2021.1.12. 인터뷰 중)

109)� C� 씨� 뿐� 아니라� 선유도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한� D� 씨� 또한� 선유도공원을� 현재의�
모습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연구자는�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피면담자� B씨의�
추천에� 따라� D� 씨와� 인터뷰를�진행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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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경설계 S 사는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수생식물 정화’테마로 
설정한다. 이는 이들의 지식체계에 기인한 결과이다. C 씨를 필두로 한 S 사는 
식물상 복원과 관련한 기술을 축적해 이를 미학적으로 풀어내는 지식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C 씨는 S 사가 민선 1기 당시 어린이대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민선 2기에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C, D 씨는 선유도공원 조성 과정에서 어떠한 지식을 동원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C: 생태학자도 한 명이 아니라 물에 대한 생태학자, 동물, 곤충, 조류 생태학자.. 그것

도 우리나라의 톱클래스들을 다 모셔놓고 같이 하는거야. 생태학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 8.28. 인터뷰 중)

D: 저희가 도대체 이 생태하고 공원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몰라서 같

이 코웍을 했어요. 이미 캐나다는 저희보다 1, 20년 앞서서 생태라는 용어, 환경공원이

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어요...(선유도공원 설계 실무자, 2021.1.12. 인터뷰 중)

설계가 C, D 씨의 위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생태조경가, 식물, 
동물학자들과 협업함으로써 관련 전문지식을 동원, 연합해 선유도공원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선유도공원의 경관 형성에는 특정 지식이 
동원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건 시장 및 고위관료 A 씨가 지향하는 환경생태 
중시 철학과 상통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의 공간적 구현이 가능하였음을 
유추가능하다.

3) 기타 전문가 집단: 선유봉 조선시대 역사, 풍류, 문화창조
앞서 언급한 두 주요 행위자 집단이 주장하는 장소성이 선유도공원 조성 시 

논의된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현상설계 공모지침은 선유도공원 기본방향을 
환경테마공원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장소성 해석이 당시에 
공존했다. 이를 아래 5개의 타 설계가 집단의 현상설계 응모안 요약표(아래 <표 
10>)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설계가 집단은 각자의 장소성 도출근거, 
철학, 지식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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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 설계개념

1 건강, 사랑, 배움, 창조
2 선유봉의 복원과 정수시설의 활용
3 선유봉 재현, 선유봉 자연성 회복, 생태공원 조성, 정수장 시설의 흔적 존중
4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간, 문화가 있는 생태공간
5 살아있는 섬(living island)

출처: 이명주, 2003: 62

<표 10> 현상설계 응모안에 제시된 선유도공원 장소성

당선안 및 선유도공원 공모 안을 보면 대부분의 안이 장소성 도출요소로  
선유도라는 장소 영역 내부의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각 안이 
선택한 역사성은 각 제출안 별로 역사적 사실의 시대적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이 
바로 장소성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자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 3안은 선유도가 조선시대 선유봉이었다는 사실을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당선안에서 제시한 정수장 잔존이라는 
경관조성 기법과는 대조적으로, 기존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물리적으로 
선유봉을 토양 정지작업을 통해 복원하며 직선적 동선과 식재, 시설물을 
조형적으로 설치하는 디자인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주, 2003: 47). 또 
한강의 역사성을 조선시대로 상정해 십장생 이미지나 전통 풍류정원으로 
직설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1, 4, 5 안의 경우 역사성을 선유도의 
미래 시점으로 해석해 선유도공원을 역동성, 창조성, 문화라는 장소성으로 
설정한다(이명주 2003: 47, 109). 이에 동적인 동선체계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반면 당선작은 역사성을 ‘조선시대’나 ‘미래’로 인식한 제출안과는 다르게, 
근대산업화 시대 역사성을 공원의 장소성으로 해석했다110). 기성 조경가 집단은 
당시 S 사가 제시한 장소성인 근대산업화 역사를 선유도의 장소성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기성 조경가 집단인 일부 심사위원이 당선안을 일부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음을 아래 심사평 발췌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10)� 몇몇� 제출� 안에서� 정수장� 흔적을� 보존하려는� 제안이� 있기는� 하지만� 당선안처럼� 정수장� 시설� 자체를
보존해�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기존� 산업유산� 구조물� 일부를� 점적으로� 모뉴먼트
처럼�배치하는�소극적� 방식(이명주,� 2003:� 110,� 111)으로�제시했다는�점이� 당선안과�다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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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기본형태: 선유도는 과거... 많은 누각이나 정자를 짓고... 이곳을 공원화함에 있어서는 

옛모습을 복원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공원의 한 부분만이라도 고증을 

거쳐 옛 정자나 누각을 복원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서울시, 2000: 99_기술심

의 조치내용 중 심사위원 A씨 검토의견)

선유도공원 설계 실무자였던 피면담자 D 씨의 진술에 따르면, 기성 조경가 
집단이 정수장 시설을 장소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지식체계에 
따른 장소성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폐기반시설 흔적을 남기는 기법이 
흉물스럽고, 공원의 이상적인 자연풍경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상적인 도시공원 상은 구조물과 같은 도시적 이미지보다는 
수려한 자연적 풍경 이미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들은 근대산업유산이 아닌 
조선시대 선유봉이라는 자연환경을 장소성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선유도공원 설계안 간 장소성 경합이 현상공모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소성은 행위자가 어떤 공간적 요소를 장소성으로 인식해 
채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요소를 장소성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인식론과 철학, 지식체계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그러나 각각의 행위자가 인식하는 장소성이 행위자 간 권력역학 사이에서 
경합하다가 특정 장소성으로 담론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서 선유도공원 담론을 분석한 결과, 다른 장소성은 사장되고 가장 
권력우위에 있었던 선출직 시장과 당선인 조경가 집단이 도출했던 장소성이 
주요담론으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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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권력-지식 연합과 경합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선유도공원이 완공된 지 15년 후 조성된 대형 

도시공원이다. 서울시는 그간 행정시스템이 향상되고,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선출직 시장도 그 기간동안 4회 교체111)되었으며, 민선 3-5기 
선출직 시장은 각각 대형 랜드마크가 되는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마포문화비축기지도 민선 6-7기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이라 볼 수 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지식의 형성 양상은 앞서 
선유도공원에서 보듯 민선 초기 때보다 더 신속하고 다채롭다. 지방정부 선출직 
시장 뿐 아니라 다수의 관료집단 부서가 관여하였고, 민간 전문가 집단도 여러 
부류가 개입되어 있다. 또 시민사회 집단이 조성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공원화 결정의 목표는 부족한 도시 
오픈스페이스 확충이 아닌, 선출직 시장의 선거 당선을 위한 것임을 아래 
발췌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나대지로 방치되었던 유류탱크 존재를 박원순 시장이 고건 시장으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다. 선출직 시장은 이곳이 자신이 추구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시정방향을 부각시키기 적합하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문화시설로 용도를 구상하였으나, 임야인 필지 특성 상 도시공원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수월했다. 그러한 상황적 판단에 따라 이곳이 
도시공원이 된 것이다. 

[‘왜 다시 ‘공원’인가‘] 상암동 일대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면적대비 공원의 비율이 다소 높

은 지역이다. 난지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암동 일대의 공원들은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공유

한다. 이러한 지역에 다시 공원을 추가하여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지향하는 공원은 주변의 공원과 정체성을 달리한다. 도시재생으로 탈바

꿈할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용도는 ‘공원’이지만, ‘문화’라는 콘텐츠가 덧대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원과 궤를 달리한다(서울시, 2018: 131).

111)� 박원순� 시장이� 연임하였고� 재임� 후� 이곳이�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인의� 전임� 시장이� 역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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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담기획 부서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면서 시민수렴 절차인 
공개토론회, 학생공모, 전문가토론회 등을 실행한다. 이를 거쳐 국제현상공모 
지침을 수립한 후 현상공모에서 당선안을 선정해 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림 15]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당시 상황
출처: 연구자 작성

다음의 내용에서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행위자 구성 및 이들 간 
권력역학 관계와 시간별 변화양상을 규명하였다.

1. 행위자 구성 및 행위자 간 권력역학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조성되는 데 있어 핵심 행위자는 선출직 시장이다. 또 

초반에는 전통적인 공원조성 부서인 푸른도시국이, 현상설계 이전에는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가, 기본계획 이후 후반 실시설계 및 준공은 
푸른도시국112)이 담당부서였다. 또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일부 운영관리는 

112)� 도시공원� 관여부서가� 이명박� 시장� 때� 환경국에서� 분리되어� 푸른도시국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지방정
부의�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푸른도시국의� 경우� 공원계획의� 단계에� 따라� 공원조성
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공원관리과와� 공원운영과에서� 권한을� 이임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 서울시� 구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푸른도시국� 산하에� 별도� 사업소를� 두고� 동일� 구역에�
입지한� 공원은� 한�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 둘� 다� 서부공원녹지관리사
업소에�포함되어�있다.�



- 83 -

경제정책실 사회적경제과, 운영관리는 마포문화비축기지 사무국이 담당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특히 괄목할 점은 시민사회 집단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비판적 도시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민주적 
통치방식을 수행한다는 정당화 일환에서 협치(거버넌스) 담론을 통치성 기술로 
활용한다고 본다. 특히 지방정부와 같은 통치주체가 시민사회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러하다(임미원, 2016: 130; 김용창, 2015: 432).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영역과 대립하기보다 제도권 속으로 그들을 포섭시킨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당시 특히 지방정부는 협치·거버넌스를 대외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마포문화비축기지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포문화비축기지 주요 행위자인 시민사회 집단은 통치성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가 민주적 참여를 정당화하는 통치성 수행전략이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력 개념과 협치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민간협력과 시민참여를 전제한 협치는 상이한 개념임에도,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주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참여와 협치의 실현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드러난다. 특정한 시민사회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일반 시민과 
다양한 행위주체의 참여절차를 대체한 듯 보인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의사결정은 협치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엘리트주의적 양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필자가 관찰한 바, 시민사회 집단은 
제3섹터라기보다는 ‘신’엘리트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 관여한 시민사회 집단은 특정한 성향과 철학,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보적 성향의 대안문화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 집단은 기성 엘리트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추구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창발을 일구어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 집단은 그들이 시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인식함을 아래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시민사회 
집단을 신엘리트집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생태문화공원이자 전환기지로서 장소를 재생하는 과정은 시민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시민

력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객이나 서비스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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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만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2018: 323)

1) 시장의 주도적 공원화 결정과 정당화
석유비축기지의 공원화 결정에 촉매가 된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7월에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도시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그는 20여 년 만에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고건 시장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그 곳에서 고건 시장과 담소를 나누던 도중 고건 시장이 
1998년 밀레니엄공원화사업 결정 당시 사업대상지로 논의했으나 추진이 무산된 
유휴 시유지인 석유비축기지가 있다는 이야기113)를 듣게 되었다. 당시 이곳의 
존재를 알게 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한 인터뷰-아래 
발췌문 내용-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는 석유비축기지를 사업화해 자신의 친환경 
도시재생 정책기조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돌아와서 조사해보니 리우회의의 주제였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담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더군요. (서울시, 2017a: 6_박원순 시장 인터뷰 중)

박원순 시장은 고건 시장을 면담한 직후 석유비축기지를 시찰하고 사업화 
절차를 착수한다. 전임 시장 당시 수립된 계획안114)이 있었으나 박 시장은 기존 
계획안에 대한 재고를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11월 행정2부시장 주관 하에 
서울연구원에 방안 수립계획을 발주했다(서울시, 2018:　99). 

석유비축기지는 임야이고 이를 공원화한다는 청사진이 있던 상황이어서 당시 
주관부서는 푸른도시국이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통상적인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방식으로 공원 테마, 시설·공간구상, 사업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석유저장 탱크와 주변 녹지를 활용, 생태, 환경, 문화 

113)� 고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새� 시대� 서울의� 환경정책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서울시,� 2017a:� 6_박원순� 시장�인터뷰� 발췌)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14)� 초반에는� 서울시에서� 이곳을� 기록물관리기관과� 한강사업본부� 신청사로� 사용하고� 앞� 쪽� 공터는� 오세
훈� 시장�시절� 계획이었던�영상문화콤플렉스를�신축하는�것으로�논의(서울시,� 2018:� 99)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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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장으로 조성‘(서울시, 2018: 99)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마포문화비축기지 실무 담당자 공무원 G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건 

시장은 당시 푸른도시국장을 통해 석유비축기지를 밀레니언공원과 같은 생태, 
자연 박물관, 교육학습장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고건 시장의 이러한 
방향성을 동의하지 않았음을 당시 사업 담당자였던 피면담자 F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자신의 도시재생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다. 그는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일반적인 
공원이 아닌, 상징적인 도시재생 문화공간이 되길 바랬다115). 그래서  
내부적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 전담부서를 푸른도시국으로부터 공공개발센터로 
본격적으로 이양시키게 된다. 선출직 시장의 의도에 따라 담당주체가 변경된 
것이다.

통치성 연구자들은 지방정부가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사회구성원의 지식은 재조합하여 정당화하고, 성향에 반하는 도시 
구성원들은 임의로 배제하는 기제를 작동시킨다(Kusno, 2011)고 비판적으로 
본다. 실제 이러한 경향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초반에 나타난다. 

[그림 16]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초기 시민참여 절차
출처: 서울시, 2018: 103

위 [그림 16]의 단계는 마포문화비축기지 추진 초반에 실시했다고 하는 
시민참여 절차 모식도이다. 현상공모 지침 마련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 중심이 

115)� 푸른도시국� 직원인� G�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내에� 잔존하는� 그린벨트나� 개발유보지�
중� 공원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높거나� 부동산� 개발과� 연계해� 지가상승이� 극대화되는� 입지를� 공원� 부지로�
선정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당시는� 특별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차이가� 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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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시민, 전 세계 학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 공모전, 온라인 
투표, 현장설명회, 전문가 워크숍을 시행(서울시, 2018: 155)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포문화비축기지의 방향성이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사전에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문화적 도시재생 일환으로 
조성하기로 선출직 시장이 결정한 상황에서 수행된 것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방향을 마치 시민들이 제안한 것처럼 협치라는 명목 상 과정을 통해 
‘사전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협치를 통해 일종의 통치성 
기술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I: 학생공모전 자료를 저희를 줬거든요. 당선인 되고. ‘90몇 개 팀 제출자료 여기 담

겨있는 내용 저작권에 문제 안 되게 겹치지 않게 설계해라’였어요. 아이디어 공모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붐업을 시키려고 한 목적이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려는 건 

아니었다고 그 때 알았고..(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건축가, 2020.12.19. 인터뷰 중)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에 참여한 건축가 I씨의 위 진술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전 시민참여 절차가 통치성 기술이었음을 방증한다. 사전에 선출직 시장과 
전문가 엘리트집단이 설정한 기획방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음을 시민들에게 정당화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267건의 응모내용을 사전에 검토했다. 심사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원, 
자문위가 사전에 선별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데, 이는 일반시민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도시정책 
지식인이 발제, 토론116)하고 공무원 및 앞서 선별된 공모전 당선자 200명이 
참석한 세미나였다.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며 장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서울시, 
2018: 101)’일 목적으로 수행한 공모전 당선자 대상 현장답사는 문화적 
도시재생 방향을 당선자에게 강조하는 과정이었다. 

1차 심사 이후 선별된 39건의 공모 안을 온라인 상에 게시해 시민투표를 
유도하지만, 최종안 선정은 ‘전문가 심사 80%, 시민투표 20%의 비율로 점수를 
합산’(서울시, 2018: 105)해 ‘아이디어를 공간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116)� 이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의�방향성인�문화적� 도시재생을�주창하는�건축,� 문화기획,� 환경� 분야� 지식인�
집단으로�구성되어�있었다(서울시,�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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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서울시, 2018: 109)한다. 
현상공모 지침 확정단계에서도 분야별 전문가와 설계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탐험단, 협치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서울시, 2018: 51)하며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식인 집단인 건축정책위원회가  
위 전문가와 함께 기본구상과 공모지침(안)을 수립한 후, 서울시장 보고 및 
‘국제현상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침을 최종확정(서울시, 2018: 157)한 
것이었다. 

2) 시장의 전문가 집단 동원
(1) 시장-건축가 집단 간 연합

민선 6-7기 선출직 시장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에 
동의하면서 이를 공간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지식인 집단과 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초반에는 그러한 지식인 집단으로서 건축가 
집단을 동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 초기에 그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가 T 씨를 서울시 건축, 도시공간 기획 총괄자로 임명한다. 

현상공모 개시 시점 즈음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당부서는 공공개발센터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는 기치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특별조직으로 
2013년에 공공개발센터117)를 신설한다. 공공개발센터는 건축가 T 씨의 제안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또 이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로 서울시 건축정책 분야 업무 
수행경험이 많은 엘리트 지식인을 초빙하는 등 건축가 집단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공개발센터는 기존에 푸른도시국 부서에서 다루었던 공원 프로젝트118)를 

117)� 공공개발센터는� ‘12년� 8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조직이다.� 이� 조직의� 목
적은� 당시� 공공개발센터� 주요� 실무자였던� H�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내� 미개발지,� 혹은� 이전� 지방
정부에서� 답보상태로� 있는� 사업부지� 중� 시정철학에�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곳을� 적극적으로� 선점해� 사업
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시계획,� 건축� 부서가� 협업했고,� 이슈를� 공격적으로� 발굴해� 시장� 직속� 보고가� 수시
로� 이루어졌으며,� 예산배정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획조직은� 선출직� 시장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선유도공원에서도� 한강기획단,� 밀레니엄
공원조성사업단이� 있었고,� 민선� 3-4기에는� 청계천,� DDP플라자� 조성� 시� 기획조직이� 구성되었다가� 다음� 선
출직�시장이� 출범한� 이후� 해산되었다.
118)� 당시�공공개발센터가�수행한� 공원화� 기본계획은�노들섬,� 효창공원,� 서울숲�레미콘공장이�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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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한다. 이 조직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는 개발사업보다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어필하기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도 그 일환이었다. 이 조직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일반적인 여가휴양 공원이 
아니라 건축 중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공간으로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도시공원 조성 의도가 실용적, 공리적 목적보다는 
선출직 시장 및 그와 연합한 전문가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투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공공개발센터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2013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하였다(서울시, 2018: 99). 당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참여연구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책임자가 건축 전문가이며 xx건축사무소에서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 또 보고서 작성 사전에 공공개발센터에서 방향성을 문화적 도시재생 
공원으로 설정하는 과정에 도시재생과 건축적 가치를 지향하는 건축 전문가 
집단(교수)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때 수립한 마스터플랜119)(서울시, 2018: 
51) 내용은 이후 현상설계 공모지침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현상설계 공모는 선유도공원 조성과정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특정한 공간을 
지방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지식을 
동원하는 일종의 통치성 전략이다. 특히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상공모 시점과 준공까지의 기간과 관련해 들을 수 있었는데, 현상공모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관행보다 장기로 설정(1년 반)되고 반면 시공 기간은 
관행보다 짧게 추진(약 1년)되었다는 것이다.

G: 시장 재선하고 맞물려있는 고 시기에 맞춘 거죠.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실무 담

당 관료, 2020.12.16. 인터뷰 중) 

I: 박원순 시장님 행보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0월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된

다여서...공사 기간이 정말 터무니없이 1년 조금 넘었어요.(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건축

가, 2020.12.19. 인터뷰 중)

119)� 기본계획에는� 현상설계� 방안�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방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공간조성에� 영향력이� 크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공연,� 정보교류,� 전시� 등� 복합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구체적인�도입시설을�설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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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당시 실무자였던 G 씨 및 당선인 건축가 I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마포문화비축기지가 박 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현상 공모 발표는 2014년 1월에 발표하는데 이는 민선 6기 선거 
시점인 2014년 6월 직전이었다. 

공공개발센터는 국제 현상공모120) 담당 부서였고 현상공모 추진과정에서도 
핵심 행위자는 건축가 집단이었다. 과거 대형 도시공원 조성을 주도하던 조경 
관련 부서 및 조경 전문가 집단은 이 과정에서 배제된다. 

H: 이런 걸 해봤는지, 문화시설을 잘 아는지, 설계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야겠다고 해

서. 서울시 공원위원회, 주택위원회, 공공건축가 그룹에서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포문화비축기지 현상설계 공모 관여 서울시 관료, 2020.12.31. 인터뷰 중) 

[그림 17] 마포문화비축기지 현상공모 심사위원 구성 
출처: 서울연구원, 2013

120)� 정식� 현상공모� 명은�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한� 국제설계� 경기(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ulture� Depot� Park� by� rehabilitating� Mapo� Oil� Depot)”이다(서울시,� 201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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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비축기지 현상공모 단계에 관여하였던 당시 공공개발센터 소속 
공무원 H 씨의 위 인터뷰 진술에 따르면, 현상공모 자문위원은 문화시설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설계 집단 위주로, 자문위원장은 건축가이자 건축과 교수인 
인물로 공공개발센터에서 선별해 구성하였다. 

현상공모 당시 작품, 기술 심사위원 구성 또한 주로 건축설계 분야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 H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건축가 집단 중심의 현상공모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현상공모 심사위원 구성원은 위 [그림 17]에서 보듯이 19인 중 15인이 건축설계 
분야 인물이다.

<설계지침>

_설계 목표:…. 석유비축 탱크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_탱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 공간적 오브제로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탱크들이 가진 
독특함과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적극적 활용할 수 있는….
_참가자들의 계획안에서 석유비축탱크들이 전체 공원의 핵심적인 시각적, 공간적 장치로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_아래에서 제시하는 기본 프로그램들은 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연공간, 정보교류공간, 
전시공간, 편의 및 관리공간….

출처: 서울시, 2014: 9
위 발췌문은 현상공모 지침 내용인데, 처음부터 비축탱크라는 건축물을 재생해 

문화시설로 설계할 것을 응모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현상공모 응모 자격도 
조경업체가 아닌 건축사무소로 한정했다. 당선작은 건축설계가 집단121)이 제출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서울시, 2018: 167)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기본 공간 
틀이 되었다. 

현상공모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공개발센터는 기획조직의 태생적 특성 
때문에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인력 측면에서 내부적 한계가 
노출122)되었다. 시 내부에서는 도시공원이므로 사업수행을 푸른도시국으로 

121)� 당선자인� ###건축사사무소는� 젊은� 건축가로� 구성된� 신생� 건축설계� 사업체였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기본설계,� 실시설계권을�정식으로�일임받게�된다.
122)� 공원조성� 시� 전형적인� 실무� 프로세스(도시계획용도� 변경,� 인허가문제� 등)가� 있는데,� 공공개발센터는�
외부에서� 센터장을� 공개� 채용하고� 토목이나� 건축부서의� 정규� 공무원을� 임시로� 차출해� 기획업무를� 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원조성�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부재했음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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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기로 결정123)하면서 마포문화비축기지 사업 담당이 푸른도시국으로 
재이관된다. 

공공개발센터 건축가 집단의 마포문화비축기지에 대한 방향성은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의 그것과 간극이 컸다. 사업추진 중후반부터는 공공개발센터와  
푸른도시국 간 의견교류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권한이 약화하였다. 특히 당선인 
건축설계가 집단124)의 입지는 선유도공원의 당선인 집단이 가졌던 그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선유도공원과 달리 이들은 선출직 시장 및 담당 관료집단과 
의견일치, 사회적 자본이 없었다. 

당선안은 건축설계 기반의 계획안이어서 푸른도시국의 공원조성 행정절차나 
관행에 적합하지 않았던 탓에, 중후반 이후 푸른도시국과 당선인 건축설계가 
집단 간 의견충돌이 다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실무 결정권자로서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은 건축설계가보다 권력의 우위에서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다음 (2)의 내용에서 등장할 시민사회 집단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건축(설계)가 집단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완공 이후부터는 조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진다.125).

공공개발센터에서�핵심� 역할을�맡았던� 관계자� H� 씨가� 진술해주었다.
123)� 실무� 담당자였던� 피면담자� G� 씨는� 당시� 지방정부� 내부� 상황을� 증언해준다.� 1부시장� 산하에� 있던� 푸
른도시국이� 2부시장� 산하로� 다시� 이동하는데,� 당시� 서울시가� 1부시장� 산하는� 도시의� 소프트웨어,� 2부시장�
산하는� 도시의� 하드웨어� 관련� 조직으로� 재편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직개편� 이후� 2부시장이� 도시계획(토목)�
직렬� 출신이었고� 그는�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을� 공공개발센터로� 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상공모� 종료�
시점에서� 부시장이� 건축� 직렬� 출신으로� 바뀌면서� 건축� 분야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것보다는� 푸른도시국으로�
넘기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에�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사업� 권
한이� 이양되었다고� 한다.� 또� 주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피면담자� 공무원� F� 씨의� 인터뷰� 진술에� 의
하면,� 당시� 부시장이� 고건� 시장에� 마포문화비축기지� 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상황이� 전해진다.�
그때�고건� 시장은�푸른도시국�측� 인사를�추천하였다고�한다.�
124)� 마포문화비축기지에� 관여한� 당선자� 건축가� I� 씨의� 인터뷰�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현상공모� 과정에서
는� 공공개발센터와,� 기본설계� 과정은� 푸른도시국과,� 실시설계�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
력해야�했다고�한다.�
125)� 예를� 들어� 공원� 완공� 후� 에코라운지라는� 실내도서관� 조성� 시� 관료-건축가� 간� 의견교환이� 부재했고,�
건축가가� 사후� 이를� 항의하는�상황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 이는� 건축가� 집단의� 권한이� 약화한� 단적인�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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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시민사회 집단 간 연합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는 시민사회 집단이 주요 행위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이 핵심 행위자가 된 배경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민간 분야 전문가로 시민사회 구성원을 정책발굴 과정에 대거 
영입한 것과 관계가 있다. 

명칭 운영기간 구성 및 역할

설계자문
위원회

2014.9.23.-
2016.7.28.
(총 24회)

구성: 총괄MP, 설계 관련 각 분야 전문가, 기획, 연출, 운영의 
전문가(코디네이터)
목적: 비축기지 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실시 및 기본설계 추진 

워킹그룹
(기획, 연출, 

운영)
2014.11.8.-
2015.2.3.

구성: 민간 전문가 코디네이터 11인
목적: 기획, 연출,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설계자가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설별 세부사항 검토 및 제안

탐험단
(활동형 

워킹그룹)
2015.11.5.-
2016.11.1.

목적: 공원 개원 및 운영준비를 위해 구성
설명: 활동형 워킹그룹으로 민관협력을 토대로 운영 전반 및 프로그램 
생산에 이르기까지 논의되는 구조 마련

개원점검회의 2016.11.22.-
2017.9.13.

목적: 개원 관련 사항 준비, 개원 직후 이용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의
1-26회: 개원 관련 전반 검토
27~29회: 개원 기념 시민축제 관련 집중 검토

협치위원회 2017.3.15.-
2017.11.

구성: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15인
목적: 문화비축기지 관리 운영에 따른 시민 협치형 자립기반 마련
-분과별 소위원회,개원프로그램 소위원회(총 9회),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이용규칙 협의 소위원회, 공간시설·장비 운영 소위원회, 개원전략 실행을 
위한 소위원회

출처: 서울시, 2018: 120

<표 11> 협치위원회 조직구성 발전단계 

이들은 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국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탐험단, 
협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현상공모 이후 서울시는 
마포문화비축기지를 건축을 통한 도시재생 측면보다 협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면서126), 이들이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조직 운영을 주도하는 
일종의 비공식적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현상설계 공모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작했다. 당시 현상공모 자문위원 

126)� 당시� 추진� 중이던� 또� 다른� 공원화� 사업인� 서울로7017을� 서울시는� 전자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대대
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그보다는� 이슈가� 덜� 되고� 있었고,� 시에서는� 건축적� 랜드마크
는�이미� 7017로� 부각이� 되었으므로�이곳은� 협치를�부각하는�게�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였다고�한다.



- 93 -

구성 과정에서 문화기획, 연출, 운영 분야 전문가로 이들 일부가 
설계자문위원회로 포함127)되었다. 조성 실무자였던 서울시 관료 G 씨는 당시 
문화운영 분과 자문위원 구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해주었다.

G: 처음에 LL, L 그런 분들이, 이런 컨셉이 좋겠다 하니까 그런 공간에 설계가 이렇고 

이렇다. 그럼 누구누구 서로서로 추천해서…. 팀장님이 안테나 세워가지고 누구누구가 

잘한다던데 누구 물어봐가지고 팀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박 시장님이 의

견 많이 듣는 사람들 싹 몰아가지고 자문위원회 만들고 시민단체에 협치위원회 또 만

들고…. 우리가 눈치봐가지고 누구랑 친하다니까 갖다 엮어서 넣는 거지…. (마포문화

비축기지 조성 실무 담당 관료, 2020.12.16. 인터뷰 중)

위 G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문위원 구성 시 관료집단은 선출직 시장과 
긴밀한 교류가 있는 문화 분야 시민단체 출신 인물들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구성원들은 90년대 초부터 xx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교류128)했었다는 것을 협치위원이었던 L, N 씨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초반인 현상공모 당시만 해도 이들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이 강화된 계기가 있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부지의  
공원화 사업 결정 이전인 2010년부터 부지 내에 무허가 점유하던  
사회적기업(abcd129))이 있었다. 이 abcd의 대표 M 씨는 xx연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마포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래서 abcd 단체와 
xx연대 간 상당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130)되어 있었다.

공사 초반에 시공주체인 도시기반시설본부131)와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국은 
안전 문제와 공기 등을 사유로 abcd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xx연대 활동의 

127)� 내부적으로�시민주도�생활문화를�정책화할�수� 있는� 자문위원을�별도로� 구성하라는�지시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협치위원회� 구성원인� 시민사회� 출신� 몇몇� 인물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와는� 별개로� 문화기획�
전문가로�서울시� 도시재생�분야� 자문단에�박원순� 시정� 초기부터�참가하고�있었다.
128)� 협치위원� L� 씨에� 의하면� xx연대� 구성원들(L씨,� LL씨)은� 특히� 과거부터� 시민운동과� 정책� 토론회� 자리
를� 통해�박원순� 시장과� 사회적�자본이� 형성되어�있었다고�했다.�
129)� 이들은� 사회적기업� 설립� 이전에도� 성미산� 공동체를� 기반으로� 마포,� 은평지역에서� 2000년대� 초반부
터�다양한� 문화행사와�업사이클링�운동� 등� 시민주도의�문화창작�활동을� 수행하고�있었다.�
130)� M� 씨의� 인터뷰�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2000년대� 초에� 문화적� 시민활동을� 함께� 하며� 상호신뢰가� 구
축되어� 있었다.� 이들이� 홍대� 인근에서� 공공마켓,� 벼룩시장을� 개최할� 당시� 문화기획자는� xx연대� 소속이거나,�
xx연대의� L,� LL씨는� M� 씨와� 오랜�지인� 사이였음을�알� 수� 있다.�
131)� 이들은� 전통적으로�가장�예산확보가�크고� 권력이� 센� 부서로�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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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인 L 씨와의 대화에 따르면, 그는 M 대표가 자신들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L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L 씨와 M 씨가 함께 강제퇴거 
명령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선출직 시장 측에 개진132)하였음을 아래 M 씨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M: 박원순 시장님과 민선 6기 선거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되요. 캐주얼하게 몇몇 분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정책페이퍼를 들고 

가서…. 시민이 우리와 같은 모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

겠다…. 이걸 너무 하고 싶다…. (민간 문화점유집단 비$$지 구성원, 2020.12.23. 인터

뷰 중)

연구자가 M, L 씨와 면담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당신이 
추구하는 협치, 소통, 인간중심이라는 시정 방향과 강제퇴거 명령은 모순적이라는 
논리로 퇴거명령 철회를 설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생적 문화집단인 
이들이 문화비축기지 부지에 점유하면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박 시장은 시민사회 집단과의 사회적 자본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을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정책 기조를 부각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집단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관료집단은 박원순 시장 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점유를 허가하였음을 푸른도시국 주요 책임자였던 F 씨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F: 그 멤버들도 시장님하고 친숙한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알고 시장님도 

현장 가보시고 하다보니까...(선유도공원·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당시 주요 실무 관료, 

2020.12.28. 인터뷰 중)

시민사회 집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핵심 행위자 집단이 
된다. L 씨와의 아래 인터뷰 면담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원순 시장이 
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고 관료집단에 지시하는 등 협치위원회에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주었다고 하였다. 협치위원회는 자신들의 사회적 

132)� M� 씨는� 직접� 서울시� 전체� 조직에� 공문을� 보내거나,� 시장실에�찾아가는�등� 공적,� 사적인� 자리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였다고�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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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자체 연구보고서를 발간133)해 자신들이 구상하는 
문화비축기지 계획을 시 측에 제안하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 사업에 반영된다. 

L: 협치위원회에서 주로 (협치위원을)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권한을 행사

했죠…. 시가 그런 권한을 위임한 거죠. 협치위에..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들이 있거든

요. 시에서도 추천하고 저희도 추천하고 저희가 회의 통해서 뽑고 하죠.(협치위원회 주

요 구성원 L씨, 2019.8.26. 인터뷰 중)

3) 관료집단의 시장-전문가 집단 연합 견제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인 민선 초반에는 선출직 시장의 권력이 가장 강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상황을 서울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면담자 E 
씨의 아래 진술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면, 관료집단의 의사결정 권한도 
지방정부 내에서 상당하였다. 민선 선출직 시장과 지방정부 관료집단 간 관계의 
특성상 지방정부 내에서 선출직 시장의 권력이 가장 강하지만, 관료집단은 시장 
임기 종료 후에도 지방정부 조직에 남아 실무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E: 공무원들이 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랑 민간인들이랑 서로 카운터파

트를 하면 아무래도 힘의 우위가 관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중간에서 

서로 무게중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선유도공원·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당시 관여 서울시 관료, 2020.12.8. 인터뷰 중)

E 씨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지방정부 관료집단과 선출직 시장 간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양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상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초중반에 시장은 건축가 집단, 시민사회와 연합하면서 관료집단보다 권력의 
우위에 있었다. 관료집단인 푸른도시국은 초중반에는 이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시장 및 전문가 집단 간 연합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역학관계가 변화한다. 

133)� 정식� 보고서� 명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에� 따른� 도입시설� 프로그램� 계발계획� 연
구보고서」(문화사회연구소,� 2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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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집단의 통제력 강화
푸른도시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 E 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공원녹지 부서는 건축, 토목 분야와 비교해 전통적으로 권력이 약한 집단이었다. 
게다가 민선 6기 초반 서울시 내부조직 개편으로 공원녹지 관련 사업이   
공공개발센터와 같은 타 부서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푸른도시국의 권력 위상을 
비추어볼 때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은 협치위원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계획을 공공개발센터로부터 넘겨받은 푸른도시국에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방향으로 도시공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했다134). 마침 시민사회 
집단이 문화기획 전문가였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으로서는 협치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했었다고 사무국 직원 J 씨는 이야기하였다.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이 
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배경135)에는 이들의 전략적 측면도 있었다. 

한편 마포문화비축기지 준공 전후 도시공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측에서 급부상했다. 협치위원회 역시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136)해야 한다고 조성 초반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 
관료집단에서는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사업 책임자였던 F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문화비축기지가 
임야이므로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도시공원 관리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에 이를 
위탁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했다.

