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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nference, ‘Beyond Big plans – let’s Reinvent 
planning!’ is prepared as an open platform for citizens and professionals 
to share new approaches and alternative methodologies beyond the 
limitation of previous large-scale urban planning.
 
in Korea, ‘Big plans’ have been reconsidered for the following aspects: 
overestimated project-scales, exaggerated future profits, huge pre-
investment, accumulating project costs, lost historic assets, homogenized 
landscapes, disregard for existing inhabitants and actual users, speed-
oriented process and insufficient public deliberations. in the current 
low-growth era, people are increasingly searching for alternative ways 
not to repeat the past faults. as mayor Wonsoon park is advocating ‘Right 
direction than speed, happiness as much as growth’, Seoul is now making 
great efforts to transform from a ‘mega-city’ into the ‘meta-city’, which 
City architect h-Sang Seung stated in his BBp keynote speech.
 
how can we promot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at makes local 
people happy, respects workers, generates common benefits, harmonizes 
human with the nature and fosters thriving culture in continuity with 
history? how can we change urban planning? What strategies are 
needed? We addressed these questions at the public symposium 
by discussing new worldwide trends of urban planning. during the 
subsequent experts’ Workshop, the Seun area was focused on,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practical tips and concrete proposals for an 
engaging future of the Seun area. The exhibition ‘aging dragons’ shed 
light on Seoul’s urban regeneration from a wider perspective, based on 
close observation of advanced asian cities in the post-growth era. This 
report contains the outcome of the urban experts’ workshop as well as 
the record of the whole BBp conference which was held from 11 to 15 
march (including the exhibition, to 22 march).
 
Special thanks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especially Urban 
planning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division and historic Urban 
Centre management department of Urban Regeneration Centre, Creative 
industries Fund nl, Korea planners association (Kpa) and other 
sponsors. last but not least, we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urban experts who shared their time, knowledge, experience 
as well as enthusiasm to discuss and make ideas for the Seun area. We 
hope this report will help clearly communicate their ideas.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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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Beyond Big Plans. Let’s Reinvent Planning! (대규모 도시계획, 그 
이상 – 도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시민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규모 
개발 계획의 한계를 해결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과 대안적 방법론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장이다.
 
대규모 개발 계획(빅 플랜)이 지닌 문제점은 그간 한국에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되어 
왔다. 이를테면 미래 예상 이익에 기댄 과장된 사업 규모, 큰 리스크가 따르는 초기 
투자, 충분한 숙고와 합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속도 추구, 갈등 고조, 그 가운데 
증가하는 사업비, 기존 지역의 역사성 훼손, 획일화되는 공간, 주민이나 실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 부족 등이다. 저성장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대안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한 “‘속도보다는 방향이, 
성장만큼 행복이’ 중요하다”는 기치 아래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말했듯이 기존 
메가시티를 넘어 ‘메타시티’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BBP
행사도 그 동일선상에 있다.
 
주민이 행복한 개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개발, 공통의 이익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개발,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도시계획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세계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토론하였다. 이후 전문가워크숍에서는 서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운상가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대안적 계획 기법과 개발 방식을 논의했고, 
각 주제 별로 실질적 제안들을 내놓았다. 또한 아시아 선진 도시들의 고성장 이후 
이면을 들여다보는 전시회 ‘Aging Dragons’를 통해 서울 도시재생의 미래를 넓은 
관점에서 전망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5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에 
이르는 행사,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가워크숍 결과를 자세히 담았다.
 
