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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2020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 각 도시와 국제기구, 학계를 포함한 도시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과거 개발과 성장의 시대엔 지우고 새로 쓰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낡은 도시를 
단 시간 내에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주민이 밀려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 간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생’이란 새로운 접근법으로 소규모 집수리부터 
신산업 육성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역사, 문화 등 지역이 간직한 다양한 표정을 살리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엔 활력을 
불어넣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은 높여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해소
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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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회를 맞는 ‘2020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의 시간을 축적한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이 마련한 새로운 통찰과 담론의 장입니다. 첫 회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도시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시대의 명제를 확인
했다면, 이번엔 한 단계 진화된 도시재생 해법을 탐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본격화된 문명대전환의 길목에서 도시재생 분야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밀도 높은 토론을 통해 코로나 이후 도시 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그 장(場)이 
되는 일상공간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험하고,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도시재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롭게 전환될 일상 공간 ‘도시’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UN-Habitat와 연대해 규모와 내실 모두 명실상부한 도시재생 분야 최고의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현을 앞당길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정 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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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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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h Wahba Global Director, World Bank Group

김 희 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충 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명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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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행 사 명 2020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Seoul Urban Regene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주    제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
(Post COVID-19, Future and Strategy of Urban Regeneration)

일    시 2020. 10. 22. ~ 10. 23. 

장    소 서울 온 컨퍼런스 룸

주 최 / 주 관 서울특별시

진 행 방 식 무관중 화상회의

공 식 언 어 한국어, 영어

공식홈페이지 http://s-ur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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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일차 (10월 22일) 

일   자 프로그램
개회식 (14:00 ~ 15:00)

14:00 ~ 14:15 

▶ 개회선언 
▶ 도시재생 주제 영상
▶ 축   사- Sameh Wahba  Global Director, World Bank Group- 김희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충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명예시장

14:15 ~ 14:45 
[기조연설]
▶ 도시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국제협력과 도시재생 및 회복- 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14:45 ~ 15:00 휴 식세션 1 : 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15:00 ~ 17:30)

15:00 ~ 16:15 

[주제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역할- 류 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장
▶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Rafael Tuts  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rcin Krupa  Mayor, Katowice City, Poland
▶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Peter Bishop  Professor in Urban Design, University College London

16:15 ~ 16:30 휴 식

16:30 ~ 17:30

[토론]
▶ 토론 발표자

- 진 행 :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Rafael Tuts  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Mariusz Skiba  Deputy Mayor, Katowice City, Poland- Peter Bishop  Professor in Urban Design,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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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월 23일) 

일   자 프로그램
세션 2 :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10:00 ~ 12:00)

10:00 ~ 10:50 

[도시재생 실험실 결과발표]
▶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 도시재생 실험실 기록영상 상영
▶ 홍제호롱 - 스튜디오 이유 (이승엽, 유하연)
▶ 홍제굴럭 - 굿럭 굴럭 (류명주, 김용현)
▶ Map of Mansion - 조각모음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10:50 ~ 11:00 휴 식

11:00 ~ 12:00 

[전문가 리뷰 및 토론]
- 백운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장- 천현숙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Jonathan Weaver  Urban Planning Specialist, UN-Habitat- Marta Ramalho Kresse Bastos  한양대학교 조교수

12:00 ~ 13:00 휴 식
세션 3 :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13:00 ~ 15:00)

13:00 ~ 13:50

[글로벌 도시재생 기획 결과발표]
▶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 Idil Ayral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팀 성수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 도심 힙지로 (박현진, Ehab Shahat, 강동균)
▶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 UOS Urban Regeneration Researchers(Yuan Hu, Aizhan Syzdykova, 김영주, Kavitha Ganeshamani)

13:50 ~ 13:55 휴 식

13:55 ~ 14:35

[전문가 리뷰 및 토론]
▶ 토론 발표자

- 양용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Laura Petrella  Chief, Planning, Finance and Economy Section, UN-Habitat- Ahmed Eiweida  Global Coordinator for Cultural Heritage & Sustainable Tourism, World 
Bank Group- Kaveh Haji Ali Akbari  CE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of Tehran

14:35 ~ 14:40 휴 식
14:40 ~ 15:00 ▶ 도시재생 정책공감 OX프로그램 - 국외 공무원
15:00 ~ 15:30 휴 식
특별대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 (15:30 ~ 17:00)

15:30 ~ 17:00 
-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Michael Batty  Professor and Chair,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y Merrifield  Writer, Urban Scholar and Educator-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프로그램  11





- 서 정 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기조연설



기조연설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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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주  제 도시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
개  요 2020년, 세계 현대사의 대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재난이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팬데믹이다.
하지만 도시의 역사는 끊임없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반전의 시간이며, 위기는 많은 이들을 희생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 이후 시기에 도시공간을 전환할 창조적 해법 중 하나가 도시재생이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은 
도시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포용적 공간을 창출하는 
가장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회복을 넘어 ‘도시다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약동할 기본 단위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활무대로서의 ‘커뮤니티’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을 통해 추구할 커뮤니티의 미래 가치를 서울의 알파벳 다섯 
글자를 통해 제시하자면, S(Sustainable), E(Equa), O(Open), U(Unique), L(Livable and Lively) 
Community이다. 서울시는 이 커뮤니티의 5가지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와 전환의 출발선에 섰다. 서울시는 변함없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도시 문제 해결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위기 대응의 기제로 
확장하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협력할 것이다.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 도시들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도시재생의 국제표준도시로 나아갈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주길 바란다.

기조연설  15



기조연설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

주  제 국제협력과 도시재생 및 회복
개  요 서울특별시와 UN해비타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10년 전인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협력의 

일환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협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의 실행, 즉 보다 안전한 도시 계획 그리고 사람 중심 도시의 재생 실행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로 이어졌습니다. 
UN이 지난 달에 75 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에 따라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 총장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자주의와 협력을 위한 주요 발판으로서 세계가 UN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권 규범,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기아의 지속적 감소,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같은 
역사적인 성과를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해결책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지정학적 긴장, 조직적인 차별, 
COVID-19 유행병의 영향과 같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걸림돌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시민 사회, 도시, 기업, 지방 공공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를 이용해서, 여러 
동반자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N해비타트와 서울특별시 간의 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가 도시의 번영과 사회 경제적 회복을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례가 없는 COVID-19 유행병으로 인해 지난 5 년 동안 여러 목표에 걸쳐 이루었던 평범한 진척 사항들이 
사그라지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유행병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 단결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관련된 지역적, 
국가적 조치를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UN해비태트가 최근에 시작한 COVID-19에 대한 대응은 오래 지속되고 있는 COVID-19의 결과들을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급하게 조정이 잘 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도시에 대한 40년 이상의 경험과 도시 세계의 COVID-19라고 명명된 UN 사무총장의 정책 개요를 바탕으로, 
UN해비태트는 도시의 다양한 상황과 여러 유형의 지역 사회에서 COVID-19와 이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차원에서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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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현재 우리의 마을과 도시는 여전히 COVID-19 유행병에 대응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 특히 취약한 지역 사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임시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10억 명의 사람들과 국내 실향민, 난민 및 이주민이 포함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시 재생은 지방 정부가 포용적 경기 회복, 사회 경제적 녹색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포용적 도시 재생은 도시들을 더 좋으면서 보다 친환경적이 되도록 다시 짓고,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활기찬 곳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 재생은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과 포용적인 접근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 적절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권리, 용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권리, 성 평등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본 인권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장소 및 녹색 공간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번 Urban October 기간 동안 복구와 재건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탈바꿈과 회복의 장인 도시을 축하하고
자 합니다. 
국가와 도시가 사회 경제적 회복 계획을 준비할 때에 정부는 권한과 자금을 적절하게 이양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 및 한국의 모든 도시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합니다. 또한 UN해비타트 및 우리의 파트
너들이 주도하는 지역의 자발적 검토 운동에 참여하여 지역 차원에서 증거를 토대로 하는 의사 결정을 촉진
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집단 회복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역의 자발적 검토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과 한국이 특히 도시 재생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회복 의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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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역할
개  요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체 주택의 18%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전후 복구과정에서 급격하고 

압축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을 겪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되어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보라는 양적성장 이면에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났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었으며, 고층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옛 공간에 대한 기억도 문화도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은 성찰하고 고민해서 전환을 시도했다. 서울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역사와 문화가 보존되는 도시재생을 꾸준히 추진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은 서울을 쾌적하고, 역동적인 활성화된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빽빽히 늘어선 집들로 좁은 골목길, 공공시설 하나없는 불편한 저층주거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차장, 육아시설, 도서관 등 생활지원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주민갈등이 고조되었던 지역은 주민모임과 지역축제들을 통해 교류가 늘어나고 점차 
주민공동체를 회복해 가고 있다.
주거지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저이용 시설들도 지역의 명소로 되살아 나고 있다.  
산업화시대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축이었다 낡은 고가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뀌면서 주변지역의 쇠퇴한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석유를 비축하던 낡은 오일탱크는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서울의 문화공원이자 랜드
마크로 되살아 났다.
이와같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지역의 주민과 상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었다. 우리가 일궈낸 지역 
커뮤니티를 성장시킨 전략들을 몇몇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도시와 함께 머리를 맛대고, 고민하고 공유하여 코로나 시대 도시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류 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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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ael Tuts 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주  제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개  요 Rafael Tuts(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는 COVID이후의 UN-Habitat 공간 계획 

전략에 입각한 도시 재생과 사회경제적 회복에 대해 발표를 한다. 210개국에서 발생한 전체 전염병의 95%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 전염병의 진원지로서 도시의 위치를 논하고, 지구촌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걸림돌과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도시 지역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의 발표가 시작된다. 
2부에서는 지역, 도시, 이웃, 건물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언급하면서 사람 중심의 대응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2부에 이어서 사회 개발, 경제 개발, 환경 개발에 대한 제안과 함께 도시 회복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Rafael Tuts는 지난 몇 달에 걸쳐 시작이 된 도시 재생 및 사회경제적 회복 관련 
작업에 대한 연결 고리를 찾고, 주택, 토지 용도 변경, 녹색 인프라 등과 같이 도시 회복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서 도시 계획과 설계 관점에서 제안된 솔루션 중 일부를 제시한다. UN-Habitat의 
이니셔티브와 도시 재생 관련 대표 프로그램, UN의 체계와 정책, COVID-19 대응 방안과 보고, 도시 계획과 
보건의 통합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사회를 향해 지속될 작업으로 발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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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개  요 Covid-19로 인해 모든 도시와 국가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제와 안녕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균형을 찾기 위해 악전고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도시와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상황에 적응하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복원력이 가장 중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들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개혁을 검토하는 것 외에 지역 사회가 일자리 및 
자금과 연결이 더 잘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과 수단을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도시들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지역 사회의 참여와 
포용을 우선시하도록 변화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맞닥뜨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에 대한 기능을 
재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대부분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시가 자체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에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는 포용 도시, 공공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그리고 예산 및 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이 있으며, 스마트 시티에
서는 디지털 기술과 혁신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토대이자 도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와 일자리의 재분배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 의식과 소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사회 주도형 공유 경제일 것이다.
COVID-19는 우리 삶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고있지만, 또한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복원력을 구축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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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n Krupa Mayor, Katowice City

주  제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개  요 카토비체는 폴란드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155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폴란드에서 가장 

발전된 상업 지구 중 하나로, 산업 활동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실레지아의 주도이자 2백만 명 이상
의 인구로 2017년 7월 1일 부로 실레지아 상부 대도시연합(GZM)의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저명한 학술, 의
료 기관 및 문화 시설도 위치해 있다. 
문화 지구 
구 탄광 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특수한 문화 지구가 조성되었다. UFO 모양으로 유명한 스포덱 
근처의 실레지아 박물관과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NOSPR), 국제 컨벤션 센터의 새로운 본부는 도
시의 명망을 드높였다.
행사의 도시
이전까지 광산촌이자 중공업 관련 지역으로 알려진 카토비체는 혁신과 신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이 도시는 여러 분야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수한 인프라 시설과 주최 경
험 및 시청의 개방적인 접근 방식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에 더할나위 없다. 2022년으로 예정된 기후변화
협상(COP24), 제5차 WADA 국제 컨퍼런스, 세계도시포럼이 대표적인 유치 사례이다. 

키워드 : 카토비체, 재활성화, 혁신의 선두주자, 국제행사개최지, 세계도시포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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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개  요 커뮤니티 지향 개발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정의의 핵심은 주변 지역에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 오는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컨센서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해 관계자 참여라
는 복잡한 영역과 포용적 목표의 정의에 계획과 재생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 짧은 프레젠테이션에서 Peter 
Bishop 교수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이용해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방법과 이들을 재생 과정에 참여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탐구한다.
또한 비판적으로 커뮤니티 지향 개발에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질문한다.

Peter Bishop Professor in Urban Design,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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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소  개 박준 교수는 주로 토지/도시 경제, 주택 시장 분석, 공간 분석, 스마트 시티 및 국제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도시 경제학자이며, 국토연구원(KRIHS)에서 주로 토지와 주택 관련 프로젝트 및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박준 교수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바틀렛 도시계획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준 교수 논문인 ‘정치 경제학의 토지 임대 이론을 이용한 주택 시장의 공간 분석: 런던, 서울, 로스앤젤레스 
사례’는 다양한 저널에 게재되었다.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들의 주요 주제로는 도시 상황에서 본 토지 임대의 구조, 도시 확장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도시 구조 및 CO2의 배출, 공간 주택 하위 시장의 변화, 지원형 자조 주택, 스마트 시티,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시 구조 문제에 토지 임대 이론 및 공간 분석의 적용이 있다.

소  개 김인희 박사는 독일 베를린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부터 서울연구원에서 2030&2040 서울
플랜 수립,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정비 등 서울의 주요 도시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인 희  토론자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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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 홍제호롱- [스튜디오 이유] 이승엽, 유하연 
▶ 홍제굴럭- [굿럭 굴럭] 류명주, 김용현 
▶ Map of Mansion- [조각모음]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 전문가 리뷰 및 토론 

- 백운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장- 천현숙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Jonathan Weaver Urban Planning Specialist, UN-Habitat- Marta Ramalho Kresse Bastos 한양대학교 조교수

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홍 경 구 단국대학교 교수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주  제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소  개 학부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도시설계(석사) 및 도시설계(계획: 박사)을 전공하였다.석박사학위과정에서는 주로 기성시가지 건축 및 도시정비를 통한 장소성 강화방안에 관해서 연구하였다.박사과정 및 취득 후에서는 해외신도시 및 판교, 동탄, 대구혁신도시 등 신도시관련 설계를 연구하였다.

대구대에서 교수 임용후 대표적인 재생사례인 김광석길 및 대구근대골목 등 역사문화벨트 총괄디자이너 및 대구시 중구 및 남구의 총괄도시설계가를 역임하였다.
2014년 단국대 부임 후 판교창조경제벨리, 수원화성 총괄코디네이터, 경기광주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 서울용산 도시재생 전문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재에는 성남시 총괄건축가 및 홍제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및 학회활동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등에서 이사 및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개  요 2019년 11월 홍제역 일대는 서북권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형 중심시가지를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조선시대 이곳은 한양과 중국을 잇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홍제원이라는 국립숙박시설이 입지하여 남북간 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북 분단이 된 이후, 1960-70년에도 전형적인 고급주거지로서 위상을 떨쳤다.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인 유진상가와 부유층을 위한 주거형태인 아파트 맨션이 건설되었으며, 서북권의 대표적인 인왕시장도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1970년 서울의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홍제동 지역은 주거중심지 이상의 발전동력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된 주거지는 2000년대에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북권 지역은 이제 고양-파주-북한에 이르는 통일시대 생활거점의 중심지로 발전가능이 높았고, 이는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약 4-5년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원과 전문가의 참여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발맞추어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생활실험실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홍제역 일대 주역이 될 청년건축가들과 함께 ‘지역과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비록 짧은 1개월간의 스튜디오였지만, 홍제동 지역의 일상적인 활동과 공간의 재해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소재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애착을 갖는 미래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본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그들의 참신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초록을 마감하고자 한다.