이후 푸른도시국과 협치위원회는 제3의 대안으로 중간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는 협치위원회가 주장하는 민간위탁 주장과, 

134)� 당시� 실무자� G� 씨는� 건축설계� 기반의� 기본계획을� 무산시키고� 조경설계� 재공모를� 하기에는� 예산� 측
면,� 행정적� 문제가�있어� 원안대로�추친할�수밖에� 없었다고�진술하였다.�
135)� 공원조성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들은� 협치위원회와� 논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E� 씨가� 문화비축기지�조성� 당시� 사무국과�인터뷰한�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존� 관료집단이�외부�
시민사회� 집단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것은� 여태껏� 없었다.�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이� 갑의� 입장에서� 의사결
정을� 하지만� 당시� 상황상� 협치위원회와� 동등하게� 협상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담당� 관료들이� 곤혹을� 치렀
다고�했다.
136)� J� 씨와의� 인터뷰(2020.11.19.)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공공영역에�민간의� 역량을� 수혈해� 조직을� 혁
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숲을� △△△△△△라는�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자는�이슈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기존� 공원� 관리� 인력은� 정규직� 공무원이었고� 민간위탁이�시행되
면�공무원� T.O가�축소되는�것이어서�당시� 서울시�공무원노조와�시의회에서�거센� 반발이�있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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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의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를 절충한 것이었다. 당시 실무자인 공무원 G, 
F 씨는 사무국을 설치한 당시 푸른도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G: 시민단체,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민간 개방직 전문가들 뽑아서 잘 

안 되면 그때는 일반관리로 돌려도 되는 거니까…. 위 라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좋다고 그래서 간 거고…. 안 되면 그냥 일반공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

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실무 담당 관료, 2020.12.16. 인터뷰 중)

F: 센터장 위주로 가요..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임기제 개방직으로…. 오

히려 보완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통제력은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모델이죠. (서울

시 도시공원 조성 관여 주요 관료, 2020.12.26. 인터뷰 중)

위 G, F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푸른도시국은 사무국137)을 
설치해 마포문화비축기지 운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사무국138)에 관리직 관료를 파견139)하고 외부 계약직 채용을 통해 
문화인력을 충원하였다. 그리고 선출직 시장 임기가 종료되는 2~3년 후까지 
사무국을 시범 운영해 조직 존립 여부를 사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도였다. 또 
문화기획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관료집단은 판단하였다. 그래서 문화비축기지 사무국은 서울시 
산하기관이자 준 민간위탁 성격으로 협치위원회와 푸른도시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자체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자 설치되었다. 

협치위원회는 이후 공원 완공 전후로 사무국을 통해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에 
적극 관여했다. 사실 협치위원회는 이곳에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여하고자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무국 설치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사무국 주요 인력을 xx연대와 사회적 자본이 

137)� 이들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 서부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적인� 예산과�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는�이� 구역에� 포함된� 각� 공원을� 총괄하는�공원운영과,� 공원여가
과,� 시설과,� 환경보전과가�있다.� 그러나�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는�이들과�동급의� 위계로� 설립되었다.
138)�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조성�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 담당이� 아닌,� 문화비축기지
가�지향하는�문화콘텐츠를�자체� 수립할� 수� 있도록�별도조직으로�편성되었다.�
139)� 이들의� 구성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 외부에서� 임기제로� 채용된� 문화기획� 전문
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을� 총괄하는� 문화비축기지장은� 다른� 공원관리사업소와� 다르게� 임기제� 공무원으
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하고� 있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사무국� 인원은� 현재� 약� 30명� 정도� 되는데� 이는� 통
상적으로�볼� 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직원의�규모와� 맞먹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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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홍대 기반 문화기획자로 초빙하였다.
이러한 사무국 조성배경으로 인해 이후 푸른도시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무국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완공 이후 
공간생산에도 영향을 준다. 공원에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무국 
문화기획 파트는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민간 문화예술 실무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는 사무국 신설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들 문화인력을 자신들이 수립해놓은 구상안을 수행할 실무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협치위원이었던 N 씨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기획 구성원들은 시민사회와 관련이 없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서울시로부터 채용된 인력이었고 협치위원회의 존재를 모른 채 입사한 
것이었다. 문화기획팀 일원 중 K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공원의 모습과 협치위원회의 그것140) 간에 간극이 컸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이견이 자주 발생하면서 협치위원회와 문화기획 구성원 
간 갈등이 첨예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협치위원회와 긴밀한 관계였던 1기 사무국 
총괄자(기지장)이 사임하고, 협치위원회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문화예술 분야 
출신의 새로운 총괄자를 서울시에서 채용하였다. 더욱이 2020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소천하고 2021년에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등 서울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마포문화비축기지 사무국 상황도 급속히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협치위원회는 비인가 위원회141)였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고 사무국 직원 J 씨는 이야기한다. 
반면 관료집단의 통제권한은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무국 구성원과 관료집단, 협치위원회의 권력역학 변화는 결과적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 경관으로 표출된다. 공원 완공 초반에는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생활문화 경관과 순수 문화예술 경관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 

140)� 사무국� 직원인� K� 씨는� 면담에서� 협치위원회가� 사무국� 실무진들에게�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컨퍼런
스�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환도시,� 생태� 지속가능성,� 공공시장,� 텃밭�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직간접적으
로�유도하였다고�이야기하였다.�
141)� 협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행정� 상으로는� 조례에� 의해� 등록된� 법정� 위원회는� 아니었다.� 협치위원회는� �
비공식� 비상설� 자체자문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의사결정권이� 강했던� 것은� 선출직� 시장과의�
연합�결과였음을�유추할�수�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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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협치나 생활문화 성격의 프로그램이 약화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전시, 관람, 축제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지거나 예술적 조형성이 강조된 시설물이 
공원에 배치되었다.  

(2) 관료집단의 민간 문화집단 배제와 선택적 도구화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비$$라는 민간 문화집단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행위자였다. 이들은 abcd라는 사회적기업142)을 중심으로 연합한 
‘비$$지’라는 문화집단이다. 이들의 존재는 앞서 협치위원회가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과정에 주도권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비$$지라는 집단은 공원화 
결정 이전에는 나대지였던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점유143)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구제작 작업장이 필요해 이곳을 점유하다가 점차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각종 대안문화 창작활동을 펼치는 등 여가문화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서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담당한 이후 푸른도시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민간문화집단이 부지에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제퇴거를 명령한다. 관료집단은 이들을 철거해야 할 불법집단, 경관을 해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144). 

퇴거위기에 처한 abcd 대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홍대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결집시켰다. 그리고 비$$지145)라는 이름의 대안문화 창작집단을 결성해 

142)� ㈜abcd는�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서울형�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을� 받았다.� 이들은� 수거한� 폐자재로� 가구를� 제작해� 판매한다.� 이들은� 홍대� 인근이� 젠트리피케이션화함에�
따라�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등으로� 이전하게�된영세� 문화창작자의�일부였다.� 이� 집단은� 마포를�기
반으로�자신들이�그동안�축적해� 온� 홍대문화와�기획력,� 시민과의�소통채널,� 이벤트� 개최경험을�바탕으로�다
양한� 공공공간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초반에는� 비축기지� 내� 벽돌건물-마포문화비축기지� 입
구� 근처에� 있는� 건물로� 현재는�안내소로�사용� 중이다-에서�점거했다.�
143)� 사실� 이들은� 점유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닌� 비공식집단이었다.� 당시� 이곳은� 행정의� 사각
지대였다.� 이들은� 공원� 조성� 이전� 당시� 서울시의� 공원관리과,� 임업과,� 시설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마포
구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곳을� 점유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수소문했으나� 점유하는� 데�
대한�어떤� 답변도�받을� 수� 없었음을�여러� 언론�인터뷰를�통해서� 볼� 수� 있었다.� 이후� 이들은� 일부� 기반시설�
사용에� 대해� 벌금을� 납부하는�방식으로�이곳에�비공식적으로�점유허가를�받은� 형태로�잔존했다.
144)� 푸른도시국은� 일단은�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향후� 프로그램� 형식으로� 공원의� 운영
에� 참여하는�것을�권고하는�등�초반에는�비$$지가� 이곳에서�퇴거하도록�회유했었던�것으로�드러난다.
145)� 이들은� 9개� 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M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홍대� 지역에� 정착한�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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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인원을 더 늘리게 된다. 이전에 비$$지 구성원과 교류한 적이 있었던 관료 E 
씨는 비$$지 구성원들이 마포 기반 대항공동체인 성미산 그룹 출신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협치위원 N 씨도 이들은 공동체 투쟁정신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비$$지와 협치위원회는 연합하여 푸른도시국을 상대로 공원조성 이전부터 
완공되는 기간 동안 협상하면서 숱한 이견으로 갈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던 반면, 아래 abcd 대표였던 M 씨의 
이야기를 통해 비$$지 집단은 협상 과정에서 관료집단으로부터 은연중에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 서울시는 저희가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 있는 주체이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과 방

향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이 꺼리면서 회의자리에 처음에는 추진단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어요...시에서는 

추진단 회의에서 제가 내는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저는 그 회의에 가 있

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회의의 원이 아니었구....공원이 개장되면서 현판 같은 게 생겨서 

과정에 참여했던,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논의에 참여했던 한명 한명 이름이 써있는 게 

있는데.. 유치한 일이지만 제 이름이 빠져있었었어요, 추진단 명단 안에..(민간 문화점

유집단 비$$지 구성원, 2020.12.23. 인터뷰 중)

위 M 씨와의 면담에 따르면, 푸른도시국은 협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입장이었으나 비$$지는 비공식 집단으로 간주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짐작 가능하다.

앞 내용에서 협치위원회가 비$$지 퇴거명령에 대해 시 측에 항의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들의 점유를 지지146)하면서 관료집단은 이들을 잔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곳의 문화생산자로 역할하고 싶었던 비$$지, 협치위원회와 
선출직 시장의 의사와는 달리 푸른도시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반대 입장147)을 
갖고 있었다.  

시민사회와 관료집단 간 긴 협상 끝에 제3의 안으로 비$$지 담당부서를 

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의�대항세력이었다고�소개하였다.�
146)� 박원순� 시장과� abcd� 대표는� 박� 시장� 당선� 이전부터� 공,� 사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공유경제와� 관련
한� 포럼,� 강연,� 세미나�등에서� 자주�마주치면서�서로의�존재를� 알고�있던� 사이였다고� J� 씨는� 전언한다.
147)� 푸른도시국은� 이�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경제과에� 일임하는� 것은� 행정예산� 이전� 문제가� 복잡하고,� 점
유� 건축물을�인허가하는�과정도� 장기간� 소요되기�때문(서울시,� 2018:� 148)에� 퇴거입장을�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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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국 산하 사회적경제과로 이관할 것을 합의한다. 비$$지 잔류 추진단이자 
민간위원이었던 협치위원회의 L, LL씨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과로 비$$지 
담당부서를 이전하는 안을 고수하였다고 M 대표는 진술해주었다. 협치위원회 
주요인물인 L 씨는 당시 사회적경제과로의 비$$지에 대한 담당부서 이전 과정은 
2-3년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하였다. 시 
측에서는 사회적경제, 인간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시정철학을 감안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아래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내 안착: 점유를 통해 얻은 일종의 기득권 및 물리적 점유가 아닌 무

형의 문화를 중시하고자 했고 유휴부지 관리시절부터 발아했던 무형의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지속적인 재생과 개발을 택한 것이다. (서울시, 2018: 145) 

푸른도시국은 비$$지라는 민간 문화집단과 첨예하게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과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경제과에 비$$지가 점유한 부지 필지를 재산분할148)하고 해당부지 관리 
권한을 이양149)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푸른도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비$$지와의 갈등을 매듭짓는 것이 선출직 시장 측과 대립을 피할 차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당시 관리자급 관료였던 F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나 마포구 측은 공원화 계획 이전에는 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푸른도시국과 갈등을 피하고자 
비$$지에 자진퇴거하도록 권유했다. 사회적경제과는 비$$지에 5년 간 체류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박스 5개 동을 자비로 설치하고 퇴거 시 기부체납150)하도록 
협상했다. 또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상암소셜박스151)라는 

148)� 공원조성� 부지인� 탱크� 쪽� 부분와� 현재� 이들의� 점유장소인� 공터� 부분은� 필지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공원조성과에서는�점유부지를�제외하고�공원을�조성하면�문제없을�것으로� 판단했던�것으로� 보인다.
149)�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한을� 다른� 부서에� 스스로� 넘겨주는�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고�
다수의� 푸른도시국�공무원� 인터뷰�진술� 및� 아래� M� 씨과의�대화를� 통해�전해들을�수�있었다.
“푸도국장님이� 퇴임하실� 때,� 자기네가� 관리하던� 부지를� 다른� 부서에게� 넘겨주는� 일들은� 거의� 뭐� 30년� 공
직생활에�처음이다�할� 정도로...”(민간� 문화점유집단�비$$지� 구성원� M,� 2020.12.23.� 인터뷰� 중).
150)� 특정� 사회적기업을�공공부지에�유치할� 때는� 공개입찰이나�현상공모�등�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 시� 측에서는� 이들이� 위� 과정을� 통해� 입주하게� 되면� 향후� 특혜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
담스러워했었다고� 주요� 협치위원이었던� L� 씨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푸른도시국� 측에서는� 이
들을�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협치위원과� 비$$지� 측에서� 그런� 방식은� 자신들이� 주
장하는�취지,� 즉� 시민이� 주도하는�협치의�공원이라는�의미를�퇴색시킨다는�논리로� 거부한다.�
151)� 상암소셜박스� 구성원들은� 비$$지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들은� 마포구� 사회적경제센터의�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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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동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을 공개공모해 입주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마포문화비축기지 한 켠에 사회적경제구역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에는 사회적경제센터라는 민관 중간조직이 신설된다. 비$$지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시설 관리, 마포구152)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센터와 푸른도시국 간 공원운영에 
대한 협력은 부재하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푸른도시국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 비$$지에 관여하지 않고, 사무국도 비$$지와 이질적인 
정체성 때문에 운영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마포구 사회적경제센터는 우연히 
담당하게 된 비$$지 운영관리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양상이다. 비$$지와 
사회적경제센터 간에도 협력이 미미한 상황임을 상암소셜박스에 입주한 활동가 
Q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협치위원회는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공원으로 비$$지를 
포섭시켜 이들의 문화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막상 공원이 
조성된 이후 그들을 공공에 포섭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행정절차 상 
단계153)를 거쳐야 했다. 비$$지 일원 P, R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비$$지 
일원들은 프리랜서 예술창작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원했을 뿐 행정체계에 예속된 문화창작을 하고 싶지 않았다. 또 
푸른도시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관료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154)도 있었다. 
결국 협치위원회와 비$$지의 구상안은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실현되지 못했다.

공공공간에서 가장 상징되는 공원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시민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담는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자연과 정취와 가까이 하고 느끼는 정도

에서�당선되어�일정� 기간� 임대하는�방식으로�입주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다.
152)� 마포구는� 이들이� 마포의� 지역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이후� 프로그램� 관리자� 입장이� 된다.� 현재� 공식적
으로는�비$$지� 컨테이너� 박스� 내에� 마포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계약직� 활동가를�상주근무하도록�하였으나,�
비$$지나� 상암소셜박스�구성원과�교류가� 되지�않고� 형식적으로�협의,� 관리하는�상황이다.�
153)� 시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용역기관의� 설립현황,� 업력,� 대표경력,�
실적,� 관련분야� 공식자격증,� 예산운용� 계획,� 인력구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공문서들을� 제출하고� 향후�
감사�시�대응하는�등�행정적� 절차를� 통과해야�한다.�
154)� 필자가�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관찰한� 바,� 이들은� 관이� 자신들을� 외부자� 취급하는� 것,� 배제당하는� 것,�
협치의� 도구로� 이용하고�정작� 권한은�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양가감정을�갖고� 있었다.� 처음에� 자신들이�가
졌던� 대안� 여가문화공간� 탄생에� 대한� 희망이� 저지당한� 데�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였지만� 공공의� 시스템� 앞
에� 허무함,� 단념,� 체념한� 감정을� 표출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는� 대화� 도중� 당시� 여러�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소�격앙된� 감정을� 보였지만�공식적으로�표출하는�것을�조심스러워�하는� 것을�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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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상상과 욕구가 공공과 만나는 방식을 서로 협의해가고 이해

하기에는 한계도 어려움도 많았고..(녹색당, 2016.7.31.기사_M씨 인터뷰 발췌)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표출하려는 선출직 시장의 
의도와, 내부 관료집단, 지식인 집단 간 복잡한 정치 역학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존재론적으로 
부합하는 자생적 문화집단은 비공식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발적 문화생산자로 마포문화비축기지에 
관여하고자 했던 비$$지는 도시정치로 인한 우연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임차인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잔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존재론적 의미는 경관 상에 부각된다. 
비$$지와 상암소셜박스 경관은 이곳이 지향하는 협치, 시민참여, 문화창작 
담론을 효과적으로 재현, 실천155)한다. 비$$지의 초창기 멤버이자 현재 
문화비축기지에 상주하고 있는 피면담자 P 씨는 이를 회의적으로 인식했다. 

P: 이 공원의 맥락을 설명하기에는 좋은 도구나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의 활동이. 그

런데 사실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해도 상관없거든요...다른 거 해도 훨씬 다양

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저 텃밭을 왜 하는 걸까? 굳이 안 해

도 되잖아요.. 구색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텃밭이 대안적인 활동의 상징같은 거죠. 시민활동, 시민주체, 시민주도, 이런 거..

(민간 문화점유집단 비$$지 소속 구성원, 2019.9.18. 인터뷰 중)

위 P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시가 자신들의 존재론적 의미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부분을 차용해 정책기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경관이나 미디어 경관은 그들의 자발적 시민문화 생산자로서 갖는 
상징적 이미지를 다수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포문화비축기지 
운영 전반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비$$지는 문화비축기지라는 
도시공원의 외부인으로 결과적으로 배제, 은폐, 타자화되었다.

155)� 이� 부분은� 5장�경관분석에서�마포문화비축기지의� ‘문화시민’� 부분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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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지식의 연합을 통한 장소성 도출과 경합
마포문화비축기지는 통시적, 공시적156)으로 이곳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성과, 

장소성을 도출하는 행위자 간 경합이 활발했다. 통시적으로는 각 민선 시장(민선 
2기~ 5기) 재임기에 수립한 석유비축기지 부지 사업계획을 보면 이곳의 장소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변화를 알 수 있다. 

고건 시장 재임기인 2002년에 마포석유비축기지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 
폐쇄해야 할 ‘위험시설’, 은폐되어야 할 흉물이었다. 혹은 부지를  
임시주차장이나 영접소로 사용하고자(서울시, 2018: 28, 79)했다. 2001년에는 
이곳을 ‘사이언스파크’로 조성157)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정보통신, 과학’, 
‘자연’, ‘교육’이라는 장소성을 부각‘(도: 280)시킨 이유는 상암신도시 개발의 
미래지향적 상징성과 이곳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2003년 이명박 시정에서는 첨단텐트극장과 복합문화테마파크로 이곳의 
장소성을 설정했다. 이는 시 전체 스케일에서 서북부 지역이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DMC와 연계해 대규모 상업문화예술 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신축하고, 게임·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한 복합 여가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또 2006년에는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MICE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장소성을 시에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정책기조가 국제도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해 대규모 자본158)을 유치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오세훈 시정인 2011년에는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비축기지 
부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DMC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해 
한류문화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의도159)였다. 

마포구가 본 석유비축기지 부지 장소성은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터 이상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곳은 2009년부터 공원화 이전까지 마포구에서 

156)� 이후�내용은� 박원순� 시장� 재임�당시� 마포문화비축기지�조성과정을�공시적으로�살펴본다.
157)� 사이언스파크� 사업은� 상암새천년신도시개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탱크� 구조물을� 그대로�
놔두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미래첨단�과학공원’(서울시,� 2018:� 72,� 79)으로�설정하고�있다.�
158)� 이명박� 시정에서� 추진했던� 첨단텐트극장,�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중기전시컨벤션센터� 모두� 민자사업�
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과도한� 예산책정�문제� 때문에� 모두� 무산되었다.� 일례로� 중기컨벤션센터의� 경우� 건
축비로� 1500억원을� 산정해� 예산반영에�실패했다(서울시,� 2018:� 79,� 97).
159)� 결국� 사업비(2,200억원)� 부담과� 이곳이� DMC에� 비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교우위가� 낮다는� 문제(서
울시,� 2018:� 97)� 때문에� 무산되면서�문화비축기지�조성� 이전까지�나대지로�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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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세버스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160). 
 박원순 시장 재임 초반만 해도 석유비축기지 부지에 대한 장소성은 환경생태 

교육,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등 다양하게 논의되던 상황이었음을 아래 발췌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처음에 환경단체는 기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문화단체는 문화예술의 전진기지로 만들자고 

했어요. 이전부터 공간을 사용하던 사회적기업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했고요. (서울시, 

2017a: 6_박원순 시장 인터뷰 중)

이렇듯 부지에 대한 다양한 장소성 논의를 거쳐 현재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완공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장소성은 이전 지방정부나 박원순 시장 재임 초반 
논의되던 그것과 다소 상이하다. 이 점이 암시하는 것은 현재의 장소성은 
그전과는 다른 행위자들의 지식체계로부터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장소성 
논의는 권력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민선 6, 7기 실제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장소성을 주장하고 서로 경합했는지를 살펴본다. 

1) 시장-시민사회 집단: 홍대 생활창작 문화
앞서 1절에서 선출직 시장과 시민사회 집단인 협치위원회, 비$$지라는 민간 

문화집단161)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권력 우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을 ‘협치’. ‘공동체’, ‘생태적 생활문화’, ‘ 
전환도시’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장소성이 5장 2절에서 언급할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론 키워드 분석 결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담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영역 내부의 역사성, 지형, 생물학적 특성을 이곳의 

160)� 당시� 월드컵대교� 건설� 주체인� 삼성건설� 현장사무소가� 가설건물로� 있었다.� 또� 마포구에� 방문하는� 관
광객� 혹은� 월드컵경기장� 행사로� 대절한�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포구에� 관
광객이�많아지면서�버스�주차문제가�생기자�이�나대지가�주차장이�된�것이다(서울시,� 2018:� 79).
161)� 비$$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홍대에서� 활동하던� 언더그라운드� 예술가,� 대안적� 건축문화를�
표방하는� 건축가,� 대량유통� 시스템에� 반해� 농산물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민단체,� 도시농
업�활성화� 운동가�등으로� 조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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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외부 공간, 즉 홍대162)와 성미산이라는 
지역스케일 차원에서 장소성을 도출하고 있었다.

L: 장소성이나 땅이라는 것이 같는 힘들이 농업이나 농부들 이야기할때도 많이 이야기

하지만.. 그 곳에 수년 간 활동한 비$$지가 있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협치위원회 주

요 구성원, 2019.8.26. 인터뷰 중)

위 협치위원을 주도하였던 인물인 L 씨와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홍대에서 이주한 점유집단인 비$$지를 문화비축기지 장소성 도출요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음산한 산 속에서 발현한 문화집단의 창발성이 갖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가치’(당시 협치위원장 LL씨, 문화비축기지, 2018_내부 비공개 인터뷰 
중)라는 것이다. 

협치위원회 구성원들은 도시공원을 휴양이나 완결된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시민의 생활문화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대안공간, 사회구성원 간 다양성 표출의 
장, 유연하고 가변적인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협치위원회 구성원은 
대안적 문화기획, 마을 및 지역공동체 사업 활동가, 생태숲 조성가, 장애인 극단 
소속 문화예술인, 청년문화 기획자, 시민참여 가드닝 활동가, 도시 대안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지는 LL, L 씨의 소속단체인 xx연대와 90년대 말부터 마포구 지역에서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도시의 공공공간, 문화활동에 관해 
유사한 지식체계를 갖고 있었다. 비$$지 역시 이곳을 자신들이 점유하면서 
대안적 문화창작 활동의 장, 실천하는 시민주도 여가공간163), ‘시민 
공유지(commons)’로 인식했음을 아래 비$$지 주요 구성원인 M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2)� 1990년대� 후반에는�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가� 마포구에� 밀집해� 있어� ‘상업,� 문화기능의� 중심지로� 육
성(도:� 95)’하기� 위한� 서울시의� 로드맵이� 있었다(도:� 95).� 2010년대� 전후� 홍대문화가�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발원지가�되면서�문화예술�창작집단의�상징적인�공간으로�마포구의�장소성이�강화되어�왔다.
“홍대� 앞은� 건축가들,� 음악가들,� 공예,� 디자인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글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섞여있었죠.� 대안문화� 공간� 안에서� 전시나� 공연이나� 포럼들을� 통해서� 만났었고�젊은� 기획자들을�위한� 네트
워크,�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축제들...� 일� 년� 내내� 동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들이�되게� 많았어요.”(민간� 문화집단�비$$지�구성원� M,� 2020.12.23.� 인터뷰�중)
163)� 이들은� 기존에� 홍대� 앞에서� 공공시장� 프로젝트라는� 시장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는� 홍대� 근처� 주민
들과�수공예� 창작자,� 출판분야�종사자�등이� 공터에�모여� 직접� 제작한� 물건을�교환,� 공유하는�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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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5년에 다양한 실험들을 또 거기서 해요. 전기가 없는 상황이라는 설정 하에 비

축기지 곳곳에 아지트를 만드는 제작워크숍 캠프를 3박4일 간 하기도 하고 야외공간

을 활용해서 아웃도어 클러빙 행사를 기획해서 관심있는 사람들 놀러오게 해서 산에다

가 빔으로 영상을 쏘고 바깥에서 춤추면서 노는 행사들을 한다거나..  당시에는 좀 욕

심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버려진 땅을 시민들이 개발해서 제도 안에 안착되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었고... (민간 문화집단 비$$지 구성원 M, 2020.12.23. 인터뷰 중)

위 M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지 일원들은 자신들이 이 부지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이곳의 장소성이 되기를 바랬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공원 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여가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장소164)였다. 그래서 비$$지는 주로 작업장, 정원, 개방공간, 놀이터, 시장 등 
활동적 여가를 마포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시하였다. 

협치위원회와 비$$지 일원들은 지식체계를 연합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장소성과 도시공원 철학을 이곳에 착근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 중 스쾃165)행위자들이 도시공원을 주도하는 사례를 직접 답사한 후 
자체보고서로 발간하거나, 해외 관련기관과의 협약, 세미나, 집담회 활동, 
조직결성166) 등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장소성 창출의 주도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들의 지식체계는 주도적인 인물인 LL 씨를 통해 조망할 수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문화기획과 미학비평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문화적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시민단체(xx연대) 창립 및 녹색oo연구소라는 환경운동단체 이사로 
재직167)하고 있다. 그의 지식체계는 문화를 관 주도의 엘리트 예술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인식한다. 또 시민은 수동적 주체가 

164)� 그들이� 문화비축기지� 개원� 당시� 프로그램� 공모�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던� 아래� 내용을� 통해,� 그들이� 마
포문화비축기지를�어떤� 도시공원으로�상정했는지를�볼� 수� 있다.�
‘[심사기준]� 장소가치:� 문화비축기지의� 역사와� 특성을� 해석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시민력:� 시민� 공감대� 및�
참여도,�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프로그램;� 창조력:� 완성도가� 높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기획,� 방법의� 프로그
램;� 활용성:� 실제로�실현,� 보급이�가능한(안정성,� 기능성� 등)� 프로그램’� (서울시,� 2018:� 216)
165)� 스쾃(squatting,� 무단거주)은� 법적�테두리� 밖에서� 비어있는�건축물을�점거해� 주거공간�혹은� 모임장소
로�이용하는�행위를� 일컫는다.� (출처:� 위키백과-스쾃,� https://ko.wikipedia.org/wiki/스쾃)
166)� 예를� 들어� ‘마포문화비축기지� 재활용사무소’라는� 것을� 만들어� 건축현상공모� 차� 방문하는� 건축가� 응모
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해� 기본계획안에� 자신들의� 의도가� 반영되고자�했다.� 또� xx연대는�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비$$지와� 학습하면서�마포문화비축기지의�장소성�지식체계를�만들어갔다.�
167)� 출처:� 녹색전환연구소,� 2015.5.8.기사,�
(http://igt.or.kr/index.php?mid=interview&page=2&document_srl=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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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문화를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유럽식 도시재생168) 방식을 주창한다. 도시재생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 삶의 
방식이란 근대 사회의 경쟁, 무분별한 자원 소비를 도모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척점(서울시, 2018: 322)을 의미했다. L 씨의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체계가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 적극 동원되었음을 아래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다.

시민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 근대화 과정 동안에는 

쓰던 걸 고쳐 쓰고 지속가능한다는 관점이 없었잖아요... 길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역사

성과 인문성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한 편입니다. (문화비축기지, 2018_LL 인터뷰 발췌)

선출직 시장- 민간 시민사회 집단 간 연합은 그들 간 장소인식, 철학, 
지식체계 간 강한 연합으로 볼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협치위원회 구성원들의 지식체계는 박원순 시장의 지식체계와 상당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지식체계는 그의 생애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는 시장 당선 
이전에는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으며 희망제작소169)라는 비영리 
민간연구소 창설, 참여연대 설립 등 주류사회에 대항하는 실천적 활동을 
추구했다. 그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숙의민주주의, 시민 협치, 경제적 차원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유경제와 같은 공동체 기반 대안적 시장경제를 
지향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 도시 공동체 회복 대안마을 만들기, 사회적 약자 
문화복지, 환경파괴를 막는 실천 운동을 수십 년 간 수행해왔다. 그가 민선 5기 
보궐선거로 당선된 2011년 이후 ‘서울플랜 2030’이라는 명칭의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170), 이 문서에 드러나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철학은 그의 

168)� 이들이� 지칭하는� ‘국외’라는� 것은� 진보성향의� 북유럽�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M� 씨와의� 면담에� 따
르면� 비$$와� LL� 씨� 등이� 사비를� 들여� 직접� 독일의� 도시공원(템펠호프.프리체싱가르텐)� 사례를� 답사하고�벤
치마킹하고자� 했다.� 즉� 자신들이� 지향하는� 진보적� 도시재생� 방식인� 시민주도형� 도시공원� 방향으로� 마포문
화비축기지의�모습을�이끌어가려�하였다.
169)� '21세기�新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립한�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정책적� 대안
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독립� 민간연구소이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사회창안',� 지역주민이� 주도적
으로�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새
로운� 경제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사회적경제� 연구',� '시니어� 사회공헌',�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연구'를� �
주로�수행하고�있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희망제작소)
170)� 원래는� 매� 10년� 마다� 20년� 후� 도시방향을� 수립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10년� 오세훈� 시정� 당시�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당선� 후� 기존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고� ‘서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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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체계의 연장이었다.  

2) 건축가 집단: 매봉산 지형, 탱크 건축물 역사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과정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행위자가 건축가 

집단이다. 건축가 집단은 초기에 선출직 시장이 제시한 ‘문화’, ‘도시재생’이라는 
장소성 방향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 인식과 
도시공원 철학, 지식체계는 앞에서 본 선출직 시장, 협치위원회 및 민간 
문화집단과 대조된다.

이들은 문화와 도시재생이라는 장소성 도출과정에서 장소영역 내부의 
‘자연지형, 암반’ 과 같은 물리적 공간요소를 장소성 요소로 채택하였다. 이는   
‘현상설계안의 최고 미덕은 건축적 개입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지양하면서 탱크를 
활용함에 있어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장소만들기 방식을 
중요시한다’(서울시, 2018: 161)는 내용과, 심사평 문건171) 상에서 현상공모 
심사위원들이 당선안 선정기준을 제시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당선안 제목 또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인 것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당선자인 건축가 I 씨의 면담에서 그는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을 도출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I: 땅, 지형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형이잖아요. 그걸 팔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 역사

적 이야기들이 가장 커서 열린 계곡같은 진입부는 과거에 석유비축기지 조성 당시에 

있던 흔적을 발굴한 거거든요....(당선인 건축가, 2020.12.19. 인터뷰 중)

 위 I 씨의 설명이 나타내는 것은, 건축가 집단은 이곳의 장소성 도출요소를 
부지 내부의 석유탱크 구조물과 다이나믹한 주변 지형의 모습으로 선택하는 

203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작성해� 2013년� 발표하게� 된다.� 당시�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
립� 이유를� 협치를�달성하기�위해서라고�아래� 문건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1년� 5월� 도시기본계획� 발표과정에서...� 근본적인� 참여와� 합의과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도시기본계획의�수립과정�및�계획내용에�대한� 전면�재검토가�추진됨’(서:� 14)
171)� “1등안은� 마포석유비축기지의�역사에� 주목하고�있다...� 공간의� 기억에� 주목한� 이� 설계안은� '건축의� 고
고학'을� 전개하고� 있다.� 탱크가� 풍경의� 하나가� 된� 유일한�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과도한� 설계를� 자제하면서�
이� 땅이�지닌� 고유한�지형의� 잠재력을�최대로� 이끌어�낸�작품이다.”(서울시:� 2018,� 162_심사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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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건축가 집단은 건축물의 재생 ‘역사’가 보여주는 미학성을 장소성을 

채택한 주요 요소로 삼았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주무관의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원형을 과도하게 변형한 안은 제외하고 이 장소 자체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안을 채택했다’(서울시, 
2017c: 99)고 밝히고 있다. 

건축가 집단은 기존 구조물의 역사를 문화와 접목시켜 장소성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문화’라는 장소성은 행위 차원이 아니라, 폐산업시설이라는 
물리적 구조물이 드러내는 조형적 예술성을 문화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설계가가 의도한 건축물의 예술적 아우라를 감상할 수 있는 건축물 투어나 
아카이브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구상하고 있었음을 아래 
건축가 집단 H 씨와의 인터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H: 건축과 전시, 이런 게 중요하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공

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되게 중요했죠. 아키투어같은.. 그리

고 아카이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실무 관료, 2020.12.16. 

인터뷰 중)

건축가 집단 구성원 H 씨의 위 발언은 이들이 추구하는 도시공원 철학을 
보여준다. 이들은 도시공원을 앞서 시민사회가 제시한 바와 같은 개방적, 
활동적인 공론화의 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보다는 복잡한 도시로부터 벗어나 
건축물을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정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을 
추구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에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다172).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라는 도시공원을 자연휴양 
공간이라기보다는 건축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공공여가공간은 건축물이 중심이 
되는 것이 21세기 여가문화 대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공공개발센터 
소속 H 씨의 인터뷰 과정 및 아래의 언론사 기사 문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이들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에 석유탱크를 복합문화시설 
건축물로 활용하고 야외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적은 연유였다.