본 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준 서울시, 특히 도시계획과 
총괄계획팀 및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네덜란드 창조산업기금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KPA) 및 여러 후원기관에도 
이 보고서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인의 시간을 내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세운상가지역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열정적으로 논한 
도시전문가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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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everyone! on behalf of iSoCaRp, i would like to extend 
our kindest regards to you all and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event. The 
conference Beyond Big plans is conceived and organized as a pre-event 
to the iSoCaRp’s 51st international Congress. We share the excitement 
of participating in this event and are delighted to be part of the important 
professional exchange that will be taking place over the next three 
days. i thank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collaborating with iSoCaRp and organizing this event and 
thank you all for being with us today.

iSoCaRp is a global association of urban and spatial planners with the 
membership in more than 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each year 
we assemble to discuss our profession,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making places better and liveable. This year congress, 
taking place in october, “Cities Save the World. let’s Reinvent planning”, 
will be hosted by 12 cities in the netherlands, Belgium and germany, 
while a closing event will be in Rotterdam, from where a message on 
planning and prospects for its further development will be sent around 
the world. This annual gathering will provide a fantastic opportunity 
to revisit our profession, our paradigms, planning concepts and 
methodologies, and explore what is ahead of us. i invite you all to join us 
in october in one of the 12 cities.

it is my great pleasure that our new president Ric Stephens, who is 
taking over the presidency in october, is with us today. it is also my great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the iSoCaRp members who managed to join 
us here in Seoul and who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Beyond Big plans 
Conference.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i am very much 
hopeful that you will join iSoCaRp in october this year. i wish you all a 
successful and productive conference. Thank you.

opening greetings
milica Bajic-Brkovic - iSoCaRp president 
at the symposium of BBp, 12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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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지역계획가협회(ISOCARP)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대규모 계획 그 이상
(Beyond Big Plans)”은 ISOCARP 51회 연례대회의 사전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3일간 열릴 중요한 전문가적 지식 교류에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특히 ISOCARP과 함께 협력하여 이 행사를 조직한 현지 조직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ISOCARP은 전세계 80여 개국 이상에 회원을 둔 도시공간계획가들의 
국제단체입니다. 매년 모여 우리의 전문 직업과 도시개발 현안, 보다 더 낫고 살기 
좋은 장소들을 만들기 위한 전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 연례대회는 10월 “도시가 
세계를 구한다. 도시계획을 재구성하자”란 주제로 네덜란드 및 벨기에, 독일 12개 
도시에서 개최합니다. 연례대회 종결식은 전세계에 도시계획과 그 발전 방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로테르담에서 열립니다. 이 연례대회는 우리의 전문성과 
패러다임, 계획 철학, 계획 방법론에 대하여 새롭게 재고하고, 미래 도전 과제를 
탐색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10월 이 12개 도시 중 어느 한 
곳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10월에 그 임기를 시작할 릭 스티븐스 ISOCARP 차기회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 서울 이 Beyond Big Plans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우리 
ISOCARP회원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10월 ISOCARP연례대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포지엄 개회사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2015년 3월 12일, BBP 심포지엄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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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extend my welcome to all of you. Welcome to this two-
thousand-years-old historic city of Seoul. i also thank your excellency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lody embrechts, milica 
Bajic-Brkovic – the president of iSoCaRp, Ric Stephens – the president-
elect of ioSCaRp, professor mack Joong Choi, the president of Kpa 
(Korea planners association), and professor Kiho Kim who will deliver a 
presentation today, international and local urban planning professionals 
and those who are attending this conference with great interest in urban 
planning.
 
as known well, South Korea rose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in 1950.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followed. We achiev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such a short period. This 
‘compact modernization’ allowed us to be named an asian dragon. yes, 
Korea shifted from an aid-recipient country to an aid-giving country, 
which is an unprecedented case. our Seoul, the capital of Korea, stands 
in the middle of this history.
Just 60 years ago, Seoul’s population was 1 million, which is now 
more than 10 million. it is even 25 million if you consider all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rough rapid urbanization and remarkable progress, 