28  세션 2



[스튜디오 이유] 이승엽, 유하연

주  제 홍제호롱
개  요 조선시대, 홍제원은 중국 사신들을 위한 공관이자 휴식처였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 옷과 마음가짐을 준비

하는 곳이었다. 홍제원은 조선과 중국 문화교류의 장으로 해석된다. 현재 홍제의 길목도 다양한 계층이 만나는 
장소이다. 시장에 가는 사람, 등 하교하는 학생, 동네 주민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다. 
현재 홍제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대상지역이다. 거리가 낙후되어 있고 가로변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홍제동 마을 곳곳에 홍제동만의 감성을 지닌 공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홍제동 성당 앞 골목이 있다. 이 
골목은 시장과 초등학교와 성당이 만나는 구심점과 같은 골목이면서 특유의 분위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특색이 없다. 그래서 시장이나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큰길에서 동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홍제동 만의 감성을 보여주고, 큰길에서 시장을 향해 열어주는 입구와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이 공간은 
입구에 그치지 않고 이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이다. 이 쉼터는 거리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정리해준다. 소란스러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외부와 소통하는 
실내공간이다. 옛 마을 앞 장승들이 심어져 있는 정자나무와 같은 공간이다. 
성당 앞 골목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다. 한 쪽에는 주거와 길을 구분해주는 높은 담이 
있고 반대쪽에는 하늘로 치솟는 나무들이 빼곡하다. 이런 길목의 정서를 골목의 입구 너머서까지 끌고 나왔다. 
쉼터는 울창한 나무와 벽이 없는 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벽이 없는 대신 커튼이 있다. 이 커튼을 통해 밖과 
안은 소통한다. 마루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원하면 커튼을 칠 수도, 걷을 수도 있다. 밤에는 나무 뒤에 위치
한 조명이 커튼에 나무 그림자를 드리운다. 밤에 잠시 산책을 하러 나와 잠시 쉬어 가는 동네 주민들의 그림자 
또한 어른거린다.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온 빛이 밤거리를 밝혀 동네를 안전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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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 굴럭] 류명주, 김용현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주  제 홍제굴럭
개  요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많은 홍제동에 교통시설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젊은 상권들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공방이 위치하고, 유진상가 아래의 하천을 개복하며 
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의 특색과 변화하는 현대사회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인 연령별 계층, 사회적 계층의 갈등 해소를 기대하게 한다. 변화하고 있는 
홍제동에는 많은 리어카가 차 대신 좁은 골목길을 다니며 도시를 정비하고 있다. 불편하고 낡은 리어카는 
홍제동에서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 높은 우리의 친숙한 운송수단으로써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 
지역, 지역 상권과 동네 주민 모두를 연결하는 리어카를 홍제동이라는 도시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홍제굴럭을 계획하였다. 굴럭은 홍제동의 새롭고 친숙한 변화의 한 과정으로 작동한다.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 지역상인, 지역주민 모두를 연결하며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근성이 좋은 리어카의 특징을 이용한 굴럭 리업카의 첫번째 역할은 동네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다.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에서도 한집한집 접근이 가능한 굴럭은 지역 상가에서부터 쉽게 물건이나 음식을 
주민에게 전달한다. 대부분의 소비를 온라인으로 하는 젊은 계층이 홍제동 곳곳에 위치한 다양한 상가의 
서비스와 쉽게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된다. 리업카는 상가의 상품들을 일회용품 대신 상가 별 재 사용 가능한 
용기를 이용해 상품을 전달하고, 회수한다. 리어카라는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부터 지역의 배출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 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제동 내 설정된 노드 점들에 Re-up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을 포함한 주민분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리업 용기를 반납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한다.
리어카의 높은 활용성을 이용한 두번째 역할은 움직이는 작은 마켓이다. 굴럭마켓은 Re-up 스테이션에서 
번개장터를 열기도 하고, 높은 지대의 주거지에서 단지장터를 열어 주민과 상권을 연결한다. 동시에 움직이는 
작은 마켓은 지역 상권의 홍보를 하며 지역주민에게 상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새롭게 디자인한 리업카의 작은 아이디어는 리업카를 끄는 분들에게 음료수 한잔이라도 전해 드릴 수 있는 
드링크박스를 만들어 소소한 배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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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모음]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주  제 Map of Mansion
개  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가 고향인 아파트 키드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전체 가구 비율 중 50%가 

넘는 지배적인 주거형식으로, 중산층이 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써 서울을 뒤덮어왔고,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주범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아파트와 함께 성장한 우리는 낡고 투박한 아파트의 풍경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반갑지 않다. 재개발되어 사라졌거나 언젠가 
사라질 우리의 고향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맨션’은 70년대 전후 새로이 등장한 집합주거 즉 아파트의 원형을 부르던 말이다. 이제 ‘맨션’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거의 재개발되어 찾기 힘들고, 건축법 등의 현실적 이유로 남겨진 것들은 오래된 동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가의 호기심으로 바라본 ‘맨션’들은 여전히 주거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으며, 그 시대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들을 가진 살아있는 건축유산입니다. 대상지인 홍제동은 
맨션들이 많이 남아있어 홍제동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맨션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활용방안으로 맨션의 유휴공간을 주목했다. 
유휴공간은 과거에는 쓰였으나 현재는 쓰임을 잃은 요소들이며, 현대의 아파트 혹은 일반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맨션만이 가진 독특한 공간들이다. 각 요소로는 경비실, 굴뚝, 반지하, 중정이 있다.
CCTV의 도입으로 24시간 ‘맨션’을 지키던 경비실은 역할이 축소되어 텅 비어 있거나 특정 시간에만 이용되고 
있다. 과거 공동주택은 중앙난방 방식으로 지하에 넓은 보일러실과 굴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개별
난방으로 바뀌어 지하의 보일러실은 텅 비어 있고 굴뚝은 이용되고 있지 않다. 좁은 땅에 계획된 맨션들은 
환기, 채광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정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더러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후화된 중정은 칠이 벗겨진 페인트와 음침한 분위기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되었다.
각 맨션이 가진 유휴공간들에 변화를 주어 오래된 맨션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맨션’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홍제동 지도를 제작하였다. 저희가 제안하는 지도는 맨션들이 가진 이야기들과 
맨션들을 오가며 생겨나는 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휴공간 별로 홍제동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유휴
공간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홍제동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맨션들의 변신으로 홍제동은 
정체성을 갖게 되며, 이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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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운 석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장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전문가 리뷰 및 토론 

소  개 공공행정학을 전공하고, 22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교통 및 보행정책, 문화산업, 국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업무 관리자로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법제도, 서울시 도시재생방향, 사업
평가 등의 도시재생 추진의 핵심적인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다.

소  개 국토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주택 정책 연구에 종사해왔다. 연구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복지정책,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정책이다. 또한 거주자가 참여하는 도시 재생을 통한 서울의 구식 주택 재생 연구에 
관심이 있다.

천 현 숙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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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경 구단국대학교 교수

소  개 학부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도시설계(석사) 및 도시설계(계획: 박사)을 전공하였다.
석박사학위과정에서는 주로 기성시가지 건축 및 도시정비를 통한 장소성 강화방안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박사과정 및 취득 후에서는 해외신도시 및 판교, 동탄, 대구혁신도시 등 신도시관련 설계를 연구하였다.
대구대에서 교수 임용후 대표적인 재생사례인 김광석길 및 대구 근대골목 등 역사문화벨트 총괄디자이너 및 
대구시 중구 및 남구의 총괄도시 설계가를 역임하였다.
2014년 단국대 부임 후 판교창조경제벨리, 수원화성 총괄코디네이터, 경기광주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서울용산 도시재생 전문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재에는 성남시 총괄건축가 및 홍제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총괄
계획가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및 학회활동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지역개발
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등에서 이사 및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Jonathan WeaverUrban Planning Specialist, UN-Habitat

소  개 국제 컨설팅 기업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초점을 맞추고 12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지원/관리하는 정부 간 
조직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도시공학자이다. 건축학, 도시 공학을 전공한 그의 연구 분야는 다부문 
도시 프로파일링, 기후 회복력, 포용적 근린 개발, 운송 지향 개발, 참가적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역량 
구축 등이다. 증거 기반 통합 계획, 계획적 도시 확장, 커뮤니타 주도 도시 환경 재생에서 능력을 입증하였다. 
포용적 개발과 커뮤니티의 번영을 지원하는 기후 회복력 개입 전략 수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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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a Ramalho Kresse Bastos한양대학교 조교수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전문가 리뷰 및 토론 

소  개 2019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재직하고 있으며, Urban Designer and 
Project Developer의 건축가이기도 하다. 
Universidade Lusiada de Lisboa에서 건축학 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에 Portuguese Order of 
Architects에 건축가로 등록되었다.  포르투갈에서 건축학 학위를 마친 후, 네덜란드로 옮겨 Rem 
Koolhaas’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OMA) in Rotterdam에서 근무했다. 또한 도시 개발을 
전공하여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TU Delft)에서 건축학(Architecture, Urbanism and Building 
Sciences in Real Estate and Housing)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에 객원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2016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객원 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도시 개발 및 ‘거버넌스 담론 및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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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Idil Ayral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팀 성수]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도심 힙지로] 박현진, Ehab Shahat, 강동균
▶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UOS Urban Regeneration Researchers] Yuan Hu, Aizhan Syzdykova, 김영주, Kavitha Ganeshamani 
▶ 전문가 리뷰 및 토론 - 양용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Laura Petrella Chief, Planning, Finance and Economy Section, UN-Habitat- Ahmed Eiweida Global Coordinator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World Bank Group- Kaveh Haji Ali Akbari CE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of Te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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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주  제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소  개 도시공학자이며,  이전에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설계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 청계천 복원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많은 도시의 도시 공학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개  요 서울시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세기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다. 제조업에서 IT 
산업으로의 변화, 대규모 발전, 개인 교통 수단 증가 등으로 인해 80년대부터 도시재생이 진행되어 왔다. 
 서울의 도시재생 콘셉트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글로벌하고 지속가능 하며 창조적인 도시라는 
아이디어의 기초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핵심 방향은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며’,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행되어 진행중인 여러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하며”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비전, 자원, 
인내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모든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것이 되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도시재생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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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l Ayral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주  제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소  개 2010년에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이스탄불 공과대학교) Department of Architecture(건축학과)

를 졸업한 후, 2012년 같은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연구는 19세기 오스만 건축 및 
정원에 관한 것이었으며, 2020년에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2010년,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re의 “Architecture and Design Archive Project”에서 연구원
으로 일했으며, 이후 여러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일했다. 
2012년, Fatih Sultan Mehmet University의 Architecture Department에서 강의 및 연구 어시스턴트가 
되었다. 2013년에는 History Department of Pompeu Fabra University(Universitat Pompeu Fabra)
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은 “The Emergence of Public Space in Barcelona throughout the 20th 
Century”로 바르셀로나의 근현대 도시사에 관한 것이었다.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연구 그룹 INVBAC (The 
Invention of the City: Memory, Visuality and Cultural Transfer in Contemporary Barcelona)의 
구성원으로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도시 역사에 특별 강의를 하였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객원교수이며, 도시 공학, 공공 공간, 도시 문화, 도시 브랜딩, 도시 재생,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와 도시, 에코디자인, 스마트 시티에 관해 대학원과 학부 강의를 맡고 있다. 한국건축
설계학회 국제교류위원회 의장이며, 서울시립대학교 빅데이터 AI 연구센터에 속해 있다.

개  요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흐름과 역학이 수렴하는 개방적이며 중요한 장소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발전하고, 변화하며, 확대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며, 재생하는 체계다. 이 체계의 핵심 요소인 공공 공간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류의 인식에 의해 해석되는 산물이다.
도시 구조는 물론 집단 생활, 사회적/정치적 구조와 관련하여 공공 공간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잘 조직
되고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도시 경관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발표에서는 서울시 공공 공간의 
물리적/사회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의 현대적 도시 경관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 및 기본적 획득 
방법으로서 ‘혁신’, ‘재생’, ‘재활용’이라는 3개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며, 도시재생의 촉매제로서 공공 공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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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성수]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주  제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개  요 오래된 창고와 공장의 붉은 벽돌과 더러워진 회색 건물: 이것은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서울의 ‘힙(hip)한’

문화 지대 성수동의 풍경이다. 성수동은 쇠퇴한 지역 사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대로와 골목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사람 중심’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성수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 성수동의 도시 경험은 한때 산업 도시
였던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시, 특히 Hay Mohammadi(헤이 모하마디) 지역과 같은 전 세계 많은 도시를 
위해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 Hay Mohammadi는 전체 역사를 쌓아온 이 도시의 최초 산업 지역 중 하나
였으며, 포용적 개발을 위해 활성화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 소중한 산업 유산을 보유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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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힙지로]박현진, Ehab Shahat, 강동균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개  요 Covid-19 대유행은 우리의 도시 영역과 일상 생활의 핵심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만들었으며, 

그 교훈은 “뉴노멀(new normal)”을 위해 계획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전염병이나 재난을 
예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하고 우리의 도시에 회복력을 부여할 수 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도심과 도시 근린 지역은 더 좋은 공중 
보건 성과로 이어지고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지역 사회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더 친환경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며, 공공 공간과 녹지 계획은 미래 도시 계획의 기본이다. 
서울의 도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도시 공공 공간이 부족한 고도의 밀집 지역이 
되었다. "뉴노멀"은 시민들이 도시 이동성을 제한 받지 않으면서 도시 내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 넓은 야외 공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서울 도심은 보행자 구역과 더 많은 도시 공원, 
고가도로 또는 로우라인(low line) 그린 커리도(green corridor)를 만들고 도시 내 녹지 공간들을 연결하며 
보행 적합성을 통해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유행병 이후의 미래에 적응하도록 다시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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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S Urban Regeneration Researchers]Yuan Hu, Aizhan Syzdykova, 김영주, Kavitha Ganeshamani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주  제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개  요 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중국 청두시의 샤오청이 그 대상이다. 이곳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 지역

이다. 이 계획은 현재의 도시 경관 문제, 도시 교통 조직의 문제, 도시 이용 기능 및 기타 문제, 도시 재생의 
활용, 합리적인 전략을 해결해서 제시해주는 도시 설계 수단, 세부 설계가 진행된 중요한 연결 지점을 주로 
겨냥한다. 미래에 더 작아진 도시가 유산, 건강, 녹색, 현재 도시의 특성 지역이 되도록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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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전문가 리뷰 및 토론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소  개 2013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심 분야인 공공투자사업관리, 민관
협력사업(PPP), 도시경제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학교로 옮기기 전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재정 및 민관협력방식으로 수행되는 대형 SOC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13년 6개월동안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공투자사업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참여하였다. KDI 
재직중 2009~2011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되어 선임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ADB 원조사업 
(인프라스트럭쳐 및 PPP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대한교통정책경제학회 회장 및 
민간투자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양 용 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소  개 건축공학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31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주택공급, 공공디자인분야에
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면서 현장중
심의 도시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서울형 도시재생의 시민체감도 향상과 미래방향 등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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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PetrellaChief, Planning, Finance and Economy Section, UN-Habitat

소  개 UN해비타트에서 계획, 재정, 경제 부문의 책임자로 있으며, 도시 확장, 도시 전체의 계획, 부지 설계 
분야에서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한다. 그녀는 2012부터 2019년까지 도시계획디자인부를 이끌었으며, 또한 
이탈리아에서 건축가로 교육을 받았고 개발 도상국 관련 도시 계획과 토지 계획을 전공했다. 그 후 25년 
동안 연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UN해비타트로 이직하여 안전한 도시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
하였고 도시계획확장설계부를 설립했다. 그녀는 도시 계획과 슬럼가 개선에 대해 여러가지 UN해비타트의 
지침을 발표했으며, 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카메룬, 남아프리카,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라틴 
아메리카(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아이티), 아시아(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 개발 및 계획 관련 현안을 담당했다. 