"세계 대도시는 점점 자연, 역사와 분리되고 있고 인공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172)� 이들은� 공연,� 전시,� 아카이브�중심의� 정적인� 문화콘텐츠를�감상하는�재생의� 공간으로�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기능을�개략적으로�설정(서울시,� 2018:� 10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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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다시 생각하고, 이를 살리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합뉴스, 2017.9.7. 기

사173))

건축가 집단의 마포문화비축기지에 대한 위와 같은 장소성 선택은 특히 
시민사회와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도시공원에서의 여가문화 행위를 
앞서 시민사회 집단은 실험적, 대안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았다. 그에 반해 
건축가 집단은 건축과 연계된 품격있는 고급문화174)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아래 
당선인 건축가 I씨의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I: 도시공원이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건축가가 접근했던 의도를 

수도 없이 설명을 했죠. 그 쪽은 다 마포, 홍대 이 얘기만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장소나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과 설계 개념과 이런 의미들은 별로 안 중

요한 거였다니까요. (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건축가, 2020.12.19. 인터뷰 중)

위 I 씨의 발언을 통해 건축가 집단과 시민사회 집단 간 갈등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축가 집단은 시민사회 집단이 주장하는 장소성은 이곳에 
적합하지 않다175)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시민사회 집단과 건축가 집단은 공간 
조성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176). 아래 협치위원회 주요 
행위자였던 LL의 시 내부자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건축가 집단은 주로 물리적 
건축물을, 협치위원회는 문화의 내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 따라 장소성 경합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소성 경합과정에 따라 실제 경관 상에는 두 
장소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장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건축)설계팀이다... 공연을 할 때에는 무대성격이나 음향, 조명 

등의 하드웨어 조건을 설계팀들은 그런 문화공간을 설계하던 팀이 아니어서 운영하는데 필요

한 테크닉한 이해가 없었다.... 적극적으로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비축기지, 2018_LL 

인터뷰 발췌)

173)� “거장� 이토� 도요가� 말하는� '건축의� 혼'…"자연과의�공감에�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7094500005?input=1195m)
174)� 건축가� 집단은�문화시설을�기성� 예술가들이�공연,� 전시를�수행하는�시설물(건축물)로� 인식했다.�
175)� 이들은� 문화콘텐츠라는� 장소성은� 홍대� 지역과의� 관계보다는� DMC의� 문화콘텐츠산업,� 영상산업과� 연
관시켜야�한다고� 보고� 있음을� 인터뷰�과정에서�들을� 수� 있었다.
176)� 일례로� 협치위원회가� 주도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행위예술가가� 1번� 탱크를� 암벽등반하는� 퍼
포먼스를� 수행하고,� 암반� 사이에�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건축가� 집단은� 이러한� 행위예술� 공
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곳의� 장소성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해� 한� 동안� 협치위원회,� 사무국과� 갈등했었다
고�건축가� I� 씨가�면담� 과정에서�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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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집단·사무국: 근린문화·대중 문화예술 시설
마포문화비축기지 공원화 결정 초반에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주요행위자 중 한 

집단은 고건 시장177) 및 @@재단이라는 환경단체였다. 이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장소성을 선유도공원과 유사하게 ‘환경생태교육’으로 인식했음을 아래 
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건축가인 피면담자 I의 진술과 푸른도시국 관료인 F 씨의 
문화비축기지 내부 인터뷰 자료 발췌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건 전 총리께서 보자고 하셨어요.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OO 선생님하고 마포석유비

축기지도 꾸리치바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잘 활용해서 환경 테마관, 미술관 

그런 문화적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셨다. (F 인

터뷰 발췌)

I: (고건 시장님께서) 에코니까 공원이 되어야 될 거야. 이름 내가 지어줄테니까 에코

라고 하고 전부 친환경적인 걸로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구요... 5번 탱크에 에

코 그래 넣어드리자 해서 에코브릿지가 된 거거든요. (마포문화비축기지 관여 건축가, 

2020.12.19. 인터뷰 중)

이들이 ‘주변지역의 자연자원인 한강과 밀레니엄의 생태성, 불광천을 연계하는 
것’(서울시, 2018: 99)을 주장했다고 언급한 내부문건 내용을 통해, 고건 시장 및 
환경단체는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 도출 근거로 인근지역의 자연자원 요소를 
채택했다. 당시 @@재단 쪽에서는 탱크 건축물을 환경강의실, 어린이환경학교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인근 상암DMC 도시개발 사업도 이들에게는 이 지역 장소성을 설정하는 
데 상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고건 시장은 자신의 치적인 상암지구 
개발이라는 역사성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으로 각인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탱크 일부는 상암지구 개발역사관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건축가 집단이 석유탱크를 미학적 조형물로 인식한 것과 대비된다.

177)� 앞서� 선유도공원� 부분에서� 고건� 시장의� 지식체계는�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따로� 서술
하지�아니한다.� 초반에� 고건� 시장과�@@재단�쪽에서는�푸른도시국�측에� 그들이� 지향하는�공원철학을�상당�
부분� 어필하였다.� 고건�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공원사업에� 참여한� 몇몇� 관료들이� 공원담당� 부서에� 관리자
급�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고건� 시장� 측에서는� 공적,� 사적인� 관료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마포문화비축기지�계획을� 주도해나가기를�희망했던�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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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 건축가 집단 및 시민사회 집단이 
선출직 시장과 더 강하게 연합함에 따라 이들이 제안했던 ‘생태교육’, ‘상암동 
도시개발’ 장소성은 실질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푸코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장소성은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행위자가 특정한 
시대에 갖는 권력역학에 따라 담론이 되거나 사양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원조성 담당부서(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은 민선자치 20년 동안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핵심 추진주체였다. 2000년대 이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도시공원 장소성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직 구성원의 태생적 특성178) 상 특정한 도시공원 장소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아래 푸른도시국 관리자로서 수십 년 간 근무한 피면담자 F 씨의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F: 공원이라는 게 시민을 담는 그릇이죠. 공원에 와서 돗자리깔고 드러누워가지고 일

광욕하고 피크닉바구니에서 뭐 좀 꺼내서 먹고 테이블에서 바비큐 좀 구워먹고 그렇게 

가능하게... 공원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자연을 조금 그리워해서 오는 

것일 뿐이지.. (선유도공원·마포문화비축기지 주요 관료, 2020.12.28._인터뷰 중)

위 F의 진술을 해석하면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은 도시공원을 문화와 
도시재생이라는 장소성보다는, 전통적 개념인 도시 내 휴양, 자연친화적 
근린여가공간이라는 장소성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 관료집단은 문화적 도시공원으로 방향성이 설정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을 시민사회 집단과 선출직 시장, 건축가 집단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시공원에서의 문화 활동을 시민주도 
실천적 생활문화나, 고급 순수 문화예술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도시공원에서의 문화란 인근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혹은 관이 제공하는 근린 
문화생활체육 활동으로 인식179)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앞서 건축가 집단이 구상한 장소성보다는, 시민사회 집단이 

178)� 민선� 초기에� 공원녹지과로�시작할� 당시� 공원조성�부서� 인원은� 주로� 임업직,� 조경직으로�채용했다.� 그
래서�당시� 입사했던�관리자급�관료들은�자연스럽게�공원을� 녹지,� 산림자원�시설로� 인식한�것이다.�
179)� 당시� 관료집단은� 현실적으로도�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입지,� 접근성,� 규모,� 건축물� 크기,� 공원운영� 예산�
면에서� 고급� 상업문화예술�시설로�운영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판단하였다고�실무자였던� G� 씨는�전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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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시민주도 대안 생활문화라는 장소성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장소성 인식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푸른도시국 주요 결정권자였던 
관료 F 씨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 시장님은 가족과 함께 나와서 큰 비용의 부담 없이 하이클라스들이 가는 예술의전

당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장르를 개발하고 같이 체험하고 하는 문화 쪽으로 서민의 문

화적 갈증 이런 것들이 조금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선유도공원·마포문화비축

기지 주요 관료, 2020.12.28._인터뷰 중)

당시 관료집단은 선출직 시장 및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문화콘텐츠가 
문화비축기지 석유탱크의 물리적 여건 상 실행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콘텐츠가 
지역주민의 근린 문화생활체육 활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관료집단은 건축가 집단의 제안보다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장소성을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건축가 집단보다 시민사회가 주장한 장소성 
방향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모습이 결정된 것을 푸른도시국 관료 G, F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한편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경우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도시공원의 장소성은 서울시를 브랜딩할 수 있을 만한  
티켓파워를 가진 공간이었다. 사무국 직원인 J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국 
직원 대부분은 문화비축기지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언더그라운드 성향을 가진 
특정 문화집단을 이용자로 상정하기보다는 일반 대중, 그리고 관광객을 주 
이용자로 해야 한다는 철학과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문화비축기지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발굴하거나,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대중적 문화콘텐츠의 생산지라는 장소성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인식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 상업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던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지식체계는 문화를 대중문화 예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사회, 건축가 집단, 관료집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장소성 인식이다. 

한편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조성에 
전통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조경설계 전문가 집단은 마포문화비축기지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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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은 정치적 
목적을 지양하는 가치중립적 장소여야 한다고 본다. 

D: 그렇게 하다 보면 작품이 안 나와요. 협치라던지, 소통이라던지, 너무 해버리면 좋

은 도시공원이 힘들고 퇴행할 수도 있다.. (선유도공원 설계가,  2021.1.12. 인터뷰 중)

민선 7기에 공공조경가로 서울시 정책에 참여한 조경가 D 씨의 위 발언 
내용을 보면, 장소성 생산은 전문가로서 조경가가 갖는 고유한 권위라는 철학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도시공원 장소성 생산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주체나 협치 등 정치적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장소성에 대해 회의적 인식을 갖고 있다. 

기존 조경가 집단이 도시공원의 장소성을 설계가의 전문적 식견이 응축된 
작품으로 인지한다는 점에서는 건축가 집단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평온한 여가를 즐기는 야외 공간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시공원 내 건축물은 이러한 장소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포문화비축기지처럼 건축물이 도시재생의 모뉴먼트로  
중심이 된 것을 도시공원의 진정한 장소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도시공원에 대해 주장하는 장소성이 이전 시정에서는 담론으로 
주류화되었을지라도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서는 비대칭적 권력관계180)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향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은 사양화된다. 서울시 
도시공원사를 반추해볼 때 마포문화비축기지라는 도시공원이 경관 상 차별화되는 
이유는, 주요행위자 간 권력 역학으로 인해 기존의 담론 형성 행위자였던 관료, 
조경전문가 집단이 추구하는 장소성은 약화 혹은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0)� 박원순� 시정� 당시� 도시정책에�조경분야�전문가의�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공공조경가�제도가� 도입되
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원순� 시정� 당시� 건축가�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예를�
들어� 공공조경가� 선발권한은�결국� 공공건축가� 집단에서� 갖고� 있는� 등,� 조경가� 집단이� 도시공원� 조성과정에�
주요�의사결정자로�참여하는�데는�구조적인�한계가� 있었다.



- 116 -

제 3 절. 소결
본 장은 두 도시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지식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절은 선유도공원, 2절은 마포문화비축기지의 1.에서 
행위자 구성과 행위자 간 권력역학(협상), 2.에서 권력-지식의 결합과 이들 간 
경합을 분석하였다. 

선유도공원 조성 시 주요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은 아래 [그림 18]과 같이 
선출직 시장과 측근인 고위관료를 필두로, 현상설계 공모로 당선된 
조경/건축전문가 집단이 주 행위자가 되어 이들 간 강한 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고위관료와의 사회적 자본과 
지식체계, 철학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도시공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 선유도공원 행위자 간 역학관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시 주요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은 이는 민선 2기 
선유도공원에 비해 역동적 모습을 드러낸다. 연구결과 지방정부 관료집단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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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견제, 시장-민간 신엘리트집단 간 연합이 아래 [그림 19]와 같이 
1-2-3단계별로 역동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초반에는 선출직 시장-건축가 
집단 간 연합이, 중반에는 선출직 시장-시민사회(민간 문화)집단 간 연합과 
건축가 집단의 배제가, 후반에는 관료집단의 선출직 시장-시민사회 연합 견제  
및 민간문화집단 배제 양상이 나타났다.

선출직 시장과 건축가, 시민사회 집단 간 연합은 선유도공원과 같이 유사한 
지식체계를 갖는 집단과의 사회적 자본 및 지식체계 컨센서스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마포문화비죽기지 행위자 간 역학관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권력-지식 간 결합과 경합과정 분석결과는 선유도공원의 경우 주요행위자인 
시장-고위관료-조경/건축전문가 집단 간 지식체계의 연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지식체계는 선유도공원을 ‘환경과 생태적 지식을 교육하고 도시 
역사를 보존하는 정적인 사색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들과 연합하지 않은 
당선인 이외 조경가 집단의 지식체계는 선유도공원을 근대 자연풍경식 공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장소성 경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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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시장-시민사회(민간 문화)집단 간 지식체계의 연합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전환도시 생태적 삶이 나타나는 시민 협치형 문화창조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건축가 집단은 이곳을 ‘지형의 역사와 건축물의 
조형성이 강조된 복합문화시설’로, 관료집단은 ‘주민을 위한 근린 생활문화체육 
시설’로, 기타 사무국 집단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업문화예술 공간’으로 
장소성을 설정하였다. 이들 간에는 앞서 행위자 권력역학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시민사회>관료집단>사무국>건축가 집단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서로 장소성을 
경합하고 있었다. 

도시정치 이론에서 성장엘리트 연합이 행위자 간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강문희, 박재욱, 2006)이라면, 공공여가공간 조성 시  
권력-지식 연합은 철학, 이상향이 부합하여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두 사례의 
권력-지식 연합과 경합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위와 같은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가지 핵심질문인 
여가공간 조성 의도(여가통치성), 프로세스를 해석하였다. 

우선 여가공간의 조성의도(여가통치성)는 선출직 시장이 가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민선자치 이후 여가공간 조성에 있어 중심에 
있는 행위자는 선출직 시장이다. 선출직 시장은 당대 도시정부의 치적을 
강조하여 시장 재선 당선 혹은 중앙정치, 대통령 선거 당선을 목표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여가공간, 특히 도시공원을 생산한다. 그래서 선출직 시장은 
자신의 지식체계와 철학에 동의하는 행위자를 전략적으로 동원하고 지식을 
연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출직 시장이 추구하는 철학이 공간으로 
가시화된다.

예를 들면 선유도공원은 당시 민선 시장의 철학을 대표하는 역점사업인 
월드컵 개최, 환경복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상황 속에서, 선출직 시장의 
시정방향을 대내외에 가시적으로 표명하고 메가이벤트와 시너지를 내기 좋을 
것이라는 고위관료의 판단 하에 조성이 결정되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역시 
선출직 시장이 다음 서울시장 선거 재선을 준비하는 시점에 우연히 폐산업시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에 의해 자신의 비전을 시민에게 각인시키고자 도시공원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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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은 통치성 이론이 설명하는 은밀한 미시적 통치기술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여가공간, 도시공원이 가치중립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없는 시혜적 공간으로 
시민들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본 연구는 해석한다. 결과적으로는 선출직 
시장의 여가통치성 수단(장치)로서 여가공간이 생산되어 시민을 통치하는 데 
활용된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는 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공간조성에 관여하는 미시 행위자 간 지식체계의 
컨센서스로 인한 공간에 대한 권력-지식 연합이 나타난다. 권력-지식 연합 
간에는 각 행위자 간 권력역학과 협상과정을 통해 경합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권력 우위에 있는 행위자의 권력-지식 연합이 공간의 담론이 되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장소성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지식 연합에 의해 담론으로 선택된 결과이다.

이러한 프로세스 규명을 통해 왜 어떤 담론은 선택되고 어떤 담론은 
배제되는지, 같은 도시공원 담론이 왜 시대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다른 행위자가 각자 다른 지식체계를 동원하고 행위자 간  
권력역학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다음 장에서 분석할 담론 
키워드와 권력-지식 간 연합 및 경합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4장에서는 장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담론 형성과정을 사회구조적 
배경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여가통치성)와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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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행위자 시장
(고위관료) 설계전문가집단 당선인 이외 

조경가집단
시장, 시민사회

집단 건축가집단 관료집단/사무국 등

권력 강도 ★★★★★ ★★★★ - ★★★★★ ★★ ★★★

장소성 생태자연, 한강기념
 공원 현대적 생태공원 자연풍경식 풍류휴양 

공원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발원지

건축문화, 
건축물 재생 
복합문화시설 

일반 시민과 가까운
생활문화예술 공간

장소성 도출
공간요소 선택

한강
월드컵경기장

근대산업화 역사
선유정수장

조선시대 역사
선유봉

홍대
성미산
마포구

매봉산
비축기지 내부 탱크

마포구, 서울시 전체
DMC

밀레니엄공원

도시공원, 
여가공간에 대한 

철학
장소정체성=역사성

환경도시 지향
역사의 보존

자연생태성 강조
공원은 도심 속  

휴양지
고전 역사=장소성

실천적 생활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생산지, 동적 여가

장소 영역 내 지형, 
땅의 형상, 건축물 

아우라 감상

시민 근린공원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작품으로서의 공원

지식체계
수질, 산림학

근대건축/
근대 도시계획학

식물생태학
포스트모던 조경사조

근대 자연풍경식 
도시공원 사조

유럽식 도시재생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시민창발 문화

엘리트 건축문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미학 사조

근대식 휴양 여가문화
민간상업 문화예술
엘리트 조경문화

<표 12>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권력-지식 간 연합 및 경합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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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방정부의 도시공원 담론 형성 목적과 배경

푸코는 통치성 장치 구성요소를 미시 행위자의 권력-지식 뿐 아니라, 거시적 
통치주체의 사회적 수단으로서 담론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지점이 통치성 
장치가 행위자(미시적), 사회구조(거시적) 차원 모두를 통합시키는 지점이다. 즉 
3장에서 두 도시공원 조성에 관여한 미시적 행위자의 권력-지식 연합과정을 
분석하였다면, 4장에서는 거시적 행위자라 볼 수 있는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 
실제로 두 도시공원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푸코는 담론분석 시 특정 시대의 제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조건과 시대적 
변천에 따른 담론 변화를 고고학, 계보학적으로 포착해야 한다고 보았다(미셸 
푸코, 2011a: 80; 임동근, 2009: 4)고 하였다. 푸코가 말하는 담론은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통치성 장치로서 사회적 행실의 지침(Foucault, 1998, Certoma, 
2015에서 재인용; Feint & Oels, 2005)이었다. 따라서 담론형성의 사회적 
배경과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4장에서는 두 도시공원 담론분석을 1.에서는 담론 키워드 및 
규범(주체화)을 추출하였다. 2.에서는 지방정부가 도시공원 담론을 어떤 의도로 
생산해 여가와 도시공원에 투영했고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도출되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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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유도공원 담론 형성과정
1. 담론 키워드 및 주체화 규범

순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26 공원 5.91 교량 1.40 

2 27 한강 4.64 자연 1.32 

3 28 월드컵 4.00 조명 1.31 

4 29 시민 3.47 가동 1.29 

5 30 분수대 3.03 높이 1.22 

6 31 조성 2.52 행사 1.22 

7 32 선유 2.48 수질 1.18 

8 33 정수장 2.32 수도 1.15 

9 34 지구 2.24 예정 1.12 

10 35 분수 2.24 기존 1.09 

11 36 생태 2.03 물줄기 1.08 

12 37 서울 1.99 시장 1.08 

13 38 선유도 1.98 사업 1.08 

14 39 설치 1.77 프랑스 1.07 

15 40 경기장 1.75 문화 1.07 

16 41 수생식물 1.65 부지 1.06 

17 42 규모 1.63 사관 1.05 

18 43 서울시 1.62 강역 1.05 

19 44 공간 1.62 사용 1.05 

20 45 시설 1.60 설계 1.05 

21 46 환경 1.60 최초 1.03 

22 47 세계 1.58 양화 1.03 

23 48 계획 1.54 주제 1.02 

24 49 활용 1.49 대회 1.01 

25 50 정원 1.46 유교 1.00 

주1: ‘빈도’는TF-IDF181)를 적용한 상대적 수치이다.

<표 13> 빈도분석: 선유도공원 주요담론 키워드

181)� TF-IDF는� 문서� 전체에서� 등장하는� 모든� 단어� 중에서� 다수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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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3>은 1997년부터 선유도공원 개장 시기인 2002년 4월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5개 언론사 신문보도 기사를 웹스크래핑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면 유효한 언론기사가 5년 간 46건 추출되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명사나 시설명을 제외하고 선유도공원의 특성을 
표현하는 유의미한 담론 키워드를 ‘한강, 월드컵, 시민, 선유, 정수장, 생태, 
선유도, 수생식물, 환경, 세계, 정원, 자연, 수질, 수도, 시장, 문화’로 선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본 연구는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선유도공원 담론 키워드는 
환경담론으로 ‘자연, 생태, 수생식물, 환경, 수질’, 자율담론으로 ‘시민, 시장’, 
역사담론으로 ‘한강, 선유도, 정수장, 월드컵’, 문화담론으로 ‘문화, 정원, 수도’ 
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정성적 분석방법인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담론의 
키워드 및 담론이 제시하는 사회규범 내용, 즉 시민 주체화 상을 규명했다. 

문헌분석 결과 선유도공원에 대한 첫 번째 담론은 환경담론이다. 이는 
도시발생 이전 산, 강, 바다, 토양, 식생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복원’ 하는 도시공원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또 ‘생태’란 생물학적 
지식체계 속 동물군, 식물군의 다양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유도공원은 한강과 연계한 수생식물의 수질정화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이곳에서 도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연성을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소중하게 가꾸는 태도로 도시의 
생물학적 원시성을 복원하라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한다.

수생식물원과 한강전시관에서 물의 소중함을 다 함께 느끼는...(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460)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고 자연과 도시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공존에 대한 꿈을 

표현...(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103)

선유도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서울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사람과 자연이 상호보완하면

서 조화롭게 사는 삶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부활되었습니다. (건축문화, 2002: 2)

인� 가중치를� 주어� 각� 단어가� 가지는� 중요도를� 설정하는� 기법이다.� BoW가� 단어의� 단순� 등장� 빈도만� 고려
하여�크게� 의미가� 없지만� 빈출하는� 단어를� 중요하도록�보인다는�문제를� TF-IDF를� 활용하여�보완하고자� 했
다.� 정리하자면,� TF-IDF는� 단어의� 빈도에서�발견하지�못하는�단어의� 중요도를�나타낸� 지표라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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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담론은 자율담론으로 환경생태 복원을 ‘교육, 학습’하는 장소라는 
내용이다. 특히 수생식물 생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선유도공원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이곳에서 자연의 가치, 
환경의 소중함을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 전문적 
생태지식을 습득하라는 규범으로 제시된다.

[공원화사업의 배경] 환경재활용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89, 90)

섬 자체가 하나의 자연과 환경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의 얼개를 짜 나갔고,,,,(서울

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173,)

선유도공원에 대한 세 번째 담론은 역사담론으로 과거 도시사를 ‘보존’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정수장의 흔적과 같은 흉물스러워 보이는 도시의 기억을 
삭제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도시가 가진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제시된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서울시는 정수장의 기능을 다한 선유정수장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재활

용해서 이곳 선유도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460)

설계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장소의 기억을 재음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선유도

공원이었으면 한다”고.... (건축문화, 2002: 4)

네 번째 담론은 문화담론으로 선유도공원은 ‘정적’이며 ‘명상’, ‘사색’하는 
휴식의 장소라는 내용이다. 선유도공원은 도시의 삭막함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영유하게 하는 도시공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문화여가 행태는 정적이어야 하고, 자연 속에서 품위와 
교양이 있는 태도로 휴식을 취하면서 도시민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라는 규범으로 
제시된다.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의 긴장을 풀고 정신의 여유를 가

지도록 도와주는 여백이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174)  



- 125 -

2. 담론 형성의 목적과 사회적 배경
1) 주권담론: ‘환경, 생태, 복원’, ‘역사, 보존’ 

푸코는 근대사회 초반 근대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외교, 군사시스템을 
대내외적으로 정비하면서 국가 기틀을 마련해 질서를 확립하고자 국가이성182)을 
통해 통치 정당성을 구축하는 주권(사법)권력을 수행하였다(미셸 푸코, 2011b)고 
본다. 국가는 통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영토의 위계를 설정하고 
도시공간을 재조직하고 상징경관을 드러내는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을 
활용한다(민유기, 2007).

현대 지방정부도 통치를 위한 주권권력이 담론을 통해 수행된다. 민선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관리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받는 통치체제의 변화’(도: 392), 즉 통치주권의 이양을 뜻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통치 정당화 및 도시이성 수행을 위해 형성된 담론을 
‘주권담론’이라고 지칭하였다. 지방정부 또한 통치 주권을 시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의도를 수행하는 매개로 통치성 장치인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권담론을 행사하는 방식은 이전 통치체제를 비판하고, 현 지방정부 
통치체제가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여가를 활용해 여가공간과 도시공원을 통해 담론을 공간화하는 
여가통치성 수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선유도공원에 투영된 ‘환경생태’, ‘역사보존’ 담론이 형성된 연유를 
고고학적으로 추적해보면 이러한 주권담론 형성의도를 볼 수 있다. 

(1) ‘환경, 생태, 복원’ 담론
민선 2기 당시 도시담론은 이전 통치체제인 중앙정부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형성된다. 당시 지방정부가 보기에 ‘중앙정부가 그동안 독점해 펼쳤던 국토관리 

182)� 근대국가는� 국가이성이라는,� 인격화된� 추상적� 존재성을� 발명해�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통치하는� �
정당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권태준,� 199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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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비능률적’(도: 392)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도권을 
강화’(도: 236)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도시계획은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 도시규모가 단순증가하

면 도시문제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도: 111)

특히 중앙정부가 양산한 ‘급격한 도시화를 반성’(서울시, 2018: 50)한다는 
문제인식을 부상시킨다. 중앙정부는 도시를 국토를 개발하는 대상으로 보았고 
수도권으로 80년대 중후반에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교통문제, 난개발 폐해가 
도시문제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는 민선자치 시장이 보기에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도권 인구 및 산업체의 90% 이상이 서울대도시권에 집중...(도: 15)

▶ 대기·수질오염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의 가속화, 환경

오염 등에 의한 녹지의 훼손과 질의 저하(도: 14, 43)

서울시는 중앙정부(환경부)의 환경관리 권한을 ‘92년에 이양받는데, 당시 
서울시는 이를 관리할만한 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기술이 부족’(도: 259)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미비’(도: 
259)하였다. 그래서 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도: 
49)고 인식하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다. 

Brand(2007: 617,618)에 따르면 환경담론은 지방정부가 국제 환경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등 
도시민에게 통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서울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는데, 민선 2기는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택지개발 중심 
도시관리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정이념을 정립’(도: 257)해야 한다고 당대 
지방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환경도시 서울’이라는 담론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제도, 정책을 실시하는데 ‘환경조례 및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및 
환경관리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의 상위개념’(도: 49, 257)위계 설정, ‘환경문제와 
관련한 다른 시정분야와의 조정을 위한 시 내부차원의 조정과 통합’ 및 환경예산 
증편(도: 257; 고건, 2002: 123) 조직개편 등 ‘환경선언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도: 49)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종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후대에는 지속가능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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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 환경에 대한 중시가 계획의 모태가 될 것이다.(도: 28)

대폭적인 조직감축을 추진하면서도 환경관리실은 오히려 강화했고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환경분야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고건, 2002: 123)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이전 통치체제 비판 목적에서 환경담론을 생산하고 그  
미디어로 도시공원을 생산했다고 본다. 당대 최대 대형공원 조성사업이었던 
난지도공원의 경우 서울시는 도시산업화 시대의 폐해를 상징하는 
도시폐기물(쓰레기) 산을 역설적으로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183)했다. 앞서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유도공원은 밀레니엄공원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려는 
선출직 시장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유도공원 또한 환경생태 담론의 
미디어였음을 알 수 있다.

고건 시장 부임이후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기치아래 도심 곳곳에는 ‘도시공원’들이 조성

되었지요. (건축문화, 2002: 1)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급성장,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의 상징

인 난지도 일대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재생하고 복원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관리정책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의미...(서울정책아카이브184))

또 서울시는 한강의 생태복원에 초점을 둔 한강제모습찾기사업을 추진했다. 
한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은 ‘생태계 복원’, ‘녹지확충’, ‘동식물군 보호, 
보전’, ‘한강의 자연성 회복’(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43, 44)으로 중앙정부의 
한강에 대한 정책태도와 대조185)된다. 특히 한강변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연식생 녹지를 네트워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시는 한강에서 
자생하는 수생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이 선유도공원의 ‘수생식물’을 중심 테마로 한 환경생태 담론으로 설정된 
연유이다.

하천의 개발에 있어서는 생태적인 녹지축의 연결로 보고..중요한 습지생태계인 한강 주변, 일

183)� 2000년� 초반에는� 서울시에� ‘생태공원’이� 다수� 조성되었다.� 길동생태공원(1996),� 양재천� 자연형하천�
복원(2002),� 나들이공원,� 항동� 푸른수목원,� 암사역사생태공원,� 람사르습지� 지정(한강� 밤섬,� 둔촌동� 및� 방이
동� 습지,� 탄천,� 청계천� 원터골,� 창덕궁� 후원� 등)(2012)� 등이� 대표적이다(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서울시� 공
원녹지�정책� 변화,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184)�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난지도생태공원�조성사업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741)
185)�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강이� 치수,� 물관리� 차원에서� 인식되었고,�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폐수,�
생활폐수�등으로� 한강이�심각하게�오염되어�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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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수부지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보호한다. (도: 288)

(2) ‘역사, 보존’ 담론
민선 2기 지방정부는 고유의 발전사와 그것을 보존하는 행위, 도시가 

현대에도 진화하고 있다는 역사담론을 공간에 투영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에 정주하게끔 일종의 “도시정신”을 주입해 새로운 
공동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다음 발췌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울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하고...새로운 공

동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 346)

지방정부는 역사담론이 도시민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공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민선 2기 당시에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유물화하거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소만들기를 통해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 및 주변환경을 보전하여 일상적인 역사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도: 
278)거나, 문화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문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도: 350) 하고, ‘도시건축물과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설계에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다’(도: 350)는 지침을 두어 서울의 역사를 역사적 
장소에서 문화여가 활동으로 접목시켜 정체성을 체득하게끔 하였다.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예술과 학문기술의 창조를 지향하며, 건전한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하는 건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

갈 것이다.(도: 29)

시각 중심의 경관관리를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문화,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를 포괄함으로

써 시민이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서: 84)

민선 2기 지방정부는 환상 녹지축과 내사산으로 연결되는 도시 내 녹지축이  
서울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적 자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구릉지, 한강변에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도: 46) 로 녹지축이 공간구조 상에서 ’점적으로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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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져있는 것이 경관을 훼손하게 된 주요한 원인’(도: 288)이며, 서울이 지닌 
고유문화의 실종과 도시경관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다운 
경관의 회복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에는 다양한 시대에 걸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서울의 자연지형과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서: 80)

양적개발에서 질적개발로...경관적 측면이 강조된 심미적 형태로의 개발수법이 적용.. (도: 29)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연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도시경관 개선에 
효과적이며,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도시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공간186)이 되었다. 녹지와 도시공원을 경관적 향상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목가적 풍경의 자연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조성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방정부 체제에 들어 도시공원은 역사와 자연성 복원의 
효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도시공원 여가프로그램은 
은연중에 도시정체성을 주입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범위 대상 특성

기존 사적공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경희궁, 정동, 탑골, 
사직, 덕수궁

조선시대 정궁과 이궁을 주로 하여 지정문화재로서의 
건축물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역사적 장소
선농단, 선잠단, 광혜원, 
의정부, 함춘원, 과정, 
살곶이다리, 방이고분, 

풍납토성, 벽제고분

도시개발 속에서 잠식되어 가는 원래의 상징성을 되찾고 
공공공간으로 복원이 가능한 공간

사건, 기념 6.25 전적공원, 절두산 역사 흐름 속에서 겪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공간
출처: 도: 278

<표 14> 민선 2기 역사문화공원 조성방향

<표 14>를 통해 서울시는 도시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어진 녹지에 
역사성이 가미된 도시공원을 조성해 경관을 복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선 2기에는 위 <표 14>와 같이 ‘역사문화공원의 
조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을 조성’(도: 278)하였는데, 그 
의도는 시민들에게 도시 역사의 상징성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186)� 중앙정부� 시절에도� 역사유적의� 공원화� 혹은� 특정한� 통치자(권력자)의� 업적을� 도시공원에� 기념,� 상징
화하는�등� 통치주체의�이념을� 드러내는�통치성�수단으로�도시공원을�활용했다(한소영,� 조경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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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유도공원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담론이 강조되었다. 이는 
선유정수장의 공원화는 난개발로 훼손된 부정적인 도시사를 시민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 또 주권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 
지방정부가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중앙정부의 발전주의적 도시개발을 비판하는 
기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좋은 수단이 된 것이다. 

중지도 유원지는...섬으로서의 형태적인 특징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상징성을 갖는 기념적 공간으로 개발하고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도: 280)

부시장은 선유도공원을 두고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한국의 큰 역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해방 이후 펼쳐져 왔던 파괴 위주의 도시행정과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신자유주의 경쟁 시

대에 종지부를 찍는, 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건축문화, 2002: 1)

2) 자율담론: ‘교육, 학습’ 
근대사회에는 주권(사법)권력 만으로 시민들을 규제,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푸코는 근대국가가 개인의 세세한 행동 질서까지 통치할 
수 있는 미시적 통제 방식인 ‘규율권력’187)을 계발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 
곳곳에 규율장치를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행위 양식을 주입해 피통치자들이 
스스로 근대국가의 시스템 속에 편입되도록 한다. 병원, 학교, 감옥, 공원과 같은 
시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피통치주체의 신체를 교육, 훈련을 
통해 근대적 주체화로 변모시키는 대표적 장치였다(아감벤, 양창렬 역, 2010: 
28). 

푸코와 신푸코주의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특징을 
자기통치술(self-governing)의 발현으로 본다. 특히 이들은 지방정부가 정책 
의사결정 방식으로 협치, 거버넌스 담론을 통해 자기통치 기술을 
정교화시켜(Brand, 2007: 625) 제도적, 프로그램 개입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활용한다고 본다. 

187)� 근대� 초기� 국가는�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규율의� 방식으로� 국민을� 주체화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마을운동(Sonn� &� Gimm,� 2013)이나,�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정부의� 지침과� 방향을� 교육하는� 방법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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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 지방정부는 도시민을 통제하거나 강압하는 규율 방식은 
도시통치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서울시 민선 2, 6-7기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담론 형성 의도를 본 연구에서는 “자율담론”으로 명명한다.

선유도공원은 환경, 생태를 ‘교육하고 학습’하는 담론의 공간이 되었음을 앞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담론의 도출 연유도 당시 도시적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추적해볼 수 있다. 선유도공원의 ‘교육’, ‘학습’ 담론이 형성되는 
연유로 민선 2기 도시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대시민 통치방식을 정립하는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도시 내부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단체시위를 
목도한 민선 2기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며 주민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추세’(도 :14)이므로  ‘주민에 대한 발상을 전환’(도: 14)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시민에 통치 권한을 이임하는 ‘광역 공동체 존립의 
기반조성을 위한 의식의 제고’(도: 260)라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향후 자치화 시대에는 주민밀착형, 도시경영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 69)

자치화, 분권화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하

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다. (도: 392)

그렇지만 당시에 지방정부는 관료제 행정 시스템에 더 익숙해 있었던 상태로 
협치나 주민참여를 구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민선 2기 당시에는 근대사회 규율 방식의 
연장선상인 ‘계도’, ‘교육’, ‘훈육’ 담론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일환(Olssen, 2006)으로 시민을 실무교육 혹은 인력양성과 
같은 공공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민선 2기는 이러한 ‘교육’, ‘학습’ 담론을 특히 문화여가 정책에 투영시키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장소로 여가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방정부가 ‘기존시설을 활용’(도: 346), ‘중추적 문화시설 관리 운영 기구를 
정비’(도: 349)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도: 345), ‘내부운영 
프로그램에 투자’(도: 346)하여 시민들이 ‘수동적이고 관람적인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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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에서 ‘참여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유도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도: 
346)는 등 시민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토타입을 교육하는 공간조성을 
추진한다. 또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문화담당 전문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면서도 시민이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중심의 자율활동을 추구하되 공공부문은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도: 346)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성,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추적 관리, 운영체제 정비, 사회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도: 49)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지역 소식지, 지역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학교, 기업체, 사

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지역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도: 350) 

그러한 민선 2기 서울시의 문화여가 정책에서 ‘교육’, ‘학습’ 담론은  
도시공원으로 투영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여가생활에 있어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고 있’(도: 290)으므로 시민들은 도시공원에서 ‘공원관리 
프로그램에 참여’(도: 290)하라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녹지 이용 및 
관리프로그램’(도: 290)은 지방정부가 시민이 도시공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발한 것이고, 공원에서 이용 빈도를 높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협치나 계획 과정에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원도우미 제도’(도: 290)나, ‘연령별, 활동별, 계절별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도: 290), ‘개최하는 행사, 이벤트, 시설의 이용 안내, 
생활체육 지도 등에 대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홍보’(도: 
290)하여 여가활동의 방향성을 도시공원에서 교육해 관리하려는 의중이 은연중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 민선 2기 당시 이러한 문화여가 정책 의도의 결과로 
선유도공원의 ‘교육’, ‘학습’ 담론이 도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서울시는 90년대 말 도시 환경오염 문제로 인접 도시 간 ‘환경오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지역 간 개발 경쟁에 따라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가속화’(도: 
259)되었다. 반면 지역 간 시민 분쟁과 갈등이 빈번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도: 257)는 상황이었다. 또 환경단체 같은 
시민사회 집단이 이 시기에 급격하게 부상한다188). 