Welcome speech
Won Soon park -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 the symposium of BBp, 12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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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천년 역사 도시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네덜란드대사님, 그리고 
밀리챠 바예치 브르코비치 이소캅 협회장님과 또 릭 스티븐스 차기회장님, 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막중 회장님, 또 오늘 발표하시는 김기호 교수님과 국내외 
도시계획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어선 곳입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야말로 압축적 근대화의 신화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용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UN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우리 서울이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겨우 백만에 불과하던 인구가 지금 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근교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이천오백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도시화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도시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속성장이라는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추진된 전면 철거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역사, 
문화의 정체성, 작은 골목길과 이런 정감 어린 도시의 여러 모습들을, 또 추억들을 
파괴해왔습니다. 아울러 재정난과 거듭된 지역 갈등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장 취임 이후에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계획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라는 슬로건도 이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를 이루고, 개별 사업에 대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런 도시계획의 
원칙을 정립하겠다는 목표 아래 시민과 함께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또 삼천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생활권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여 시민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삶터와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환영사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 3월 12일, BBP 심포지엄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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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ecame a global city. however, the great achievements cast a 
shadow as well. presently, we are facing various urban issues. The lives 
of many local residents have been uprooted in the process of demolition 
and redevelopment. our beautiful nature, history, cultural identities, 
cosy streets and the similar cherishable memories of the city have 
disappeared. We are going through very difficult times amid financial 
troubles and recurrent local conflicts.
 
This is why i especially announced a transition to new urban planning 
following my inauguration. i set the new direction of urban planning. The 
slogan of “From the era of construction to the era of urban architecture” 
was then coined as well. We are solving issues through governance, 
bringing professionals and citizens together, and mediating conflicts in 
individual projects. We are very reinventing urban planning with citizens 
and locals. We have just adopted 2030 Seoul plan, a future vision of Seoul, 
with the aim of laying down the principles of urban planning which would 
last even beyond a century. Further, we are establishing neighbourhood 
plans in which 3,000 citizens are participating. early this year, Urban 
Regeneration Centre was opened to implement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hich are people-centred and for both living and working in a 
balance.
 
Urban planning which promotes the conviviality of human beings with 
the nature and history with culture and urban regeneration which shapes 
a sustainable future are not only critical to Seoul, but also to big cities 
around the world. This is why the BBp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attracted great public attention. i wish this conference contribute to 
turning the tide of public opinion for new urban planning, by sharing the 
international trend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discussing alternative routes. Further, i will appreciate your diverse 
views and in-depth advice on possible directions that Seoul has to take 
in the future. i wish our present decisions secure a better future and a 
better city for our future generations, as a present to them. i believe our 
steps are not only relevant to Seoul, but also to the future of other world 
cities. once again, i wish the BBp international conference grea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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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olving issues through 
governance, bringing professionals 
and citizens together, and mediating 
conflicts in individual projects. We 
are very reinventing urban planning 
with citizens and locals.“ 

“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를 
이루고, 개별 사업에 대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삶터와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함께 생동하고 어울리는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도시재생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 
대도시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BBP국제컨퍼런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도시가 직면한 도시계획 흐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대안을 토론해감으로써 새로운 도시계획의 방향을 
마련하는, 전기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더 낫고 더 좋은 미래와 도시, 삶에 대한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서울과 세계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BBP국제컨퍼런스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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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FeRenCe oveRvieW 