Ahmed Eiweida Global Coordinator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World Bank Group

소  개 도시 정책, 도시 재생, 문화 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개발, 지방 경제 개발, 자치 재정 및 인프라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00년에 세계은행에 입사한 후 동유럽, 중앙 아시아, 중동, 
동아시아, 태평양 제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다. 그는 세계 은행이 펀딩하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중국에서 몇몇 도시 재생,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또한 서울시청, 서울시립대학교와 더불어 지식
의 산물인 “Seoul Experience in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and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에서 서울이 얻은 경험)”의 공동 저자이다. 세계은행에 입사하기 전에는 GiZ, DANIDA, DFID, 
UNDP에서 Senior Technical Advisor로 일했다. 그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에서 도시 개발 박사학위와 환경 관리 이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카이로대학교(University of Cairo)
에서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도시 및 지역 개발) Pre-MSc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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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eh Haji Ali AkbariCE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of Tehran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소  개 Kaveh는 SBU(이란, 테헤란)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999년 UROT 에서 도시 
재개발 전문가로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는 Khoob-Bakht renewal plan의 vice-director였으며(2007–9), 
UROT의 Social Participation Office의 director(2009–12)였다. UROT은 테헤란의 낙후된 지역에 60개 
이상의 지원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2-2018년, Kaveh는 이란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정 지역의 
쇠퇴를 해결하는 지원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였다. 2018년 그는 UROT의 CEO 겸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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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담
-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Michael Batty Professor and Chair,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Andy Merrifield Writer, Urban Scholar, and Educator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특별대담

소  개 토목공학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25년간 도시계획, 도시안전 및 인프라, 도시재생 분야에서 정책을 총괄한 
현장중심의 전문가로, 현재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S-방역의 중심에서 도시공간 
정책을 진두지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미래 방향성이 관심사이다.

개  요 서울은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도시발전의 성과’ 이면에는 정작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이 소외되며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서울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지난 9년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은 쇼핑뿐만 아니라 교육, 근무, 진료를 비롯해 각종 모임과 행사 등 많은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평범한 일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주민의 만남과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그 간 활발히 진행해오던 주민회의나 지역축제와 같은 모든 모임을 한동안 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하는 서울형 도시재생만의 거버넌스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집, 우리 동네와 같은 소규모 생활권과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기에,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중심이 메가시티의 도심에서 로컬 
단위로 바뀜에 따라 도시공간적 측면에서도 공공이 가져가야 할 방향과 도시재생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은 도시정책의 미래방향에 대해 고민함과 더불어 도시재생 선도도시로서 세계 여러 도시들과 
적극 교류·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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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BattyProfessor and Chair,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소  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바틀렛의 도시계획학 교수이며, 고급 공간 분석 센터(CASA)의 석좌를 겸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도시의 컴퓨터 모델과 시각화를 위해 작업을 해왔으며, 도시와 복잡성(MIT 프레스, 
1970년) 및 도시의 새로운 과학(MIT 프레스, 2013년)과 같은 여러가지 책을 출간했으며, 이들 책은 북미
지역과학협회로부터 알론소상(the Alonso Prize)을 수상하였다.
가장 최근에 저술한 책은 미래 도시에의 투자이며 MIT 프레스사가 2018년 후반에 출판하였다.
그는 영국 아카데미(FBA)와 왕립학회(FRS)의 회원이며, 2004년에 영국여왕 생일의 공로 서훈으로 대영
제국훈장인 CBE를 수상했고, 지리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보트린 러드상(Vautrin Lud Prize)의 2013년 
수상자가 되었다.
2015에는 도시 과학의 업적을 인정받아 왕립지리학회로부터 금메달을, 2016년에는 복잡계학회로부터 
시니어학자상을 왕립도시계획협회로부터는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호주과학학술원으로부터 
지리정보과학 분야의 왈도 토블러상(Waldo Tobler prize)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지역과학협회의 회원
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개  요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도시에 대해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규모로 전체 국가의 
도시 개발과 관련된 도시 재생을 탐구하기 위해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오늘날 영국을 지배
하고 있는 도시 계획 정책은 본질적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더 이상 개별 도시들을 서로 간에 분리된 것으로 취급
하는 것은 사치이다. 고속 철도의 개발, 신공항 건설, 새로운 철도와 도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도시 간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와 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 중 일부는 운송 수단뿐 아니라 수송망 체계에 
지능을 부여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프로젝트 및 모델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중 
일부는 진행이 안 되겠지만 영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는 팬더믹(covid-19) 이전에 단순히 
예측할 수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으로 다시 
바뀔 것 같으면서도 안전한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부터 
크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이동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가 좀 더 조밀한 도시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모델을 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나 축소될지 여부, 새로운 형태의 교통 인프라가 기존 
유형에 비해 혜택을 갖고 있을지 여부와 밀도가 어떻게 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우려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도구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람들이 새로운 규범과 목표, 즉 뉴 노멀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우리의 이동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델에 포함시키면 거리두기, 수용 인원 및 
밀집도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규모로 모델을 결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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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Merrifield Writer, Urban Scholar, and Educator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특별대담

소  개 영국과 프랑스에 활동하는 저술가, 교육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겸 민간 학자이며, 매혹의 도시, 
마르크스주의를 만나다(Metromarxism), 변증법적 도시주의(Dialectical Urbanism), 새로운 도시 문제와 
마법의 마르크스주의(The New Urban Question and Magical Marxism), 앙리 르페브르, 그 드보르와 
존 버거의 지적 전기(intellectual biographies of Henri Lefebvre, Guy Debord and John Berger), 
대중적 여행기(a popular travelogue), 당나귀의 지혜(The Wisdom of Donkeys), 해방된 삶을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liberated living), 아마추어(The Amateur), 레이몬드 카버(Raymond Carver)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도시에 대한 사랑과 실연에 대해 그린 회고록인 도시(와 사랑)를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Cities (and Love))과 같은 도시주의와 사회 이론에 
대한 작품을 포함하여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네델란드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터키어로 
번역이 된 12권의 책을 집필하였다.
최신 저서인 마르크스의 삶과 죽음(Marx, Dead and Alive)은 뉴욕의 월간 리뷰 프레스(Monthly Review 
Press)와 함께 2020년 11월에 출판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에서 도시주의, 인문지리학, 정치 이론을 가르쳤으며, 서점, 미술관, 문학 작품 관련 
장소 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영국, 유럽의 대학교에서 역동적으로 교수, 공개 연설, 강의를 하고있다.

개  요 이 강연은 “감염병 도시화”, 그리고 그 극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COVID-19는 우리의 세계를 공격해 우리가 
한때 알고 있었던 도시 생활을 죽이고 파괴했다. 여러 사회와 도시를 강타한 과거의 감염병에 관해 다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1) 부자들은 항상 마을을 떠나 감염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2) 모든 팬데믹은 각각의 
문화에서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COVID 역시 다르지 않으며, 우리의 경제와 정치의 결함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공공/영리 의료 시스템의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한편, COVID는 
고비용, 비좁은 주거 공간, 임대/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기생적 성질 등 여러 도시의 기존 병리 현상을 심화
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도시의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게 
만들었으며 빈곤한 소수자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의 도시가 
훨씬 더 푸르고 보행과 자전거에 유리하고, 자동차 지향적 성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야외 활동이 
더 증가할 것이다. 실내에서 COVID-10에 걸릴 확률은 실외보다 20배 더 높다. 따라서 디자인 이니셔티브는 
이미 유행병 이후의 야외 도시 생활의 모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쥐어짜기와 기생적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더 크고 대담한 공공 계획이 없다면 우리의 도시화는 COVID 이후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은 어떤 것일까? 이 강연은 몇 가지 개념적 힌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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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 탁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소  개 서순탁 총장은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분야 연구와 교육에 오랫동안 전념해 오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 
보직인 교무처장(2012~2014)과 도시과학대학장 (2015~2017)을 역임하고, 2019년 3월부터 서울시립
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밖에서는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시민이 살기 좋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학계(한국도시행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시민단체(경실련), 
정부(서울시, 국가) 및 국회,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의 미래에 대해 서울의 도시공간 정책을 총괄하는 김학진 부시장과 인간의 
행복과 미래 도시 모습 연구에 관심이 많은 세계적인 도시학자 Andy Merrifield 교수, Michael Batty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대담  53





- 서 정 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Maimunah Mohd Sharif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기조연설



기조연설



기조연설

서 정 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기조연설  57



도시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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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치와 역할- 류 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장
▶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Rafael Tuts 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rcin Krupa Mayor, Katowice City
▶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Peter Bishop Professor, Urban Design,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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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Rafael Tuts

Director,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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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

공간 계획을 통한 UN-

해비타트의 COVID-19 회복

Raf Tuts, Director – Global Solutions Division– UN-Habitat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2020
2020년 10월 22일

Covid-19 

유행병의 진원지는
도시

전체 발생의 95% 이상이 도시
지역
전체 발생의 95% 이상이 도시
지역

임시 정착지와 빈민가에 있는
과밀하고 열악한 곳에서 10억
명의 인구가 거주

210개국 1,430개 이상의
도시가 Covid-19의 영향을
받음

64개국에 있는 도시와 지역
사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UN-해비타트에
720만 불이 필요

24억 명의 인구에 대한 안전
용수의 공급 및 위생 지원
부족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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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이 유행병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에 있어서 밀도 개발 및 조밀한
개발과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고 검증이 된 원칙을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유행병은 도시의 구조에 균열을 노출시키기도 하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원하는 도시 생활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조치 안으로 위의 원칙을 바꾸는데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이 가득 차 있다.

이 유행병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더 포괄적이고 자립적이며 녹색의 복원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01

범위:
지역
도시
근린
빌딩

사람 중심의
대응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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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planning and networks of cities in Bahir Dar, Ethiopia @UNHabitat

지역의
규모
▪
COVID-19는 국제화 된 세계의
공급망을 붕괴시켰다. 도시와
지방을 이어주는 지역 연결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
중간 거점 도시와 3차 도시는
서비스의 질 및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필요로 한다.

▪
도시와 지역이 더욱 뛰어난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
주택, 기본 서비스, 열린 공간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강화를 하면 사회 복지, 환경 복원력, 
경제적 파워가 촉진된다. 

▪

▪

도시의
규모

파리는 “15분 도시”가 되길
원한다.

연결성과 대중 교통은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다.

새로운 개발 동력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ICT와 온라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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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rban Regeneration in Colonia Doctores, Mexico City @UNHabitat

근린의
규모

근린 시설이 잘 갖춰지면
15분 보행 거리 내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공공 장소를 적절히 설계하면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자립을 위해 도시 유휴지를
도시 농업 솔루션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Top: Indonesian construction workers from East Java gathering in their rented housing in Kuala Lumpur, Malaysia,
Source: The Jakarta Post . Bottom: Field hospital set up within a University in Egypt. Source: Albawaba

▪

▪

▪

빌딩의
규모

최소 주거 공간에 대한 기준은
야외 공간, 특히 임시
지역에서의 접근성으로
보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린
빌딩에 대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대체 용도를 위해 유연한
설계나 대규모의 일회용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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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적, 경제적 전략

위: 오래된 와인 공장이며, 수직 주차장은 부흥 지역인 안트워프의 중앙도서관으로 개조, 
출처: IRISStudieBureau 아래: 뉴욕시, 토지의 새로운 이용, 고기를 포장하던 거리의 변모. 
사진: 콜린 밀러(Colin Miller)

도시
재생

토지 사용과 도시 정책

• 이미 존재하는 최적의 용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은 토지 이용
정책을 통해 복구를 장려하거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변경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빈
공간과 열악한 공간을 파악해야 한다. 

주택과 경제

• 빈 공간을 집, 일터, 지역 사회의
허브로 재개발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하도록 한다.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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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역사적인 공장이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색 공간과 600개의 신규 기업체 공간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 출처: Landezine . 아래: 밴쿠버에 있는 분리 자전거 도로.
사진: Paul Krueger/Flickr.

도시
재생

공공 편의 시설

• 분명한 특징이 있는 녹색 인프라와 지역을
도심에 제공하면 가족, 기업체,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 미개발 지역에 운동장, 운동 및 휴게 시설이
있는 새로운 공원들을 조성하려면 공공
투자가 있어야한다.

접근성

• 대중의 대규모 운송에 대한 옵션으로 도심과
이웃 지역을 선택적으로 연결해주는 활성
이동망(도보와 자전거)

• 도보 가능 거리 안에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 신도시에 대한 의제

▪ 주력 프로그램 1

▪ 체계와 C O V I D - 1 9 대응 보고서

▪ 미래 도시의 조건

보건과 도시 계획의 통합

UN-해비타트의
회복 이니셔티브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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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대한 의제

신도시에 대한 의제는 더 우수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에대한 비전 공유를 나타내며, 

도시의 과학을 기반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5주요 실행 축

▪ 도시에 대한 국가적 정책

▪ 도시 관련 법과 규정
▪ 도시 계획 및 설계
▪ 지역 경제 및 지방 재정
▪ 지역적 실행

아래를 위한 기준과
원칙

계획
건설
관리

도시 지역개발의 개선

e 1

주력 프로그램 1
포괄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웃과 지역 사회 개 요

(프로그램과 전략)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소외된 도시의 전략 지점들을 연결하고, 동적이며 다양하고
생동감이 있는 이웃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고르지 않은 기초
서비스의 분배

75%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년 전에 비해
기초 서비스를 덜 누리고
있음

분리된 공간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급
주택화 과정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기회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공 장소 및 연결성

도시의 많은 거주자들이
개방된 공공 장소 및 대중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시
공간

모든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저
인구밀도, 구식 또는
열악하게 계획된 지역이다.

공간상의
불평등 결과 1

통합 접근법과 공간 기반 접근법을 제공하고 인권이 본격적인 이슈가 되게 해주며 성에 따른 도시 빈곤
경험을 인식하고, 포괄적이며 문화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 재생을 위한 글로벌
규범과 추적 관찰 체계에 의해 도시 재생을 수행하는 지방 당국과 자치 단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결과 2

지속 가능하며 상황에 적절한 도시 재생 정책, 전략, 계획, 투자모델, 법률 및 재무 체계, 참여권과 모든
종류의 권리 침해에 효과적인 구제 수단 관련 권리에 대비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환경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조성이 된다.

결과 3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 과의 파트너십 및 커뮤니티 활동이 구축되며, 문화
유산과 도시 생태 자산을 보존하면서 소외된 도시 지역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이 실증이 된다.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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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나이로비:

나이로비 강
재생
이니셔티브

주력 프로그램 1
포괄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웃과 지역 사회

서울,
대한민국: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15

이라크의모술:

모술 구도시의 부활
도시 회복
및
재건

FS1 챔피온:

불평등
현장

발전
(진전을 보인 지속적인 작업)

레바논의 베이루트:

베이루트
도시 회복
체계

멕시코의 칸쿤:

이쿼티 파크(Equity Park)

기회

•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지침과 수단의 규범적 개발을
위해 기존의 파트너십과 각각의 경험 위에서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UN의 범시스템적
전략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UN 개발 시스템의
조정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강조한다

• 철저한 정보 수집과 격차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점을 범도시적 전략의 개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도시화 정책으로 본격 이슈화

• 민간 부문 참여 촉진 및 지역적 수입의 창출을 위해
지방 정부 및 각각의 파트너 업체를 위한 능력 평가 및
개발 계획

16

주력 프로그램 1
포괄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웃과 지역 사회 성공의 길

(기회와 걸림돌)

걸림돌

• UN-해비타트에서 지구촌,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에
참여했지만 남아 있는 서류가 별로 없다.