188)� 기존에는� 주로� 국가의� 독재체제에� 대항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표� 의제였다.� 민주화가� 달성된�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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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로 인한...피해 주민 대부분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 259)

지역이기주의가 보편화되어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적 

갈등이 더욱 심화…. (도: 28)

서구 도시에서 환경담론은 1970년대 이후 시민에게 환경보존이라는 
도덕·윤리를 강조하는 심리적 기술을 사용하는 규율통치 방식으로 
활용된다(Brand, 2007; 618, 619). Brand(2007: 622)는 통치성 작동이 
현대사회 지방정부에 들어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된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를 ‘환경통치성’ 작동으로 본다. 그는 지방정부가 국가보다 
환경이라는 이슈를 부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시민들을 국가와는 다른 도시의 
새로운 질서에 맞도록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규율 목적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역적 환경문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은 보다 철저해질 것이고, 주민들의 제도적 

참여는 그 방법과 정도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환경에 대한 피해보

상 등의 제도화도 이러한 변화의 한 양상이다. (도: 259)

서울시도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시민(더 엄밀히는 시민단체)을 교육, 
학습시키는 제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려 했다. ’환경홍보, 교육의 지속적 
추진‘(도: 260)이나, ‘환경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주고 환경정보를 
공개’(도: 236)한다거나, ‘시민 환경운동 단체에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의 일부를 
위탁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행정에 대한 감시를 위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환경행정에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도: 259)고 강조하는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조사, 분석, 통제, 모니터링을 지방정부가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 계도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 이들을 관리하고자 의도했다.

도시공원은 구체적으로 환경문제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189). 시민이 

대� 들어� 시민사회의� 의제는� 민생� 현안이� 된다.� 그� 중에서� 환경� NGO� 단체의�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라는� 세계적� 환경� NGO� 협약이� 체결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에� 환경단체가� 시
민과� 연합하여� 정치력을� 행사하는� 등�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민
참여에�대한� 시민의식이�향상되는�도시� 내부� 상황을� 지방정부가�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89)� 환경생태를� 주제로� 한� 도시공원� 공간구성이나� 프로그램은� 자연� 체험,� 동식물을� 관찰하고� 복원하는�
내용이� 전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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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여가라는 활동 속에서 교육, 계도를 통해 배우는 곳이 도시공원이 된 
것이다. 민선자치 이후 공원계획 및 운영관리 과정에 이러한 측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환경 NGO 단체190)와 협력해 도시공원에서 시민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을 참여시켰다. 

또 민선 2기 숲속 이용 프로그램(2000년), 민선 3기의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정책, 시민들이 공원 식재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 민선 6기 이후 노들섬 
텃밭 운영과정에 시민정원사 제도나 공원입양제도 도입 등이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원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하였다. 또 ‘도시 주변환경 녹화에 있어 민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과 인센티브 방안, 조례 개정 등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도: 290)한다. 

그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시민에 의한 사유지의 녹화사업’(도: 290)정책, 
‘1인 한그루 심기’와 같이 ‘녹지의 배가운동을 추진한다’(도: 290)는 환경보호 
운동을 도시공원에서 여가활동 명목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자율담론에서 환경문제를 교육, 학습시키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문제를 관리하도록 한다. 

즉 도시적 환경의 목표와 문제를 교육, 학습 담론으로 해결하려는 자율담론 
수행 의도가 선유도공원이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 거시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목담론: ‘환경, 생태, 복원’, ‘정적, 명상, 사색’
푸코에 의하면 근대 사법권력과 규율권력은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권력 

수행방식이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노동혁명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유주의, 중농주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권력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에서만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국가가 자본순환을 위한 자원으로서 인구191)라는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서울시�공원녹지�정책� 변화,�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190)� 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민선� 1기),� 녹색소비자연대(민선� 2기),� (사)생명의숲·� 서울그린
트러스트(민선� 3기)� 등� 민간� 환경� 비영리단체와의�정책� 협업이� 지방자치제� 이후� 증가하였다(출처:� 서울정책
아카이브-서울시�공원녹지�정책� 변화,� https://www.seoulsolution.kr/ko/node/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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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통치주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치성이 변화하였다(신충식, 2010: 
132; 임동근, 2008: 21; 임미원, 2016: 115; 이정희, 2011: 77). 이를 푸코는 
생명정치192)가 탄생하였다고 지칭했다. 생명정치는 건강, 성, 복지, 여가 등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한다(조광익, 2005b: 102; 임미원, 
2016: 115).

그중에서 사목권력은 생명정치 통치 수행방식이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기독교 사상이 정신과 신체를 돌보는 강력한 통치체제이자 철학이었다. 
근대사회가 인본주의와 계몽사상, 실용주의 등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재편되며 
통치주체가 된 근대국가는 기존에 기독교 사상이 수행했던 ‘양을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안녕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pastoring)’ 사목권력을 수행(미셸 푸코, 2011b)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가(공간)는 근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적정한 
인구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전략193)이었다.

이러한 사목권력의 수행은 현대 지방정부의 통치성 의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지방정부는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가공간 담론으로 투영, 통치성 수행에  
접목시키는 양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를 ‘사목담론’으로 명명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자치 이후 시민을 도시 서비스 소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민선 2기 발간한 도시기본계획 문서에서 문화체육 분야를 

191)� 미셸� 푸코(2011b,� 121)는� 이� ‘인구’의� 개념이� 기존� 권력� 수행자들의� 명령방식에서� 통치성이라는� 방
식으로� 전환된� 지점으로� 본다.� 인구의� 순환을� 관리,� 통제하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행정과� 결합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치성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구’란� “개별적,� 집단적으로�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
맺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니라,� 상수와� 규칙성을� 목격할� 수� 있고� 만인의� 이익을�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욕망의� 보편성과� 몇몇� 수정� 가능한� 변수를� 포착할� 수� 있는,� 자연성이� 내재한� 하나의� 환경으로서의� 집합”으
로� 정의한다.
192)� 푸코는� 1978년� 콜레지� 드� 프랑스(Collegé de� France)에서의� 첫� 강의� 이후� 생명정치라는� 말보다� 통
치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다가� 훗날� 통치성� 개념� 속에� 생명정치(생명권력)를� 포함시킨다(도승연,�
2009:� 259).� 그가� 근대국가의� 권력� 유형� 중� 하나로� 제시한� 규율권력이� 각� 개인의� 행실을� 개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유주의� 시대에� 국가가� 수행하는�생명권력은� 개개인이� 아닌� 인구라는�대상을� 전
체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출생률,� 사망률,� 노동생산성을� 적정하게� 유지해� 자본의� 선순환이라
는�통치목적(신충식,� 2010:� 160;� 임동근,� 2008:� 21)을� 달성하고자�한다.
193)� 경험주의에� 기반한� 자연� 및� 사회과학-통계학,� 의학,� 경제학,� 생물학,� 지질학� 등-이� 당대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명� 담론을� 생산해낸다.� 이들은� 적정한� 여가활동·공간을� 인구� 유지,� 도시�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수� 있는�수단으로�보았다(김문겸,� 20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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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과 같은 위계에서 다루는 것을 볼 때 서울시는 
문화여가를 복지 측면으로 주요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경영이 되게 한다. (도: 29)

시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사회복지, 시민문화의 실현(역사, 문화, 교육의 장 확

충)(도: 49) 

특히 민선 2기 당시 서울시는 ‘생활환경 질서를 혼란스럽게’(도: 46) 하는 
‘과밀주거, 불량주택 시가지가 조성되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이 부족’(도: 39, 
41)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은 더욱 삭막’(도: 295)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과제로 
인식했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도: 
345)하면서 도시민들은 지방정부에 ‘점차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도: 44)하였고 
특히 ‘여가문화와 위락 욕구가 증대’(도: 14)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는 시민의 
요구를 만족할 정책개발이 필요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 요구수준의 증가, 시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 지

향적인 공공시설의 확충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며…. (도: 28)

소득에 비해 수준이 낮은 생활환경을 질적으로 충실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도: 69)

그중에서도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은 문화여가 분야이다. 민선 2기 서울시 
문화여가 환경은 이전 중앙정부 시절 ‘민간투자도 고소득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민간영리시설’(도: 345) 혹은 ‘물리적 시설 투자에 집중’(도: 345)해 ‘도서관 
이외에는 영화관, 화랑 등 민간 영리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도: 295)었다. 결국 
시민이 소외된 ‘엘리트 중심의 문화 향유’(도: 345)정책으로 ‘일반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체육 정책이 미비’(도: 44)했음을 문제로 보고 있었다.

양적 공급에 치중한 교육문화정책: 대규모 중심의 문화체육 시설 공급, 물리적 시설 투자에 

치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비..(도: 44) 

지방정부는 특정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방정부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민선 자치 
초반에는 ‘문화예술공간을 도시계획 시설로 추가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도: 346), ‘서울시 시유지를 문화시설 공급 용지 또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도: 350),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도: 350)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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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및 체육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도: 345) 
법제도를 수립(장세훈, 2006: 190)한다. 

또 ‘시민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이용시설 공급을 확대’(도: 
345), ‘여가와 레크레이션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도: 346),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시설(특히 학교나 공원)을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도: 
345)해 ‘공공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도: 345), ‘지역주민의 취미생활 교실을 포함하는 다목적시설로…. 
구민회관과 체육센터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도: 346)하는 등 
구민센터나 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여가행위 관리에 활용했다. 이는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도시 내에 마련194)해 외부로 관광이나 여행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시에서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였다.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다양한 위락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도: 272)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균질화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 고유의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

문화 및 공동체의 부활, 늘어나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28)

(1) ‘환경, 생태, 복원’ 담론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중 도시공원은 복지 수단195)으로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대표적 공공여가공간이 되었다. 서울시는 세밀하게 시민의 생활공간에 
도시공원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의 여가생활을 도시정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도시공원은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구축해야 할 공간이며, 
생명이 살아숨쉬고 있음을 생활권에서 느끼게 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직접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장소로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회문화적 안심공원을 조성함…. 공원에 생활권역별 지역 특성과 이용 형태에 맞는 테마를 

194)� 시민의� 여가문화� 생활은� 현대� 이전에는� 도시� 내부보다는� 외곽이나� 다른� 지역� 유원지� 등� 멀리� 이동
해� 영위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방정부는� 공공여가공간을� 정비하는� 것이� 시민의� 여가수요를� 도시� 내부에서�
충족시켜�인구유출을�막고� 정치적�지지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라�판단했음을�유추할�수�있다.�
195)� 도시공원은�전통적으로�도시� 삶을� 개선하고�시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높이게�하는� 공공여가공간
으로�근대� 이후� 정책적으로�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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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범죄와 안전의 강화, 사회문화적 가치의 부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생태적 복원을 

통한 시민의 환경체감 기회 부여 등의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시킴(서: 97)

민선 2기 당시 도시공원은 ‘산림자원 위주’(도: 264)로만 활용되었고, 
‘도시공원 및 위락자원은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며 접근성이 
나쁘고 효율성도 떨어지’(도: 267, 44)’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약이 크며 환상적으로 편재’(도: 264)하고, ‘공원 시설물의 낙후, 이용 
프로그램의 미비 및 공원 질의 저하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낮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도, 267)은 점,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개소 수도 부족’(도: 266)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도, 267)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새로운 공원녹지를 
창출하고, 기존의 공원녹지를 보존하며 이를 질적으로 향상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도: 271)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선유도공원의 ‘환경’, ‘생태’ 담론은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투영196)된 것이다. 민선 2기 상황을 보면 도시환경 
문제가 발생해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도: 235)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녹지를 질병의 원천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는 도구로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녹지면적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135)으로서 녹지면적을 확충할 것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다. 

녹지의 보존과 구축은….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여…. (도: 287)

도시의 녹지자원은 인간생존을 위한 생명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도: 272)

서울시는 도시공원을 녹지의 하위개념으로 오염된 도시환경을 회복시키는 
‘도시 내 생태’(도: 49)자원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당시 민선 2기에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6)을 비롯한 도시공원이 ‘도시환경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선유도공원의 ‘환경’, ‘생태’ 담론도 도시환경 회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196)� 근대도시에서� 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도시민의� 보건,� 위생,� 삶의� 질� 저하� 등�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환경� 정비� 일환에서� 국가가� 도시� 내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던�
근대�통치체제의�도시공원�수단화�의도(신동호,� 2012:� 8)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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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증진하고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도: 237)

도시녹지를 최대한 보전, 최소한 개발하기 위하여 생태공원, 도시환경림의 조성…. (도: 272)

민선 2기에는 녹지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당시 도시공원은  
‘산, 구릉지와 같은 지역이 도시계획 상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사유지’(도: 267)여서 면적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없었다. 게다가 대단지 
관광개발이나 도시개발처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설공급 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확충 방향을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전 전략’(도: 
272)으로 세웠다. 이에 ‘사용하지 않는 도시 내 가용부지를 확보’(도: 273)해  
‘도심지의 공공시설 이전 적지, 지천변 등 대체자원을 도시공원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도: 272),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쇠퇴하면서 남아있는 대규모 공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도: 266)되어 있는 
‘유원지197)를 공원 용도로 변환’(도: 280)하는 방법을 계획했다.

향후 20년간 서울시의 공원녹지 시책은 미시설 공원녹지의 시설 투자에 집중될 것이고 새로

운 대단위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도: 271)

도시공원의 개념은 법적인 규정보다는 도시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의 양적인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의 자투리땅이라도 도시공원화하는...(도: 272)

미군 이전 시 용산 미군기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이고 시민들이 휴

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 (도: 278) 

 특히 서울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3차산업으로 ‘고도화 단계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공업단지가 슬럼화’(도: 41)하는 등 폐부지가 다수 양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폐부지는 질병 예방 및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질병 치유라는 보건복지 
측면에서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선유정수장을 선유도공원으로 조성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198)할 수 있다. 

서울시 산업정책에 의해 이전하게 되는 공장이전적지를 활용하는 공원이나 녹지조성을 의무

화한다…. 도심에 공원용지가 부족하므로 공공시설 이전적지는 가능한 한 공원화...(도: 278)

197)� ‘서울시� 도시계획법� 상� 유원지는� 광나루,� 뚝섬� 유원지� 등� 9개소였는데� 한강고수부지가� 공원화됨에�
따라� 자연히� 유원지라는� 개념이� 모호해져서� 현재� 유원지로는� 3개소(벽운,� 중지도(노들섬),� 우이)가� 남아있을�
뿐이다.’� (도:� 266)�
198)� 이는� 마포문화비축기지가�폐산업시설을�도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부각한� 담론이� 문화의� ‘창조’,� ‘재생’
인� 것과�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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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 사색, 명상’ 담론
근대 도시공원은 피통치주체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측면도 있었다. 근대 도시계획가들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 노출되면 더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생긴다고 생각했다(Certoma, 2015: 33). 
옴스테드는 자연은 선이요, 도시는 악이라는 철학 하에 공원은 인간의 정신 
해독제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조경진, 2003, 29). Byrne& Wolch(2009: 7)에 
의하면 미국의 19세기 공원개혁가들은 도시공원을 문제로 가득한 도시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계’로 간주하였는데(Certoma, 2015: 33에서 재인용) 
공원에 전원풍의 자연성을 도입하면 시민, 특히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강퍅하고 폭력성을 띄는 습성이 교화된다고 보았다199). 

현대 지방정부도 도시공원을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질병예방 차원 뿐 아니라  
정신건강 치유 목적으로도 수단화한다. 민선 2기 당시 지방정부의 문제인식 중 
하나는 ‘서울시 북서부 지역, 특히 난지도- 상암동 일대가 열악한 주거환경과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면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도: 95)고 보았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유해줄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시공원을 활용한다. 선유도공원의 ‘명상’과 ‘사색’ 
담론에는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4) 생산담론: ‘환경, 생태’ 
푸코는 19세기 말 자본순환 극대화를 목표로 자유주의 통치성이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이것의 진화된 형태라고 
언급(미셸 푸코, 2012)하였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 도래가 

199)� 센트럴파크가� 조성될� 당시� 뉴욕� 시� 오피니언� 리더들은�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도시공원에서� 교화해야�
한다는� 여론을�조성했다(Kasson,� 1978,� 조경진,� 2007:� 46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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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개인만 기업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기업가적으로 
만드는 현상200)을 신자유주의 통치성(Cochrande, 2007: 6, Dannestam, 
2008: 354에서 재인용; 최병두, 2011: 266)으로 지방정부의 통치목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세계화 및 산업구조 개편, 신자유주의라는 거시적 상황을 
대처하고자 지방정부가 ‘생산담론’을 계발한다고 보았다.

기업가주의 지방정부는 도시공간을 신자유주의 도시담론을 상징하는 
스펙터클을 재현(최병두, 2011: 270)하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한다(Peck et al., 
2013, 최병두, 2011: 265에서 재인용; 김용창, 2015: 437, 438). Jessop(2004: 
162, 163)201)을 필두로 한 문화정치경제학자(랭카스터 학파)는 특히 21세기 
현대사회에 위상이 높아진 여가가 통치성 전략이 되었다고 본다. 이는 
기업가주의적 지방정부가 여가공간202)을 왜 일종의 기호가치 상품으로 
생산하는지를 설명한다(Dannestam, 2008: 353, 367; 최병두, 2011: 266). 

여가공간 특히 도시공원은 외부 자본과 인력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활용하려는 지방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선유도공원 생산담론 형성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선 2기 90년대 후반 서울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지식정보산업의 역할 
증대, 준공업지역의 생산제조업 기능 약화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탈규격화에 
따른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도: 14) 등 경제구조의 급격한 전환 속에 국가 
단위가 아닌 ’동북아 단위로 경제권이 재편‘(도: 15)되는 대외적 변화를 겪었다. 
대한민국 경제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서울시는 전세계에 서울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었다. 

90년대 초까지 서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WTO무역체제가 체결되며 지방정부 재정파탄의 위험성,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준비’(도: 235), ‘그린라운드에 대비’(도: 259) 등 국내외 

200)� 기업가주의�도시란�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벗어난� 지방정부가�도시를� 경영하는� 기업가처럼� 행동한다
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지방(도시)정부는� 세계� 자본시장에서�유동자본을�유치하고�지역의� 부가가치를�창
출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공간을� 상품화해� 생산,�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행한다(최병두,�
2011:� 266;� 안영진,� 최병두,� 2003:� 422).
201)� 그는� 물리적� 환경(공간)은� 기호와� 사회구성적,�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고� 본다.� 또� 도시에서� �
문화담론은�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상호교차시켜� 형성된� 것
(Jessop� and� Sum,� 2000;� 최병두,� 2011:� 266에서� 재인용)으로�본다.�
202)� 상징적� 스펙터클�공간은�주로� 여가공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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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존산업 및 도시공간 구조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선유도공원이 ‘환경’, ‘생태’ 담론으로 설정된 이유 중 하나가 도시브랜딩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민선 2기 당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문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공론화되어 각국 정상203)이 환경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도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준수의무,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준비의무’(도: 235)를 동참해야 함을 인지했다.

때마침 2002년 월드컵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월드컵 개최는 21세기 친환경,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 서울시가 
월드컵경기장 뿐 아니라 밀레니엄공원이라는 대형공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던 
사실은 지방정부가 대형 도시공원을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대형공원을 조성해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각종 도시정책 관련자들에게 서울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특히 난지도라는 쓰레기산을 공원화함으로써 ‘환경’, ‘생태’ 담론을 통해 
국제적 홍보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난지도라는 
환경공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실행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서울시 
지방정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자 했다. 

시민 여러분, 2002년 6월, 세계인들의 이목은 월드컵이 열리는 상암 일대에 쏠리게 됩니다. 

이 때 이들은 동양 최대의 경기장과 함께 환경재생과 첨단산업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려는 천 만 서울시민의 웅대한 비전과 결연한 의지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

별시장 고건, 2000: 4)

선유도공원은 앞서 4장에서 언급한대로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 한강생태 
복원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는 밀레니엄공원의 ‘환경’ ‘생태’ 담론을 
선유도공원에 연장시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해외 도시정책 입안자들에게 
홍보204)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선유도공원이 ‘환경’, ‘생태’ 담론으로 형성된 연유 중 하나이다.

203)� 당시�고건� 시장도�서울시장�자격으로�이�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204)� 선유도공원이� 도시브랜딩� 랜드마크로� 활용된� 예로,� 선유도공원� 보행교(선유교)를� 프랑스� 유명건축가
와� 합작하여� 아치형으로� 건설한� 것,� 선유도공원� 앞� 한강� 중앙에� 월드컵� 고사분수를� 설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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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론 형성과정
1. 담론 키워드 및 주체화 규범

　 시기1 (2012~2015) 시기2 (2016~2021)
순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26 석유 15.31 산업 4.71 서울 90.23 진행 17.19 

2 27 탱크 13.80 시장 4.66 문화 70.71 세계 16.75 

3 28 지역 12.66 월드컵 4.30 비축 55.21 대회 16.24 

4 29 비축 12.58 당선작 4.24 기지 55.04 여성 16.24 

5 30 기지 11.75 부지 4.18 서커스 48.95 교육 16.03 

6 31 문화 10.85 선정 4.18 시민 41.76 프로그램 15.46 

7 32 서울시 9.14 단계 4.18 마포구 38.34 조성 15.24 

8 33 마포 8.96 국제 3.93 서울시 37.86 운영 15.10 

9 34 공간 8.79 건축 3.92 도시 34.69 전시 15.04 

10 35 재생 8.45 공사 3.83 공원 33.77 산업 14.76 

11 36 사업 8.29 예산 3.79 공연 33.59 참여 14.38 

12 37 계획 8.06 마포구 3.76 건축 33.43 사업 14.24 

13 38 시설 7.46 공모 3.75 오후 31.57 청년 13.75 

14 39 도시 7.43 친환경 3.74 공간 28.69 올해 13.70 

15 40 공원 7.01 공공 3.73 석유 26.49 베트남 13.65 

16 41 설계 6.97 센터 3.72 행사 25.01 어린이 13.22 

17 42 개발 6.94 지원 3.66 마포 24.55 코로나 13.11 

18 43 서울 6.94 전시장 3.63 탱크 24.49 학살 13.03 

19 44 시민 6.79 시간 3.52 재생 23.09 체험 12.98 

20 45 조성 6.00 설치 3.48 축제 22.59 오전 12.57 

21 46 공연장 5.74 기본 3.39 예술 22.56 활용 12.56 

22 47 활용 5.28 상암 3.32 시설 20.88 한국 12.51 

23 48 규모 5.26 복합 3.31 페스티벌 19.42 영화제 12.50 

24 49 추진 4.78 작품 3.28 시장 18.57 환경 12.49 

25 50 저장 4.75 매봉산 3.25 국제 17.79 연수 12.46 

주1: ‘빈도’는TF-IDF를 적용한 상대적 수치이다.

<표 15> 빈도분석: 마포문화비축기지 주요담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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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5>는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조성논의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현상공모 당선안 발표 전 시점인 2015년 12월까지를 1구간으로, 그 이후 공원 
완공시점인 2018년을 중간시점으로 보고 2016년 1월~2020년 12월에 이르는 
기간을 2구간으로 설정하여 마포문화비축기지 관련 25개 언론사 신문보도 
기사를 웹스크래핑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광고성 기사를 제외하고 1구간은 
170건의 기사가, 2구간은 1,220건의 기사가 유효한 건으로 선별205)되었다. 

주요 키워드 중 일반명사나 시설명을 제외한 마포문화비축기지 특성을 
표현하는 유의미한 담론 키워드를 선별한 결과 ‘석유, 탱크, 문화, 재생, 시민, 
공연장, 산업, 시장, 월드컵, 건축, 마포구, 친환경, 전시장, 상암, 복합, 매봉산, 
시민, 축제, 예술, 페스티벌, 세계, 대회, 여성, 교육, 프로그램, 전시, 참여, 청년, 
체험, 영화제, 환경’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이를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면 환경담론의 경우 ‘재생, 친환경, 환경’, 
자율담론은 ‘시민, 시장, 청년, 여성, 참여, 체험, 대회, 교육’, 역사담론은 ‘산업, 
석유, 탱크, 상암, 매봉산, 마포구, 월드컵, 건축’, 문화담론은 ‘문화, 복합, 
공연장, 전시장, 축제, 예술, 페스티벌, 공연, 전시, 영화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문헌분석 방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담론의 키워드 및 담론이 제시하는 사회규범 내용, 즉 시민주체화 상을 규명했다.

 문헌분석 결과 마포문화비축기지에 대한 첫 번째 담론은 환경담론으로서  
‘전환도시206)’, ‘생태적 삶의 양식’이라는 담론으로 나타났다. 마포문화비축기지가 
모더니즘 시대  성장중심 도시의 대안적 상징이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전환도시 
모형임을 주장한다. 이곳에서의 ‘생태’ 담론은 선유도공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자원재활용, 소비 줄이기, 자급자족 행태 등 
전환도시에서의 삶의 양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전지구적으로 육식소비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탄소배출 줄이기, 지구온난화 저지하기, 신재생에너지 발굴, 

205)� 지방정부가�마포문화비축기지�완공�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홍보하였음을�유추할�수�있다.�
206)� ‘전환도시’란� 롭� 홉킨스가� 주창한� 기후위기,� 석유고갈� 한계와� 탄소배출을�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차원의� 도시회복을� 추구하는� 도시사회� 실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전환도시의� 전제는� 신속성,� 다양성,� 소단
위� 모듈,� 지역사회의� 민주적� 시민참여이다.� 특히� 지역공동체� 소단위를� 중시하는� 이유는,� 대단위� 시스템인� �
행정관료�조직은� 신속한�대응이� 어렵고,� 개인� 단위는� 집결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특집1:� 전환도시�서울을� 꿈꾸다,� 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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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기, 친환경적인 소비,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원전 줄이기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은 개발과 경쟁을 지양하고 사람들과 
상생하며 교류하는 태도를 규범화한다.

전쟁, 석유파동 등을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던 탱크..우리는 석유와 건설로 대표되는 산업화시

대에서 친환경,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 2017a: 2.)

기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일관된 키워드를 공유한다. ‘보다 생태친화적이고 창

의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서’다. (서울시, 2018b: 4)

문화비축기지는...생명과 우정을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는 ‘생태문화의 시대‘를 제안하는 공간입

니다(서울시, 2018: 324)

두 번째 담론은 자율담론으로 ‘협치’, ‘공동체’ 담론이다. 문화비축기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임을 강조한다. 즉 도시공원은 
도시‘공동체’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을 스스로 
만들어나는 자발적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라는 규범을 지시한다. 

문화비축기지는...시민들이 참여하여 완성된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완공 후의 시민참여 프로

그램까지.. 기존의 행정과 관리 중심의 공원 운영에서 나아가 개방성과 자율성이 공존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느슨한 연대’(weak tie)의 구조와 시민주도적인 ‘협치(거버넌스)’의 원리를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18: 320, 324, 325)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곳 ‘문화비축기지’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이뤄졌고, 또 이뤄질 것입니다. (서울시, 2018: 6)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세 번째 담론은 역사담론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산업화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를 현대에 맞게 ‘재생’하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환경담론인 전환도시의 재활용을 강조하는 규범과도 연결되는데, 
폐산업시설의 역사를 현재의 생활문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재생’ 담론은 시민들에게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도시의 역사성을 
미래지향적인 여가생활 콘텐츠로 재활용해 향유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재생은 낙후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간이 간직한 기억을 역사로 보존하

는...(서울시, 2018: 6)

’재생‘이 필요한 공간이 여럿 물망에 올랐고, 마포 석유비축기지도 그 중 하나.. (서울시, 

2017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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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석유비축기지 역시 1970년대를 전후한 서울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역사의 증인이었다. 

(서울시, 2018: 47) 

네 번째 담론은 문화담론으로 ‘동적’, ‘창조’, ‘생산’ 담론이다. 문화는 21세기 
도시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 생태적 삶의 양식 일환에서 누구나 생산-소비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담론은 시민들에게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스스로 문화를 창조, 생산하는 활기찬 주체가 되라고 유도한다. 

단순히 과거에 축적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새롭게 

생산해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문화비축기지에 새롭게 비축하는 ‘문화’는 석유 이상의 미래 에

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시, 2018: 6)

문화비축기지는 수동적인 공간으로서 ‘관객 관람형 공원’을 넘어 시민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소통하며 창조적 삶의 환경을 만드는...(서울시, 2018: 32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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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 형성의 목적과 사회적 배경
1) 주권담론: ‘공동체’, ‘역사, 재생’
(1) ‘공동체’ 담론

2010년대부터는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으로서 위상이 강화207)’(서: 
10)되었다.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정책수행을 펼쳐야만 하고 펼칠 수 있는’(도: 
392) 위치에 있게 되면서 주권담론을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마포문화비축기지에 투영된 ‘공동체, 협치’ 담론은 앞선 지방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주권담론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민선 6-7기 지방정부는 201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부터 촉발된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의 표출 미디어로  
도시공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로7017는 ‘인구과밀의 표상인 
도시 내 고가도로’(서울시, 2018: 47)를 비판한다. 비축기지는 석유비축고라는 
산업화 시대 유휴시설을 공원화함으로써 기존 지방정부가 사람을 소외시켰음을 
암시한다.

과거 도심의 고가도로가 개발 중심의 ‘속도’를 상징했다면, 보행 중심의 공중 공원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둔다. (서울시, 2018: 47)

민선 6기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특수한 정치적 상황 상 이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정부의 도시성장 방식은 효율성을 지고의 
가치로 ‘한계없는 고속성장을 위해 개발위주로 자본을 끊임없이 투자’(서울시, 
2018: 324)하였다. 민선 6기는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서: 63)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압축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도구로 건조환경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도시담론을 강화한다.

차별이 아닌 평등, 승자 독식이 아닌 나눔, 물질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도시... 누구에게나 공

평한 사회...이를 위해서는 우애, 협동, 나눔이 필요함; 성장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207)� ‘2009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수립� 자율권이� 확대됨.�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서울의� 특성과�시정의� 방향을� 2030� 서울플랜에�적극� 반영..’.(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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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며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함(서: 7)

특히 민선 6기에서는, 이전 시정 당시 서울이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전지구적 경제 시스템을 거치면서’(서: 137) 불균등한 개발로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격차가 발생208)하게 되었다는 점을 해결과제로 인식했다. 

도시공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숲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형공원이 자본력을 활성화(Madden, 2010209); Mitchell 2017)하고, 공원 
접근성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Wolch et al., 
2014)하였음을 비판적으로 본다. 

공원 및 문화기반시설 역시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 상

대적으로 취약하여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서: 138)

이전 정부 시대가 양산한 불평등은 ‘비인간적’이므로 도시공원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민선 6-7기에 
도시공원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담론의 실현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는 도시공원에서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평등하고 ‘건전한 도시’ 시민으로 조형하는 공간으로서 
수단화되었다.

공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여 공평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공원개념의 확대와 

공원이용의 형평성 개선(서: 97)

공간적, 기능적으로 단절된 공원들을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커뮤니티 활동의 소통공간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필요함(서: 96) 

특히 ‘공동체’ 담론은 서울시의 주거기능이 시 외곽으로 이탈하면서 주거와 

208)� 예를� 들어� 도시재생의� 경우� 이전� 시정에서는� 쇠퇴한� 구도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낙후한� 상업,�
주거지를� 전면� 재개발하는� 사업방식을�지향했다.� 또�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강북� 지역에� 추진하
는� 등� 이전� 시정에서도� 균형발전을�모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균형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민선�
6기에� 특히�강조하고�있다.�
209)� Madden(2010)는�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미국� 도시공원에서� 자본의� 침투에� 따라� �
공공성이� 쇠퇴하는� 현상을� 논한다.� 그는� 뉴욕� 브라이언트� 공원이� 민간기업에� 의해� 자본화되면서� 도시공공
성을�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규명한다.� 위� 사례연구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
원은� 자본화되지만,� 개방적� 경관,� 접근가능한�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적�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의사결정,� 사유화,� 감시와� 통제� 심화� 등� 공공성의� 퇴보
가� 일어나고�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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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간 분리,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심리적 소외현상, 상대적 박탈감 등 ‘도시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와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서울시청, 2019)하게 된 것을 민선 6-7기는 해결과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사회적 건전성, 즉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공동체 
담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지는 것은 주거지와 일자리가 있는 중심지가 서로 잘 연계되는 직주근

접의 실현을 의미함(서: 11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113)

그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삶터의 장소적 특성을 살리는 주거지 기반’(서: 
115)의 생활권 계획210)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방향 제시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생활권 안에 머물면서 마을공동체 생활양식으로 
살아가도록 담론을 통해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컴팩트도시211)라는 
개념을 마을공동체 담론으로 차용한다.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과 
주거활동이 통합된 전산업시대의 마을공동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권계획’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제도적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 관리....(.서: 154)

삶터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강조된 주거지를 의미하며...(서: 115)

비배타적이며(inclusive), 포용적이고(embracing)... 컴팩트도시는 생활환경의 편리함과 쾌적함

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도 형성함으로써 도시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서: 77)

도시계획 문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민선 6-7기 지방정부는 불균형 
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폐해를 교정하는 실질적 전략으로 문화여가공간, 특히 
도시공원을 활용한다. 민선 2기 당시 도시공원 확충 담론이 분절된 자연녹지를 
이어줌으로써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내용이었다면, 민선 6-7기에는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적 연결고리로서 도시공원을 강조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공동체’ 담론은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210)� 이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기존의� 도시계획� 단위보다� 좁은� 범위의� 공간단위로서�
생활권역을�설정하여,� 자족성을�강화하고�각�지역별로�특화된� 발전방식을�추구하겠다는�내용이다.
211)� 원래�컴팩트도시�개념은�유동인구가�많은� 입지(도시�중심지,� 교통결절지�등)에� 복합용도로,� 높은� 용적
률을� 적용해� 고밀개발하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도시개발� 수법이다.� 그러나� 민선� 6-7기� 당시에는� 컴
팩트도시�개념이� 공동체�담론을� 강조할� 목적으로�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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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을문화 기반시설(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을 확충하여..(서: 88)

생활권 단위로 공원, 녹지 및 문화인프라의 균형적인 확충이 필요함(서: 138)

(2) ‘역사, 재생’ 담론
민선 6- 7기 지방정부 또한 역사담론을 강조하며 도시의 ‘진정한’ 정체성을 

복원하려면 역사가 중요함을 주장한다. 다른 세계도시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도시의 역사를 내세우고 있는데(서: 84, 139) 서울 역시 그들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이때 지방정부는 도시의 역사가 ‘망가진 현재의 
도시생활을 다시 윤택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도시민의 정신적 차원’(서: 80)임을 
강조한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는 향후 서울시 공간관리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서: 151)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단기간에 포장되는 서울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성있

는 재조명을 통해 서울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서: 205)

민선 6기 당시 지방정부는 대규모 건설자본에 의해 획일적인 아파트촌이 
들어서거나 대형 최신식 빌딩이 들어서면서 ‘역사적 도시조직의 멸실을 
가속화’(서: 80)하고 ‘서울의 고유한 역사적 이미지를 교란시키고 훼손’(서: 
79)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의 정체성이 파괴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브랜드 아파트의 로고가 쓰인 패널이 텅 빈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다... 아끼던 서울의 골목 

및 몇 개가 같은 방식으로 모습을 감췄다. (서울시, 2018c: 2)

장소의 기억은 재개발 건축의 잔해와 함께 쓸려나갔다. (서울시, 2018: 324)

지방정부는 당시 다양한 층위의 서울 역사성 중에 산업화 시대의 역사라는 
담론을 중시한다. 그 연유를 도시계획문서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 
지방정부가 통치권한을 일임받은 것은 근대화 시기 이후 세계화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고 ‘가까운 과거의 기억이 시민들에게 더 생활 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서: 80)이다. 이에 두 공원 모두 근대역사를 강조하면서 
폐산업시설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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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와 우리는 갑작스런 도시화와 타의에 의한 도시발전을 겪었습니다... 근대화로 양

산된 건축물들은 20세기 말 그 기능이 대체됨으로 상당부분 없어질 위기에 도달했지요. (건

축문화. 2002: 2)

조선시대 이후 100여년의 근현대의 시간이 흐르며 오늘의 서울을 견인한 많은 근현대 역사

유산들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서: 80)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 6기는 도시공원의 역사담론을 
문화적 ‘재생,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로7017, 다시세운, 
서울혁신파크는 ‘역사’, ‘문화’, ‘재생’ 담론을 지향한 공공여가공간 및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용산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시장은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는 가운데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휴양의 공간이나 도시경관 보존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화활동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한다.