2. 
행사 개요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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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15: a pRe-eVenT To The iSoCaRp 2015 CongReSS 
    let’s reinvent planning! Beyond Big plans. 
hoST  : iSoCaRp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 
    Urban action network 
daTe   : 11th(Wed) - 15(Sun) march, 2015 
pRogRam : Symposium, experts’ Workshop, Final presentation, exhibition.
SCale  : apprx. 500 ppl audience for symposium and final presentation.
    apprx. 50 urban experts participated 
    apprx. 500 ppl visitors to the exhibition(12th - 22nd march) 
paRTiCipanTS : prof. Kees Christiaanse(eTh Zurich), h-Sang Seung(City architect), 
    prof. Kiho Kim(University of Seoul), prof. Zef hemel(University of amsterdam), and more. 
SponSoR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reative industries Fund nl, netherlands embassy, 
   Kpa, goethe institute Korea, Swiss embassy, and mor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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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ISOCARP(세계도시지역계획가협회)2015 연례대회 사전행사, 
    서울 국제컨퍼런스 - 도시계획의 재구성, 대규모 계획 그 이상 
주최  : 세계도시지역계획가협회,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행사 기간  : 2015년 3월 11일(수) - 15일(일) 
행사 구성   : 국제심포지엄, 전문가 워크숍, 전시회 등 
행사 규모  : 방청 총 500여명 이상(심포지엄 및 워크숍 최종발표회 포함), 
    약 50여명의 도시/건축 전문가 워크숍 및 심포지엄 참여, 
    약 500여명 이상 전시회 관람 (전시기간: 3월 12-22일). 
참여 전문가  : 케이스 크리스티안서(취리히 공과대학), 승효상(총괄건축가), 
    제프 헤멀(암스테르담 대학교), 김기호(서울시립대) 등.  
후원   : 서울특별시, 네덜란드 창조산업기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독일문화원, 주한 스위스 대사관 등.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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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nference, Beyond Big plans consists of three parts.
1)   Symposium (12th march)
2)   experts’ Workshop (13th – 14th march) and Final presentation (15th march)
3)   exhibition ‘aging dragons’ (12th – 22nd march )
 
iSoCaRp president prof. milica Bajic-Brkovic and Seoul mayor Won Soon park opened the 
symposium on 12 march with an audience of more than 400 people. 13 speakers from 8 different 
countries delivered inspiring presentations on new paradigms of urban planning which go ‘beyond 
big plans’ for the future of ‘Seun area’.
in the following three-day urban experts’ workshop, nearly 50 professionals from 10 countries 
contemplated a better future of Seun area together based on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taking 
seven given themes as a starting point. They presented alternative direc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Seun area as a result to an audience of over 100 people on 15 march.
With the grand opening, the exhibition ‘aging dragons’ provided insights into the state of 
urban regeneration in five advanced asian cities to around 500 visitors as well as the workshop 
participants from 12 to 22 march.

Program

외국참가자들 도착,
서울 투어  

개회 리셉션 

네트워킹 리셉션 - 스위스대사관 

심포지엄 등록 

개회행사 / 기조연설 

세션 1: 도시계획의 재구성 

점심 

세션 2: 세운이야기 

휴식  - BReaK Time

폐회식 및 부대행사 - CloSing 

세션 3: 다른 도시에서 배우다 

전시회 오프닝 

만찬 - 네덜란드 대사관저 

11 Wed
 SympoSiUm
12 THU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diSCoVeR SeoUl!

opening ReCepTion

neTWoRKing ReCepTion- SWiSS emBaSSy

RegiSTRaTion FoR The SympoSiUm

opening / KeynoTe SpeeCh 

SeSSion1: leT’S ReinVenT planning. 

lUnCh Time

SeSSion2: The SToRy oF SeUn 

SeSSion3: leaRning FRom CiTieS 

exhiBiTion opening 

dinneR ReCepTion - ReSidenCe oF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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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국제 컨퍼런스 Beyond Big plans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심포지엄 (3/12)

2)  전문가워크숍 (3/13-14) 및 최종발표회 (3/15)

3)  전시회 ’aging dragons’ (3/12-22)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사로 문을 연 심포지엄에서는 8개국 13명의 연사들이 세계적 
도시계획 흐름과 사례, 세운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영감 어린 발표를 전했으며, 400 여명의 청중이 
종일 만석을 이뤘다.
이후 3일간 이어진 전문가워크숍에서는 10여 개국에서 온 국내외 50 여명의 도시 전문가들이 7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하여 더 나은 세운의 미래를 모색하였다. 그 
협업의 결과로 도출한 세운상가 및 그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계획 방향 및 개발 전략은, 15일 다시 
100여 명의 청중 앞에 발표하였다. 
12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약 10일 간 진행된 전시회 aging dragons에는 5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 으며, 시민은 물론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영감을 제공하였다.