• 조정 관련 메커니즘이 한계가 있는 파트너
업체로부터의 다양한 도시 재생 이니셔티브

• 국가 및 도시 차원의 개발 의제에 통합된 사안에서
도시 재생 관점의 종합적 본격화 부족

•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한계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프로세스 및
관리에서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와 함께 참여할 지방
정부의 능력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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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책 요약
및 대응 계획

2030 의제를 향해 더 나은
구축 작업을 위한 기둥:

1. 보건 우선
2. 사람, 사회적 보호망, 기초 서비스의
보호

3. 일자리와 경제 회복의 보호
4. 거시경제적 대응 및 다자간 협력
5. 사회적 결속 및 지역 사회의 복원력

미래의 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재고 및 변혁의
시급한 필요성

1. 불평등 및 개발상의 적자 해결
2. 지방의 참여자, 특히 지방 정부들의
능력 강화

3.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성이 평등한
녹색 경제 회복 추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는 보건, 
인도주의, 사회경제적 대응

1.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임시 정착지에 대한 솔루션 지원

2.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도시 데이터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도표화 및 지식의 제공

3. 경제적 영향 완화 및 회복 개시

유행병 시대에 미래 세계
도시의 상태

제안된 보고서는 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COVID-19 대응 및 영향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COVID-19 이후에 도시 개발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핵심이 있다.

목표:
1. COVID-19가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의 문서화

2. 도시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걸림돌과 기회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 도움

3. 현 상황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전술적인 대응 촉진

상태에 대한 재고,
지역 거버넌스
메커니즘 재조직

COVID-19
대유행의

도시화 및 거버넌스

도시 형태론에 대해 재고,

도시의
밀도,
빽빽함,
기능에 대해
새로운 증거
도입

도시의
시스템적
빈곤과
불평등

COVID-19의 영향
해결

현재의
도시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고.

도시 경제,
성장, 

투자와 노동 시장,
COVID-19의 영향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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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도시 계획의 통합 ＂도시 계획이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계획이 필요한가?”

2020년 5월, UN-해비타트와 WHO 공동 출간

SMG와의공조를통해
저술된도시재생및
사회경제 회복핸드북

2015 2016

2016 2020

2015

+

2015

보다건강한
환경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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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가들은 모든 부문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여러 규모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복원력과 포용력이 있는 녹색 도시를 보다 멋지게 구축하려면 보건과 도시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

올드 노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오늘날 도시에서 목격이 되는 몇몇 변화는 뉴 노멀의
일부가 될 것이다. 

기초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복원력 구축을 위해 취약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다. 

지방 당국에게 다시 권한이 주어지고 재생과 도시 회복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Twitter: @RafTuts

도시재생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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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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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기능과지역사회회복력이다시상승하는열쇠, COVID-19

NORLIZA HASHIM
Chief Executive, URBANICE MALAYSIA

2020 서울 도시재생 컨퍼런스
2020년 10월 22일

We have international and local 

partners to technically and 

financially support projects and 

programs by bringing expertise 

and resources that shall 

demonstrate multi solutions to 

overcome urban challenges

We provide the support 

for Innovations on 

sustainable smart 

urban solutions by 

working with cities to 

test, implement and 

scale up.

We champion SDGs as a 

means to address 

current and future 

urban challenges for 

Malaysia and links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localizing its 

implementation

We provide platforms for 

knowledge sharing on 

sustainable practices and 

solutions by pooling resources 

from all partners.

INTERNATIONAL & 

LOCAL 

PARTNERSHIPS

3

SDGS’S PROGRAM & PROJECTS

4

KNOWLEDGE 

PLATFORM & 

MANAGEMENT

1

URBAN INNOVATION HUB

2

지속가능성 및도시 복지를 위한전문 조직 (CoE)

지식플랫폼및
관리

도시혁신의허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국제및지역
파트너십

모든파트너의자원을통합하여
지속가능한관행과솔루션에
대한지식공유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의현재와미래의
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 SDG를옹호하고

현지화된실천을위해공공및
민간부문을연결합니다. 

도시와협력하여테스트, 구현
및스케일업을통해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솔루션에대한
혁신을지원합니다. 

도시문제를극복하기위해다중
솔루션을도입하는전문지식과
자원을제공함으로써프로젝트및
프로그램을기술, 재정적으로
지원할수있는국제및지역
파트너십을보유하고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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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5일부터코로나바이러스의첫양성사례이후말레이시아는현재까지 18,758 건의확진사례가있습니다.
그중 56%는말레이시아반도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에살고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코로나19

전세계총확진사례: 39,573,043건

총사망자 : 1,109,070
영향받은국가 수: 215개국

2020년 10월 16일현재

말레이시아 반도에서양성 사례의 56%는 9백만명이거주하는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 푸트라자야 및네게리 셈빌란에서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내총확진 사례:   11,599 건)

말레이시아에서는 도시 거주인구가 78%에육박합니다.  오늘날 도시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곳이상으로
기능하며, 생활 및경제공간으로 세계 GDP의 80 %를차지합니다.

도시의기능

도
시

도시적 기능

제공하는 서비스

• 주거/생활
• 직장: 상업/산업
• 시장
• 교육
• 보건
• 레저

• 공공서비스
• 문화
• 음식
• 종교
• 안전및보안

• 운송망
• 상수도망
• 에너지망
• 통신
• 배수망
• 고형폐기물관리
• 하수도망
• 도로망

말레이시아

인구 - 3,237만명 (2020)

도시: 320개

• 도시 인구 2,550백만 명

• 총 GDP의 70%

• 도시화 비율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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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직면한주요과제들

실업률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30 년 전(1989–5.7%)이후 2020년
5 월 5.3%(836,000)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도시 지역주민은 여러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소비자지출
소비자 지출은 음식, 통신 및교육을 제외하고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건강
말레이시아인의 50% 이상이 코로나 19 봉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최전선으로서의도시-변화를위한기회
도시는도시전체를대상으로한조치를실행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는동시에, 상향식및혁신적인복구전략을위한
실험실이기도합니다. COVID-19는 포용적이며친환경적인스마트도시라는 새로운도시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가속화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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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도시화
도시화를위해서는좋은계획, 설계및거버넌스를통해아무도소외하지않으면서도도시환경뿐아니라삶의질을
변화시킴으로써도시를변화시키는데초점을맞춘지속가능한의제가필요합니다.

단일한 보편적 의제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살기 좋은
수준과 가구, 동네를 형성합니다.
의제는 도시의 시대에
응답합니다. 도시에 의해
활성화 된성장뿐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식합니다.

모두를위한도시를위한권리보장

도시의요구에부응할필요

말레이시아 SDG 도시들의 3가지주요결과

결과 1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및개발 보장
SDG 1, SDG 2, SDG 3, SDG 4, SDG 6, SDG 7

결과 2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SDG 5, SDG 8, SDG 9, SDG 10, SDG 16, SDG 17

결과 3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에 대한지속 가능성 촉진
SDG 11, SDG 12, SDG 13, SDG 14, SDG 15

지속가능한도시정책의성과측정
말레이시아의 SDG 도시들은오늘날의과제를해결하고도시가지속가능한도시화를 주도하도록
장려하기위해추진되었습니다.

Revised on 15th June 2020

결과를 측정하는 264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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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SDG 도시
- SDG의목표와세부목표는지속가능한의제로다시돌아가게도와줍니다.
- 팬데믹에대응을위해 SDG를어떻게재구성할수있을까요?

코로나19에즉각적인대응을위한 SDG

지역사회복지를보장하기위한 4가지주요 SDG

미래의보장을위한 SDG

4가지주요환경 SDG

회복에초점을맞춘 SDG

행동개진을위한 4가지주요 SDGs

지역문제 이해

교통및인프라

수자원관리

폐기물 관리 및 위생

주거

도시계획 변화를위한
도시의과제 및
기회 파악

보건및삶의질을
위한개선된
인프라역할이해

지역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한주거
시설에대한 요구
조정

토지사용과교통
및인프라계획에
대해보다통합된
접근방식

공동체회복을위한주요과제

CITY

프로파일링 및 진단

1.도시데이터검토
도시의 기준 정보 과제 및 문제
기존 청사진 및 개발 계획
현재 향후 계획 및구현 단계

2.SDG 및 NUA에 대한 파악및
조정과많은 활동이 SDG 및
NUA와연계된다는 점인식

3.격차분석
현재 상황에서 격차는 어디에
있는가?

도시성장

지속가능한도시재생및지역사회탄력성
팬데믹은도시의지속가능한재생을위한시간을주었습니다. 도시는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도시를
변화시키는재활성화계획을통해전체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재생되어야합니다.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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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역의
상태 개선

대중교통 시설및 운영
범위의 확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더 많은
체육 활동및
행사 조직

일자리 기회
창출

더 많은공원과
녹지 조성

안전 &

보안

외국인 근로자감축
및 지역주민에
우선 순위

여가용
공공 해안을
깨끗하게

적절한 가격의
주거

적절한 가격의
다양한

스포츠 시설

유기된 사업및 부지
재개발

맹그로브
서식지
보호

관광산업
시설
유지

보다 즐겁고
휴식 및여가
시설

적절한 가격의
물가

기본 공공환경 및
시설 개선

생명과 환경의
보호 및보존

지역 역사와
문화 유산의
보호
및 보존

숲보호

강 수질개선

각도시의차이: 현지인에게맡기기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대중 인식
조사 는성능 평가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도시는저마다규모, 수용력및자원에따라각기다른구현솔루션과도구가필요합니다.

국민의경제, 중소기업의회복을돕기위해다양한부양패키지를도입합니다.

경제생태계의부흥

2020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감소
2021년 목표성장률: 6.3~7.5 %

2.61%

이 2020년에 일자리를 잃을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4~5%로
예상됩니다.

950,000명

의중소기업은문을닫습니다

40% ↓

의자영업자들은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47%

의소득이감소할 것입니다.

35.5%

• 지역경제
• 생산성
• 디지털전환

단기 경제 회복 계획: 40가지
이니셔티브에 3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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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역량강화: 디지털전환, 기술및혁신

도시경제활성화를위한신경제의등장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2,700 억링깃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총 GDP의 약 18 %에 해당합니다.

말레이시아의 ICT 접근성

라이드헤일링운전자
10만명

이용자 750만명

등록된숙소 44,000여곳
2018년이용자 2백만명
2019년이용자 325만명
소비비용: 212만달러

소비자패턴및소매동향의변화
- 온라인쇼핑은이미성장추세였으며MCO와함께시장은성장했습니다.
- 소매공간에대한수요재검토

두바이의 드라이브 스루 몰개념

대형 슈퍼마켓은 소규모 상점과 전자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말레이시아의 전자 상거래 시장 확대 및물류 확대

현재 2,600만명 이상의 말레이시아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GlobalWebIndex의데이터에 따르면 16~64 세사용자의 80 %가 이미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인은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재에 2억770만링깃을 지출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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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과생산성높이기
쿠알라룸푸르의구조계획초안은도시경제를보다혁신적이고생산적인경제로전환하고자합니다.

쿠알라 룸푸르의 창조문화 지구
KL CBD에 350 헥타르

쿠알라룸푸르가
주목하는 미래

출처: Draft KL Structure Plan 2040

출처: Draft KL Structure Plan 2040

쿠알라룸푸르의기술허브

• 핀테크
• 전자 상거래
•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 디지털 경제
• 빅데이터 및인공지능

살아있는실험실로서의도시
쿠알라룸푸르의초안구조계획은건물을개조하고용도를변경하는등도시와지역사회를변화시키는
핵심으로혁신과기업가정신을장려합니다.

소매업용 저렴한공간

빠르게부상하는 쿠알라룸푸르의 공동생활 및공동작업공간

SPACE

LEARNINGS

COMMUNITY

KUALA 

LUMPUR AS 

A LIVING 

LAB

사업및오피스용 저렴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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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DECREASING IN POPULATION

EXISITING PROJECTIONS

P
O

P
U

LA
T

IO
N

Tahun

1980 1991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Sumber: 

1. Jabatan Perangkaraan Malaysia, 2018

2. Pelan Struktur Kuala Lumpur

919,610

1,145,132

1,305,792

1,627,172

1,793,200

1,910,700

2,166,320
2,253,970

2,034,700
2,122,100

Projected 

Population 2000

Population 

Projections 2020

2,200,200 2,200,200

PROJECTION 

2040

1.00

0.73

CAGR (%) 

2017 - 2040

도시성장관리

Current Landuse, 20181 Land Available for Development2

13.65%

0.17%

Land Suitable 

for Development

Empty Land for 

Development

도시에서 교외로의 이주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 감소

Reduction of Land

쿠알라룸푸르(KL) 지역개선프로그램 : 근린 개선 및 비즈니스 개선 지구

Source : Draft KL Structure Plan 2040

22 비즈니스 개선지구
21 산업 개선지구
20 근린 개선Districts

쿠알라룸푸르의인구감소

현재까지 예상

2000년
예상인구

2020년
예상인구

인
구

2040
년 예상

도시성장관리

KL 와대도시의 활성화 지역

출처: 2040 KL 구조화 계획 초안

재생 도시

공터 개발의 장려

공중 및지하 공간 활용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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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비애 –다시생각하는디자인
- 25% - 32%의사람들이 집안체류제재로인해심적스트레스호소

얼버니스 말레이시아

KOMUNITI HAB에 대한 니즈평가 수행

여성남성

응답자 131명

평균
가족수

MCO 중에의료
서비스어려움겪음

네
아니요
무응답

MCO 중에아이의
재택수업횟수

매주 자주
자주
드물다
없음

수입 약간
감소

모름

기타

수입 전체
손실

수입의 반
손실

기타

무급 휴직/반
지급

직업 잃음

MCO 중지출불가능가계비 MCO 중재정지원

개인 대출

집세

학비

기타

MCO 중지원출처(돈/생필품) MCO 중정신적/심리적지원을받는가정의
백분율

가족/친구

정부 기관

이웃/지역 사회

NGO/민간 부문

기타

없음

가족/친구

정부 기관

이웃/지역 사회

NGO/민간 부문

기타

없음

인구밀도재논의?
-유행병으로인해도시의인구밀도재논의에대한요구

말레이시아도시의인구밀도 증가중
제곱킬로미터 당 6,890명

싱가포르(제곱 킬로미터 당 8,109명)
홍콩(제곱 킬로미터당 6,677명)
페낭섬(제곱 킬로미터당 2,465.5명)

세계 은행 연구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핵심 요소
중국 내 284 도시에 대한 자료를 두가지
상관 계수에 의거해서 수집: 
(i) 10,000명 당 코로나 확진자 수 (ii) 번화
지역의 인구 밀도

도시의밀도와전염병에대한취약성을
연결하는것은명백한연결처럼보일수
있습니다.

결과:
상해, 텐진, 주하이처럼 인구밀도가아주
높은도시는 10,000명당확진자수가
아주적었다.

코로나감염자수가최고였던도시들의
인구밀도는제곱킬로미터당
5,000~10,000명이었다.

도시의인구밀도는코로나시기에적이아니다.

대항: 중국이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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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모든사람들을위한주택
주택은아직도도시에있어서가장중요한의제이고, 수요와니즈에부합되도록균형을잡는것이중요하다.

걸림돌:
• 도시의주택 규모축소중
• 경제적주택 및주거에대한요구
• 주택 소유를 위한경제성 부합
• 공급과수요의 불일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솔루션 재고
- 재택근무 기업가의증가 –주거및 근무공간에 대한 융통성재고 필요
- 가정집겸가게 부활 –주거 및 근무
- 새로운도시 거주자와노숙자용 임시숙소
- 소유주택임대
- 임대용미니 주택
- 소득수준이다양한사람들의혼합거주용공동주택

노후도시를친근하게만들기 –우리도시의미래입증
말레이시아인구의 7% 이상의 65세이상이고, 2045년에이르면 15%에이르는고령화사회가된다. 