용산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100% 역사를 보존한 시민의 공간으

로 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교육자료로 남기고...문화공간과 공

원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외국군 주둔사 박물관같은 기념관도 만들고... (서울시, 2018a: 6)

이러한 민선 6기의 역사담론은 현재적, 미래적 시점을 강조한다. 이 
지방정부는 ‘기존 서울의 역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서: 80)으로서 서울시가 
그동안 추구했던 역사도시 정책이 한양도성 조선 600년사에 초점을 두어 
시민들에게 과거의 유물로서만 남아있는 점을 지적한다. 동시에 시민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마다 역사와 생활이 드러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서: 78)

역사도시로서 서울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서: 80)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역사적 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방향임(서: 79)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 역사담론에 ‘문화’ 담론을 접목한다. 문화는 역사를 
과거 시점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면서 ‘극적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서: 78)기 때문이다. 문화활동을 통해 ‘역사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누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서: 7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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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도시공원, 특히 연구사례인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역사’, 문화 ‘재생’, ‘창조’ 담론으로 생산되었다.

재생은 역사가 쌓인 공간을 밀어내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노후한 부분을 고치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되살릴 방법을 찾는다. (서울시, 

2018c: 2)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길 문화콘텐츠를 

함께 고려하는 재생을 의미한다. (서울시, 2018c: 4)

2) 자율담론: ‘협치’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협치’ 담론은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일종의 통치술 수행 

장치로 도시공원을 생산한 결과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공간을 계발하였다.

민선 6기 지방정부는 교육, 학습212)으로 국한된 시민참여 방식을 지양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도시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교육, 학습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탈피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할 때 
시민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서: 197)라 강조하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협치” 방식을 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둠’(서: 29)으로써 
‘서울이 더 도약’(서: 30)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보장하는 세계최고의 
도시’(서: 94)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소생활권 단위까지 주민참여단 등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실질적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향식 

계획이 되도록 함.... ‘도시계획학교’ 등 시민이 계획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과정을 마련하고 시민 스스로 계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함(서: 203)

민선 6기 지방정부는 협치 담론을 도시기본계획213) 상에 천명함으로써 

212)� 그동안� 지방정부가� 수행했던� 시민참여� 시스템은� 시민공청회,� 전문가토론회,� 자치구� 설명회와� 같은� 것
이었는데,� 민선� 6기� 지방정부는�이러한� 의견�수렴� 방식이�형식적이었다는�점을� 비판한다.
213)� 박원순� 시정은�전임� 시장� 당시�수립한� 도시계획을�수정해� 도시기본계획을�재작성한다.�
‘2011년� 작성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시민공청회,� 전문가토론회,�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설명회� 등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계획여건의� 변화로� 계획내용의� 전면적인� 재
검토�필요성이�대두됨’� (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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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을 협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은 도시의 미래를 
스스로’(서: 26) 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행정과 전문가 위주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강화214)’(서:  
9)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운영에 이르는 절차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중간조직인 ‘전담 센터를 건립’(서:  119)하는 방식215)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다. 대표적으로 협치담론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체화시킨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2030 서울의 공간구조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를 실현하고(서: 139)  

소통과 배려는 그 자체로 서울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고(至高)의 가치...(서: 30)

서울도시기본계획 최초로 시민이 직접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하였음(서: 197)

도시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도록 함(서: 118)

 
민선 6-7기 서울시는 도시공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공간, 협치가 실현되는 공간’(서:  98)으로 표명함으로써 
도시공원에 협치담론을 투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이 민주주의의 평등 
가치가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강압하지 
않는다216)는 명제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그의 표상으로 생산된 공간이 

214)� 일례로� 지방정부는�계획수립�이전� 사전준비�단계에서�이미� 도시정책을�주도하는�전문가�지식인� 집단
인� ‘학계,� 시민단체로� 자문단을� 조직해� 전문가가� 보는� 계획의� 추진체계와� 수립방향,� 시민참여방식을� 결정’
(서:� 14,� 28)하고,� ‘2회의� 설문조사와� 계획수립� 방향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을� 이끌어냈다’(서:� �
26)고� 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100명� 모집했는데� 사실� 이� 구성은� 전문가� 집단에서� ‘직업,� 국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게� 선정’(서:� 26)했고,� 이를�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서:� 27)한�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시민참여
단은�최종� 안� 선정�전에� ‘기초현황�및�예측자료를�제공’(서:� 28)받았는데,� 전문가집단이�자료와�방향에� 대해�
설명을� 실시하였고� 자료제작은� 사전에� 자문단이� 작성한� 것이었다.� 최종안은� 앞선� ‘전문가(총괄MP)와� 자문
단장,� 시민대표의�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안을�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이나� 서울플
랜� 추진위를� 통해�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서:� 27)하려고� 했으며�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것이� ‘소통과� 배려가�
있는�행복한� 시민도시’’(서:� 29)로� 나왔기� 때문에�시민들도�이런� 방향을�지지하고�있다고� 합리화시킨다.�
215)� 이는� 해당�조직의� 운영자를�외부� 민간전문가로�계약직으로�채용해� 민간� 자유역량을�최대한� 효과적으
로� 활용하면서,� 시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 성격을� 가져�
예산과� 채용� 등� 주요�사안은� 시에서� 결정하는�관리� 시스템이라�볼�수�있다.
216)� 미국의� 도시정책� 결정자들은�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을� 정치적� 공간,� 즉� 데모,� 반대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 본다.� 이에� 흑인� 커뮤니티� 지역에� 공원을� 없애거나�제한해� 인종차별에�대한� 저항을� 사전에�
차단한다(citylab.co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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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비축기지이다.

공원의 역할 강화로 사회문화 가치 창출 확대: ... 공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원의 운영관리

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서: 98)

박원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하며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시민

이 원하는 미래를 담는, 시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2018a: 6)

그러나 협치담론이 천명하는 바와 같은 일반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포문화비축기지 사례에서 나타난다. 가령 
서울시는 시민참여 일환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중간전담조직을 만들어 이를 
협치조직으로 명명한다.

서울시는 기지재생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시민

이 참여하는 설계자문회의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거쳤고, 기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렸다. 

(서울시, 2018a: 4)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시민단체가 협치위원회라는 민관협력 조직을 두고 
계획초기 단계부터 조성완료까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공무원 및 민간영역, 특히 시민사회(시민단체)에서 선발한 전문가217)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문화비축기지 개원기념 프로그램 시민공모의 목적을 
‘시민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 시민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서울시, 2018: 216)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 심사 주체는 협치위원회이며 그들의 거수로 최종안이 결정된다. 

문화비축기지의 장소가치, 시민력, 창조성, 활용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협치위

원 개인별 사전검토 후 심사대상 프로그램별 공동토의 방식으로 선별했다. 7인의 민간 및 지

역 전문 협치위원회의 거수로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2차로 협치위원 3인 이상이 

동의하면 적격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2018: 216)

또 다른 예로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시민참여란 수동적인 자원봉사나 도슨트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 때 시민참여는 결국 주요행위자218)들이 사전에 설정한 

217)�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를� 2017년� 2월� 구성하였습니다...총� 15명의�
협치위원이� 위촉되어� 문화비축기지� 개원과� 공간운영� 정책� 마련을� 위해� 2017년에는� 총� 36회의� 회의와� 워
크숍이� 운영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총� 34회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문화비축기지�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자문,� 결정� 등의� 주요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 문화비축기지� 정책과�
운영을� 민과� 관이�함께� 고민하고�채워가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017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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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담론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활동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공원조성 전반 시스템을 통해 협치가 구현되는 듯 
하지만, 공원운영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219)이 사전에 
기획안을 구상(서울시, 2018: 296)하고 민간 전문 문화인력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을 ‘시민을 발굴하여 양성한다’(서울시, 2018: 302), ‘시민투어’로 표현한다. 
이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착시효과 
통치술이 마포문화비축기지라는 도시공원에 수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3) 사목담론: ‘전환도시’ , ‘창조’,  ‘공동체’
서구 근대사회에서 산업혁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위생 및 치안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도시공원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보살피기 위한 사목권력 수단이었다(Elden, 
2007: 74). 현대에 자본과 인구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방정부 역시 시민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자 사목담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시정부는 그러한 담론을 도시공원에 투영시킨다. 이는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전환도시’ 담론 형성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민선 6기 때는 앞서 민선 2기 상황에 비해 서울이 ‘물리적 
문화기반시설은 확충되었지만 획일화되고 질적인 부분이 미비’(서: 88)했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데’(서: 93), 시민들이 여행을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놀도록 하는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활동이나 시설이 그 내용과 접근성에서 참여와 교류가 가능한 지역밀착형 문화환경을 지

218)� 특히� 앞서� 3장에서� 마포문화비축기지�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분석� 내용과� 연관이� 있다.� 실제� 공원
운영은� 사무국이라는� 외부� 기획� 전문인력과� 시,� 협치위원회�간의�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일반시민의� 의사
결정�반영� 시스템은�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219)� “문화시민코디네이터란,�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민과� 공무원� 중간에서�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요....� 민과� 관의� 중간에서� 기지의� 현장에� 가까운� 실행자,�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좀� 있어서...� ”(출처:� 마포문화비축기지�공식�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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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즐거운 문화도시를 추구..(서: 79)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_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문화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서: 41)

그래서 ‘도시공원이 여가활동이 여전히 생활친화적인 측면이 부족’(서: 88)한 
점을 보완하여 생활밀착형 여가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도시공원을 생산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와 분리된 휴식공간’(서: 97)이었던 도시공원을 보다 생활권과 
밀접하게 네트워크화하고 배치시켜 ‘생활공간 전반으로 공원개념을 확대’(서: 
97)’해 ‘도시민의 공원수요 충족을 최대화’(서: 97)하고 ‘생활권별로 균형있는 
공원녹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함’(서: 159)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변 녹화, 옥상녹화, 자투리 토지 공원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 기능을 상실한 도시

계획시설의 공원화, 이전적지 공원화 등을 통해 신규 도시공원을 확충...(서: 159)

이에 더해 민선 6기 지방정부는 문화여가 생활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공여가공간에 지방정부 산하 운영 전담조직인 
문화예술 관련 센터를 만들어 활성화220)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공공 
행정 시스템 내부로 흡수되면서 결과적으로 공공여가공간에서 수행되는 
여가공간, 프로그램 내용이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 육성에 주력함....다양한 유형의 예술기금을 조성하여...

창작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예술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

적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함(서: 90)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다양한 일상 생활공간 내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및 생활공간 혁신에 주력하며 이들 공간 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서: 41)

민선 6기에 작성된 도시기본계획(2014)에서도 ‘공간구조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광역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인 분야 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의 제시가 필요함’(서: 137)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0)� 하위기관에서는�행정절차에�따른� 하도급�사업계약을�통해� 문화예술,� 여가활동�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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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공간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생

활인프라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확충함(서: 155)

2030 서울플랜은 공간, 물리적 계획과 더불어 복지, 교육, 역사, 문화, 환경 등 비물리적 계획

의 성격을 강화..(서: 11)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서: 9)

한편 푸코주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체제가 통치성 수행을 자기통치 
방식으로 수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치주체가 대내외적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이에 개인 스스로 
알아서 통치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도록 자율성을 강조(Larner 2000: 5)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시민에게 고용, 빈곤, 질병, 건강과 같은 
사회의 위험을 ‘스스로 대처(self-care)’하도록(Rose, 1990; Lemke, 2001: 201; 
Dey, 2014; Hamann, 2009) 복지의무를 분담(Larner, 2000: 6)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를 본 연구는 사목담론을 통한 자기통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창조’, ‘공동체’ 담론 형성과정에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 ‘전환도시’ 담론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전환도시’ 담론이 투영된 것은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재해예방 및 질병관리 수단으로서 도구화한 결과다. 당시 2010년대 초부터 
국제정세 상 도시의 재난은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온다. 일본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서울시, 2015: 
202)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모습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조화를 
고민’(서울시, 2018: 47)하였다. 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하고 있는’(서: 24) 상황에서, 서울시는 도시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했다. 실제로 도시미기후 이상 현상이 표출되면서 
서울시는 ‘재난 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서: 93)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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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의 역할이 강조(서울시, 2015: 202)

환경변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 혹은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서: 38)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설 등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큰 위험요소...(서: 205)

2030년 시민건강 측면에서 서울의 바람직한 모습은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잠재력

(health capability)’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음...환경성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서: 43)

이에 ‘전환도시, 생태적 삶’221)(서: 24) 담론이 민선 6기에 시민의 재해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도시 담론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즉 서울시는 ‘저탄소소비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서: 94) 도시를 추구할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할 것’(서: 206)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후재해, 환경파괴에 따른 질병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서울의 지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것’(서: 93)으로 판단하고 ‘도시생태순환 시스템을 건강하게 복원’(서: 
96)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지표면의 녹화’(서: 96)가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저감’(서: 101)시키고 ‘도시미기후가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서: 96)하는 기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공원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계 및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서: 149)고  
강조한다. 

한편 현대 신자유주의 지방정부가 환경담론을 생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스스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편리하게 
달성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논의(Brand, 2007: 616)가 있다. 시민이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전환도시’ 담론형성 의도가 위 맥락과 부합한다. 민선 
6기는 서울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산도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하’(서: 

221)� 2010년� 이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2012년� 친환경에너지� 종합대책인� ‘원전하
나줄이기사업을� 실시’(서울시,� 2018:� 324)하거나,� 서울시장이�리우+21� C40� 기후리더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가�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천명하는�활동’(서울시,� 2018:� 97),�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서울의약속’� 선언을� 공표‘(서울시,� 2015:� 203)하는� 등이� 예이다.� 서울시는� 환경문제가� 촉발된�
원인을� ‘기존의� 도시계획이� 생태적인� 요소를� 저평가했기� 때문’(서:� 100)이라고� 본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이
용률은...2013년� 2%를� 2030년에�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서:� 94)한다고� 명시하
고�있다.� 서울시는�마포문화비축기지를�이러한� 일환에서�친환경건축물로�조성했다고�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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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함양이 중요’(서: 106)하다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전환도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문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나눔장터나 폐기물을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서: 106),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한 식재료의 중요성을 알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서: 46)과 같은 
여가활동을 도시공원에 접목시킨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자원절약 및 
이웃 간의 나눔 실천 등 시민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서: 106) 하는 
것이다. 즉 저탄소도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담론이 
마포문화비축기지에 투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는 생태공원 재생지구의 마침표이면서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의 문화적 거점

이자 전환기지로서 시작점의 성격을 갖습니다...지속가능한 생활문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장소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2018: 322)

(2) ‘창조’ 담론
서울시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한 도시사회 변화에 봉착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구조가 전통적인 4인가족 체제에서 1인가구 위주로 재편된 것이었다. 
이는 4인가족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주택시장과 복지체계, 소비시장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0년 내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문제를 예상’(서: 37)하였다. 
또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노인이나 어린이를 양육할 가정이 
사라지면서 지방정부는 그러한 책임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선 6-7기는 당시 시민의 건강문제, 보육 및 노인 부양 의무, 사회갈등 문제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나 역량이 역부족이라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2030년에는 현재의 3-4인가구 중에서 1,2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이

혼 재혼 가족,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서: 37) 

출산율은 크게 감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65%로 떨어지게 되어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가족 내 수발부담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부모 부

양의식은 2010년 40%에서 2030년 19.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돌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서: 37)

특히 민선 6기 당시 문화여가 생활 및 공공여가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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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시민이 
스스로 여가를 만들어가라는 ‘창조’ 담론을 중시하였는데, 노령화 문제의 경우 
교육, 문화활동의 욕구가 높은 노인인구가 여가시간을 스스로 보내게끔 유도하는 
것만으로 복지, 문화, 생산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단순 노력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미래에는 고령자

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는 전문봉사활동을 발굴,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노인의 여가활

동 참여기회 확대... 현재와 같은 단순 취미, 오락 프로그램보다 자기계발, 사회공헌 등 생산

적이고 주체적인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함(서: 41)

 도시공원은 시민이 여가생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계발시키는 장소로 ‘창조’ 담론을 수행하는 대표적 장치가 되었다. 예를 들어 
가로나 골목길, 광장, 옥상을 공원화하는 캠페인, 벽면녹화 등 시민이 주거지 
인근에서 여가문화를 창작, 생산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도로 다양한 
정책을 도시공원에서 추진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창조’ 담론도 이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단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하던 공원에 도시기능을 접목하여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서: 98)

시민이 주도하는 녹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 꽃으로 피다‘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녹색

환경 조성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원화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녹

화지원시스템을 구축함(서: 98) 

(3) ‘공동체’ 담론
한편 민선 6기의 ‘공동체’ 담론 역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은 ‘전체주민 중 외국인 등록인구가 10%를 넘는 
지역(가리봉동, 대림동)이 등장’(서: 38)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분배구조 악화로 양극화 사회가 되면서 특정 집단이 한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방정부는 
‘공동체’, ‘교류’ 담론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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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발적 나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함(서: 48)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서: 132)

민선 6기 지방정부는 도시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4인가족 체제가 와해되어 
생기는 육아, 노인 부양문제의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사회갈등 문제 또한 마을 
공동체 정신을 통해 시민 간에 교류하면서 ‘건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굳이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간접지원 정책을 계발한다. ‘온오프 공동체 활동 활성화’(서: 88)사업을 
통해 시민이 문화활동을 스스로 하도록 취미 동아리를 지원해준다거나,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커뮤니티성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행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거주환경의 안전성, 쾌적성을 도모’(서: 132)하고 ‘주민 
복지시설에서 계층 간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서: 42),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마련’(서: 70)하는 등의 방식이 그러하다.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 참여하여 동네의 미래 모습을 가꾸어 나가고...(서: 118)

인근 주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와 지물 등은 주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유도함(서: 87)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사회서비스의 빈자

리를 메우고,,,(서: 70)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러한 담론을 시민들에게 사회적 규범으로 체화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을 수단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연구사례인 
마포문화비축기지 관련 문헌에서 아래와 같이 드러난다. 

공원이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생산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서: 96)

가사노동이나 돌봄, 정치와 사회활동, 창작하는 일처럼 사회에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기여에 

의지하던 일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호모사피언스 최대의 무기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상상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풀고 경계를 넘어 ..(서울시, 2019c: 4)

4) 생산담론: ‘창조’, ‘협치’, ‘공동체’ 
민선 6기 당시인 2010년대 초반에도 ‘국가의 성장을 선도하는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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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가 아닌 메가시티리전 단위로 재편’(서: 23)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약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서울시는 ‘한국의 
수위도시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선도적으로 주변 
지역과 함께 연합해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서: 24)을 느끼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수위도시를 대상으로 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

화에 힘쓰고 있으며...수위도시로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서: 24)

또 민선 6기 당시 서울시는 ‘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 진행,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거의 소진한 상태(서: 24)’로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도시를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21세기 도시화경제의 
외부효과’(서: 77) 창출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R, GR, TR 등에 의해 모든 산업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

서 볼 때,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활동과 행태도 변화되어 산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도: 28)

특히 민선 6기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고 내부적으로도 ’양극화 심화, 영세 자영업의 과잉 및 고용의 질 하락, 
고령화사회 진입‘(서: 70)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지방정부는 외생적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시 내부인력의 질적 역량을 향상시켜 대외적 상황에 의한 
도시위기를 완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상황은 기존의 시장경제 이외의 대안경제의 필요성을 높이고...(서: 70)

서울시의 도시관리방향은 기존의 양적 공급 및 개발에 의한 성장정책에서 개발수요의 다양화

에 대비한 세밀하고 정교한 질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서: 22)

이에 서울시는 ‘도시자원을 체험, 교육, 명소화’(서: 66)하고 ‘스토리텔링과 
아카이브, 관광리소스를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서: 66)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도시에 문화적 스펙터클 공간을 생산해 이를 실현함을 볼 수 있다.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자체의 문화적 매력을 고양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 97, 345, 346)

서울 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도록 함(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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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 담론
서울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담론을 시정철학에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서울시는 ‘20세기가 정보사회였다면 21세기는 더 나아가 창의성이 
부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서: 62)로 급변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해서는 빠르게 도시산업을 ‘지식기반경제 중심’으로 
조정‘해야 하며(서: 112), ‘세계의 다른 메가시티인 런던이나 파리, 도쿄’(서: 23) 
수준으로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서: 62)하겠다고 선언한다. 

창조 잠재력이 있는 시민의 외부유출 문제도 심각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계층은 유출되고 더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창조산업이 부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서울시는  
4차산업 시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서울에서 외부로 계속 
유출이 심해지는 반면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지 못하고 있’(서: 63)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2010년 서울시의 창조계층은 약 13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직업군 중 25.5%를 차지하여 전

국 평균(22.2%)에 비해 높지만 비중은 10년 전의 32.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함(서: 62)

이에 창조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는 도시공간을 창조적 
랜드마크 장소로 조성하고자 했다. ‘도시계획의 역할이 도시인프라와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것’(서: 75)이라고 보았다. 창조적인 도시이미지를 과시하여 ‘세계인이 
일하고 싶도록’(서: 76) 하고 생활환경, 거주환경을 ‘외국인 친화적으로 
조성222)함으로써 외부 창조인력을 유인하려는 의도를 공간생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구축:... 재능있는 인력(talent), 기술기반의 창조적 

시스템(technology), 도시의 개방적 환경과 관용성(tolerance)이 잘 갖추어진 창조도시를 만드

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서: 75)

’창조‘ 담론 공간생산의 방식 중 하나는, ‘창조인력인 예술가들이 도시공간에 

222)� 서울시는� 향후� 다양한� 외국인이� 서울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유입,� 국제결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현재� 4%에� 불과한� 외국인이� 2030년에는� 10%
로� 증가할� 것으로�예상’(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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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을 가미하는 데 기여’(서: 89)하므로 이들을 특정 장소에 유치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가 상품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보는 장소는 
산업유산과 같은 근대유휴시설이었다. 지방정부는 유휴시설을 고유의 ‘역사’를 
문화관광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효용성이 높은 곳’(서: 
115)으로 인식했다. 이에 민선 6기 서울시는 유휴부지에 예술인들을 유치하여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조’ 담론을 공공여가공간에 투영하였다.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를 유입, 지역을 혁신하고 새로운 미학을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대도시의 전략임(서: 89)

서울의 구로 및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산업유산, 생산현장, 첨단산

업단지 등을 활용한 생산현장 탐방프로그램 개발... (서: 66)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서: 74)해 사회적경제가 
문화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 
유휴폐산업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담론과 ‘창조’, ‘생산’ 담론을 
투영하였다. 앞서 선유도공원 사례에서 드러나듯 민선 초반에는 기존 유휴시설을 
녹지확충 차원에서 공원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기존 
구조물을 도시공원의 장소성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설계 방식이 
주목받으며. 기존 유휴시설은 스펙터클로 자리한다. 그러한 결과물로 생산된 
다양한 도시공원223) 중 하나가 마포문화비축기지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창조’ 담론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도 그 일환에서 유휴부지에 복합문화 공원 명목으로 조성되고 
문화다양성과 새로운 도시문화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기능한다(Neal et al., 2015; Garvin, 2011). 다시 말해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창조’담론이 부각된 것은 민선 6-7기 지방정부의 생산담론이 도시공원에 투영된 
결과이다.

223)� 파이로트공장� 천호동공원� 조성,� 여의도광장� 공원화(1999)부터� OB맥주� 공장부지의� 영등포공원화
(1998),� 선유정수장� 공원화(2002),� 뚝섬� 경마장� 부지의� 서울숲� 공원화(2005),� 폐철도부지의� 문정동� 근린공
원� 조성,� 동대문야구장의� 디자인플라자(DDP)� 조성,� 드림랜드� 폐부지의� 북서울꿈의숲� 조성(2009),� 신월정수
장� 부지의� 서서울호수공원(2009)� 조성,� 마포문화비축기지(2018),� 서울역고가도로의� 보행공원(서울로7017)
화(2018),� 하중도인�노들섬의�복합문화공간(2019)� 조성이� 대표적이다.�



- 165 -

(2) ‘협치’ 담론
 ‘협치’ 담론은 지방정부의 생산담론으로 도시공원에 투영되었다. 이에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민선 6기에 
들어 서울시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나아가 질적 측면에서 선진도시 이미지를 세계 
무대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울시의 질적 지표 수준이 세계 
선진도시 수준에 미달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인식했다.

세계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이 10위권 내외로 기업활동 및 경제분야의 수준은 비교적 높지

만, 정치참여 및 영향력, 인적자원, 지식기반, 문화교류, 삶의 질 등 나머지 부분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남(서: 24)

민선 6기는 앞서 4장에서 논한 서울시장의 성향에 비추어 도시의 정치적 
선진성, 즉 숙의민주주의와 ‘협치’ 담론을 강화하였다. 협치담론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외적으로 세계시장에 도시를 판촉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리콴유세계도시상224) 
수상이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다. 세계도시상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심재생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임을 과시한다. 또 서울시장은 리우20+ 
행사에서 협치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임을 기조연설을 통해 홍보한다. 

서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세계 글로벌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위대한 힘이 

이끌어낸 변화에 세계가 응원하고 있습니다,(서울시청, 2019)

이를 대표하는 성과로 민선 6, 7기는 도시재생사업인 서울로7017이나 
세운상가, 마포문화비축기지라는 장소를 생산해 브랜드로 내세운다. 즉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이면에는 서울시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대표 
랜드마크, 벤치마킹 사례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결과 ‘협치’담론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담론으로 설정된 것이다.

서울시장은 리우+20 기후회의 연계행사 ’C40기후리더그룹 회의‘에 참석해... 거버넌스형 협치 

사례를 소개했다... 쿠리치바의 사례를 롤모델로 마포구 상암동 정비의 마지막 과제였던 마포 

224)� 리콴유� 세계도시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2년마다� 수여하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상이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9일� 싱가포르에서� 상금� 2억5천만원과� 상패를� 수상하
였다(서울시청,� 2019).� 서울시는� ‘일본� 도쿄,� 독일� 함부르크,� 러시아� 카잔보다� 우수한� 정책사례로�이� 유수한�
도시들을�제치고� 리콴유�세계도시상에�선정’(서울시청,� 2019)되었다고�대대적으로�국내외에�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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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의 활용 역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서울시, 2018: 50)

(3) ‘공동체’ 담론
앞서 지방정부가 생산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랜드마크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도시성장을 외부의 자본, 인력으로부터 유입시키려는 통치의도가 도시공원 담론 
형성 추적과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다양성, 협력, 상호신뢰, 관용성’(서: 
63, 88)이 있어야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되기 때문에’(서: 62) 시민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라고 강조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라는 담론의 실현 방식으로 도입한 
정책이 바로 ‘공동체’ 담론이 가미된 사회적경제 모델이다. 서울시는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서: 71)이 이러한 
내생적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크’(서: 70)고, 저성장 시대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함한다. 이에 사회적경제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국가 실패를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겠다’(서: 70)는 목적이 드러난다. 

서울시에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협동조합과 공동체

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를 또 다른 발전축으로 하여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도 서로 

성장해나가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함(서: 63)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21세기형의 도시는 삶, 일, 여가, 그리고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고 지식경제를 담아내는...(서: 77)

민선 6-7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수행방식을 특히 문화산업을 통해 
창발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도시 내에는 내생적으로 이미 지역적 특성을 
간직한 문화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서: 90) 이것을 도시정책으로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창조계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창조산업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문화상품의 특성인 개별성, 창의성, 독창성을 보여주기에 지역의 
생활문화가 유니크한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 ‘이들 지역을 보전, 육성하여 
문화생태계의 보전, 육성에 주력’(서: 90)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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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을 통해 미학을 창출’(서: 89)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일터, 삶터, 놀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서: 112) 생활권을 계획해 

문화생산-소비가 선순환되면 생활공간과 거주공간, 업무공간이 통합되면서 
‘문화적인 특색이 더 생동감있게 발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명소가 되어’(서: 77) 
방문객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서: 88)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미학을 갖는 것이 오늘날 지역발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지역 고

유의 역사와 문화발전 및 이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추구함(서: 89)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실천방식은 지역성이 담긴 공공여가공간을 발굴해 
사회적경제, ‘공동체’ 담론을 투영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도시내부 
창조계층인 문화예술인 입주공간을 도시 내 낙후지역에 싼 임대료로 공급하거나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클러스터를 구축’(서: 71, 74)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생적, 지역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공동체’ 담론은 이러한 의도의 발현이다. 또 시민이 대안적 경제모형인 
사회적경제 방식을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양성하고자 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이 지역 내에서 협력적인 관

계를 구축하여...지역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낙후된 지역을 재

활성화하는 전략적 지점이 될 것임(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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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그림 20]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론 키워드 
출처: 연구자 작성

 3장의 각 절 1.에서 도출한 두 도시공원 담론 키워드는 위 [그림 20]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유도공원은 ‘환경, 생태 복원’, ‘교육, 학습’, ‘역사, 보존’, 
‘정적, 사색, 명상’ 담론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전환도시, 생태적 삶’, ‘협치, 
공동체’. ‘역사, 재생’, ‘동적, 창조, 생산’ 담론이 공원의 담론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두 도시공원 담론을 비교한 결과, 두 도시공원 담론을 
환경/자율/역사/문화담론 카테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선유도공원의 환경생태 복원 담론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전환도시, 생태적 삶 
담론은 ‘환경’, 선유도공원의 교육, 학습 담론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협치, 공동체 
담론은 ‘자율’, 선유도공원의 역사, 보존 담론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역사, 재생 
담론은 ‘역사’, 선유도공원의 정적, 사색, 명상 담론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동적, 
창조, 생산 담론은 ‘문화’ 담론 카테고리로 구분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담론 카테고리 속에서 두 도시공원은 상이한 규범(주체화) 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아래 <표 16>과 같이 알 수 있었다. 같은 환경담론일지라도 
선유도공원은 ‘환경생태 복원’ 담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물학적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시민이 되라는 이상형을 제시하는 반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환경담론은 ‘전환도시, 생태적 삶’ 담론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자급자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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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상을 유도한다. 
자율담론은 선유도공원은 ‘교육, 학습’ 담론을 시민들에게 투영시켜 

환경담론을 규율받는 수동적 주체로 조형하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반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협치, 공동체’ 담론을 통해 커뮤니티성을 회복해 스스로 
도시정책에 참여하라는 시민상을 제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역사담론은 선유도공원은 ‘역사 보존’ 담론을 강화해 시민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해야 한다는 시민상을 제시하는 데 반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역사 
재생’ 담론이 투영되어 이곳에서 도시사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조하라는 창의적 
시민상으로 유도한다. 

문화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사색’, ‘명상’ 담론으로 정적인 행태의 
문화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문화담론으로 
‘창조’,‘생산’하는 능동적 행태의 문화시민 상을 제시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환경 자율 역사 문화담론 키워드
시민 주체화

선유도공원

환경/생태/복원 교육/학습 역사/보존 정적/사색/명상

도시 자연환경과 
생물상을 보존하는 

시민
환경문제를 교육 및 

학습받는 시민 

도시 과거사를 
최대한 보존, 
훼손하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

정적인 문화행태를 
가져야 하는 

교양있는 시민

마포문화
비축기지

전환도시/생태적 삶 협치/공동체 역사/재생 동적/창작/생산

자급자족, 에너지 
절약을 최소화하는 

시민

다양한 구성원과 
교류하며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도시 과거의 기억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발굴해 재생하는 

미래 시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창조하는 능동적 
시민

<표 16> 각 도시공원 담론별 유도하려는 규범(주체화) 상

출처: 연구자 작성

각 절 2.에서는 두 도시공원 담론 형성 의도와 그러한 의도를 갖게 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는 근대국가의 통치목적보다 더 다양한 통치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도시영역 내 자원순환과 창출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해 도시를 유지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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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보다 불안한 재정 안정성을 극복하고자 도시민들의 이탈을 막고 세수를 
지켜내어야 하고, 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부에서 인구와 자본을 
유입시켜 파산하지 않도록 영속성있는 도시성장을 해야 할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권, 자율, 사목, 생산225) 의도로 생산한 담론을 
여가(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당대 사회적 환경을 통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권, 자율, 사목, 생산 의도란 각각 1) 당대 지방정부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2) 시민들이 통치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진화된 규율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3) 시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4) 도시를 성장시켜 지방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환경, 생태, 복원’ 담론은 주권, 자율, 사목, 생산의도 
일환으로, ‘교육, 학습’ 담론은 자율, 사목의도 일환으로, ‘역사, 보존’ 담론은 
주권, 생산의도 일환으로, ‘정적, 명상, 사색’ 담론은 사목의도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담론이 형성되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전환도시, 생태적 삶’ 
담론은 자율, 사목의도 일환으로, ‘협치, 공동체’ 담론은 주권, 자율, 사목, 
생산의도 일환으로. ‘동적, 창조, 생산’ 담론은 자율, 사목, 생산의도 일환으로 
도시공원에 투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225)� 주권권력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시하여�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나� 형벌로� 통
제한다.� 규율권력은� 사전에� 정해진� 어떠한� 행위만을� 하도록� 규정하고�감시와� 교육을� 통해� 사전에� 교화시키
는� 전략를� 수행한다.� 생명권력은� 위험성의� 확률을� 계산해� 이것이� 인구유지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적
정수준� 내에� 있을� 경우� 그냥� 내버려두는� 권력을� 구사한다(미셸� 푸코,� 2011b:� 84;� 임동근,� 2008:� 20).� 근
대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삶의� 질과� 복지를� 보살피고자� 행사하는� 권력을� 푸코는� ‘사목권력’으로�
지칭하였다.� � 사목권력은� 18세기� 이전� 사법권력으로부터�생명정치로� 전환되는�변곡점에서�등장했다(이정희,�
2011:� 67).�
푸코는� 이런� 각각의� 4가지� 권력수행� 방식은� 생명권력�등장� 이후부터는� 하나의� 유형이� 특정� 시기를� 독점하
고� 다른� 유형이�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기보다� 이들이� 다층적� 수준에서� 중첩하면서� 나타난다(임
미원,� 2016:� 109)고� 보았다.� 생명권력이� 등장하였다고� 해서� 사법/규율권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
의� 권력은� 통치주체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미셸� 푸코,� 2011b:� 26;� 이정희,� 2011:�
77,� 임동근,� 2008:� 21)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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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담론

여가통치성 
의도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환경,
생태
복원

교육,
학습

역사,
보존

정적,
명상,
사색

전환
도시,
생태적 

삶

협치,
공동체

역사,
재생

동적,
창조,
생산

주권 ■ ■ ■ ■

자율 ■ ■ ■

사목 ■ ■ ■ ■ ■

생산 ■ ■ ■
출처: 연구자 작성

<표 17> 여가통치성 의도와 두 도시공원 담론키워드 간 관계

4장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질문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와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의도는 곧 여가통치성 수행이 목적이다. 즉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는 주권, 자율, 사목, 생산226)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여가(공간)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왜 신자유주의 지방정부가 
여가통치성을 수행하는가?

여가는 신자유주의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통치성 
수행에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여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끼는 
행위이므로 자기통치술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문화경제 시대에 경쟁을 
강조하는 통치성 수행방식으로 은연중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여가(공간)에 통치의도를 담론으로 투영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통치성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 여가공간은 가치중립적 공공재 이상의 통치성 
수단(장치)임을 도시공원 담론형성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공간 프로세스의 경우 3장 2.에서 권력-지식 결합 간 경합의 결과로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한 행위자 연합이 주장하는 도시공원 장소성이 담론이 된 것을 
본 장 담론 키워드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따라서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는 

226)� 푸코가� 주장한� 근대국가� 통치� 수행기제(주권,� 규율,� 사목,� 생산권력)가� 지방정부에서는� 보다� 진화되어�
주권,� 자율,� 사목,� 생산담론을�형성하고�이를� 다층적,� 복합적으로�수행한다고�본� 연구는�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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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지식의 결과 담론이 된다고 본 장에서 결론지을 수 있다. 

다음 5장에서는 장치의 한 요소인 경관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경관이 담론의 
물화라고 설명한 이론적 배경 내용을 토대로, 본 장의 <표 16>에서 담론이 
지시하는 규범이 어떻게 경관에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의 
경관 생산 의도 및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3, 4장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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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공원 경관을 통한 지방정부의 시민 유도

3,4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인 권력-지식, 담론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본 장은 장치 요소 중에서 공간으로 가시화되는 경관을 분석한다. 푸코는 
‘장치’로서 경관은 경관생산자(통치주체)가 담론을 담아(Fontana-Giusti, G. 
장정제 역, 2013: 123) 실질적으로 피통치자를 주체화한다(Huxley, 2008: 
1654; 전원근, 2019: 9; Fontana-Giusti, G. 장정제 역, 2013: 124)고 본다. 
본 장은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 추구하는 규범(주체화) 상을 어떻게 
경관에 드러내 피통치주체227)를 유도하는지를, 선유도공원과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관요소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4장의 담론분석에서 두 도시공원 담론이 피통치주체에게 지시하는 
규범(주체화) 상이 <표 16>과 같이 드러났다. 담론 키워드는 
환경/자율/역사/문화라는 카테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같은 카테고리일지라도 두 도시공원 담론의 규범은 상이하다고 하였다. 이에 두 
도시공원 담론 규범이 지시하는 주체화 상이 환경/자율/역사/문화 카테고리별로 
실제 경관에 어떻게 실천, 재현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 

환경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자연성, 생물학적 생태를 보존하는 규범상을, 
문화비축기지는 저탄소 자원을 사용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는 삶의 양식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규범상을 지시한다. 자율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교육받고 
‘학습’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규범상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협치’ 규범상을 지시한다. 

역사담론은 선유도공원은 ‘과거’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회상하라는 
‘보존’적 태도를 규범상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역사’를 미래적으로 
‘창조’하라는 규범상을 지시한다. 문화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명상’과 ‘사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정적’ 여가행태 규범상을,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스스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창조’하고 문화경제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활동적 여가행태를 규범상으로 제시한다.   

227)� 본� 장에서는�피통치주체(시민)을� 공원�이용자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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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유도공원 담론 규범의 경관적 실현
1. 환경시민 유도: 자연생태 복원

선유도공원은 ‘환경’, ‘생태’를 ‘복원’, 보존하는 시민상으로 시민을 조형하는  
경관수법이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21]과 같이 내부에서 
한강 호안을 접하는 지점 곳곳에 한강변을 접근할 수 없도록 철문으로 동선을 
폐쇄하고 ‘출입금지 구역’, ‘이곳은 자연생태보전지역이므로 방문객의 접근을 
통제한다’는 금지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선유도가 한강 중지도라는 지리적 특성 
상 한강변을 접근하도록 계획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28) 시민의 수변공간 
낚시, 식물채집 등을 통제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생물상을 보호하는 태도를 
자연스레 학습하도록 한다. 즉 접근하지 말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전달하는 의도를  
아래 설계자와의 언론사 인터뷰 발췌문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21] 환경보존 시민으로 유도하는 출입통제 텍스트

선유도의 둔치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자연적인 생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

정해둔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은 상부에 존재하고, 초지가 복원되어 가는 과정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세월에 따라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게 하는 장치이기

도 하지요. (건축문화, 2002: 3-4)

228)� 예를� 들어� 유사한� 한강� 중지도인� 노들섬의� 경우� 생태보존� 구역과� 친수구역을� 분리하여� 시민들에게�
섬의� 호안을� 개방했다.� 이는� 선유도공원� 경관과� 대조적인데,� 선유도공원은�환경보존이라는� 규범을� 유도하기�
위해�통제와� 금지를� 유독� 강화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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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의 공간 명칭은 ‘녹색’기둥의 ‘정원’, ‘환경’‘물’놀이터, 
‘수생’‘식물’원인 것처럼 환경보존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공원은  
공간구성을 기존 네 개의 정수장 구조물의 공간배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아래 선유도공원 초입에 부착된 [그림 22] 게시물 경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게시물 텍스트 내용에는 녹슨 송수관과 철제 다리를 재활용해 어린이들의 놀이터 
및 휴식시설, 극장으로 조성하였다고 밝힌다. 이는 이 공간 전체가 정수장을 
‘재활용’한 환경친화적 공간임을 이용자가 상기하게 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22] 환경보존 테마를 강조하는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선유도공원의 중심 공간은 중앙부에 위치한 수질정화원이다. 설계자는 기존의 
정수 과정이 공간 상에서 선형형태로 나타나는 점을 공원의 주 동선으로 설정해 
동선을 걸으며 자연성을 학습하라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이명주, 2003: 
110). 특히 아래 [그림 23]와 같이 기존 정수조 안쪽에 물을 채워 수생식물을 
육종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재현229)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추구했던 한강의 
생태적 복원 담론을 이용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임을 아래 설계가의 설계의도 
문헌발췌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선유도의 의미를 살리는 일의 실마리는 유기적으로 구성된 정수장의 정수시설들에서 찾을 수 

229)� 생태복원이란� 지역에� 자생하는� 동식물군� 원형을� 되살려� 자연천이� 단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출처:�
라펜트-� ‘생태복원,� 어떻게� 해야� 할까’(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4555).�
선유도공원�수생식물원은� 한강� 자생식물을� 이식하여� 놓은� 것은� 아니었다.� 또� 구조물을� 막아� 수조를� 만드는�
방식은� 동력을�써서� 물을� 순환시키고�관리해야�하므로� 에너지소비�측면에서�친환경적이라고�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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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것의 중심은 물순환시스템으로 엮어진, 풍부한 식생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정원

들이었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173_설계의도)

이곳이 과거에 정수장이었다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수생식물로 공원의 우수와 생활하수를 정

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62_당선작 기본방향) 

특히 아래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질정화원 난간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난간에 걸터앉으면 안 된다는 ‘올라가지 마시오’. 
‘접근금지’와 같은 행위 금지 문구가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이는 이용자는 
수생식물을 훼손하지 말라230), 곧 자연을 훼손하는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23] 수생식물 훼손을 금지하는 통제 텍스트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24] 한강의 생태적 복원 상징성을 상기시키는 기념비 

선유도공원 경관은 한강을 공원 안으로 적극 끌어들인다. 이는 앞서 3, 

230)� 이러한� 행위규제� 문구는� 안전� 상� 목적을� 수반한� 경고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 텍스트는� 사람들
에게�식물을� 훼손하지�말라는� 규범을�무의식� 중에�정서적으로�전달하는�경관이라고�본� 연구는�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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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새서울우리한강사업 일환으로 선유도공원 조성이 함께 
추진되었던 연유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설계자는 ‘한강의 극적 조망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62) 부지 바깥 옹벽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절개해 안에서 한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비스타를 설계했다. 또 위 
[그림 24] 속 한강선언문 기념비가 공원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기념비 문구 
중에는 “우리는 우리의 한강을 본연 그대로 되돌려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고...‘물의 영혼’을 읽어야 인간적 생태도시의 아름다운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는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복원의 상징성 및 자연성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환경시민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유도는 한강에 떠있는 섬으로서 한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강물의 극심한 오염과 

근래의 수질개선에 따른 환경에 대한 강한 상징성을 내재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건설안전

관리본부, 2002: 103)

식재경관 역시 환경생태를 보존하는 시민으로 유도하는 주요 경관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 25]와 같이 선유도공원의 ‘시간의정원’ 경관은 원시림을 
체험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좁은 수로와 구조물을 동선으로 사용(이명주, 
2003: 87)하고, 지하레벨은 사이사이에 다양한 식물상을 중층으로 두텁게 
조성(이명주, 2003: 110, 111)하는 경관이 그러하다. 또 다른 예로 북서측 호안 
둔치의 경우 토사가 퇴적되어 식물이 자생하는 경관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멀리서 
원시적 식생을 감상할 수 있도록 비스타를 설정(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63)하였다. 이러한 경관요소는 이용자에게 ‘생태적 건강성’ 가치, 자연복원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녹지는 생태적 건강성을 가지는 초지 및 수림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뿐 아니라 푸른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는다.(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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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25] 원시 숲을 재현해 환경생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식재

공원 곳곳에서는 이용자에게 환경생태 보존 태도를 가지도록 암시하는 다양한 
표지판과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26]과 같이 선유도공원 
진입로에는 한강 철새를 감상하라는 ‘조류전망대’나 ‘선유도공원돌보미’라는 
푯말이 있다. 이 게시물 경관은 선유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곳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시민이 스스로 자연을 돌보는 
태도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한강의 범고래 모형을 아카이브관에 
비치해 선유도공원과 한강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연계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이를 통해 선유도공원과 ‘한강’ ‘생태’, ‘복원’담론을 한 번 더 각성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26] 동식물 보호와 환경보존 태도를 지시하는 표지판, 전시물

또 아래 [그림 27]에서 보듯 대부분의 조형물과 시설물 이미지는 철새, 
나뭇잎, 식물 등 환경, 생태 관련 사물을 모티브로 하였다. 예를 들어 건물 
내외부 창가에는 새나 나뭇잎. 강변의 수생식물 형태의 그래픽을 부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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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은 나뭇잎 모양으로 디자인해 태양광 발전을 강조하며, 선유도공원 기록관 
입구에는 낙엽을 형상화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조형한 경관이라기보다는 동식물 보존, 환경생태 담론을 
이용자들이 정서적으로 느끼게 하는 의도된 경관이라 볼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27] 자연환경을 연상시키는 시설물 이미지

아래 [그림 28]은 선유도공원 아카이브관 내 게시물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에는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선유도공원에서 이용객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전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환경과 조화로운 휴식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옆에는 
서울시가 민선 2기 당시 내세웠던 환경도시 기조 홍보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포스터 상 ‘정성스런 마음이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문구는 “시민들은 
환경도시를 일구어가는 정성스러운 태도를 이 도시공원에서 체화하라”고 
지시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28] 환경생태 복원 담론을 표현하는 아카이브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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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시민 유도: 교육과 학습
앞서 2장에서 근대사회에 도시공원은 규율장치였음을 살펴보았다. 근대사회 

이전 도시여가는 도시공원 영역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가행태는 
다소 과격하고 자유로운 모습이었다(김문겸, 1993). 그런데 근대 이후 도시사회, 
특히 공공여가공간인 도시공원에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 명문화된다. 
도시공원에는 국가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가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나 
지침을 규정해두는 제도가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가, 도시차원에서 
도시공원법, 도시조례를 제정해 이용자의 행위를 통제231)한다. 

선유도공원에는 ‘~금지, ~하지 마시오’ , ‘음주청정지역’, ‘금연’ 와 같이 
이용자들의 활동이나 행위양식을 제지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표지판 경관이 아래 
[그림 29]과 같이 자주 나타난다. 현대인이라면 마땅히 공원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규범화해 경관에 표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경관을 통해 건전한 여가 
규율을 의식적으로 학습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29] 선유도공원의 행위규제 표지판

도시공원이 규율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 도시공원법 게시판이라면, 아래 [그림 
30] 왼쪽 사진과 같은 ‘관리사무소’ 표지판이나 선유도공원의 곳곳에 서울시 

231)� 도시공원법의� 금지행위는� 흡연,� 나무(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소음이나� 악취� 등� 혐오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행위,� 상행위,� 야영� 및� 취사행위,� 폐기물� 투기행위,� 주차위반�행위,� 바퀴달린� 동력장치� 운행행위,�
무허가� 경작� 및� 식물,� 꽃� 채취행위,� 동물포획행위� 등이� 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공원의� 자산을�개인이� 허가없이�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문제가�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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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이 붙어있는 모습은 이용자에게 이곳이 사적공간이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 
하에 있는 곳임을 은연중에 상기시킨다. 또 아래 [그림 30] 우측 사진처럼 공원 
초입에 붙어있는 ‘서울사랑시민상’, ‘서울미래유산’ 푯말을 볼 수 있다. 이 공원은 
서울시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공원이므로 이곳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 일탈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포하고 있다. 또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 
‘가치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문구를 통해, 선유도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장소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제재의 의미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0] 서울시의 통제관리를 상징하는 표지판

아래 [그림 31] 왼쪽 사진과 같이 아카이브관에는 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언론보도 기사를 게시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전시물을 통해 이곳이 
언론에서 호평을 얻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혹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을지라도 이러한 전시물을 접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원철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한다. 또 아래 [그림 31] 중간,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국내외 유수 건축가 협회, 조경가협회 수상내역이 게시되어 있다. 이는 설계자의 
사상이나 신념체계, 지식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즉 전문 지식인 집단이 설계한 
이 공원은 유수 기관에서 상을 수여할 만큼 높은 가치가 있음을 설파한다. 반면 
그 옆에는  ‘공원돌보미 정원문화시민협력단’ 표창장이 게시되어 있다. 이는 이 
공원이 시민참여를 통해 조성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시민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인식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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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1] 아카이브관의 언론보도, 표창내용 게시물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32] 환경지식 교육 목적의 온실, 아카이브 내외부 표지판

식물의 정수기능과 역할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62_당선작 기본방향)

필자는 선유도공원은 처음 현상공모 시점부터 환경생태학습장으로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민을 계도해 ‘여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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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 수준이 되도록’(서울시, 2000) 유도하려는 지방정부의 의도였다. 실제로 
경관 상에도 ‘환경’, ‘교육’, ‘학습’ 담론이 명확히 나타난다. 특히 수생식물과 
관련한 지식을 교육하고 전달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 [그림 32]의 
상단 세 사진에서 보듯이 공원 곳곳에 안내판으로 곳곳에 수질정화, 식물에 대한 
각종 지식 등 식물학 용어와 공학적 정보를 게시했다. 또는 [그림 32] 하단 
사진인 아카이브 게시물과 같이 정수장 수조를 수생식물 정화원이라는 테마로 
설계하게 된 연유를 전시했다. 공원 이용자는 개인취향에 따라 공간에서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유도공원 경관은 수질정화 과정을 배우는 데 
집중하도록 여가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특히 아래 [그림 33] 사진과 같이 온실 내부는 식물생육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곳에는 식물이 생육하는 모습을 ‘만지지 말고 관찰합시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수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를 쳐놓은 
경관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민은 환경지식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물어보거나, 
이를 활용해 스스로 창작하거나 물, 식물을 직접 만져보지 말고 권위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지식인(해설사)에게 수동적으로 교육받으라고 유도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3] 수동적 교육, 학습을 강조하는 수생식물학습장 텍스트

환경의 ‘교육, 학습’ 담론이 실현되는 또 다른 예로, 아래 [그림 34]와 같이 
‘환경교실’이라는 공간이 그러한 담론 규범이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경관이다. 환경교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90년대 느낌의 책상과 의자, 환경생태 
교육 관련 책자들을 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공원은 하나의 환경교실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환경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환경도시인 서울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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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는 도시구성원이 되라는 지시로 볼 수 잇다. 푸코가 학교를 대표적인 
규율공간으로 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모습이 선유도공원에 드러나는 것은 
민선 2기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을 규율공간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4] 근대적 교육학습 태도로 시민을 유도하는 환경교실 

 
선유도공원 개장 초기 내부문서에 수록된 아래 <표 18> 내용을 보면 어떤 

시민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유도공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대다수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며 특히 그 대상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이름이 주로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져 있고, 주로 물(수질), 식물, 수생동물 관련 생물학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유도공원에서 
‘환경보존’의 정신을 ‘학습’하게끔 하려는 경관생산자의 의도이다. 자라나는 
세대는 환경재활용 공원에서 ‘생태마인드’를 갖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또 ‘스스로 공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가지라는 규범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천된다.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참가대상 주요내용

특화교실

잠자리 관찰교실 7월

매주 수요일 운영
학교별 참가자 

사전접수
초등 3-6학년

일일교육 2시간 2회

잠자리 생활사
수생식물 
관찰교실 9월 수생식물 특성

자생식물 
관찰교실 9월 자생식물 특성

오감 체험교실 10월

들풀, 
나무관찰교실 11월 들풀, 나무 관련

<표 18> 선유도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총괄표(‘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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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자연생태 전문가와 같은 환경생태학 지식인을 초빙해 시민들을 
교육하도록 계획했다. 자원봉사자도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가 의도한 바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민들은 이를 학습하게 하라는 지침을 설정했다. 
이곳에서는 이 공원이 설정한 환경생태 테마 이외의 문화행사는 할 수 없고 
사진전이나 음악회, 시낭송회도 선유도공원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 진행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 역시 학교, 정규 공공 교육단체 위주로  
지정해놓았다.

자연공예교실 12월 재활용 공예
나뭇잎 탁본교실 12월 나뭇잎 관찰

계절별 교실

봄 관찰교실 4월(1회) 초등 3-6학년
(매회 30명) 물의 중요성

수생식물, 자생식물 관찰
한강 답사(밤섬, 

월드컵공원)
여름 관찰교실 7월(1회) 초등 3-6학년

(매회 30명)

가을 관찰교실 10월(1회) 초등 3-6학년
(매회 30명)

환경, 
문화행사

작품 전시회 연중(3회) 환경 및 조경 
우수작품

환경작품, 한강 공모사진
조경상, 푸른마을상

음악회 4-8월(6회) 주민 자율 참여
시낭송회 7월(1회) 주민 자율 참여

그림그리기 9월(1회) 한강그리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 

대회 12월(1회) 인터넷, 언론 홍보 선유도 배경 사진전

특별행사

벼농사 체험교실 4월-11월(2회) 가족단위 4가족 수질정화된 벼농사
모내기-벼베기 체험

공원탐방퀴즈 5,6,9,10월
(일요일 3회)

가족 단위 2인 이상
(매회 100명) 자연관찰 및 생태체험

장애우 탐방교실 4월, 5월, 9월 인근 재활원, 복지원 초청 자연관찰 및 생태해설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운영원칙
 - 다양한 동, 식물을 소재로 한 자연관찰 및 체험교육을 통해 생태마인드 및 환경재활용 공원 이미지 재고
 - 자연생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를 교육한 후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인력
 - 전담직원: 학습프로그램 개발(1명)
 -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활용(10명)
[환경문화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운영원칙
 - 공원 성격에 맞는 행사 운영(예: 사진전, 음악회, 시낭송회 등)
 - 재활용공원을 주제로 한 환경, 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단체 등과 연계한 주말 문화행사 정기 운영
 - (중략) 자연생태 체험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 인식
 - 이용객들이 스스로 공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 고취
■ 추진방안
 - 학교, 단체 등과 공동개최 등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진되도록 유도

출처: 한강공원시민사업소, 2003: 6을 토대로 연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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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조성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무원 G 씨는 면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G: 선유도공원 생태 교육프로그램은..선생님들 자원봉사자로 뽑아서..교장선생님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거길 오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선유도공원 조성 당시 관료, 2020.12.16. 인터뷰 중)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선유도공원 자원봉사자는 당시 퇴직한 학교 교사 위주로 
선발되었다. 이는 선유도공원을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공원관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선유도공원 설계가는 
아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직접 공원이 조성된 이후 공원에 가서 시민을 
교육시켰다고 하였다. 

C: 딱 중앙에 서가지고 “이 공원은 그런 공원이 아닙니다. 환경교육의 장이고 굉장히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크닉도 금지이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딱 한정되

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여기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이고 쉬시는 공간이라도 아무 

데나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소리지르고... 우

리나라 교육수준이 그러니까.. (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8.28. 인터뷰 중) 

설계가 C 씨의 위 진술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설계가는 시민들은 아직 이 
공원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할 만큼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이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공원 경관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시민들을 ‘제대로’ 교육, 
학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3. 역사시민 유도: 과거 역사의 보존
선유도공원은 유휴부지 폐산업시설인 정수장의 직선 형태와 계단식 층위를 

최대한 남겨놓은 구조로 공원의 각종 시설을 배치하고 계획(이명주, 2003: 
47)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중첩성을 재현한다. 특히 동선 층위를 정수장 
시설의 세 레벨을 살려 설계하였는데, 이는 이곳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퇴적된 시간의 층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관을 통해 
서울시 지방정부는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역사를 발굴, 보전, 계승하는 시정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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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는 점을 무의식 중에 전달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35] 과거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도록 하는 게시물, 조형물

선유도공원은 각종 표지판과 안내문을 통해 과거의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위 [그림 35] 왼쪽 사진은 선유도공원의 입구에 배치된 
패널로, 조선시대 선유봉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대 선유정수장 모습, 선유도공원의 
현재를 병렬적으로 게시했다. 또 [그림 35]의 오른쪽 두 그림과 같이 선유도공원 
야외공간에는 거대한 정수장 설비기계가 설치미술처럼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것이 정수장 송수펌프, 배수밸브, 온도계 등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산임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부착했다. 이는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곳이 
과거에 산업시설이었다는 정보와, 낡은 외관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과거’ 시점에 머물러 사실을 회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역사담론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즐길 대상이라기보다는 박제된 듯 기념경관으로 
재현되었다.

선유도공원은 과거 ‘역사’ 담론을 기존의 물성을 그대로 남기고 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재료나 다른 재료를 덧붙이는 등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아래 [그림 36] 및 설계자인 건축가 W 
씨의 설계의도 발췌문헌에서도 볼 수 있듯 선유도공원의 역사담론인 ‘보존’을 
실현하고자 정수탱크 같은 과거의 건축물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겨두었다. 기존 구조물을 사용하는 방식도 선유도공원은 수생식물학습장이나 
시간의 정원과 같이 한 번 조성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역사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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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다는 담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W: 기존 건물은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그것을 외부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필

요한 건축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의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건축문화 2002: 4)

출처: (좌: https://www.u-story.kr/964, 우: 연구자 촬영, 2020.9.)
[그림 36] 과거 정수장 구조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건축물 

선유도공원은 역사담론을 물성으로도 재현, 실천한다. 이명주(2003: 87, 
111)는 선유도공원에서는 과거를 녹슬고 황폐한 듯한 재료의 모습에서 
은유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있던 정수장 철제배관이 산화되어 녹슨 
모습이나, 매끈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형태, 이끼가 낀 돌, 물때가 
낀 정수장 수조의 모습을 통해, 이용자들은 숭고한 감정으로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조경진, 2002; Bae, 2010: 127).

지방정부는 아카이브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이를 적극적으로 
여가공간으로 사용한다232). 아카이브관은 공원조성 경위, 공원 이전 장소의 역사, 
모형, 신문기사 등을 문서자료, 패널, 시청각 자료와 같은 경관으로 보여주면서 
역사담론을 강화시킨다. 선유도공원 아카이브관233) 경관은 아래 [그림 37]처럼 

232)� 아카이브의� 기능은� 원래� 기록자료들을�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카이브
가� 관광자원이� 되거나� 기록자료가� 세미나나� 콜로키움에� 활용되는�등� 기록관리와� 저장,� 보관의� 차원을� 넘어�
여가�목적으로�활용하는�것이� 보편화되었다(최희수,� 2020).�
233)� 선유도공원에는� 정식� 아카이브관은�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 양화대교� 쪽� 출입구에서� 공원� 내부로� 들
어서자마자� 있는�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일부분에� 공원조성�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선유도
공원� 조성� 당시� 2002년� 경에는� 아카이브가� 공원� 혹은� 여가공간에서� 갖는� 중요성이나�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마포문화비축기지처럼�계획� 초반부터�아카이브관을�별도로�기획하지는�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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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선유봉이 있었던 모습, 선유정수장 당시 사진자료를 연대기 형식으로 
전시하는 등 역사담론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을 장소의 
과거를 기억하며 감상할 수 있게 유도한다.  

특히 폐산업시설이 새롭게 공원으로 바뀐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유구한 
역사도시인 서울의 정체성을 시민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정부는 도시 역사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제공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은연중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민선 
지방정부에 대해 호의적 감정을 갖게끔 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7] 선유정수장 아카이브관의 공원 조성과정 과거사진 게시물

4. 문화시민 유도: 정적 명상과 사색
선유도공원은 아래 문헌과 같이 공원관리소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용객 수와 

동적 행태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훼손시키고 공원에서 정적인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선유도공원이 추구하는 ‘명상’, ‘사색’ 담론을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아래 
선유도공원 설계가인 C씨와의 인터뷰 진술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다.

관람객: 연 200만 명(연간), 시설물 훼손 방지와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해 ‘05.6.4.부터 1일 

2,500명으로 입장 제한(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도자료(2006.4.25.): 1.)

C: (공원이) 근본적으로는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 명상하고 싶은 사람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 아침이든 밤이든 필요한 시간에 조용히 와서 거닐 수 있는 공

간이라야 한다.. (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8.28.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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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은 ’명상‘, ’사색‘ 담론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폐쇄적인 경관 및  
각종 금지 안내판, 게시물 경관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수동적, 정적으로 유도한다. 
이용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출입문(게이트)인데 선유도공원의 정문은 아래 
[그림 38]와 같이 이 공원이 폐쇄적 시설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 높은 
철제 문으로 진입문을 조성하고 그 앞에는 각종 출입 통제, 금지문구가 다소 
강한 어조로 부착되어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8] 정적 여가행태로 유도하는 폐쇄적 게이트웨이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39] 활동적 여가행위를 통제, 금지하는 출입금지 표지판

혹은 출입구에 자동차나 자전거와 같은 동적 이동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지문구가 위 [그림 39]와 같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또 대중교통을 
타고 오거나 ‘양화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헤서 걸어오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안내문이나, 자전거를 가지고 왔을 경우 절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게이트웨이 
앞에 반드시 놓고 가라는 의미로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자전거 
출입금지’ 문구는 철제 문과 바닥, 입구 표지판에 반복적으로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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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관리 담당자였던 공무원 E 씨의 인터뷰 진술에 따르면, 선유도공원은 
애초부터 정적인 사색 공간을 지향했기 때문에 동선 포장재료도 마사토 포장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즉 동적 여가활동 자체를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배제한 것이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40] 공원 내 활동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금지 지시 텍스트

공원 곳곳에는 공원관리자에게만 통행이 허용된다는 출입금지, 접근금지 
표식을 위 [그림 40]처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공원 안에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휴식을 취하고 동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러한 경관조성 
의도를 아래 설계가의 인터뷰 발췌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구를 통해 스스로 활동적 여가활동을 제재하게 된다. 

선유도공원을 조성한 C과 W은 이곳을 테마공원이나 유원지 쯤으로 여기며 분주하게 여기저

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공원에서는 한곳에 머물러 주변과 스스로를 

돌아볼 뿐이라는 것이다234).

아래 선유도이야기관에 부착된 게시물 텍스트는 단적으로 선유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여가행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경관이다. 1항을 
보면 이곳은 환경 보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음주, 흡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3항은 이곳의 전시물이 이용자의 능동적 활동보다 소중하므로  
전시물을 관찰만 하라는 행태를 지시한다. 또 선유도공원을 미디어로 활용하는 
행태를 금지하며 이용자는 고요히 풍류와 사색만을 즐겨야 한다고 지시한다. 4, 
5번을 보면 이 공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활동을 일종의 

234)� 출처:� 루카스매거진-� 쓸모의재생,� 선유도이야기� (https://apiece-korea.tistory.co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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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소통하면서 즐기는 
여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6항은 애완(반려)동물은 정적이어야 할 공원 
정신을 훼손하므로 동물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금지한다. 

[선유도이야기관 관람 시 유의사항]
선유도이야기관 관람 시에는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관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전시관 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는 촬영(동영상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3.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괴 및 오염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및 블레이드를 타고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6. 맹인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아래 [그림 41]과 같이 선유도공원 내부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화단은 
이용자들이 가까이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식물이라기보다는 관상용에 
가깝다. 화단은 사람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나 설계자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기만 하도록 표지판을 통해 통제한다. 이는 마포문화비축기지 텃밭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식용식물을 키워보고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여가행태를 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곳에서 이용자들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정적’으로 감상하는 여가태도로 유도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41] 관찰자, 수동적 관람자로서의 여가행태를 유도하는 화단 

아래 [그림 42]과 같이 선유도공원 내에는 평상이나 벤치 등 휴게시설이 많지 
않다. 취식은 카페테리아 테라스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등 외부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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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휴게시설을 최소화했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설치된 시설물에서만 쉬도록 여가행위를 통제한 것이다. 아래 선유도공원 설계가 
C씨와의 인터뷰 내용은 설계가가 실제로 공간구현 시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C: 여기서는 피크닉도 금지이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쉬시는 공간이라도 아무 데나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선유도공원 설계가, 2019.8.28. 인터뷰 중)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42] 관람객의 휴게장소를 한정하는 휴게공간의 배치

아래 [그림 43]에서 보듯 공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에는 사색을 
즐기고, 정적으로 느즈막히 걸어다녀야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텍스트 경관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왼쪽 사진에서 직선으로 뻗은 
삼나무길 명칭을 ‘편안한 길’로 지칭하거나, 중간 사진에서 선유교 위에 조망지점 
표지판을 설치해 이곳에서 경치를 차분히 감상하라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선유도공원 진입로 주변에는 싯구를 적어놓은 액자나 세태풍자 내용을 담은 문학 
콘텐츠가 부착되어 있다. 오른쪽 사진인 선유도공원 이야기관 내 텍스트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색의 공간’인 이곳에서 도시의 분주한 모습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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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43] 정적이고 사색하며 명상을 강조하는 게시물, 표지판

선유도공원의 여러 공간을 통해서도 ‘명상’, ‘사색’을 유도하는 것이 포착된다. 
선유도는 아래 [그림 44]에서 보듯 한강의 하중도로 고립적, 폐쇄적인 입지이다. 
선유도공원 입구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쪽은 양화대교 북단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235)이다. 차량 진입을 허용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최대 
집객을 위해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정적’이고 희소성 
있는 곳이라는 담론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아래 문헌발췌한 한 블로거의 
선유도공원 탐방 소감내용을 통해 공원의 고립된 접근성과 경관이 이용자들에게 
‘명상’, ‘사색’ 담론을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44] 고립된 섬 이미지를 강조하는 양화대교 북단 진입로

235)� 이� 방법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도보로� 양화대교를� 약� 500m� 정도� 걸어가야� 한다.� 양화대교� 쪽은�
홍대입구와� 합정동이라는� 핫플레이스가� 인근에� 있어�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유도공원
의�이러한� 낮은� 접근성으로�인해� 2010년대� 이후� 방문객이�감소하는�추세이다.
“개원� 초� 사람들은� 이� 공원에� 대해� 열광했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현재의� 공원이� 개원� 초기에� 비해� 의외로�
좀� 쇠락했다는�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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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있는 땅 위에서는 막힌 길이 없어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미루나무가 불러들이는 바

람소리에 취해도 보고, 강 건너 탁 트인 전망을 즐기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

다236).

또한 선유도공원은 한강공원 양화지구에서 도보로 보행교인 선유교를 건너 
진입할 수도 있다. 아래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아치형의 
보행교를 걸으며 한강 파노라마 경치를 접할 수 있도록 경관을 설계했다.  
아치형 선유교의 야간조명은 무지개 색으로 연출되어 무릉도원 이미지를 
이용자에 전달한다. 이는 한 이용자의 선유도공원 선유교 감상기(아래 발췌문)를 
통해 확인된다. 선유도공원 진입 경관은 도시의 복잡다단한 일상을 벗어나 
일탈과 도피하는 느낌을 이용자에게 실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적 경관은  
‘치유’, ‘사색’ 담론규범을 강화시킨다.

‘신선이 놀았다는 섬’, 선유도... 밤에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소개합니다. 무지개다리로도 일컬

어지는 아치형의 선유교는 교량아래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4가지 빛으로 조명을 비춰 

야간에 더욱 아름답고요, 멀리서보면 진짜 무지개 같다니까요.237)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45] 양화대교 남단 아치형 보행교 진입로

선유도공원은정수장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아 세 층위(레벨)인 지면레벨, 
정수장 수면레벨, 정수장 바닥면 레벨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그림 46]의 사진과 

236)� 출처:� 개인블로그-� 허정도와�함께하는�도시이야기(https://www.u-story.kr/967?category=285095)
237)� 출처:� 고대신문-� 밤이라서�아름다운�곳,� 선유도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8221)



- 196 -

같이 각 레벨은 계단을 통해서만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자유롭게 위아래를 
이동할 수 없고 안전문제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지면레벨도 정수장 구조물 
벽체로 막혀있거나 진입통제 문구가 곳곳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경관은 이용자의 움직임을 ‘정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46] 이동성을 제한하는 동선과 난간

특히 선유도공원 중앙부 시간의정원 공간 바닥면 레벨을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아래 [그림 47]에서와 같이 이용자가 위요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관이 
나타난다. 기존 정수장 수조들과 각종 기둥 구조물들이 벽체와 같이 둘러싸여 
이용자에게 고립감, 폐쇄감238)을 준다. 또 벽체의 위요감 때문에 소리가 
공명하여 소음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또 벤치는 위요된 지점에 배치되어 있고 
벽체에는 넝쿨식물, 낮은 조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관연출은 
사색의 태도를 의도한 것(이명주, 2002: 78)이다. 실제 이용자들도 위 경관을 
통해 사색, 명상으로 유도됨을 아래 발췌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때쯤 지하 공간으로 내려오면 놀라울 정도로 고즈넉한 정원이 기

다리고 있습니다. 정수장 건물들의 흔적들, 남아 있는 기둥과 벽, 그리고 물을 담아두었던 사

각 공간 안에 자라는 식물들은 평온한 사색의 시간을 안겨줍니다239). 