우리의보건시스템을강화하고노령층을위해구축된환경과시설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친연령 지역
사회

야외 공간
및 건물

지역 사회지원 및
보건 서비스

사회적
참여

존중 및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및
고용

교통

소통 및정보

남성
1970년수명

61.6세

2015년수명

77.4세

2015년수명

72.5세

여성
1970년수명

65.5세

말레이시아인 장수

인구의

7.9%

인구의

8.8%

인구의

10.6%

인구의15.3%
(예상고령화상태)

인구의

19.8%

말레이시아인구중 60세이상이
차지하는비율은수년간꾸준하게
증가하고있고, 상향추세가지속될
것으로예상

함께늙어감

대부분의노인들은자녀(88.8%), 

배우자(34.1%), 가족(16.1)

순으로 그들의보살핌을받기
원하여, 8.6%의노인들은스스로
돌볼예정

60세이상의말레이시아
국민을위한생활방식
인구통계학적, 사회적추세에따르면나이가많을수록혼자살거나
배우자하고만함께살기를원함

노인의 77.6%가현재거주지에서
이사하길원하지않음. “현거주지에서늙는
것”을선호하거나어느정도의독립성이
유지된상태로지역사회에머무르기원함

출처: “노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구통계학적변천, 정책, 계획에의거한반응“-
인구계획관리국제위원회출간

혼자

배우자만함께

배우자및자녀와함께

자녀만함께

손자, 손녀만/다른사람들과함께

노령층의
주택과
거주지에대한
수요가
2030년까지
수년에걸쳐
증가할것으로
예상

주택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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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시의 녹색농도 증가
-건강한생활방식으로이어지는지역사회의 특성과녹색도시공간

2,062.22 Ha/1.88 M population
(10.96 m²)

KUALA LUMPUR
10.96 sq. m. per person

WHO STANDARD
Ideal - 50 sq. m. per person 

with a min of 9 sq.m per 
person of 2,062.22 Ha/1

NPP  has set the 
target of  2 hectare 
of green space for 

every 1000

4,500 
HectaresKuala Lumpur needs

by 2040. Current is
3,493 hec

NPP는인구천명당
2헥타아르의녹색
공간배치목표를설정
= 1인당 20제곱미터

4,500헥타아르

2040년까지쿠알라룸푸르의
목표, 현재 3,493헥타아르

쿠알라룸푸르
1인당 10.96제곱미터

2,062.22 Ha/인구1.88 M
(10.96 m²)

WHO 기준
2,062.22 Ha/인구1.88 M

(10.96 m²)의사용가능공간에서 1인
당 최소 9제곱미터, 이상적으로는 1인

당 50제곱미터

사용등급규칙구분의일환으로도시농업허용
-지역사회를위한식량보안으로서향토식품의생산

1.토지이용및식량정책의구성요소로서계획과정에도시농업
포함

2.도시농업구역설정및관련프로세스허가. 이에해당되는
사항은아래와같다.

모양을갖춘공동체정원및도시농장

• 식량안보개선
• 토지사용의효율화
• 공동체의식창출
• 건강에좋은음식생산
• 지역주민을위한일자리제공
• 새로운학습기회제공

도시 유휴지를 도시 농업을 위해 사용빌딩 꼭대기에서의 도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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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재생에서문화와유산의중요성

정체성에대한필요
균형잡힌보존과새로운개발
- 유산보존
- 도시의예술문화공간

People Cities

Not about Buildings – Its About the Soul and Life of the City

History & Culture
Protecting history and city’s legacy

Identity
City’s legibility and character

Place Making
Place for people and sense of being

사람들의 도시
건물보다 도시의 영혼과 삶이 중요

역사와문화
역사유산과도시유산보호

정체성
도시의명료성및특성

장소만들기
사람과존재감을위한도시

지역 사회를 교육하고 자신의 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 역량 구축을 개발 VISIKOMUNITI

(VISIBERSAMA)

TINDAKAN

SENARIO
PERUBAHAN

TREN

KEPERLUANDAN
KEUTAMAAN

ISU,POTENSI&
SUMBER

KEJIRANAN

FAKTA&
STATISTIK

LATARBELAKANG
KEJIRANAN

SEJARAH,
BUDAYA

DAN
LAIN-LAIN

PELANTINDAKANKEJIRANAN

KEJIRANANMASAKINI

이웃공동체

공동체 실행 계획

지역계획담당당국

지역의법적 청사진
관리

실행및예산계획

도시의관리 및예산계획을향한 의견개진뿐만아니라
계획관련법적 서류를준비할 때지방자치단체를 지원

공동체의역할 : 공동체실행계획
공동체를장려하여웰빙을향상시킬행동을결정하는,적극적이고대응력이좋은공동체를장려하기위한
이웃실행계획

공동체비전
공유된비전

공동체실행계획

오늘날의공동체

실행

시나리오
변경

추세

사실및
통계

현안, 가능성및
자원 니즈와우선

순위

공동체에대한
데이터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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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ce CCR –공동체
탄력성을 강화하고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니셔티브를 모으기 위한
공유 및소통 플랫폼

공동체탄력성을향한공유플랫폼

디지털 평등-
디지털

PPR 거주자에 대한
허가 ..

그래픽
디자이너가
설정하는…..

Orang Asli을위한
공동 사업

옐로우
하우즈

공생
연금술

이웃 공동체 Keoh예술
안전 공간
프로젝트

협업공동체
탄력성 공식적으로

이제부터우리의협업공동체탄력성이활성화!

오늘 www.ccr.urbanicemalaysia.com.my를
방문해서이니셔티브를공유하고게재도하십시오

KOMUNITI HAB

지속가능한 도시의제를향한 공동체의역량강화

뒤쳐지는 사람이아무도없도록 –주인 의식을통해

KOMUNITI HAB는공동체의니즈에 따라기능을하는
융통성이 있는공간이며, 제공되는 시설은 공동체의
특정관심사에 맞게조정된다. 

새로운 세대의 사회적 공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욱 생산적인 공동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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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B 접근법은정부지출및정책이사회의여성과남성에영향을미치므로,우선순위와실행에결정을위한
지역의참여가포함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지역혁신이다.

성인지예산

출처: PWDC 

주택과공공시설프로젝트를위한페낭의모델

1단계:

표적 집단과 사용자에 대한 니즈
평가: 광범위한 성 및사회적
현안 파악

2단계:

양성 평등과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우선 순위 및목표의 정의

3단계:

규명된 목표/우선 순위의 실행
4단계:

평가
(핵심 성과 지표/성별 수혜 분석)

저가아파트의 GRPB 공동체프로그램사례

빌딩유지보수에대해
23%의여성, 20%의남성이찬성

여성 남성 총

빌딩
유지보
수

청결지역
보안

주차장 운동장 교육/인
지
프로그
램

프로
젝트

GRPB 페낭모델

표현
성주류화

우수한 가버넌스

성인지 예산(GRB)

지역위원회

참여 예산(PB)

시민

파트너십
역량 강화
민주적 공간

능력
배양

구조와
매커니즘

예산
주기

2016 – 2018 전략적실천계획:

페낭지역자치단체에서 GRPB의제도화

Digital Literacy 프로그램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 기술이 보낼

수있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파악, 사용, 이해, 평가, 

공유, 생성해내는 것은 능력이다.

우리는 기술 의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하다

‘새로운산업 혁명에서 디지털은
설계자 -모든 직업과 직장은
디지털이 뒷받침’  Helen Milner 디지털포용

디지털기술이부족하고잘활용할수없으면개인의
삶에아주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

열악한 건강

외로움
일자리와교육에대한기회축소

재정적외톨이

빈곤추락가능성증가

정부제공서비스가온라인위주로진행됨에따라
의견제시와내용을접하는기회가 부족해짐

• 노숙자
• 어린이와청년
• 장애인
• 하위소득 40%에
속하는사람들

• 노인층
• 미혼모와 주부

2030 지속가능의제를달성하기위해디지털지식의
격차에다리를놓아주는프로그램 –뒤쳐지는사람이

아무도없이모두를위한도시

표적집단

도시의 기능과 지역사회 회복력이 다시 상승하는 열쇠,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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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방향

1. Covid-19로 인해 모든도시와 국가가 많은걸림돌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모두가우리의경제와

안녕을되살리기위해필요한균형을찾기위해악전고투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걸림돌은도시와국가마다다르다.

2. 상황에적응하고이전보다더욱강하게딛고일어서기위해서는사람들의힘이필요하기때문에지역사회의복원력이

가장중요하다. 

3. 지속가능한의제를채택하는것이중대하며, 도시가자체적인기능을강화하고지역사회의복원력을구축하기위해

채택해야할아래와같은세가지핵심적인대들보가있다.

- 지역사회의참여가정책결정의중심에있는포용도시
- 디지털기술과혁신이효율적인서비스제공의토대이자도시현안에대한해결책이기도한스마트 시티
- 부와일자리의재분배를확고히하는데도움이되는모델을통해우리의지역사회의식과소비감소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사회주도형공유경제

감사합니다

norliza.urbanicemalaysia@gmail.com
www.urbanicemalaysia.com

우리의 도시와 지역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약속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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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rcin Krupa

Mayor, Katowice City,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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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카토비체 - 위치

베를린

프라하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고속도로 및 국도
고속도로(계획)

도시
수도

카토비체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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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도시 카토비체

카토비체

카토비체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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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 - 교통

카토비체 - 교통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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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 - 교통

문화 구역(Culture Zone) – 문화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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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벤션센터(MCK)

스포덱 아레나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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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실레지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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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의 절반은
울창한 숲
폴란드 녹지면적 2위 도시

쉼과 오락이 있는 도시

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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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쇼비에츠 구 광산노동자 다가구 주택단지 파밀로크(Familok)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20222004    2005     2006    2007    2008  

실레지아 시티 센터

유럽문화수도(2016)

지정 추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화 구역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제11차

세계도시포럼(WUF11)

바닥부터 시작해 이제는 변화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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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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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커뮤니티의 회복과 도약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Peter Bishop

Professor in Urban Design,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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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향적개발

서울도시재생컨퍼런스

2020년 10월

Professor Peter Bishop

University College London

Oslo

개방형시스템으로서의도시
유기적이고자기조직화

모호함

비계층적이고민주적

상호연결된교류의장

접근가능

기회가만나는무대

오밀조밀하고작음

“완전하지않기때문에항상적응해나감”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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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향적개발이란?

• 지역사회의 사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개발
•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혜택

• 광범위한 조합의 비금전적 결과로 측정

• 광범위한 합의 달성
• 모든사람들에 대한개방성 및접근 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포함이 될듯(적응 및개선 능력포함)

조화

세션 1  143



….또는분열?

참여도

통제

위임된권한

파트너십

회유

상담

통지

힘의정도

치료법

능숙한처리

형식주의의정도

비참여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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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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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사회적/물리적특성사용

1

거기에있는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2

가능한것을
키우라

3

사라진것을
정의하라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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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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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크로스현장 –런던중심부의 27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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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팩트
• 57 에이커개발가능

•거의 1km에달하는길이

• 9.5%가무직(런던내부 7.3%)

• 85%가공공/RSL(공공임대주택
등록업체)주택

• 67가지의다양한언어사용

•영국의빈곤병동상위 10% 존재

•건강문제에있어서캄덴평균보다 30% 

더높음

캄덴의핵심목표

•센트럴런던에서세계수준의개발진행

•주변지역과의사회적, 경제적및물리적통합

•보다넓은지역을아우르는재생

•유산보존및재사용

•환경에대해책임지는성과

•하지만… 여전히 “런던”의일부라는사실을자각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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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목표

• 오늘태어난아이(2001년)가 18 세가되어첫번째직업을갖게되면

마무리예정

• 킹스크로스의개발을통해크게향상될주변지역주민의삶

• 이웃과통합이되고공평성도갖춘일원이될킹스크로스

런던을위한디자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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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대화와협의

캠던 UDP 

채택

통합도시를향한캠던의

목표논문 “캉스크로스캠던의

비전”

캠던 UDP 13장에대한

조사관보고서 런던계획패널보고서

초안

이스팅턴지역계획

요약초안 대체 UDP 제안

수정

캠던 “핵심현안＂

UDP

싱담

캠던 UDP 

13장
착수금초안

캠던 UDP 

13장
착수금초안

캠던 UDP 

13장

채택

캠던계획및

개발개요

초안

캠던/이스팅턴

지역의공동계획

및개발개요 런던계획

채택

대체 UDP 수정

착수금초안

하위지역

개발체계

초안

캠던 UDP 

대체에대한

조사관보고서

시장,직접거부

않기로결정 SoS 불참

결의

상세 S106 

합의에대한

캠던의승인
사법심사공판

이스팅턴지역의거부삼각형부지

재생의

체계

체계의

결과

3x 계획의적용

8x 유산의적용

3x 수정계획의

적용

LB 캠던

허가/동의부여

의결

LB 이스팅턴지역

허가부여

의결

계획허가

및관련

동의부여
현장공사착수

재생의

변수

사람을위한

도시의원칙

착수

킹스크로스: 계획 허가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여정

핵심현안

• 주택/적정 가격 주택

• 유산과의 “균형성”

• 공공영역의 선정/관리

• 환경적 지속유지가능성

• 지역고용

• 모든사람을 위한장소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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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
학
생
층

성
인

(경
제
활
동
층

)

비즈니스자원봉사프로그램[F]

사회및지역사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지역사회안전개선[I]

새로운초등학교아카데미[J]

MUGA[J]

가스홀더 8[J]

탐험센터[K]

수상교실[K]

핸디사이드공원의새로운실내레저시설[L]

LEAP/LAP[L]

새로운보건시설[M]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놀이로서의공공예술[Q]

운하및물현미경의개선[T]

새로운적정가격주택[NN]

건설훈련/수습[A]

사회공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지역사회안전개선[I]

MUGA[J]

새로운실내레저시설[L]

새로운적정가격주택[NN]

새로운보건시설[M]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운하및물현미경의개선[T]

버스서비스개선[NN]

건설훈련/수습[A]

기술및채용프로그램[B]

지역사회기업이니셔티브의지원[C]

소규모비즈니스공간의제공[D]

자발적섹터공간의제공[D]

지역비즈니스지원및법적구매[D]

비즈니스자원봉사프로그램[F]

사회및지역사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지역사회안전개선[I]

가스홀더 8[J]

새로운실내레저시설[L]

새로운보건시설[M]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운하및물현미경의개선[T]

사회및지역사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확실한시작 / 어린이센터[J]

LEAP/LAP[L]

새로운보건시설[M]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새로운적정가격주택[NN]

놀이로서의공공예술[Q]

MUGA[J]

가스홀더 8

수상교실[K]

버스서비스개선[HH]

새로운실내레저시설[L]

새로운보건시설[M]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새로운적정가격주택[NN]

비즈니스자원봉사프로그램[F]

사회및지역사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지역사회학교개선[I]

중등학교의기여[J] 

추가관리적정비용주택[NN]

사회및지역사회기금[G]

새로운지역사회시설[H]

지역사회안전개선[I]

새로운실내레저시설[L]

지역가로경관/개방공간의개선[O/P]

운하및물현미경의개선[T]

상점이동성[FF]

버스서비스개선[NN]

요양원[MM]

1990년
도시및
국가계획
법의

106조

공유가치창출

킹스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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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런던의 사무실가치