238)� 이� 공간은� 구조물� 벽체의� 그로테스크한� 야간경관이나� 웨딩사진� 등� 정적인� 사진을� 찍기� 위한� 사진가
들의�명소로� 알려져� 있다.�
239)� 출처:� 개인블로그-� 허정도와�함께하는�도시이야기(https://www.u-story.kr/967?category=28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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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47] 폐쇄적, 위요된 공간과 정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선

특히 이러한 ‘명상’, ‘사색’ 담론을 적극적으로 공간 상에 구현한 경관이 
‘녹색기둥의 정원’ 부분(아래 [그림 48])이다. 정수장 기둥을 정방면 선큰가든 
안에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후 각 기둥에 덩굴식물이 자라게 하여 추상 
미술작품을 접하는 느낌을 준다(이명주, 2003: 82). 야간경관은 이용자에게 
고독함, 허무함과 같은 멜랑꼴리를 자극하고(조경진, 2002; 배정한, 2010: 127),  
과거 도시발전이 낳은 폐해를 반추하고 삶을 사색하도록 실천하고 있다.

이 공원에서는... 인간의 문명, 산업 폐기물, 자연의 훼손과 같은 일을 경계하라고 조용히 말

합니다240).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48] 정적인 명상과 사색을 유도하는 녹색기둥의 정원

240)� 출처:� 개인블로그-� 허정도와�함께하는�도시이야기(https://www.u-story.kr/967?category=28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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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경관요소 중 대표적인 것은 물(호수, 강), 
이다. 아래 [그림 49]처럼 수질정화원과 온실 공간은 식물의 수질정화 과정을 
주요 경관요소로 제공한다. 이러한 경관은 수질이 정화되듯 관찰하는 이용자들도 
마음을 정화하고 ‘사색’하라는 ‘정적’인 정서를 극대화시킨다.

자극적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도시문화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2002: 173, 174)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49] 심신을 치유하도록 연상시키는 수생식물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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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론 규범의 경관적 실현
1. 환경시민 유도: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경관은 특정 담론 규범을 구체적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다른 대항담론을 
경관에 은폐시키는 소극적 방식을 통해 특정 담론을 부각할 수 있음을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발견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역시 선유도공원처럼 ‘생태’ 
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매봉산이나 인근 생태자원241)을 보여주는 경관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경관은 예를 들어 아래 [그림 51]과 같이 공원 한 편에 
초크아트 패널로 매봉산 식생, 동물상을 알려주는 이미지를 통해 소극적으로 
드러나 있다. 혹은 생태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SNS(인스타그램) 상에 
문화비축기지 내 서식 동식물을 소개하는 ‘비축기지 도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생물학적 생태성을 
단지 배경으로 인식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0] 소극적으로 연출된 장소 내부 생물상 연상 이미지 

마포문화비축기지 식재경관은 후면에 접한 매봉산의 생물학적 식생과는 다소 
이질적 식재, 조경시설물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52]의 
나무화분이나 초화류 플랜터 설치 모습은 선유도공원의 원시림을 재현하는 듯한 
식재 방식과 대비된다. 이러한 인위적 식재경관의 의도는 다음 설계의도 

241)�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매봉산이라는� 자연녹지에�면해�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 지척에� 월드컵공원,�
난지도공원이라는� 생태공원� 클러스터가� 있음에도,� 이곳이� 보여주는� ‘생태’경관에는� 자연생태� 자원을� 보존하
고�생물학적으로�복원해야�한다는�메시지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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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타 공원과 달리 녹지공간에 다양한 식재 테마를 부여하여 다채로운 식재경관을 연출... 은사

초, 지리대사초, 참억새 등 이색적인 초화류를 식재한다. (서울시, 2018: 2-118)

출처: 연구자 촬영(2020.1./9.)
[그림 51] 미학적 요소로 강조된 식재 시설물

이곳에서 식물은 이용자에게 ‘자연’, ‘생태’ 보존을 유도하는 경관이 아니다. 
그보다는 ‘문화’, ‘재생’ 담론을 더 강조하는 경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공원을 상징하는 하늘공원의 억새를 비축기지에 이식하여 도시재생 
의미를 공유’(서울시, 2018: 2-143)한다는 문구는 하늘공원의 식생을 이식해 
생물학적으로 복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도시재생 담론을 이식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혹은 생태경관 복원은 ‘산업유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울시, 2018: 184), 혹은 미학적으로 감흥을 주려는 의도가 오히려 
강하게 나타남을 아래 문헌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2] 전환도시 시민 상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재활용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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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남사면의 훼손지에 대한 생태·경관복원을 통해 산업유산을 공원과 연결한다.(서울시, 

2018: 184)

최대한 단순 명료한 형태를 지향하며, 산업시설을 재생한 공원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재료들

을 선정하여 조경에 활용한다. (서울시, 2018: 2-118)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친환경’, ‘생태’ 경관이란 5장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단순한 자연성 회복이 아닌,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소비중심 사회’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전환도시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문화비축기지는 
노골적으로 이러한 전환도시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경관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위 [그림 53] 왼쪽 그림과 같이 시설물 중에 ‘공원낙엽함’이라는 
표지판에 ‘자연의 생태순환을 위해 공원의 낙엽과 폐목을 활용하여’ 만든 
상자임을 텍스트로 보여주거나, 중간 그림과 같이 폐목재나 수풀을 다시 
사용하는 듯 한 편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 ‘에코쉘터’라는 명칭에 안개 분수 
기능으로서 여름에는 지열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없애며 식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것을 표지판에 설명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관은 
이용자들에게 이 장소에서 전환도시 시민의 태도를 은연중에 유도한다.

또 아래 [그림 54]와 같이 공원 내부 곳곳에 목재 자재창고나 이동식 텃밭 
플랜터, 설거지용 이동형 수조, 작업장 속에 적재되어 있는 행사용 시설물 경관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창고의 느낌을 갖게 한다. 
사실 이 경관은 공원 운영주체가 경관을 통해 전환도시 담론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함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이벤트나 축제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담론을 
강조하고 이용자에게도 자원을 재생하는 시민이 될 것을 제안하는 가시적 
경관으로 작용한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서 문화비축기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존 자원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재생방식을 택했다....(출처: 서울시. 2019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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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3] 에너지 절약과 재생을 암시하는 시설물 

문화비축기지 내 건축물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체계인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이니지 등이 곳곳에 
붙어있다242). 이러한 시각적 경관은 이곳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243)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장소임을 직접적으로 
재현한다. 그러므로 시민들도 이를 실천하라는 지시가 은연중에 숨어있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시대 이후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로의 재생을 계획했다....공원 및 

건물에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쾌적한 실내외 공간을 조성하고...(서울시, 2018: 2-136)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환경담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경관도 기존 생태공원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생태 프로그램244)과는 차별적이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쿠아포닉’ 프로그램의 경우 

242)� 실제로� 문화비축기지� 설계자인� 건축가� I�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곳� 건축물은� 애초에� 에너지효율
을� 생각하면서�만들� 의도도� 없었고� 만들� 수도� 없었다고�한다.� 기존의� 구조물을�남겨두는�것에� 의의가� 있었
기� 때문에� 단열재를�쓸� 수도� 없고,� 에너지� 효율� 설비를� 구축하기에는�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토로하
였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게� 전환도시의� 개념이� 문화비축기지에� 경관으로� 재현,� 실천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공� 후반기에�형식적으로�친환경등급�인증절차를�받도록� 시에서�권고했다고�이야기했다.�
243)� 기지� 내� 모든� 건축물은� 지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며,� 생활하수와� 빗물을� 재활
용한� 중수처리시설과� 빗물저류조� 시설을� 갖춰� 화장실� 대소변기와� 조경용수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게시물이곳곳에�부착되어�있다.� (출처:� 서울시,� 2018:� 2-136)
244)� 일반� 대중들은� 지역의� 생태환경� 유래,� 생물학,� 식물(나무,� 풀� 등)�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생태� 프로그
램으로�연상하기�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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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에서 보여주는 환경생태 지식의 교육적 체험과 유사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물고기나 수경재배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안기술과 수경재배라는 생활방식 자체에 집중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대안기술 및 자급자족하고 재활용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물고기의 배설물을 이용한 수경재배시스템 ‘아쿠아포닉’ 소개 및 시민참여 제작 워크숍. 새로

운 대안기술을 소개하고, 친환경 먹거리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서울시, 

2018: 272)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 축제 중 ‘월드비건 페스티벌’의 경우 채식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대세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전지구적 
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네트워크나 
국제 환경단체를 초대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동참하여 그러한 삶의 태도를 
체화시켜야 한다고 시민들을 설득한다.

전세계에서 동시개최하는 비건문화축제가 서울에서는 기지에서 열린다... 동물 복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90여 팀의 셀러가 비건 플리마켓을 열고, 요가와 카루나와 수만이 비건 요가 워크

숍을 준비했다. 비건 학술제에서는 채식을 실천하는 의료인 네트워크인 ‘베지닥터’ 소속 이xx 

박사와 해양환경단체 ‘씨세퍼드’ 활동가이자 <아무튼, 비건> 저자인 김oo 작가가 연단에 오른

다.(출처: 서울시. 2019c: 19)

대표적인 상설 기획 프로그램인 ‘모두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은 공터에서 
판매자들이 각종 농산물, 수공예품, 음식,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필요 없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사고파는 ‘물물교환’이 주 내용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활동을  
여가를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 사람들에게 공동체 문화로 회귀해 
물물교환을 추구하자고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자본주의가 양산한 
대량유통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더 건전한 소비, 생산활동을 하는 시민이 
되라는 것을 시장 속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로 여가화해 시민의 생활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의 마당에 담길 새로운 유통과 소비가치를 공유했다.(서울시, 2018: 288, 292)

상인과 고객, 문화를 잇는 새로운 장터 축제를 만들었다...경관과 문화, 특화된 상품과 상인, 

운영시스템이 어우러진 야시장으로, 문화비축기지가 지향하는 시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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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2018: 288, 292)

또 ‘생태문화 축제’의 경우 이 축제의 기획의도를 시민들이 ‘생태, 전환적 삶, 
재생을 고민하는 것’(서울시, 2019c: 4)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구체적 여가행위를 
아래 [그림 55]과 같이 세세한 축제 규정을 입식 게시물로 공원 초입에 
배치하였다. 이 게시물 내용은 ‘아날로그 햇빛프린팅’ 체험을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라고 권면하거나, ‘자투리나무 
마음놀이’를 하면서 폐장작으로 공예를 하며 마음을 치유하라는 내용이다. 
‘하늘베틀 구름임아’ 프로그램은 폐자원을 활용해 일상물품을 만들어보게끔 
제안하고 ‘물로뭐하고놀까’ 프로그램에서는 물의 과학적 속성을 통해 재미를 
느껴보라고 여가활동의 방식을 제시한다. 즉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지시하는 생태 
담론인 ‘생태문화 삶의 양식’을 구체적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한다. 그러한 
시민 유도 양상이 아래 문헌에서도 명시된다.

’도시야생보호구역 훌라‘, ’바질: 지구생활안내서‘,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랩‘, ’화수분제작소‘와 

’재주도좋아‘까지 흥미로운 이름들이 문화비축기지 생태문화축제의 면면을 채우고 있다....(서울

시. 2019c: 2)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4]  생태적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표지판

또 이 축제에서 열리는 한 공공시장의 명칭은 ‘전환마켓’이다. 프로그램을 
면면히 살펴보면 동물복지를 위한 워크샵을 열거나, 멸종위기 동물을 테마로 한 
텀블러나 티셔츠 판매, 비건패션 브랜드만 섭외하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한다. 또 친환경 재료를 지향하며 만든 천연식물성 비누를 
판매하거나 천연염색을 체험하고, 중고물건이나 폐가구 제작(서울시, 2018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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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a: 11)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가활동으로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이 
공원은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다정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라’, ‘지구를 위해 
실천해 나가자’고 그러한 여가행위 양식으로 이용자의 행태를 유도하고 있다.

나의 소비와 취향이 지구를 위한 실천과 연결되게 할 수는 없을까. ..지구를 위한 순환과 지

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시장과 가치를 공유하는 참가 팀을 공개모집해.. (출처: 서울시. 

2019a: 11)

2. 자율시민 유도: 협치와 공동체 참여
마포문화비축기지도 도시공원 특성 상 선유도공원과 같이 동력 운송수단을 

공원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거나, 금연, 금주를 통제하는 등 
도시공원법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56]).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필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지침을 주로 안전 목적에서 제시하는 정도로 
이용객들의 세부 행태 제한이 선유도공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5] 마포문화비축기지의 행위 규제 표지판

마포문화비축기지 또한 이 도시공원이 서울시 관리 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경관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아래 [그림 57] 왼쪽 사진과 같이 진입하자마자 
시선이 가는 정면 무대 중앙에 “I Seoul U” 벤치를 설치한 것이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홍보 목적으로 발행하는 안내팜플렛을 곳곳에 배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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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관은 이곳이 서울시 문화여가 방침 하에 감시 및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알려준다. 또 [그림 57] 중간 사진에서 
보듯 이곳이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는 안내판이나, 권위 있는 건축상, 
국토부장관상 표창 수상 게시물을 전시해 놓았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이곳이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권위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전달해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규율을 스스로 실천하게 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6] 서울시 공공관리와 도시공원 설립 정당성을 강화하는 표지판

공원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은 한편으로 시선에 의한 감시의 공간이라는 
측면으로도 작용한다245).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선유도공원보다 직접 통제가 아닌 
감시의 시선(gaze)이라는 기제를 자율담론 경관으로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유도공원보다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아래 [그림 58]와 같이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CCTV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푯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통제, 금지 방식이 이곳의 자율담론인 ‘협치’ 담론의 성격과 이율배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 현대사회에서 직접적 통제, 금지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시를 통해 시민을 관리(Bricalli, 2019)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245)� 근대사회� 도시공원에서는� 상류층�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 상류문화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지� 아
닌지를�시선을�통해� 필터링하는�기제가� 상류층�이용자� 사이에서�작동하였다(조경진,� 20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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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7] 자발적 금지와 통제를 유도하는 감시 시설물, 텍스트

감시는 공간적으로 폐쇄성보다는 시선의 교환이 가능한 개방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벤치와 같은 시설물의 경우, 선유도공원에서는 명상이나 
사색을 목적으로 주로 폐쇄적인 곳 혹은 경계부나 수목으로 차폐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벤치는 아래 [그림 59]과 같이 
잔디밭이나 공터와 면한 개방적 공간감을 주는 곳에 일렬 혹은 단독으로 
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8] 개방성을 통해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휴게공간

실제로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개방감이 있지만 편히 쉴 수 있는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개방된 경관은 공원 이용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 즉 일탈의 여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의도가 수행될 수 있다. 넓게 트인 공간에서는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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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여가활동을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나 시선을 통한 자율적 통제와 감시가 
작용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선유도공원과 가장 극명한 대비는 주출입구의 모습246)에서도 드러난다. 
선유도공원은 하중도라는 점과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산에 입지하고 대중교통 
연결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앞서 선유도공원 입구 
경관은 높은 담장과 두꺼운 철제문으로 닫혀있고 입장 시간을 엄격히 지시하는 
등 통제 문구가 빈번하다. 반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아래 [그림 60]와 같이 
입구가 낮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입구 바로 근처에 탁 트인 동선과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선유도공원과 
대비되는 개방적 경관을 진입부부터 보여준다. 이러한 개방경관은 ‘협치’, 
‘공동체’ 담론을 재현, 실천하는 것이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59] 협치, 공동체 담론을 상징하는 출입구의 개방성

실제로 현상설계 공모 지침 상 ‘협치’ 담론을 경관으로 구현하도록 탱크를 
연결하는 동선체계를 권고(서울시, 2018: 116)하고 있다. 건축가는 아래 [그림 
61]와 같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공간구상과 동선체계를 상호연계(네트워크),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하고 공터와 탱크를 ‘다양한 동선의 켜로 순환시키는 

246)� 원래� 현상설계� 당시� 대상지� 부지는� 뒷� 편� 5기� 탱크� 공간이었으며,� 주� 진입로는� 현재� 공터와� 면해있
는� 곳이� 아니라� 매봉산� 뒤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진입로가� 방문객에게� 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기존� 안에서� 제시한� 주� 진입로는�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중간에� 협치위원회와� 시� 측에
서� 제기한다.� 그래서� 현재와�같이� 바로� 진입하자마자�공터를�볼�수�있도록� 주� 진입로� 위치가�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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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계획’(서울시, 2018: 184)함으로써 ‘협치’ 프로그램 활동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였다. 또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공간으로 재현’(서울시, 2018: 184)하고자 
중심과 주변이 없는 공간을 지향함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 공간을 통합’(서울시, 
2018: 185)하는 경관을 조성했다. 이는 ‘공동체’ 담론을 가시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아래 발췌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는 전문과 비전문의 경계구분 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이 되기를 지향한

다.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 외 2인, 2019: 56)

[그림 60] 공간개념도: 개방성, 네트워크 강조
출처:　서울시, 2018: 184

특히 아래 [그림 62]과 같이 공원의 중앙부 광장 경관은 방문하는 공원 초입 
정면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점유할 수 
있다는 ‘협치’ 담론을 적극 실현한다. 중앙부 광장 경관은 고정된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고 넓게 드러나 있는 경관으로 연출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연풍경식 
공원을 예상한 이용자들은 의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불규칙한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재와 모래바닥은 어수선한 감정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는 
자율담론의 맥락으로서, 이용자의 행위를 규정짓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아래 
문헌발췌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두고자 하였다. (서울시, 201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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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1] 협치, 공동체성 강조: 개방성, 교류, 유연성을 나타내는 광장

이 공터는 가시적 경관 뿐 아니라 아래 [그림 63]처럼 행위경관을 통해서도 
‘협치’,‘ 공동체’ 담론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곳은 매 시즌, 매월마다 주최 
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동적이고 가변적으로 활용한다. 벼룩시장, 놀이터, 
물놀이장, 서커스장, 텃밭, 운동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처럼 자기통치 경관으로 연출한다.

문화비축기지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상상력과 열정을 통해... ‘협치와 시민창조공원’ 등을 둘러 

싼 실험과 실패들이 끝임없이 반복되고 빼곡하게 비축되기를 기대합니다.(서울시, 2018: 325)

출처: (좌) 서울시, 2018: 286, (우) 서울시, 2018: 293
[그림 62] 도시 구성원 간 교류, 협력을 상징하는 활동적 축제 행위

공원 내 게시물이나 간판, 플랜카드 경관은 자율담론을 특히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아래 [그림 64] 왼쪽 사진과 같이 문화비축기지 진입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에 오버스케일 텍스트를 플랜카드로 걸어놓았는데 플랜카드의 문구는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탱크’, ‘상상가득 문화탱크’247) 이다. [그림 6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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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주진입로 근처 조형작품248)인데, 수십여 개의 스피커가 기둥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이다. 스피커라는 매체가 상징하듯 ‘이곳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이 설치미술품의 작품명은 
‘시민의 소리’이다. 이러한 경관은 시민들이 공원을 직접 꾸려간다는 ‘협치’ 
담론의 규범으을 무의식적으로 이용자에게 각인시킨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3] 시민참여, 교류 강조 플랜카드 및 조형미술품

최근 문화비축기지에서는 sns, 블로그, 유튜브 채널 운영, 계간지 잡지 
‘비축생활’ 발간 등 미디어를 통해 행위경관을 재현하여 ‘협치’ 담론을 강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하거나, 
시민기자 양성, 일반인 후기 업로드, 사진 콘테스트, 공원 슬로건 공모, 
시민생태해설사(도슨트) 운영사례 소개 등을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경관을 활용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협치’ 담론을 강화시킨다. 또 아래 
문헌발췌문 내용과 같이 미디어를 통해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수행되는 시민협치 
경관을 강조하며 ‘협치’ 담론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자평한다.

2017년 8월 23일부터 운영한 시민투어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공식적으로 약 48회 

동안 882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틀에 한 번꼴로, 1회당 평균 약 20인 내외의 인원

이 시민투어에 참가하였다. (서울시, 2018: 302)

247)� 2020년� 1월� 경� 방문� 당시� 전자의�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었으나,� 9월� 경� 방문� 시에는� 후자로� 플랜
카드와�문구가�교체되어�있었다.
248)� 이� 공공조형물은�매년� 변경되는데,�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를�통해� 선정된� 작품� 중� ‘비축기지의�취
지와� 맞는� 것을� 선별’해� 공원에� 설치한다고� 운영진은� 설명했다.� 그� 앞에는� 작가의� 작품설명문과,� 공공조형
물�작품선정이�시민의� 투표로� 만들어진�것이라는�내용의�텍스트가�게시물로�부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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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비축기지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culturetank,)
[그림 64] 협치를 부각시키는 인스타그램 시민공모 게시물

마포문화비축기지 아카이브관은 지방정부가 ‘협치’라는 자율담론을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철학을 지향하면서 이 도시공원을 조성했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아래 [그림 66]과 같이 텍스트와 각종 패널, 인터뷰 영상 등 각종 
자료를 가시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관이다. 예를 들어 [그림 66] 왼쪽 
사진과 같이 아카이브 제2실에는 박원순 시장의 이름과 함께 ‘이 공원을 함께 
만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 명단은 시민 입장에서 이들이 
공무원인지, 시민인지 알 수 없다249). 그렇지만 이러한 텍스트 경관은 다양한 
도시구성원이 공원조성에 참여했다고 인식하게 하는 경관 요소가 된다. 

또 [그림 66] 중간 사진처럼 협치과정에 대해 회의, 세미나, 공청회 
라운드테이블 사진을 게시해 놓음으로써 이 도시공원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협치’ 담론을 정당화한다. 특히 조성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영상경관은 다양한 사람들, 특히 민간영역 일반시민이 
이곳을 조성하는 데 참여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내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이 공원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끼게 하여 이 지방정부의 자율담론 
및 ‘협치’ 담론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한다. 

249)� 게시물에�명기된� 이름은�정책결정에�참여한�관료집단,� 외부� 자문위원,� 엔지니어�기술자�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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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5] 협치 프로세스 정당화: 조성과정 참여명단 텍스트

한편 ‘공동체’ 담론의 경우도 다양한 가시적, 행위, 미디어 경관으로 표출된다. 
아래 [그림 67]과 같이 문화비축기지 공터에 2017년 임시설치된 ‘모래고래’ 
놀이터는 과거 마을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이 모래를 파고 놀던 여가문화를 
체득하도록 경관을 통해 재현한 사례이다. 공간 기획자는 도시 어린이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없고 개인화된 도시에 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여가생활을 
한다는 가치판단 하에, ‘올바른 여가문화를 공원에서 배워야 한다’(서울시, 
2019c: 4)고 하는 의도를 아래 문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공원 
경관은 공동체성 복원 모형의 재현이자 시민들을 체화시키는 실천수단이 되었다.

[그림 66] 공동체성 강조 놀이터 시설
출처: 서울시, 2018: 270

도시의 커뮤니티는 옛날 마을과는 다를 뿐 아니라 거기서 또 변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놀

이터는 부모들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다니거나, 거꾸로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다기

능 공간(*주: 도시공원)에 통합되어야 한다. 낯선 사람과도 의기투합해 유쾌하게 놀 수 있을 

때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 2019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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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체 놀이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아이들이 나무재료로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내용이다. 기획자가 행위 경관에 ‘나무가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 듯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서로를 지지하며 공동체의 
체험을 할 수 있’(서울시, 2018: 280)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 밖에 아래 
문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공동체 여가문화를 운동회라는 행위경관으로 
실현하고 이를 미디어 경관을 통해 홍보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성장한 기지가 9월 15-16일 돌잔치를 연다. 테마는 가을운동회

다. 마을 잔칫날이기도 하던 운동회 날처럼..(중략) 보물찾기, 퍼즐맞추기, 박터뜨리기 등 운동

회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서울시, 2018b: 11.)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아래 [그림 68]와 같이 텃밭 플랜트, 옥상 필로티 
텃밭공간 등 텃밭 관련 가시적 경관을 빈번히 볼 수 있다. 텃밭 경관이 
시민들에게 지시하는 담론 규범은 아래 문헌발췌문에서 보듯, 도시민들은 
도시공동체를 결성해 텃밭작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커뮤니티 정신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경관을 통해 공원에서 텃밭을 경험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 속에서 무의식중에 ‘공동체’ 담론이 제시하는 규범을 체득한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운 텃밭 가드닝: 씨앗을 나누고, 허브를 채집하여 도감을 만들고, 수

확한 텃밭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등 도심 속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안하는 공유텃밭 가

드닝 체험프로그램이다.(서울시, 2018: 268,269)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7] 공동체 담론, 생태적 삶 담론을 강조하는 텃밭 시설물,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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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시민 유도: 역사의 미래적 재생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과거’의 시간을 반추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가진 침울하고 음침하고 황량한 모습은 잊고 ‘미래’를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자(서울시, 2018a: 4)는 역사담론을 담지하는 시민상을 경관으로 
실현한다. 역사담론을 ‘실용적, 예술적 경관수행 방식’(서울시, 2018a: 4)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는 도시의 역사적 사실이 지식 
전달이나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 여가콘텐츠로 적극 활용된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야외공간에는 아래 [그림 69]과 같이 석유비축탱크에서 
배출된 거대한 크기의 기계부품을 곳곳에 일종의 공공미술 조형물과 같이 배치한 
가시적 경관이 나타난다. 이 오브제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가 과거에 
석유탱크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화시키는 데에 더해, 예술조형품으로서 ‘문화’, 
‘생산’ 담론을 역사담론 속에서 실현하는 경관으로 역할 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8] 과거의 기억을 강화시키는 석유비축기지 당시 시설물

문화비축기지에는 5개의 석유탱크와 기존에 있던 동선을 선유도공원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간구조로 반영했다. 그런데 선유도공원과 달리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탱크가 지어진 시간 순서를 따라가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래 문헌발췌문 속 설계가의 
설계의도를 통해 알 수 있다. 

5개의 탱크를 재생하여... 과거 탱크가 지어지는 과정과 현재의 간격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

고자 하였다...“건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자 하는 '시간의 건축' (서울시, 

2018: 16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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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경관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곳은 선유도공원처럼 과거가 
보여주는 물성을 원형 그대로 존치하기보다는 새롭게 ‘재생’하는 담론을  
역사경관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시설물의 경우 최대한 과거의 녹슴, 거침을 
노출콘크리트, 철근구조, 녹슨 철판 등 유사한 물성으로 게시판이나 안내판 
등으로 새롭게 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래 [그림 70]의 방문자안내소 
건물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을 탱크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원형의 
노출콘크리트로 새롭게 건축하고 공사과정에서 배출된 탱크에서 나온 철판을 
외관에 부착한 것이다. 이런 경관의 디테일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담론을 강조하고자 과거의 물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현재의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투영된 것임을 아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T6 커뮤니티센터는 과거 석유비축기지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기존 5개의 탱크와 달리, 완전히 

신축한 탱크이다...기존 탱크인 T1과 T2에서 해체한 철판을 사용하였다...주변의 기존 탱크 구

조물들과 함께 시간을 받아들이는 산화의 과정을 공유할 것이다. (서울시, 2018: 2-198)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69] 과거의 물성을 재활용한 시설물, 건축물

이렇게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들은 ‘미래’를 강조하는 역사담론을 
실현(서울시, 2018: 174)한다. 특히 아래 [그림 71]과 같이 ‘과거’와 ‘미래’를 
현재화하는 담론을 경관에 수행한다. 기존에 있는 노출콘크리트 옹벽의 
연장선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탱크 내외부에 추가로 구조물을 만들어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덧붙인 경관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이 건축물이 옛날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착각할 만큼 건축물의 기둥과 외부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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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사한 재료인 콘크리트와 철제로 보완한 것이다. 이는 현재 및 
미래시점으로 역사담론을 재생함을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담론을 시민들에게 
물성 경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새롭게 덧댄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보존의 과정을 그

대로 보여준 건축물로, 도시재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시, 2018: 2-117)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70] 과거의 물성과 현재의 물성의 접목을 통한 과거-미래의 공존 암시

마포문화비축기지와 면하는 매봉산 암반지형도 석유탱크라는 과거 역사를 
재현하는 경관이다(서울시, 2018: 2-69, 128)250). 특히 아래 [그림 72]는 옛 
구조물이었던 탱크 옹벽의 거친 콘크리트와 파쇄된 암석을 최대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놓아 석유탱크의 역사성을 재현할 뿐 아니라 감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경관 요소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미학적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251)로 시민 스스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의도한 것임을 아래 문헌에서 볼 수 있다.

탱크 4 진입로 우측에는 탱크로 진입하기 위해 파쇄한 매봉산의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

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과거 탱크가 매설되어있던 시절 및 그것을 발굴하던 공사 과정을 상

250)� 공원� 곳곳에는�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경관� 요소로� 활용되었다.� 설계가의� 의도를� 설명한� 문헌
에� 따르면� 폐산업시설이�갖는� 물성의� 이미지의�연속성을�강조하기�위해서� 3번� 탱크� 진입용� 돌계단을� 파쇄
석으로� 활용했다거나,� 탱크� 5,� 6번� 앞에� 바위를� 쌓아놓는다거나,� 공원� 내� 포장재료를� 파쇄석들과� 어울릴만
한�쇄석으로�사용했다고�한다(서울시,� 2018:� 2-124).
251)� 이러한� 미학적� 감성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찾는� 방문객들을� 관찰해보면� 젊은� 층(20-30대)의,� 사진�
동호회,� 코스프레를� 즐기는� 10-20대� 초반이� 대다수이다.� 혹은� 인근� DMC방송제작센터에서� 뮤직비디오나�
방송을� 찍기� 위해�방문하는�방송관계자들을�자주� 조우할�수�있었다.



- 218 -

상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되었다. .(서울시, 2018: 2-180)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71] 현재적 미학 감수성으로 재현한 파쇄석, 옹벽

각각의 탱크 건축물은 단순히 기존 구조물을 남겨두어 과거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역사의 현대적 문화감수성을 자극해 현재가 공존하는(서울시, 2018: 
2-180) 독특한 공간성을 건축적 경관기법을 사용해 실현한다. 3번 탱크는 
건축가가 선유도공원과 유사하게 원형을 당시 모습 그대로 존치시켰는데 
설계자의 의도를 추적해보면 이 공간 이용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어떤 동선으로 관람해야 할지에 대해 유도하지 않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박제, 기념물로 ‘과거’를 회상하게 하려는 담론이 아닌, ‘미래’를 위한 
담론을 실현하려는 의도(서울시, 2018: 174)였다는 점이 선유도공원과 대비된다. 
이러한 경관을 통해 설계가는 이용자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미래로 계승하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제시한다. 

또 다른 사례로 탱크가 조성될 때 매봉산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탱크와 
매봉산이 면하는 지점의 암반과 식생이 노출되는 특성에 주목하고 이런 경관을 
문화시설 내부로 시각적으로 적극 관입시키는 회화적 경관기법을 아래 [그림 
73]에서 보는 사진과 같이 탱크 1, 2, 4번에 쓰고 있다252). 이는 이용자들이 

252)� 탱크� 1의� 경우� 건축물� 진입� 동선을� 동굴을� 탐험하는�것� 같은� 터널식으로�구현하였고,� 내부에는� 바깥�
절개지� 모습을�파노라마로�볼� 수� 있게� 유리곡면으로�벽을� 만들어� 지형� 경관을� 실내로�관입시켰다.�
“T1은� 오랜� 시간� 땅� 속에� 매설되어�있던� 탱크의� 자리에서�탱크를� 둘러싼� 주변을� 고스란히�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백서� 2-189);� 옹벽구조물� 너머의� 절개지형� 암벽형상을� 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서울시,� 2018:� 2-45).
2번� 탱크는� 기존� 탱크를� 해체하고� 흔적으로� 남은� 원통형� 공간� 형태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내부� 공간윗�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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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전시, 실내 체육, 강연 등을 하면서 왜 절개 지형이 생겨났는지, 과거에 
매설된 탱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날것의 지반과 흙, 자연물 이미지를 미학적 
배경으로 느끼게 해 시민들에게 과거의 역사성에 대한 현대의 미학적 감수성을 
상상하도록 실천한 경관이다. 

출처: (좌) 서울시, 2018: 264, (우) 연구자 촬영, 2020.9.)
[그림 72] 과거의 장소기억(지형)에 대한 적극적 문화요소로의 재창조

마포비축기지는 이곳의 다양한 장소 테마를 주제로 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탱크가 가진 산업유산의 의미를 따라가는 건축역사 
탐방은 산업유산 아키비스트의 안내로 탱크 구조물의 상세 부분, 탱크 접근 
동선의 유래 등 석유비축기지의 과거를 스토리텔링한다. 아래 [그림 74]에서 
보듯이 ‘기억안내판’의 경우, 투명한 재질로 석유비축기지 옹벽의 물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시 각 장소에서 이곳을 관리하던 석유비축기지 직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도록 구어체 텍스트 
게시물 경관을 부착하였다. 이는 현재 이용자들에게 역사담론을 현재화해 

분은� 야외공연장,� 아래� 층은� 실내공연장으로� 노출콘크리트로� 신축했다.� 설계자는� 매봉산� 절개지형� 경관을�
야외무대를�둘러싸듯�설계하여�야외공연�시� 공명효과를�의도했다고�한다(서울시,� 2018:� 2-166).� 기존�옹벽�
일부와� 탱크� 일부� 구조물을� 야외무대로� 활용하고,� 그것과� 유사한� 물성인� 콘크리트와� 판석을� 바닥재로� 사용
하거나,� 객석의자를�콘크리트�물성과� 암석을� 연상시키는�형태로� 건축적으로�표현했다.� 그럼으로써�암반지형
의�느낌과� 탱크의�역사를� 경관에� 재현,� 실천해� 기억을�현재화한다.�
4번� 탱크는� 석유철제탱크를� 온전히� 놔두고� 실내를� 기획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해� 구조물을� 가장� 적극
적으로� 문화시설로� 사용한다.� 내부� 철제� 파이프� 기둥은� 과거� 탱크� 안� 석유� 속에� 잠겨있던� 것을� 그대로� 놔
두었다(서울시,� 2018:� 2-180).� 또� 외부� 탱크와� 옹벽� 사이� 좁은� 틈을� 동선으로�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가파
른� 절벽에서� 보이는� 암반과� 거친� 넝쿨식물,� 높은� 철제� 탱크� 사이로� 차폐된� 좁은� 길과� 콘크리트� 옹벽의� 음
산함,� 녹슨� 석유� 송유관� 파이프� 길을� 걸으면서� 이용자들은� 당시� 석유비축기지� 당시� 작업자의� 감정을� 이입
한다.� 즉� 설계가의�의도가� 경관에� 반영되어�이용자에게�재현,� 실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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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콘텐츠로 활용하여 규범을 정서적으로 실천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73] 과거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재생한 장소기억 표지판

한편 마포문화비축기지 아카이브 경관은 도시의 역사에 대한 가치중립적,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원을 
도심 속 자연친화적 장소 정도로 방문하며 공원별 차이나 어떤 민선자치 정부가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였는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공원 아카이브는 당대 지방정부가 이 공원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알리고, 
이 장소의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며, 이후 시장이 
바뀌더라도 당대 민선정부의 족적을 남겨 시민들에게 과시하고, 도시역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부심(정체성)을 심어준다. 그럼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정주하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도를 경관으로 표출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 아카이브관253)은 산업시대의 유물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경관을 실현한다254). 아카이브관은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공간의 
장소성과 기록관이 가지는 기억, 역사성의 의미를 처음부터 고려해 시간적 
연대기가 느껴질 수 있는 원형의 동선으로 건축물을 설계255)했다고 

253)� 선유도공원(2002년)� 완공� 이후� 조성된� 대형� 도시공원� 중에서� 아카이브를� 계획한� 도시공원은� 문화비
축기지가� 최초이다.� 문화비축기지� 아카이브는� 기록관� 기획과� 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 민간업체를� 수
의계약�용역을�통해� 공원화�초기� 단계에서부터�참여시켰다.
254)� 아카이브관은� 크게�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실에서는� 과거� 시점에서� 석유비축기지를� 건
설한� 사회적� 배경� 설명,� 즉� 도시발전과� 석유의� 관계,� 대내외적� 사건사고,� 석유비축기지가� 폐쇄되는� 과정과�
공학기술적�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 2실은� 공원조성� 결정� 이후� 협치� 과정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전시하고�있는데� 이� 내용은� 자율시민�경관� 부분에서�설명하였다.
255)� 철제� 원형탱크� 바깥에� 있던� 콘크리트� 옹벽과� 암반� 사이를� 그대로� 보존하고� 360도� 동선으로� 만들어�
관람객에게�시간의� 연속성을�경험하게끔�했다(서울시,� 2018:�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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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였다. 아카이브관 내부에서는 석유비축고 당시 어떤 장소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래 [그림 75]과 같이 작업자의 헬멧이나 작업일지, 수첩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방식도 다양한 문서자료, 시청각을 활용해 역사적 사실을 
지루하지 않게, 남녀노소 이해가 쉽도록 여가프로그램으로 재가공하여 ‘역사’의 
‘창조’, ‘재생’ 담론을 이용자에게 현재적 방식으로 적극 실현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9.)
[그림 74] 과거 이야기의 여가프로그램화를 통한 과거의 현재화

4. 문화시민 유도: 동적 창조와 생산
마포문화비축기지는 1급보안시설로 묶여있었던 고립된 입지적 특성 탓에 

선유도공원과 유사하게 ‘정적’, ‘명상’, ‘사색’ 담론이 공원담론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곳은 앞서 5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문화담론일지라도   
‘문화공원’을 내세우며 엘리트 문화예술보다는 언더문화, 대안문화를 여가로 
향유하는 ‘창조’, ‘생산’ 담론을 경관으로 적극 실현한다. 그리하여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그림 76]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공공공간, 자연공원, 문화시설이 혼재(서울시, 2018: 218)된 역공간 경관 양상을 
보인다. 