0

20

40

60

80

100

120

140

Q
2

'0
9

Q
3

'0
9

Q
4

'0
9

Q
1

'1
0

Q
2

'1
0

Q
3

'1
0

Q
4

'1
0

Q
1

'1
1

Q
2

'1
1

Q
3

'1
1

Q
4

'1
1

Q
1

'1
2

Q
2

'1
2

Q
3

'1
2

Q
4

'1
2

Q
1

'1
3

Q
2

'1
3

Q
3

'1
3

Q
4

'1
3

Q
1

'1
4

Q
2

'1
4

Q
3

'1
4

Q
4

'1
4

Q
1

'1
5

Q
2

'1
5

City

West End

Victoria

Midtown

South & East

Canary Wharf

King's Cross

도시

웨스트엔드

빅토리아

미드 타운

사우스 이스트

카나리 워프

킹스 크로스

그로부터전달된사항

• 47% 적정가격주택(약 950채 + 600 채학생용)

• 지역에서의훈련및고용
• 새학교, 공공수영장및스포츠센터

• 10개의새로운광장및 1개의공원

• 한개의전공과정대학
• 557,418제곱미터의 상업공간건평

• 독립상점및식당
• 새로운런던

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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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향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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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 홍제호롱- [스튜디오 이유] 이승엽, 유하연 
▶ 홍제굴럭- [굿럭 굴럭] 류명주, 김용현 
▶ Map of Mansion- [조각모음]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세션 2



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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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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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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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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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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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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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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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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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세션 2  169



I II III

2-3F
공유캠퍼스

2-3F
공유캠퍼스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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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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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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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약 230M

I II III

세션 2  173



범 례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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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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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 II III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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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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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의 공간 발견과 도시재생

• 원칙
- 홍제 지역 전체적인 재생계획이 아닌 특정 공간에 대한 재생방안에 대한 고민
(소소한 일상의 공간,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발견)

- 공간기획과 함께 그 안의 콘텐츠 및 운영방안도 함께 제시
-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팀만의 아이디어를 구체성 확보

•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디자인 구성
- 홍제지역 내 대상지의 선정과정, 선택이유
- 대상지의 공간적 재생기획, 운영/콘텐츠의 아이디어
- 홍제지역 확산 될 수 있는 연계 및 확산방안

I II III 

홍제 도시재생지역 내 공간과 사람에 대한 발견과 이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의 발굴

컨설팅, 교육, 지역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우수 아이디어/콘텐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영 검토

최종발표 (서울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연계)

✓ 【Networking】 주민과 도시공간의 관계맺기를 통한 콘텐츠 발굴 → 기획 → 실행
✓ 현장답사, 전문가 컨설팅 및 비대면 교육과정

청년과 함께한 도시재생 실험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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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 청년건축가 팀별 구성 (총 13인)

구분 팀원 비고

1팀 권현경, 고수정, 이다혜 3인

2팀 이승엽, 유하연 2인

3팀 박철형 1인

4팀 김용현, 류명주 2인

5팀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3인

6팀 김수경, 고태욱 2인

홍제의 미래가 될 청년들과 함께한 도시재생 생활실험실

The Urban Living Labs for Better Ideas and Changes
in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짧은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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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홍제호롱
스튜디오 이유

(이승엽, 유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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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Studio.2U

과거 홍제원의 사용

-중국사신들을 위한 공관/ 쉬는곳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 준비하는 곳

홍제원의 본질적인 가치 찾기

과거 홍제원의 가치

-대륙과의 문화교류의 시발점

홍제원 가치의 연장, 새로운 가치 부여

-시장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
-유진상가 공유캠퍼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
-문화교류와 경제교류가 가능한 쉼터

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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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큰길에서 보이는 시장의 시각적 입구

② 다양한 동선의 겹침

큰길에서 가려진 인왕시장 입구를 암시하는 쉼터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노드점

③ 가까운 대형 상업시설
쉼터의 이용을 통한 시장과 마을의 공존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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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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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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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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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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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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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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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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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홍제굴럭
굿럭 굴럭

(류명주,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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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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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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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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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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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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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일상공간의 변화를 위한 도시재생 실험실

Map of Mansion
조각모음

(신승아, 이용철,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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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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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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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214  세션 2



세션 2  215



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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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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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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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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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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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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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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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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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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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Idil Ayral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팀 성수]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도심 힙지로] 박현진, Ehab Shahat, 강동균
▶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UOS Urban Regeneration Researchers] Yuan Hu, Aizhan Syzdykova, 김영주, Kavitha Ganeshamani 
▶ 전문가 리뷰 및 토론 - 양용택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Laura Petrella Chief, Planning, Finance and Economy Section, UN-Habitat- Ahmed Eiweida Global Coordinator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World Bank Group- Kaveh Haji Ali Akbari CEO,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 of Tehran

세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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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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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사람은 같습니다.

그럴 만한 좋은 곳이 있다면 공공
장소에 모일 것입니다.”

- 얀 겔, 덴마크 건축가 및 도시
디자인 컨설턴트

서울시도시재생의해석
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위한
사람중심의도시재생

"문화와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사람은 같습니다.

그럴 만한 좋은 곳이
있다면 공공 장소에 모일

것입니다.”

– 얀 겔, 덴마크 건축가
및 도시 디자인 컨설턴트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I – 배경
서울의 도시 개발

II – 개요
서울의 도시 재생
- 난지도 매립장의 공공공간화
- 청계천
- 북촌 한옥마을 보존

III – 사례
서울의 새로운 도시 재생
- 구 도심 관리
- 서울로 7017

- 문화비축기지
- 을지로 재개발

IV – 결과 및 향후 전망
새로운 과제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서울
- 여의도 공원, 월드컵 공원
- 경의선 숲길
- 서울식물원

V - 서울의 상징들

목차

신구가조화롭게공존하는덕수궁조감도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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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서울의도시개발

1982년 삼성동1975년 송파-잠실 지역 1987년 신천동
서울은 1980년대부터제조업에서

IT 산업으로의변화, 대규모발전, 
민간교통수단의증가등으로인한

도시 재생의과정을거쳤습니다.

그영향은도시의이미지와도시
공간에서드러났는데, 쇠퇴혹은

소멸되는건물과관련한도시문제가
증가하고주민들사이에갈등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이러한도시
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 도시

정책이마련됐습니다.

출처: photo.chosun.com
1914~2013

한국

전세계

도시
경쟁력

세계 6위
2017 (모리기념재단)

한국전쟁이후
놀라운경제성장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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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만을 우선시하는 개발로 인해
어떤 가치들은 가려졌습니다.

도시의 대규모 철거 및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격렬한 갈등으로 지역 사회가

해체되었습니다.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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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배 이상

전국상위 20% 소득계층은하위 20%에비해 4
배더높은소득을얻습니다.

소득 격차

2010: 8.4%
vs. 2016:

12.3%

청년 실업률

2000~2015년
서울의 연간 출생률:

40% ↓

출생 수

글로벌저성장추세와저출생역시
서울의새로운과제가되고있습니다.

천년이상의역사를자랑하는서울은
바람직한방식으로개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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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도시재생은도시를성장및발전시키기위해시민이
원하는방식으로직접형성하고, 개발하는도시정책입니다.

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발전에초점을맞춘
도시계획입니다.

개요
서울의 도시 재생

서울의도시재생사업은
네가지주요유형으로분류됩니다.

역사 재생 산업 재생

주거 재생 문화 재생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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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서울시는이미다양한
주제별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천을 재건하여

도심을 재생시킨청계천

서울시는이미다양한
주제별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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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철거, 하천 재건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깨끗한물과산책로가있는환경은
대중적인문화 예술의 장이되었으며
일상생활에더많은여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출처: 서울시

지속가능한서울-청계천

1976년고가도로로뒤덮였던청계천은
도심속자연요소로복원되었습니다.

서울도시재생의핵심방향은
'다함께 잘 살고'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도시를 '다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한옥을 재건하고

지역의 역사를 복원한

북촌

서울시는이미다양한
주제별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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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도시를만드는것은?

좋은도시를만드는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Sustainable (지속가능한) Equitable (공정한) Unique (고유한) Liberal (자유로운)Originative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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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지역거버넌스

도시를변화시키는것은대규모
사업이지만가능합니다.

변화를유지하려면비전, 자원, 인내등
많은요소가필요합니다.

모든도시의더나은미래를만들기
위해가장효과적이고지속가능하며
사람중심으로사업을설계할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는도시에서지속적이고의미있는
변화를만드는방법을이해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성곽마을

북한산인근
저층주거단지

백사마을

서촌

문화비축기지

상암/
수색 세종대로

노들섬

남산동, 예장동당인리

G밸리

영동

광운대학교역

돈의문

도시 전역 164곳에서 수행된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
사업-중점지역 37곳

서울도시재생사업 15 곳

주거환경관리사업 84 곳

도시활성화사업 11곳

생활환경개선사업 2 곳

골목재생사업 13 곳

마을회복사업 2 곳

사례
서울의 새로운 도시 재생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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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서울시는북촌 한옥마을
보존명령을내렸습니다.

수리및리모델링에대한재정적
지원에대한대가로주민참여를위해
'한옥 등록제'를시행했습니다.

거리경관이개선되었고서울시는철거
위험에처한한옥주택을일부
구입하여문화센터및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했습니다.

서울역사재생-북촌한옥마을보존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성장 확장개발

사람 중심으로

보존 공동체역사

서울구도심에는 160여개의역사적건축물과다양한역사적자원이있습니다.

미등록역사적건물:
(2011년현장조사목록)

•현대식건물: 411개
•지정된한옥마을외한옥 574개

•
•
도시생활유산: 154개
기념비 : 263개

•
•
•
•

보호대상고목: 44
바위새김: 23개
시기별도시배치도
역사적산/도시전망도

5

서울의역사재생-구도심관리

1990 년남산 복원 사업을통해
남산골 한옥마을이복원되었습니다.

대중은역사와 문화 유산이풍부한
구도심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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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마을

청계천

혜화문

광희문서소문

창의문

숭례문

돈의문 흥인지문

숙정문 낙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성북

명륜
혜화

이화
창신

삼선

창신

광희

다산

부암

행촌

성곽마을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248  세션 3



사람중심의지속가능한서울-서울로 7017

출처: MVRDV, SMG

서울로 7017 사업은기존의디자인
구성요소를재사용한뛰어난
사례입니다.

서울의스카이가든은고가도로를
보행로와 '식물로 가득한 교량'으로
탈바꿈한고가공공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2017년에개장한서울로는잊혀진
기반시설을한국 식물군의다양성을
담은 '친환경 상징’으로
활성화했습니다.

문화활동과디자인요소를통해
이용자경험을개선하고공공공간을
물리적, 사회적수준에서
도시와연계합니다.

서울로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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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7백만명서울로 7017

1980년대한국은산업화로알려졌습니다.  
금융위기이후에는제조업에서문화 산업과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며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의도시관광컨셉은글로벌하고
지속 가능하며 창의적인도시라는개념을
바탕으로하였으며, 2000년대중반부터
서울시는 '창조 도시'로서의명성을
강화하기위해 '디자인'에주력해왔습니다.

버려진시설을재사용하여 '예술공장'을
조성, 예술적, 문화적생산에동기를
부여합니다.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폐쇄된옛
석유저장고를재이용한사업입니다.

기존의오일탱크를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카페등으로재이용하여
2017년부터각종행사, 전시, 축제, 
워크숍공간을제공,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을조성했습니다.

서울의문화재생문화비축기지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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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문화 비축기지

출처: koreatimes.co.kr, vmspace.com

서울의문화재생 –을지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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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원래 1970년대검은아스팔트로
뒤덮여있던여의도 공원은 1999년
대규모유원지로재탄생했습니다.

한국전통숲, 문화광장, 생태계
숲으로나누어진이공원은휴식과
경관을즐기고, 스포츠및문화 행사를
위한공간으로탈바꿈했습니다.

월드컵공원은오래된쓰레기
매립지에서여러작은공원이모인
대규모공원으로거듭났습니다. 
전망대, 연못, 숲, 월드컵기념을위한
공원, 캠핑장, 공공수영장및스포츠
시설등으로구성되었습니다.

결과및향후전망
사람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 -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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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도시재생
새로운 과제:경의선숲길

환경친화적인도시재생
새로운 과제:서울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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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도심에는 160여 개의 역사적 건축물과 다양한 역사적 자원이 있습니다.

새로운과제: 코로나19

코로나19로인한글로벌위기는보건뿐
아니라사회적결속력, 경제및인프라를
위협하는비상사태에대한도시의
대응을요구합니다.
이는생활과업무패턴의본질에대한
논쟁과함께 '새로운표준'의수립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미래의건축과도시
운영에도영향을미칠것입니다.

서울의도시재생접근법의다음단계는
이러한새로운과제를고려해야합니다.

서울시상징마크

산과태양, 한강을바탕으로사람 중심의도시서울을
대표하는사람형상의모습을나타냅니다. 동시에
환경에대한존중을표현했습니다.

도시브랜드: 나와당신이이어지며, 함께공존하는서울

시민들이선정한 "I Seoul U"는 "사람과사람사이
서울이있다"는의미를갖고있습니다.

대표슬로건: Together We Stand

대표슬로건은 '통합'과모두를포용하는 행정을
표현합니다.
'사람 중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부슬로건: 시민과함께세계와함께

행정의주요파트너인시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과세계와의교류와협력을통해글로벌
도시가되겠다는의지가담겨있습니다.

이러한비전은현재의도시정책인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과
2030 서울플랜으로뒷받침됩니다.

서울의상징들

서울 도시재생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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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만 사람은 같습니다.

그럴 만한 좋은 곳이 있다면
공공 장소에 모일 것입니다.”

- 얀 겔, 덴마크 건축가 및
도시 디자인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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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Idil Ayral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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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Dr. Idil Ayral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 10월 23일

목표

본 연구의 목표 및 기여

서론

도시의 변화와 도시의 미래를 정의하는
공공 공간의 역할

정의
리노베이션, 재생,

재이용 개념

서울 공공 공간
사례 연구
도시 구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공공 공간의
출현

도시 구조와의 관계 맥락에서
선택된 사례 연구의 출현

결론
서울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 공간의 역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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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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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목표 본 연구의
목표 및 기여

대도시 서울의
일상 생활에서

공공 공간 검토

현대 서울의 공공 공간이라는
물리적, 사회적 인식틀 확립

사례 연구와
'리노베이션 (Renovation)’,

'재생 (Regeneration)’,
'재활용 (Reutilization)’

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통해 분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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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의 변화와

도시의 미래를 정의하는
공공공간의 역할

서론

- 데이비드 하비

“도시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보다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권리이다. 이 도시와 우리 자신을 만들고
리노베이션할 수 있는 자유는 인권 가운데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것 중 하나다.”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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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리노베이션,
재생, 재이용이라는 개념정의

정의

+ 장소 또는 체제를 개선하는
행위, 특히 더욱 활성화하거나
성공적으로 만드는 행위

+ 영적 또는 육체적 쇄신 활동,
재편성, 재건 또는 구조 조정

재이용. 동사.
+ 다시 활용하다

재이용. 명사.
+ 다시 활용하는 행위 또는 과정

리노베이션하다. 동사.
+ 이전의 더 나은 상태로

복원하다
+ 생명이나 활기를 찾거나

활동 가능하도록 복원하다

재생이란
특히 악화된 기간 이후에
더 활기를 찾거나 성공적,
혹은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증진하고 개선하는 것

재이용은
(무언가)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
새롭거나 다른 방식으로
쓸모있게 사용하는 것

리노베이션이란
무언가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리노베이션

재생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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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시 구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서울
공공공간
사례연구

서울
공공 공간
사례연구

광화문 광장 여의도 공원 서울로 7017

서울 광장 월드컵 공원 문화비축기지

청계천 서울숲 경의선 숲길

리노베이션 재생 재이용

❑ 광화문 광장 : 상징적인 도시

공간이자 서울의 중추적 장소

❑ 서울 광장 :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었던 중요한 장소

❑ 청계천 :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자연 유산

❑ 여의도 공원 :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대규모 유원지

❑ 월드컵 공원 : 쓰레기 백만 톤의

매립지에서 복합 공원 공간으로

❑ 서울숲 : 서울 동부의 거대한

자연 공원

❑ 서울로 7017 : 스카이가든, 높은

위치에 선형으로 이어진 공공 공간, 

식물로 가득한 교량

❑ 문화비축기지 : 중요한 문화 시설이 된

이전 급유 기지

❑ 경의선 숲길 : 폐선된 철로에서

도시 공원까지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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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도시 구조와의 관계 맥락에서
선택된 사례 연구의 출현

공공 공간의
출현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서울의 역사적 순간을 목도해 온
상징적인 공공 공간이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관광 명소인 문화 시설과
고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광장도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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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1930년대 세종대로

대안 1

대안 2

대안 3

2006

보행자 친화형 도시 공간인 광장의
리노베이션 계획은 2004년에 발표되었고, 
공사는 2008년에 시작되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광화문은 20차선으로 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였다.

15개월의 리노베이션 기간을 거쳐
2009년에 대형 화단으로 재개장했다.

6차선을 없애고 보행자에게 더 많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광장 리노베이션은 엄청난 수의
방문객을 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업 지구가 되었다.

2005

서울 광장

시청 앞 서울 광장을 통합한
광화문 광장의 축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시간의 흐름을 상징

이 공공 공간은 2004년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획득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수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기능으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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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 앞 도로
시민들로 가득 차면서 이 지역을
공공 장소로 재고하는 기반이 되었다.

새로운 광장의 계획은 공모전을 통해
선발되었지만 적용된 사업은
교통 로터리를 대체하는
현재의 타원형 잔디 공간이다.

서울 광장

2000 2002 FIFA 월드컵

2003 공모전 수상작원래 서울 도심 태평로의 일부였던
서울 광장은 덕수궁 정문 앞의 입구로써
처음 마련되었다.

서울 광장은 그 역사를 통틀어
일련의 물리적 변화를 거쳐 2000년대까지
보행자 접근성이 없는 로터리 교차로
역할을 했다.

조선 시대부터 도시 및 인프라 사업 일원이었고, 
1950년대 말 콘크리트로 뒤덮이며
1976년 완공된 고가도로와 함께 급격한
전후 경제 발전 시기의 끝을 장식하였다.
복원되면서 도심 속 자연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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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
도시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 재건을 위해 수 톤의 물을 펌핑했으며,
유서 깊은 다리 2개를 복원했고
수로의 시작점에 청계 광장을 조성하였다.

깨끗한 물이 있는 환경, 개울을 따라 걷는 길,
대중적인 문화 예술의 장으로 도시에
일상생활을 위한 여가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였다.

리노베이션 작업 이전의 고가도로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은 원래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어 1970년대 자전거와
스케이트를 타던 곳으로,
1999년 대규모 유원지로 재탄생하였다.

한국 전통 숲, 잔디 광장, 문화 광장,
생태계 숲으로 나뉘어 휴식, 경치, 스포츠 및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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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20

2000

여의도는 한강에 위치한 주요 금융 및 투자 회사의 본부로 둘러싸인 큰 섬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들이 형성한 스카이 라인을 선보인다.

이러한 수직성과 대조적으로 여의도 공원은 사용자에게 연못과 전통 정원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대규모 유원지로 재생되면서 이 도시 공간에

생명을 불어 넣게 됨. 자전거 및 산책로,

휴식 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제공.

마포구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은 2002년
여의도 공원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되어, 
백만여 톤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5 개의
작은 공원으로 이루어진 넓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하늘 공원, 난지천 공원,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본 공원, 평화 공원, 
난지 한강 공원, 노을 공원 등

월드컵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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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있는 작은 섬 난지도에
100m 높이의 쓰레기 산을 만들어
매립지로 사용

1995

2020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며 난지도가 현재의 월드컵 공원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도심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 도시 공간은 인접한 상암동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05년에 대규모 자연공원으로 개장한
서울숲도 비슷한 재생 과정을 거쳤다.

현재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 생태원, 수변 공원이 있는
한강 강변, 정박지, 휴식공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숲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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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20

예전에는 하수 처리장, 

골프장, 경마장, 체육공원 및

사냥과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서울숲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있는

유원지 중 하나다.

과천으로 이전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다시

반환된 지역은 서울숲으로 재탄생 되었다.

서울숲이 열리면서 성수동 일대도 변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네로 끌어들인 서울숲의 잠재력

덕분에 기업가와 예술가들이 버려진 산업 도시로

이주하여 역동적이고 '힙'한 동네를 만들었다.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기존의 디자인
구성 요소를 재사용한 뛰어난 사례이다.

2017년 대중에게 공개 된 서울로는
1970년대에 지어진 잊혀진 기존 인프라를
활성화해 "서울의 친환경 구역으로서 녹색
혁신을 이끄는 상징적인 촉매제가 되도록" 
지어진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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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
서울 스카이 가든은 2015년 공모전 이후
MVRDV가 설계 한 고가의 선형 공공 공간으로, 
도심 고가도로에서 보행자 통로를 비롯
식물이 가득한 교량으로 전환 되었다.

현재 이 도시공원에는 다양한 한국의 식물군이
식재 되어있다. 산책로와 계단을 따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며, 승강기와 다리는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공공공간을 물리적,
사회적 수준에서 도시와 연계하였다.

서울로 사업 시행 전 서울역 고가도로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에 폐지된 후
40년 동안 대중에게 제한되어 위험 시설로
분류되었던 곳인 석유 저장고를 재이용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2014 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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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2014년 공모전 수상작 2020

기존의 석유 탱크와 자원을 공연장,

전시장, 무대, 회의실, 카페로 활용하여

2017년부터 다양한 활동, 전시, 축제,

워크숍 등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경의선 숲길 사업은 한때 서울과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던 폐철도를
재이용하여 실현됨.

이 숲길 사업은 경의선 책거리,
기차칸 같은 서점, 거리 예술 등과 함께
문화적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포함한 휴양 및
녹색 복지 공간임.

경의선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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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

2016년 공원 개장 이래 주변에 많은 레스토랑, 카페, 바가 들어섰다.

용산구 원효동에서 마포구 연남동에 이르는 숲길의 총 길이는 6.3km로,

가장 인기있는 구간은 서울의 최신 도시 문화의 창구인 연남동이다.

건축 중인 주변 지역

06 서울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공 공간의 역할결론

서울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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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는 지역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도시의 촉매제이자

서울의 주요 공공 장소는
도시의 일상 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밀집된 지역에서 더 많은 공공 공간을 요구하는
도시 재생 작업의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공공 도시 공간과 도시 구조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뛰어난 설계로 사람 중심의
공공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놀라운

잠재력과 자원이 내재돼 있다.

도시의 영역

도시 변화의 촉매

도시 재생

도시의 연결

결론

idilayral@gmail.com
+82 10 5918 0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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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팀 성수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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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경험과교훈의교환

- Soumaya Ezazaa,
-정은진,
-임수진,
-한영민,
-김소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I

II

III

목차

서울의산업및 문화 재생:

01.

서울 성수에서 카사블랑카의 헤이 모하마디까지

서울에서 카사블랑카까지

대표사례 3곳:
- 창동
- 은평 (서울혁신파크)
- 성수

성수의 도시 재생 모델

카사블랑카헤이모하마디의벤치마크로선정된성수의
도시재생모델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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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도시재생
풍부한영감을 주는 선례

역사재생1

산업재생3

2 주거재생

4 문화재생

1 2

3 4

북촌 한옥마을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지닌 공간 보존

이화마을
볼품없는 빈민가에서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서울로
고속도로에서 도보 가능한 스카이라인으로

문화비축기지
버려진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02.

+서울의 산업 및 문화 재생:

❑은평-서울혁신파크
-서울 서북부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도시 재생

I. 서울의 산업 및문화 재생:

❑창동:

-서울 동북부
-경제 및문화 기반의 도시 재생

❑ 성수:

-서울 동부
-문화와 지역사회가 주도한 도시재생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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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1980~1990

주로주거용건물에초점

경제활력의부족
낙후된지역

문화및경제적허브

04.

재생의 시작

2-공동체를
위한 공간

1-문화와 예술을
위한 공간

3-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공간

서울
아레나

창업센터

상향식
프로젝트

교통망

1. 창동:문화 및경제기반 도시재생

KCDC 는 다른 도시로 이전
유휴공간:

사회적 기업 및 지역사회 사업
은평의 강점

혁신클러스터

05.

재생의 시작:

2. 은평-사회 혁신파크: 혁신 클러스터가 도시재생 주도

사회혁신플랫폼 +다양한사회문제해결 +인재유치 +창의적이니셔티브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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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
-지역 경제의 쇠퇴

-노후 도시 시설 및 인프라 부족
-젠트리피케이션
공동체 쇠퇴

창의적인 집단 및 IT 회사의 등장
지역 활성화

도시 마이크로솜

06.

재생의 시작:

거주
환경

거리
환경

직장 공동체

3. -성수: 문화와 지역 사회가 주도한 도시재생

07.

지역산업의 쇠퇴를보호및촉진

• 신발장인을위한전시공간으로상자상점개발
• 젠트리피케이션막는공공임대상점
• 지역홍보를위한관광정보

II. 성수의 도시 재생모델

성수 신발 장인 공간
+혁신적인 산업 공간 개발

세션 3  279



+공간 환경 개선 :08.

Mother language(s)

● Language 1
● Language 2

Other language(s)

Language 1
Language 2

• 지역 내자전거 사용 활성화

• 안전하고 걷기 좋은 거리 만들기

• 거리 풍경 개선

• 녹지 공간 확장

UNDERSTAND AVENUE
+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공간 구축

09.

▪ 젊은 사업가

▪ 학교 밖청소년

▪ 경력단절 여성

▪ 스타트업 및예술가 집단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서울의 성수와 Casablanca의 Hay Moham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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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ercury is the closest planet to the 
Sun

예술
문화

패션 & 공예

Venus has a beautiful name, but 
it’s very hot

▪ 골목마다 있는 숨겨진 보석같은 거리 예술

▪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한 공장들

▪ 패션 기업과 팝업 상점

▪ 장인과 수공예 작업장

+성수 문화 클러스터

성수에퍼지는예술과문화:

대림 (2011 )
쌀저장고였던곳이

복합문화공간으로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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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매출의 약
70%

(20~30대 소비자)

월간 매출의 약
51% 여성 소비자

전국 월간매출의
약 58%가 성수

월평균 3 백만명
방문

빈공장

카페거리
+

문화공간

아티스트 스튜디오및작업장 상업지구활성화

문화공간확장

문화공간의유지및홍보필요

*SK텔레콤의 2017년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

12.

성수 카페거리 상업지구

거주지역

공장

창의적집단

성수의 마이크로솜

+성수만의특성

전략적 위치

자연 환경
한강
서울숲

교통의 요충지

준공업 지역

성수의 신발 장인

성수의 정체성

성수의 카페와 예술 공간

개선 범위:

▪ 수제 신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지역 및정체성 맥락 보존

▪ 문화, 문화 공간 및활동 지원과 홍보

한양

서울 숲 성수

강남

왕십리

성수의거시적 특성 성수의미시적 특성

13.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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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에서카사블랑카까지:
벤치마크로써성수의 도시재생모델

카사블랑카-모로코
서울-대한민국

창의산업인력를대상으로하는공동작업공간 '인산" 청소년및여성을위한비영리단체

▪ 현장의역학관계

헤이모하마디의문화경제적기회
소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지역

15.

카사블랑카: 항구 도시이자 모로코의 상업 중심지 헤이 모하마디: 복합 지구 토지를 통한 도시 재생 기회

▪ 현지의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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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블랑카의역사적 도살장등풍부한문화유산

+전략적 위치로 접근성 높음

+대도시 규모의 시설

+가치 높은 건축물

+개방 또는 폐쇄형 대형 공간

+국가적 유산으로 선정되어 보호 대상

도시 재생 기회

헤이모하마디의문화경제적기회16.

"직장과 휴식공간, 생활 공간 및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행복한 마을“

▪ 빈곤한 공동체
▪ 경제적인 동력에서 소외
▪ 개발의 동력에서 소외
▪ 국가 통합에서 소외

성수-서울

지역을활성화하는문화라는촉매

희
망
과
목
표

환경 개선

경제 부양

공동체 활성화

헤이모하마디의문화경제적기회

2-문화적
요소

1-경제적
요소

3-청년
집단

문화재생을 향해

새로운 발전을 역동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이니셔티브를 지원

17.

도시재생, 경험과 교훈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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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

경제

창의성

삶의 질

창동

은평
서울혁신파크

성수

혁신

문화

공동체

청년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카사블랑카

서울

사회

복지

창의적
집단

산업
유산

18.

카사블랑카

결론: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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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도심 힙지로

(박현진, Ehab Shahat, 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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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Enab Shahat,강동균
서울시립대

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2020년 10월 23일 (금)

포스트 코로나와 지속 가능한 도시

언택트 분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경제 및 문화 양극화가

악화되고있다. 일과사업이지연되고
교육에악영향을미치며,

제한된외부활동과대면접촉으로

인해문화생활이중단되어

삶의질도떨어지고있다.

도시의형태와정책에많은변화가
있을것이다.다른많은거대도시들
과마찬가지로서울에사는사람들은
더욱많은열린녹지공간을필요로하
고, 자급자족할수있는지속가능한
도시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즉, 

포스트코로나시대의도시재생은
매우중요하게대두될것이다.

에베네저 하워드
산업혁명동안오염과질병의근원인도시를떠나교외에서

'시골도시'를만들것

르 코르뷔지에
마천루내부에살며모터통로로이동하여빠르게움직이는

'빛나는도시'

최근에는
경제생활의균형에 대해말하는 '컴팩트 시티'

그다음은?

지금은언택트의시대.

지금까지과학및기술분야에서많
은발전이있었지만코로나19는
디지털도구와인터넷등의
언택트영역에서빠른진전을
보이고있다.따라서도시도더
빨리변할것이며앞으로사람들은
한발앞서고려하고 연구하며이해

할수있어야할것이다.

열린공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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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서울 도심에 위치한 종로가 미래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

• 서울도심의도시재생
• 이전서울의도시재생사업에관한몇가지비판점
• 해결책: 코로나19 이후 종로 마스터 플랜
• 해외 적용 가능성
• 결론

목차

이
집
트
카
이
로

도
시
재
생

01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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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충지

01 역사

서울은오랜역사를가진도시로,한반도역사전반
에걸친수도역할뛰어난역사적유산보유

02 정치 & 외교

종로지역은대통령집무실인청와대,시청과헌법
재판소,여러국가의대사관등이밀집한한국

주요정치기관의본거지

03 경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지구 중 하나로,

여러대기업의본부가위치함

04 문화 & 관광

국내 및 외국 관광객을 위한 필수 여행지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전통 시장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
게는서울특유의경험을선사함

종로지역은여전히서울의주요도심지역임

* 그러나 현대에는 테헤란로 등 주로 강남 지역
주변이 개발되면서 종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됨. 보다 많은 역사 및 거주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 환경과 경관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는 이미 몇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을 지
역에 진행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나섰다.

02

서울 도심의
도시 재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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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행정구역의도시재생비용

100억원을투입했으나좁은

도로확대, 공영주차장조성,

도서관및공원조성등의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부족

전략 부재

전문가들은공무원들이도시

재생과재개발의대립이아니라

'함께가는' 개념으로 인식을

바꿔야한다고말함이러한

비평은신중히고려되지않는다.

성과 부재

도시재생사업이주거환경의개선
보다행정에초점을맞추며주민의
삶의질이달라지지않았다는평가
성과의부재는또한여론을제외함

으로써초래된다.