공간구성을 보면 아래 [그림 76]과 같이 ‘창조’, ‘생산’이라는 문화담론을 
6개의 탱크와 공터 및 야외공간에 여가 경관으로 투영시켜 활발한 여가활동을 
유도하였다. ‘열린마당’에서는 만남·대규모 공연·이벤트·커뮤니티마켓을, ‘정원’과 
‘자연’에서는 감상·교육·공연·이벤트·체험·운동·전망을, T1-T4 탱크256)는 

256)� T1과� T2는� 실내외� 공연장� 시설을,� T4는� 전시공간이자�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순수� 문화예술을�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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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연·아카이브 문화시설 기능을 부여(서울시, 2018: 184)한 것이 그러하다.

[그림 75] 복합문화예술공간과 소통을 강조하는 공간구조
출처: 서울시, 2018: 218

독특한 융복합 문화공간을 다양한 문화활동과 시민들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는 공원으로서 

공간이 활용될 것이다. (서울시, 2018: 186, 221) 

설계전략_3 복합문화공간 도입 (Plaza + Garden + Nature + FIELD): 대상지의 주요 공간과 

열린마당을 결합하여 복합문화기능을 제공하는 공원이 조성된다...(서울시, 2018: 184)  

아래 [그림 77]과 같이 문화비축기지에는 엘리트주의적 문화예술 시설과는 
다르게 실험적인 현대 언더그라운드 문화예술 창작소, 젊은 문화예술인 
전초기지를 상징하는 시설물, 안내문, 조형물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벽체 한 면에 비디오아트를 상영한다거나, 피아노를 오브제화하여 
미술조형품으로 전시하고, 현대적 추상화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미술품과 

수�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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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품, ‘드래곤 출몰지’, ‘메두사 출몰지’와 같이 다소 키치적이고 실험적이며 
감각적인 표지판 등을 야외 곳곳에서 조우할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하단우측) 네이버 마포문화비축기지 공식블로그
[그림 76] 대안적 실험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오브제 간판

또 2020년부터는 ‘예술로공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공식 블로그에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원의 역할’을 문화예술 
패러다임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기획의도로 설명한다. 그리고 유튜브채널인 
‘비축티비’를 통해 문화예술의 공원과의 접목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강연, 사례 
소개를 방영하면서, 이러한 실험적 문화예술 담론을 강화시키는 미디어 경관을 
연출해 이용자들에게 대안문화를 여가생활로 향유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관은 대안문화 감수성에 공감하는 이용자들의 여가행태는 더 강화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객들은 배제시키는 필터링 작용을 한다257). 

257)� 실제로� 연구자가�문화비축기지� 뒤편� 마포구가�관리하는�매봉산근린공원을�답사하는�도중에� 근린공원
을� 이용하는� 인근� 노년층� 주민들에게� 문화비축기지� 방문의사를� 질문하였다.� 이들은� 문화비축기지가� 매봉산�
근린공원과�바로�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경험이� 있더라도� 재방문할� 의향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어떠한� 여가활동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흥미롭지� 않으며� 그들
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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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78]에서 보듯이 공원 입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구역은 왼쪽은 
비$$지 작업장이 집적하고 있고, 오른쪽 구역은 ‘상암소셜박스’라는 작업장이 
있으며 전체 열 개 내외의 콘테이너가 밀집한 경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소셜박스, 
사회적경제와 같은 가시적 경관이 전면에 플랜카드를 통해 강조되어 드러난다. 
이는 탱크건축물과 대조적으로 목공작업장과 목재 적재, 작업자 생활공간 등 
정돈되지 않은 불규칙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공원과 이질적인 문화예술 창작소를 
연상시킨다. 방문객들은 이곳의 경관을 통해 마포문화비축기지 담론인 
대안문화의 ‘창작’, ‘생산’ 담론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출처: 연구자 촬영(2020.1.)
[그림 77] 시민문화집단의 자발적 생산, 창작을 상징하는 콘테이너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생산-소비가 동시에 가능(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 외 2인, 
2019: 55)한 여가주체, 즉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문화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시민을 조형하고자 행위 경관인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기 위해 제작 워크숍을 참여해 ‘자신이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술을 배우고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교훈(서울시, 2018b: 4)을 얻어야 한다고 훈계한다.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경험은 물건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원동

력이자 외주화해 온 삶의 기술을 다시 습득하는 일이기에 의미있다.(서울시, 2018b: 4.)

이러한 ‘능동적’ ‘창조’ 시민상으로 유도하는 모습은 아래 [그림 79]의 블로그 
소개 포스트에서도 나타난다. 아래는 문화비축기지에서 2018년 기획한 시민대상 
여가프로그램 중 직조도구 제작워크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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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인 네이버 공식 블로그 상에는 ‘필요한 건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사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여가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행위경관을 미디어로 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프로슈머로서의 창작행위를 습득해 가라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출처: 네이버 문화비축기지 공식블로그- 생생프로그램
[그림 78] 스스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도록 유도하는 워크숍

출처: 서울시, 2019a: 11
[그림 79] 활동적인 여가행태를 유도하는 미디어(잡지) 사진

아래 문헌 발췌문과 위 [그림 80]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댄스수업을 받거나, 
장작을 패거나 클라이밍을 하거나, 문화캠프에서 직접 제작, 창작을 하거나, 
푸드트럭에서 왁자지껄 수다를 떠는 등 ‘역동적 여가생활’을 하라고 방향을 
알려준다. 그러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도시민 소외현상, 도시황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용자를 설득시킨다. 

[힐링으로 소비 줄이기] 소비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다... 아프리카 댄스수업과 

가드닝, 장작패기 워크숍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불필요한 소비

를 막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2018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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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에 있어 한 중요한 요소는 독서를 통한 향유다. 그런데 ‘비축생활’ 
잡지에서는 이 공원에 에코라운지라는 ‘생태, 환경, 문화 관련 책을 이용할 수 
있는’(서울시, 2019a: 5, 6)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기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책들을 선정했다’라고 도서목록을 추천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에 와서 즐기려면, 혹은 이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시민이 
되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추천된 책들의 목록을 보면 위 [그림 81]과 같이 문화예술, 환경지구, 
생태과학, 도시재생, 도감이라는 키워드258)가 가장 먼저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공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공원문화를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공원’이라는 
책 내용을 시민들이 배우는 게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명한다. 또 ‘우리는 모두 
메이커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놀이문화란 직접 공예를 창작하는 
메이커가 되서 여가를 즐기라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기지로 말할 것 같으면-책으로 읽는 기지]...문화비축기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곱 가지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서울시, 2019a: 2-3)

출처: 서울시, 2019a: 2-3.
[그림 80] 특정한 여가행태를 유도하는 독서제공 목록 미디어

258)� 일곱� 가지� 키워드는� ‘생태&환경’,� ‘제작&놀이문화‘,� ’생태다양성‘,� ’도시재생‘.� 공원문화’,� ‘생태예술&디자
인’,� 지속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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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5장 경관분석 결과, 환경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주로 접근로나 공간 

이용을 통제, 금지하는 경관을 실현259)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생태를 
보존하는 시민으로 유도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전환도시를 상징하는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급자족, 자원을 절약하는 규범을 체화시킨다. 

자율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근대 학교 모습을 재현하거나 금지 텍스트를 
통해 규율하는 경관으로 ‘교육, 학습’하는 시민상을 규범화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개방적, 연결성 있는 공간구성이나 마을공동체를 연상시키는 
시설물 설치,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관으로 ‘공동체, 협치’ 
규범을 주체화한다. 

역사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과거의 물리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텍스트 경관을 실현해 ‘과거를 회상하고 보존하는’ 시민 
상으로 유도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물성, 건축물을 새롭게 덧붙이거나 
역사콘텐츠를 여가프로그램에 접목하는 경관을 통해 역사를 ‘현재, 미래시점으로 
재생’하는 시민의 모습으로 규범화한다.

문화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동적 행위를 금지하고 폐쇄적, 위요된 공간을 
구성해 ‘정적이고 명상, 사색하는’ 시민상으로 유도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문화집단의 창작 활동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나 활동적, 능동적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경관을 통해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생산’ 시민으로 주체화를 
실현한다.

5장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인 여가공간 생산의도는 
다음과 같다. 여가공간은 4,5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목표 달성, 2) 지방정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여가를 통한 주권, 자율, 
사목, 생산방식으로 여가통치성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여가통치성 
의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물리적 실체인 경관을 활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력-지식, 담론은 추상적이지만 경관은 생활세계에서 직접 

259)� 본� 장에서� 이� 어휘는�실천,� 재현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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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통치주체를 조우함으로써 주체화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므로 공간을 생산한다. 
즉 여가공간의 경관이 순전히 가치중립적이거나 미학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질문인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 중에서 경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하다. 두 사례 경관분석에 의하면, 경관은 피통치주체에 ‘~을 하면 
안된다(must not do)’와, ‘~을 해야 한다(have to do)’는 방법으로 주체화를 
수행한다. 전자의 경우 경관 상에 금지(통제), 감시 메시지를, 후자의 경우 제안, 
명령의 메시지를 피통치주체에 전달한다. 금지, 명령은 가시적이라는 점에서 
재현으로, 감시, 제안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앞 3, 4장 여가공간 프로세스와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권력-지식과 
담론형성 결과 도출된 규범상이 구체적 경관요소인 가시적, 행위, 미디어에 
투영된다. 이렇게 경관요소에 투영된 규범은 금지, 감시, 제안, 명령 방법으로 
재현, 실천되어 실체가 있는 공간에 드러난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피통치주체는 
규범을 체화하여 결과적으로 여가통치성이 수행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자기통치, 자율성이 특징임을 고려해볼 때, 
선유도공원보다 15년 후 조성된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관 실현 방법은 보다 이에 
가깝다. 선유도공원 경관은 주로 직접적으로 금지, 명령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관은 감시, 제안과 같이 보다 간접적으로 시민을 유도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통치성 수행이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진화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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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여가공간은 누가, 왜, 어떠한 프로세스로 생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여가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의 ‘공공’여가공간 생산을 설명하고자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전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가 ‘여가’공간을 생산하는 의도를 
여가통치성의 수행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공간생산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해 
통치성 수단인 ‘장치’의 형성을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여가통치성 ‘장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여가공간 
생산 의도,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기 위해 현대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여가공간인 도시공원, 그 중에서도 서울시 지방정부가 조성한 선유도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대상에 대한 
권력-지식, 담론, 경관, 즉 장치 구성요소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내용은 두 도시공원 조성 추진 시 나타난 1) 권력-지식 연합에서 
행위자 구성과 권력역학, 경합 양상, 2) 담론의 키워드와 규범, 사회적 배경과 
통치주체의 의도, 3) 경관이 의도한 규범의 실제 작동양상 이다. 

연구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의 경우 선유도공원 주요행위자 구성 및 
권력역학은 선출직 시장과 측근인 고위관료를 필두로, 현상설계 공모로 당선된 
조경/건축전문가 집단이 주 행위자가 되어 이들 간 강한 연합을 형성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지방정부 관료집단과 시장 간 견제, 시장-민간 신엘리트집단 
간 연합이 단계별로 역동적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선출직 시장-건축가 집단 간 
연합이, 중반에는 선출직 시장-시민사회(민간 문화)집단 간 연합과 건축가 집단 
배제가, 후반에는 관료집단의 선출직 시장-시민사회 연합 견제 및 민간문화집단 
배제가 나타났다.

공공여가공간 조성 시 권력-지식 연합은 행위자 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철학의 컨센서스로부터 형성된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주요행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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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고위관료-조경/건축전문가 집단 간 지식체계의 연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지식체계는 선유도공원을 ‘환경과 생태적 지식을 교육하고 도시 
역사를 보존하는 정적인 사색 공간’으로 장소성을 설정하였다. 이들과 연합하지 
않은 당선인 이외 조경가 집단의 지식체계는 선유도공원을 근대 자연풍경식 
공원으로  장소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장소성 경합이 발생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시장-시민사회(민간 문화)집단 간 지식체계의 연합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전환도시 생태적 삶이 나타나는 시민 협치형 문화창조 
공간’으로 장소성을 설정하였다. 반면 건축가 집단은 이곳을 ‘지형의 역사와 
건축물의 조형성이 강조된 복합문화시설’로, 관료집단은 ‘주민을 위한 근린 
생활문화체육 시설’로, 기타 사무국 집단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업문화예술 
공간’으로 장소성을 설정하였다. 시민사회>관료집단>사무국>건축가 집단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장소성 간 경합이 조성과정에서 발생했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유도공원은 ‘환경, 생태 복원’, ‘교육, 학습’, 
‘역사, 보존’, ‘정적, 사색, 명상’ 담론이,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전환도시, 생태적 
삶’, ‘협치, 소통’. ‘역사, 재생’, ‘능동, 창작, 창조’ 담론이 공원의 담론이 되었다. 
두 도시공원 담론은 환경/자율/역사/문화담론 카테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환경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자연성, 생물학적 생태를 보존하는 규범상을, 
문화비축기지는 저탄소 자원을 사용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는 삶의 양식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규범상을 제시한다. 자율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교육받고 
‘학습’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규범상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협치’ 규범상을 제시한다. 

역사담론은 선유도공원은 ‘과거’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회상하라는 
‘보존’적 태도를 규범상으로,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역사’를 ‘미래’적으로 
‘창조’하라는 규범상을 제시한다. 문화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명상’과 ‘사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정적’ 여가행태 규범상을,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스스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창조’하고 문화경제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활동적 여가행태를 규범상으로 제시한다.

두 도시공원의 담론 형성 배경은 지방정부가 도시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도시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권, 자율, 사목, 생산이라는 



- 231 -

통치기술을 수행하고자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여가(공간)에 이를 투영한 것이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환경생태, 복원’ 담론은 주권, 자율, 사목, 생산 일환으로, 

‘교육, 학습’ 담론은 자율, 사목 일환으로, ‘역사, 보존’ 담론은 주권, 생산  
일환으로, ‘정적, 명상, 사색’ 담론은 사목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전환도시, 생태적 삶’ 담론은 자율, 사목 일환으로, 
‘협치, 공동체’ 담론은 주권, 자율, 사목, 생산 일환으로. ‘동적, 창조, 생산’ 
담론은 자율, 사목, 생산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론에서 제시한 규율(주체화) 상 실현을 위해  
환경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주로 접근로나 공간 이용을 통제, 금지하는 
경관을 실현하고,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전환도시를 상징하는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율담론의 경우 선유도공원은 근대 학교 모습을 
재현하거나 금지 텍스트를 통해 규율하는 경관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개방적, 
연결성 있는 공간구성이나 마을공동체를 연상시키는 시설물 설치,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경관을 조성했다.

역사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과거의 물리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텍스트 경관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물성, 건축물을 
새롭게 덧붙이거나 역사 콘텐츠를 여가프로그램에 접목하는 경관을 조형했다. 
문화담론은 선유도공원의 경우 동적 행위를 금지하고 폐쇄적, 위요된 공간을 
구성하는 경관을, 마포문화비축기지는 문화집단의 창작 활동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나 활동적, 능동적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경관을 조성했다.

이러한 연구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연구질문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의도’가 무엇인지, 즉 여가통치성의 수행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여가통치성은 지방정부의 선출직 시장이 
자신의 시정철학을 과시하여 국내외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여가(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당시 선출직 시장과 고위관료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도시 내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선출직 시장은 환경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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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시정가치로 내세움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고자 하였다. 
이에 여가공간을 환경생태 담론의 표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도시공원을 통해 
표출하였다. 선유도공원의 경우 유휴 폐산업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철학을 주장하기에 적절한 장소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선출직 시장은 
환경생태 철학을 강화하고 이를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행위자의 지식을 적극 
동원한다.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가 집단과 자문위원과의 연합해 공원에 
‘환경생태’ 철학을 담론과 경관 속에 적극 구현한 결과가 선유도공원이 되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의 경우 선출직 시장 개인이 당시 처한 정치적 환경이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시정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라는 인물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간 시민운동가로 
정치적 민주화와 대안경제 시스템을 주창했던 그의 진보적 성향 상, 자신의 
철학을 서울시 정책에 이식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장 재선 당선을 기반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이에 여가공간, 특히 도시공원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선출직 시장의 철학을 표상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기획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전환도시, 협치, 
시민주도 문화생산이라는 규범을 시민에 체화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조성한다. 그 과정에서 선출직 시장은 자신의 목적을 
강화하고자 자신의 시정철학을 동의하는 진보 성향 건축가, 시민사회 집단과 
연합하고 그들의 지식을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에 적극 동원한다. 이들은 
특히 그의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었다. 선출직 시장과 지식인 
집단의 지식체계가 담론으로, 담론이 지시하는 규범이 경관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가 마포문화비축기지가 되었다. 

두 번째 여가통치성은, 현대 신자유주의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환경을 수월히 
통치하기 위해 여가(공간)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선유도공원이 조성될 당시 도시 내부적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을 이임받은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가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재편되며 도시경제 성장 방안을 도시정부가 고심하는 시점이었다. 도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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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참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도시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삶의 질, 특히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며 도시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민선 2기 도시정부는 당대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주권)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성장일변도 개발을 비판하고자 '환경, 생태, 복원' 담론을 
강조한다. 또 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역사, 보존' 
담론을 강조한다. 시민들에게 참여를 독려(자율)하는 차원에서 '교육, 학습' 
담론을 강조하고,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환경, 생태' 
담론을 교육, 학습 담론과 접목한다. 또 당시 삶의 질 및 육체, 정신적 보건복지 
문제를 지방정부가 관리(사목)하고자 건강한 '환경', '명상, 치유' 담론을 
형성하였다. 메가이벤트인 월드컵 개최에 발맞추어 서울시 도시이미지를 홍보해 
자본, 인구를 유치하고자 '환경, 생태'를 표상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민선 2기 당시 사회적 배경을 통치하려는 지방정부의 통치의도에 의해 형성된 
‘환경, 생태, 복원’, ‘교육, 학습’, ‘역사, 보존’, ‘정적, 사색, 명상’ 담론이 
여가(공간)인 선유도공원에 투영되었다. 

마포문화비축기지가 조성될 당시인 2010년대 초반 서울시는 대내적으로 이전 
민선 시기의 개발지향적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사회 구성원 간 빈부격차, 다양성 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기도 했다. 또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노인부양, 보육,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저성장시대로 인해 창조산업 등 신산업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 출신 선출직 시장이 당선되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되어 장기적 도시성장 대안이 필요했다. 또 전지구적 기후위기가 
해결과제로 떠올랐고 자연재해, 환경성 질환 등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민선 6기 도시정부는 기존 민선 지방정부의 인간 소외 폐해를 지적하고 
당대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주권)하고자 ‘공동체' 담론을 생산한다. 또 
신자유주의가 도시정체성을 파괴했음을 비판하며 '역사, 재생' 담론을 부각시킨다. 
한편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협치'라는 자율담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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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도시', '생태적 삶' 담론, 보육, 노인부양. 생산성 
향상, 여가생활 관리를 위한 '공동체' 담론, '창조'라는 사목담론을 형성해 시민이 
알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외생적 도시성장을 목적으로 '창조'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선진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협치'담론을 
부각시켰다. 또 내생적 성장을 꾀하고자 시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공동체', '창조' 담론을 강조한다. 

민선 6-7기 당시 사회적 배경을 관리하려는 지방정부의 통치의도에 의해 
형성된 ’전환도시, 생태적 삶‘, ’협치, 공동체‘, ’역사, 재생‘, ’동적, 창조‘ 담론이 
여가(공간)인 마포문화비축기지에 투영되었다. 

 왜 여가가 현대 지방정부의 통치성 수행에 효과적인가? 근대국가로부터 
통치권한을 이임받은 지방정부는 현대 신자유주의 통치성 일환에서 여가라는 
사회적 행위를 활용해 원활히 통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여가가 경쟁 원리 및 
자기통치라는 신자유주의 주체화를 수행하는 데 용이한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가는 지방정부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좋은 전략이다. 여가산업은 문화경제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 여가공간은 도시이미지 향상에 효과적이다. 

한편 정치적으로 국가로부터 통치체제를 일임받은 지방정부는 통치정당성이 
필요했다. 이에 시민에게 도시정체성을 재정립시키고 기존 통치체제를 비판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시민을 강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수행하기에 여가(공간)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자기통치술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다. 현대사회 도시민들은 
삶의 질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가공간 제공은 시민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통치 수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선자치제 선출직 시장은 주어진 임기 
내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여가(공간)을 활용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히 선출직 시장이 국내 정당정치인으로서 갖는 입지가 막강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여가공간, 특히 도시공원이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선출직 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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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는 데 도시공원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이 
도시공원을 역점 추진해 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일종의 
공식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선유도공원과 문화비축기지라는 여가공간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치성이 
직간접적으로 강화되었다. 두 도시공원의 우수한 미학적 가치는 선출직 시장의 
지지도를 높였고,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여가통치성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도시이미지가 향상되었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서울의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시민들은 도시공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도시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두 번째 핵심 연구질문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82]과 같다. 권력-지식이 담론이 되고 담론이 제시하는 규범이 경관에 재현, 
실천되는 장치 세 요소 형성과정이 여가통치성 공간생산 프로세스이다. 

권력-지식 형성과정에서는 행위자 간 연합과 권력역학(연합, 갈등, 배제)과 
협상이 나타난다. 첫째, 미시적 행위자인 선출직 시장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연합한다. 그리고 연합한 행위자의 권력-지식체계 
연합을 통해 장소성이 도출된다. 행위자는 상이한 지식체계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장소성 간 경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권력역학에 의해 하나의 장소성이 여가공간의 대표 담론으로 선택된다. 둘째, 
거시적 통치주체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당대 도시의 대내외적 상황을 
통치하고자 주권, 자율, 사목, 생산 통치기술을 실행할 담론을 만들어낸다. 이 두 
차원이 동시에 작용해 여가공간 담론 키워드와 규범(주체화) 상이 정해진다. 
담론이 내포한 규범은 가시적, 행위, 미디어 경관에 투영되고 통제, 감시, 제안, 
명령하는 방식으로 재현, 실천하여 이용자인 시민을 주체화한다. 

이를 통해 공간은 통치성 수행과정에서 수단인 장치 세 요소 간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프로세스로 생산됨을 규명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기존에 장치인 
공간을 장치요소 간 임시적 결합 상태(아상블라주)로 보았던 관점을 
구체화시켰다. 즉 본 연구는 각 장치요소 간 관계를 규명해, 각 요소 간  
상호작용이 통치성 수단인 공간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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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기제: 여가통치성 수단인 ‘장치’로서 생산되는 여가공간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통치성 수단인 장치 개념을 통해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통치성 수단인 권력-지식, 담론, 경관의 총합을 
장치로 총칭하던 개념 정의를 지리학에서의 관계론적 장소성 개념과 조응시켜, 
통치성 장치 구성요소의 총체가 공간(장소)이라는 연결고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생산 프로세스를 통치성 장치 형성과정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통치성 수단으로 생산되는 특정 장소의 형성과정을 경험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이다.

둘째, 공간생산 기제를 행위-구조-경관 간 연계해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지리학에서는 공간의 생산을 거시적  
사회구조, 미시적 행위자 혹은 경관의 재현, 실천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푸코의 통치성 장치 개념을 공간생산 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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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공간생산의 행위-구조-경관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의의이다. 특히 공공여가공간의 생산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공공여가공간은 도시사회 내·외부상황 모두를 
해결하려는 구조적 배경에 따른 의도, 미시적 행위자의 권력역학 및 지식결합 
과정과 정치적 의도가 경관으로 발현된 결과로 해석한다. 이는 공공여가공간을  
행위-구조-경관 간 관계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통치성의 하위개념인 ‘여가통치성’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치주체의 여가공간 생산의도를 이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술적 지평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통치성 
수행방식을 여가통치성 개념으로 설명해, 신자유주의, 정보화, 개방화 및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문화경제 시대에도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존에 공공이 조성하는 여가공간 생산에 대한 인식 확장에 기여한다. 
여가공간이 단순히 공리적, 실용적 의도로 시민을 위해 조성된 공공선의 장소 
혹은 합리적 계획을 통해 조성된 가치중립적 공공재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같은 
통치주체의 통치성 수단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여가공간의 미학적 
스펙터클 경관은 현대사회 여가통치성 수단(장치)로서 기능함을 방증했다.

다섯째, 도시공원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논의에 기여한다. 기존 도시공원 
연구는 주로 공공계획 차원에서 방법, 전략, 효과 등 물리적, 기술적, 형태적 
측면을 논의해왔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생산 과정을 통치성 수단(장치)의 
형성이라는 사회공간론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기존 도시공원 연구에 참신성을 
제공한다. 특히 여가통치성 장치로 도시공원을 보는 시각은 도시공원에 대한 
신화화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여섯째, 통치성 연구 분야에 공간적 논의의 비중을 높이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기존 통치성 연구자들은 공간에 대한 논의가 다른 사회과학, 
철학 연구에 비해 부족하다. 국내 지리학에서도 통치성 이론을 통한 공간적 
논의가 미미하다. 본 연구는 공간은 통치성 수행의 배경이나 일회적 도구, 결과가 
아니라 통치성 수단(장치)로서 공간이 통치성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통치성 연구분야에서 지리학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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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여가공간의 생산 중 
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 도시공원이라는 여가공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여 
여가통치성 장치 개념으로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일반화할 근거가 미흡하다. 이는 
향후 시장, 민간조직, 국가 등 다른 통치주체가 생산하는 다양한 여가공간 사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공간의 소비자를 통치성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는 피통치주체로 
상정했다는 점이다. 현대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생산해내는 현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시민들이 
여가공간의 생산자가 되는 측면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자주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또 이들이 통치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실제로 주체화되는지의 여부를 본 연구에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통치주체가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통치성 이론을 가설로 전제260)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시민을 주체화하는 통치성 수행으로만 과대해석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런데 사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통치성이 수행됨을 밝혀, 통치주체의 권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선동적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통치성 이론과 장치 개념을 통해 정치지리학 차원에서 해석해보려는 
것이지, 푸코의 통치성 장치 개념이 여가공간 생산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260)�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지방정부라는� 통치주체가�통치성을�수행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의식적인�
주체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통치성이� 계획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지방정부를� 구성
하는� 행위자들이� 각자� 통치행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통치성�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통치성� 이론을� 본� 연구에서�명제가�아니라� 가설로� 전제한�것이다.�
통치성� 이론은� 통치주체가� 피통치주체를� 통치하는� 양상을� 통치주체� 바깥에서� 귀납적으로� 통치성� 이론으로�
사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치철학처럼� 통치주체가� 의식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세워�
이를� 실행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통치주체의� 비의도성이� 오히려� 도시공원� 조성과정을� 통
치성�이론으로�설명하기에�설득력이�있다고�보고� 이를� 가설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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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mechanism of producing 

leisure spaces 

by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urban parks creation process

: based on the concept of ‘dispositif’ for 

leisure-governmentality

Space for leisure is rapidly increasing in cities, especially after 
implementing local government systems.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promoting the policy of making these leisure 
spac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modern paradigm in which the 
public decides to use the land mainly for development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began with two questions: "Why?" and "by what 
processes can the post-modern local governments creat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local governments' leisure space-producing 
mechanisms by examining these two questions.

In order to find the mechanism by which local governments 
construct leisure spac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prehensively 
explain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and actors of the city, its social structures, and 
landscapes were needed. First, Foucault's governmentality theory was 
set as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for the 'intention' of local 
governments to create space, assuming the intent of producing these 
spaces as conducting governmenta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c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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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 of' leisure-governmentality' to clarify the purpose of 
producing a 'leisure' space. Second, based on the first assumption, the 
local government's 'space production' process was viewed as forming 
power-knowledge, discourse, and landscape, the 'dispositif' (device) for 
governmentality. Therefore, two questions were studied by analyzing 
the process of power-knowledge, discourse, and landscape formation, 
an analysis framework for this research. 

The urban parks cre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the subject of analysis. The literature review confirmed that 
urban parks were created as a dispositif for the governing people for 
governmentality through post-modern leisure society. In addition, 
Seonyudo Park, an urban park in Seoul creat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po Culturetank 
was created as a representative policy that can clarify the leisure 
space production mechanism of current local governments. For 
analysis and data, power-knowledge as an oral record transcrib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discourse analysis by web 
scraping of media articles and policy narrative methods for urban 
master planning documents, and landscape analysis by conducting a 
narrative through field visits and literatur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o produce leisure space was to 
carry out leisure-governmentality. The first leisure-governmentality 
exhibited by the elected mayor of the local government is creating 
leisure (space) to gain political support at home and abroad by 
exhibiting his political philosophy. Faced with a global trend to 
emphasiz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an internal crisis within the 
city, the elected mayor and officials close to the mayor collaborated 
to shape Seonyudo Park. Accordingly, they put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hilosophy forward as representative policies to gain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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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ternal political support. This represent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discourse, which was especially expressed through Seonyudo 
parks. In Mapo Culturetank, the elected mayor wanted to appeal his 
philosophy through this park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be 
re-elected in the next election. Thus, the mayor designed Mapo 
Culturetank to strengthen his political position by representing his 
philosophy to this urban park.

The second leisure-governmentality is that leisure (space) is created 
to conveniently gover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eoliberal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have to achieve more 
diverse objectives to govern than those of the modern state. Local 
governments must circulate and create resources within the urban 
area and maintain the city by solv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problems. The economy is somewhat 
insecure compared to the modern state; thus, the local government 
must secure tax revenue and citizens from leaving. Moreover, to 
survive intercity competition, it is crucial to ensure an influx of 
population and capital increase from the outside, not going bankrupt.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created discourses 
by doing sovereignty, autonomy, pastoring, and production and 
projected them into leisure (space) to execute governmentality. 
Sovereignty, autonomy, pastoring, and production discourses have 
been form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the time, to implement an evolved method of discipline that 
makes citizens feel that they are not being governed, to fulfill their 
duty to take care of the lives of the citizens to enlarge cities and 
prevent local governments from going bankrupt. Local governments in 
post-modern society especially exercise governmentality through 
leisure because leisure is an easy strategy to carry out the subject of 
neoliberalism of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self-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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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leisure is a good strategy for surviving competition 
between cities, such as attracting external capital and human 
resources in the post-industrial and global markets. Meanwhile, it is 
effective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leisure (space) to instill urban 
identity,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governing, and criticize the 
existing government system without coercing citizens.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leisure space creation process can 
be summariz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ower-knowledge 
association of the actors who make the urban park policies produce 
discourses, and the norms suggested by the discourses are shaped and 
practiced to the landscape. In associating between power and 
knowledge, the negoti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coalition between 
actors and the power dynamics (collaboration, conflict, exclusion) 
appears. The elected mayor, the leading actor, gathers and unites 
specific experts who can strengthen the mayor's power. In the 
meantime, in the negotiation process among main actors such as 
bureaucracies, intellectuals, the elected mayor, and civil society 
groups, arguments about what knowledge for placeness is acceptable 
between them occur. This is because placeness for urban parks(leisure 
space) is selected by power dynamics discourse. Meanwhile, it creates 
sovereignty, autonomy, pastoring, and production discourses to govern 
contemporary urban society'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us, the two action directions are combined 
to determine the keyword, leisure space discourses, and the social 
norms(subjectivization). Furthermore, by shaping the hardware, 
software, and media landscape to reveal the discourses, the landscape 
conducts the citizens, the governed subjects, through the discourses 
presented by how the landscape controls, monitors, proposes, and 
commands the users of the leisure space.

Research related to producing leisure spaces has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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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ly from the actors, structures, and landscapes. In particular, 
discussion on socio-spatial theory on leisure space was lacking, and 
research has been mostly focused on practical purposes and method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a research 
methodology that can explain the mechanism of creating leisure space 
by linking action-structure-spac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knowledge, discourse, landscape. In addition, the concept of 
'leisure governmentality,' a sub-concept of governmentality, was newly 
presented, opening an academic horizon to explain the intention of 
the governing body to create leisure space throughout time. 
Furthermore, it was proved that leisure space is not a value-neutral 
public good created through rational planning but can be a means of 
governmentality for governing people by a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provides novelty to existing urban park research from a 
social space theory perspective as a dispositif of governmentality. 
Finally, this study emphasized the influence of space as a dispositif 
for conducting governmental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geographical discussions in governmentality research in 
the future. Through follow-up studies on leisure space created by 
various actors such as the business sector, civic organizations, the 
state, and citizens, geographic research demonstrating the model of 
leisure space creation mechanisms produced as a leisure 
governmentality dispositif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further 
developed and activated.

Key Words: Leisure-governmentality, Foucault’s dispositif, the process of 
making urban parks, Seonyudo Park, Mapo Culturetank, leisure space 
production mechanism,  local government’s policymaking of leisur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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