종로 지역에서는 다시세운, 광화문 광장 재생 사업, 창신-송인 재생 사업 등 수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중 그러나 예산 부족과 전략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 초래 보다 포괄적이고
대규모로 광범위한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각 도시 재생 사업장에 최소 80~500억원이 지출됐지만 결과물은
커뮤니티 시설 몇 개, 골목길 벽화, 예쁜 장식 등이 전부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철저히분석해야한다.

건국대학교교수

기타
지역 축제 및 행사

시티 투어
테마 파크, 동물원야외 활동, 

스포츠
유적지 방문
쇼핑 음식

투어
휴식 및 레크리에이
션 자연 및 풍경 감상

2.5%
4.3%

7.1%
12.4%

13.5%
17.5%

21.1%
44.9%

64.7%
70.1%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활동>
출처:경기연구원
(2020)

전 후

미래서울과
도시재생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도시는 모든 시민을 위해 보행자 친화적이어야
하며개방적인녹지공간이늘어나야한다.

도시재생사업이수용되고실행되는방법에도큰변화가있을것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도시재생이큰역할을할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및 레저 패턴이 현저하게 바뀌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활동> 표에 나타나듯 자연과 경관을

즐기기 위한 여가 활동 비율이 가장 높아 도시의 형태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인한불평등심화: 

정원의유무, 공공녹지에접근
할수있는사람과멀리떨어져
사는사람등.한가지해결책은
자동차에빼앗겼던공간을확보
해사람들에게돌려주는것. 도시
들이작은그린벨트로거리를바
꾸면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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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스터플랜
제안

공원길
개천
학교
민간지역
공공지역

토지 이용 및 소유 건축년도

층수 지하 층수

▶이 지역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하층 없이 5 층 이하 규모의 민간 지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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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이용 빈도에 따른 열지도 가장 가까운 도시 공원으로의 접근성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성 도시 공원 및 녹지

고

저

분석된 데이터에 따르면 종로 지역의 중심은
제한된 연결을 보여줌

교통 편의성이 낮음

[ 종로 지역 마스터 플랜 ]

4

1. 청계천
더많은녹지조성환경친화적
분위기의거리유지
및다리의고유성활용

2. 세운상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종로, 종묘, 
남산을잇는축으로이루어짐.

자전거와녹지를위해활용도가
낮은지상 1층을재개발예정

3. 공공 공원
조선시대부터 교육의 중심이
었던 곳으로 1997년공공공원
으로개장이지역을더큰녹지공
간과도시공원으로확장

1 2
3

7
8

5

6

4

4. 지하
을지로지하를보행자를 위한
녹색 산책로로 재검토하고 주변
건물과의 새로운 개방구 및 연결
조성

5. 튜브터널
세운지구에서 시작하여 DDP와
도심 공원까지 이어지는 마른
내로에 보행자용 고가통로 터널
조성

6. 도로 정비
2018년 완공된 회현에서
명동까지의 축을 보행자친화적으로
재건축하는사업

7. 서부 구간
차량 통행이 없는 블록을
만들어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보 ,  포켓 파크를 일상
생활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

8. 동부 구간
기존건물과버려진시설을재고
하여보행자와자전거를위한
옥상정원과육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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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및 다시
세운 재생구역

청계천삼일로에서
장충단로 까지

청계천 청계로 자전거 도로

세운 에어 통로

세운상가 주변 도시 계획

세운상가 조감도

퇴계로 도로 유지
보수 계획

을지로
지하 구축

퇴계로

서울 종각 지하 태양광 정원

지하풍경 아이디어, 스페인

헬싱키 지하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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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터널

공공 공원

서울로 7017 보행자 전용길

보행자와 자전거용 육교 통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산책로 연결

튜브터널

서부 구간 동부 구간

전술적 도시화 옥상 정원

서울 중랑구 옥상 정원

서울로 7017 전용길 연결

서울 강남 포켓 가든

서울의 포켓 가든

서울 정원 축제

도시 농업

수직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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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적용 케이스
이집트, 카이로

연구 대상지 카이로 시내 주변

아타바 광장

공공 기관

이집트 박물관

카이로 타워

타흐리르 광장

람세스 기차역

압딘 궁전

마스페로 삼각지-

개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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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의 도시 및 건축 계획

보행네트워크

예술/문화

건축/도시화

담론/매체

공공 공간

주차장

도시 계획

현지 건축

거리 네트워크

엘-알피 보행자 도로탈랏하브 광장

마스터 플랜
제안된마스터플랜은카이로시내를보다걷기쉽고활기찬,즐거운지역으로탈바꿈
• 주민및방문자를위한자동차없는보행자전용

'슈퍼블록'만들기
• 지역의풍부한문화적특성을활용할수있도록문화관광을위한통로마련
• 문화와교통의통로가교차하는지점에고가도로를조성하여지역의
아름다운경관을제공함과동시에통로의흐름을유지

• 환경보전과보다친밀한공동체를위한포켓공원및옥상정원조성

1 2
3

7
8

5

6

4

서울 종로 지역 마스터 플랜 제안 및 이집트 카이로 제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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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그 다음은?

코로나19대유행으로배운교훈:보다짧은통근시간,깨끗한공기,
소음감소로잘 계획된 조밀한도시조성으로공중보건을향상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여 모두에게 공공
녹지공간을접근할수있도록제공해야할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심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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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도시재생 가치의 공유와 확장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UOS Urban Regeneration Researchers

(Yuan Hu, Aizhan Syzdykova, 김영주, Kavitha Ganesha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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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세미나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중국 청두시

2

YUAN HU
중국 스리랑카

KAVITHA
GANESHAMANI

한국
김 영 주

AIZHAN
카자흐스탄

박 준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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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재생은 현대적인 도시의 사회 생활에 맞춰지지 않은 도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지는, 필요하면서 계획이 된 일종의 재건이다.

⚫ 중국 URBAN RENEWAL
⚫ 유럽 URBAN REGENERATION
⚫ 북미 URBAN REDEVELOPMENT

RE
-

4

01

02

03

04

목 차

어제와 오늘

계획 및 실행

프로젝트 소개

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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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는 중국의 중부에 있는 쓰촨성의 성도이다.

샤오청 지역은 청두시의 중심부에 있으며 연구 면적은 약 1제곱 킬로미터이다.  북쪽으로는 서로(west 도로), 남쪽으로는
진허로(JINHE 도로)와 동지 동청건가(DONGCHENGGEN 가로), 서쪽으로는 퉁런로(tongren 도로)가 있으며 티안푸
광장(tianfu square), 인민공원(people's park), 기타 중요한 도시 경관 지점과 가깝다.

1부
프로젝트 소개

쓰촨성청두시

1부
(1) 도시 소개

청두시는 중국의 중부에 있는 쓰촨성의
성도이다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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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소개

국가적인 역사 및 문화 도시
“마을이 되는데 1년, 도읍이 되는데 2년이 걸렸다 .” 그래서
이름을 청두(성도, 成都)로 정함.

면적 14,335 제곱킬로미터

인구 1천6백3십만명
GDP 2천백8십억 미국달러
1인당 GDP 13,473 미국달러

청두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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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청 지역

티안푸 광장

인민공원

청두시

(1) 프로젝트 위치

샤오청 지역
1제곱 킬로미터

북쪽 ------------ 서로
남쪽 ------------ 진허로
동쪽 ------------ 동청건가
서쪽 ------------ 퉁런로

티안푸 광장, 인민공원, 기타 중요한 도시 경관 지점과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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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시기
빈민 지역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에는 센양시처럼 작았던 도시
상업 지역
청나라

막사형의 물고기 뼈 형상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했던 지역

현대
여러 층에 걸쳐 주로 물고기 뼈 형상이 지속됨

위층은 주로 업무 및 주거용

2부
어제와 오늘

진나라

l 빈민 지역
l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에는 센양시처럼 작았던 도시
l 상업 지역

2부

(1) 역사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306  세션 3



11

청나라

l 막사형의 물고기 뼈 형상
l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했던
지역

2부

(1) 역사

12

l 여러 층에 걸쳐 주로 물고기 뼈 형상이 지속됨
l 위층은 주로 업무 및 주거용

2부

(1) 역사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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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가치

l 도로 연결 패턴
l 감촉
l 공간
l 건물

l 특별한 형식
l 시민 문화
l 터의 기운

비물질적
가치

13

2부

(2) 가치

거리 기능과 사업장 배치도
유흥음식점: 식당, 찻집, 바
소매: 비 주식, 소형 슈퍼마켓, 철물
문화: 예술과 문화, 여행 관련 소매 및 서비스업
서비스: 위에 언급된 서비스 이외에 일상 생활용 기타 서비스업
가내 공업
주택 개선 사업
의료기기 판매

A: 지역의 현재 상태

2부

(3) 궁금한 점

2. 연기와 소음의 발생

2. 통합된 계획 미흡

1. 저 부가가치 사업 위주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308  세션 3



15

주 도로
2차 간선도로

보행로

고가도로

B: 현 교통 상황

2부

(3) 궁금한 점

1. 교통망으로 인해 전체 지역의 보행길이
잘리고 보행에 방해가 됨

2.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거리가 거의 없고, 
보행 거리가 길어짐

3. 무질서한 상황. 교통 및 도시 미관에 영향을
끼침

16

1. 높지 않은 수준의 시공

2. 파손되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일부 존재

3. 상당수의 임시 건물

Currnt 건물 situation

C: 건물의 수준

2부

(3)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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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패턴
도로 연결 패턴
도시 기반
건물 구조
도시 공간
가로

복합 주거
녹색 공간

3부
계획 전략

보호유산

도시 패턴

도로 연결 패턴
도시 기반
건물 구조

도시 공간
가로

복합 주거
녹색 공간

도시의 요소
역사적 건물
일터 구별
가로 시설물

3부

(1) 핵심 전략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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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

도시 기능
기능 홍보
기능 탈바꿈

공간의 수준
열악한 수준의 시공
열악한 수준의 건물

도시의 요소
부적합한 공공 서비스
부적합한 인프라 구조

3부

(1) 핵심 전략

과거와 현재
이론

맥락의 중요성 강조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연결

효율적인 사업과 거주 환경 강조

구역과 위치
방법

설계에 있어서 현장의 연속성이 중요

가까이 있는 중심지가 청두에서 가장 활기찬 곳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복합 기능, 우수한 도보 환경을
강조

3부

(2) 이론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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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로 남북간
보행로의 개선

부분적으로 손상된
복구 대상
불편한 도로
연결 패턴

2 인접 도로

도로
A: 도로 연결 패턴

기존의 물고기
뼈 패턴 유지

1

3부

(2) 계획 전략

신 도로

1 3

최적 도로 구간

편평화
l 녹색 분리 지대
제거

l 도로 폭
줄임

l 인도 폭
확대

l 도로 경계석 높이
축소

전

전

후

후

도로 계획 전략
B: 도로 계획 전략

l 인도

3부

(2) 계획 전략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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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구획화 특성

다양한 형태의 사업

복합 기능

D

E

C

B: 구획 패턴

3부

(2) 계획 전략 개방 상업
지역

복합 보행
지역

근린 주거
지역

근린 주거
지역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24

지속적 여흥 문화 창조형 소규모 상점의 맨 아래층
2층의 공간은 개방 적극 장려

자유로운 보행 공간
기본적이면서도 장식을 곁들인 녹색화
쾌적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경관 시설

4부
계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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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맨 아래층: 지속적 여흥 문화 창조형 소
형 상점

TEA

ICECREAM

PHOTOGRAPHIC

GALLERY

STORE
PRINTING

4부

(1) 기능적 형식

사진관
찻집

갤러리

아이스크림

인쇄점
상점

광고 창작물점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26

2층의 공간은 개방 적극 장려

A

4부

(2) 가로의 접점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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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을 위한 자유로운 보행 공간

A

4부

(3) 보행인 통행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28

쾌적하고 즐거운 가로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장식을 곁들인 별도의 녹지화

A

4부

(4) 녹색 시스템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세션 3  315



29

프랑스식 창을 설치해서 실내외 사이의 투명한 시야
확보

장식용 화환 구덩이와 발코니 외벽 간의 거리는
1.3미터를 유지

가로 시설물 지역
보행인 지역

A

4부

(4) 거리 상세 사항

창작 문화 및 관광
지역

보행인 휴식용 섬 지역

30

4부

비전
질서정연

보건

안락함
열정

중국 청두 샤오청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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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담
- 김학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Michael Batty Professor and Chair,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Andy Merrifield Writer, Urban Scholar, and Educator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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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Batty
Professor and Chair,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미래가치와 변화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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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Post Covid-19: the Future and
Strategy of Urban Regeneration

미래와도시재생전략

Michael Batty
Centre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CASA-UCL

23 October 2020, Thursday | 15.30 – 17-00

University College London

m.batty@ucl.ac.uk

@jmichaelbatty

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핵심 현안: Covid-19가 사라진 후의 도시 모습은?

• “도시 집중화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확대가 지속될 것인가?” 가 문제이다. 
지난 백 년 동안 이 두가지 현상은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 현재의 유행병은 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이런 현상이 조밀한
도시나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대도시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Le Corbusier’가 언급한 미래의 도시와 Frank Lloyd-Wright의 평원 도시
간 선택이 남아있다.

• 이 모든 것이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뉴 노멀이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올드 노멀로 뒷걸음질 칠 것인가?

322  특별대담



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 사람 간 접촉, 즉 사람의 비말로 인해 질병이 전염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서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과거나 현재의 질병 관리
방식이다.

• 우리는 사람이 많은 대중 교통을 피하며 사람이 적은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면서 긴장을
푼다.

• 가까이, 지역적, 국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봉쇄를 통해 이를 해 나가고 있다. 

• 가장 커다란 변화는 도심으로부터의 이동이 줄고 재택 근무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 이는 대량 이동이 줄고 차량 이용이 증가함으로 뜻한다.

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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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 Transit  & Workplace: Differences from the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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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London: Transi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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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수송과 일터: 기준선과의 차리 런던 중심부: 수송 수단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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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Urban Transit서울: 도시의수송수단이용변화

-50

-40

-30

-20

-10

0

10

20

0 50 100 150 200 250

South Korea: Urban Transit대한민국: 도시의수송수단이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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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Urban Transit

영국 도시들, 대중 교통 이용에서 크게
벗어남

변수는 COVID-19의 심각도

런던 중심부: 수송 수단의 이용

서울: 도시의 수송 수단 이용 변화
자가용

전환 교통 정책
주관적 관찰 다양한 선택지

<2020년 수송연구학회 국제회의 대책위원회 조사>

기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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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 봉쇄 – 일반 지역, 특정 지역, 이웃
• 도심에서의 이동 감소
• 바이러스 추적의 어려움
• 도심의 하향, 도심의 공동화
• 재택 근무: 새로운 기술의 발달 – 줌 어플!

• 대체 이동 방법으로 전환
• 소매의 하향화와 온라인 경제로의 이동
• 토지 시장의 지각변동
• 기후 변화, 노령화, 오염, 자동화, 디지털화와 위 현안들의 공조

2020 서울도시재생국제컨퍼런스

• 유행병은 도시의 구조 측면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 Covid-19로 인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 20세기 중반의 선구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진정으로 보편적인
기계가 되어 그 기술이 정점에 도착했을 때에 Covid-19가 출현하였다

• 이로 인해 우리가 다른 형태의 물리적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재생을 예고한다

• 새로운 패턴의 장소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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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 도시는 변혁 중

•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유지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영구적이며 사무실의 감소는 아마도 재택근무로의
전환과 함께 분명한 현상이다

거대 도시의 소매점 위치 -
런던

사람들의 길거리 통행 슈퍼마켓 쇼핑객의 정렬을 위한 단방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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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공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까지 도로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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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뉴 노멀이 될 것인가? 새로운 이동 패턴, 새로운 운송 방법,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고려해서 기존 것들을 크게 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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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를 방문하면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짧은 논평을 접할 수 있다

https://journals.sagepub.com/toc/epbb/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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