워크숍 전체 오리엔테이션 주제별 워크숍 (2) 프리젠테이션 준비 

점심  점심 

주제별 워크숍 (3) 최종 발표회 

소셜 미팅 
/도시연대 + 서울고가산책단 

대지답사 및 현지 점심 

주제별 워크숍 (1) 

13 FRi 14 saT
Final pReSenTaTion

15 sUn
URBan expeRTS’ WoRKShop aBoUT SeUn aRea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oRienTaTion WoRKShop paRT (2) pRepaRaTion Time 

lUnCh lUnCh

WoRKShop paRT (3) Final pReSenaTion

SoCial meeTing 
/hoSTed By URBan aCTion neTWoRK + 
SeoUl SKy Way 

SiTe ViSiT & lUnCh 

WoRKShop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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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PiRaTion BlasT - 

symPosiUm & exHiBiTion
3. 

심포지엄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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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ISOCARP 협회장) 

케이스 크리스티안서 
교수 (취리히공과대학)  

안창모 교수 
(경기대학교) 

안드리스 헤이르서 소장
(WLTC) 

로디 엠브레흐츠 
네덜란드 대사 

요르크 슈톨만 교수 
(베를린 공과대학교) 

이충기 교수 
(서울시립대) 

셩밍 우 소장 
(홀 플러스 아키텍츠) 

박원순 
서울시장 

제프 헤멀 교수 
(암스테르담 대학교) 

블라쉬 크리쥬닉 교수 
(한양대학교) 

빌럼 코릇할스 알터스 
교수 (델프트공과대학교) 

최막중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기호 교수 
(서울시립대)

이동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팻 코너티 연구원 
(영국협동조합연맹) 

개회사 oPening

1.1 

2.1 

3.1

축사 CongRaTUlaToRy

1.3

2.3

3.3

환영사 WelCome

1. 2

2.2 

3.2

축사 CongRaTUlaToRy

1.4

2.4

3.4

milica Bajic-Brkovic
(iSoCaRp president)

prof. Kees Christiaanse 
(eThZurich, KCap) 

prof. Changmo ahn 
(Kyonggi Univeristy)

andries geerse (WlTC)

lody embrechts (embas-
sador of the netherlands)

prof. Jörg Stollmann (TU 
Berlin) 

prof. Chungkee lee
(University of Seoul) 

Shengming Wu 
(Whole+ architects)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prof. Zef hemel 
(University of amsterdam) 

prof. Blaz Kriznik 
(hanynag University) 

prof. Willem Korthals altes  
(TU delft) 

mack Joong Choi 
(Kpa president) 

prof. Kiho Kim 
(University of Seoul) 

prof. dongyeun lee 
(Korea national Univ. of arts)

pat Conaty (Co-opera-
tives 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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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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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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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샤를로테 바르테스 (취리히공과대학)

좌장  :이영범 교수  (경기대학교)

좌장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취리히공과대학)

1.1 로프트 도시 
1.2 회복력 있는 도시를 넘어 
1.3 생산적인 공통의 기반을 위한 가치 발견 
1.4 무명의 도시에서 사람의 도시로 

메가시티에서 메타시티로 문화, 장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생각을 현실로 

2.1 20세기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세운상가에 대한  
      역사,도시적 평가 
2.2 서울의 전통적 산업 클러스터의 도시적 전환
2.3 세운상가 재생계획의 내용과 의미 
2.4 세운상가의 도시재생과 문화경제의 역학 

3.1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3.2 큰 계획에서 작은 걸음들로 
3.3 오래된 타이페이에 대한 새로운 자세 
3.4 회복력있는 도시를 위해: 협력적 장소 만들기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ISOCARP 협회장 ) 

승효상 
총괄건축가 

deBaTe : seUn sToRy

deBaTe : leaRning FRom CiTies 

deBaTe : leT’s ReinvenT Planning!

기조연설 KeynoTe 기조연설 KeynoTe

moderator : Charlotte m. Barthes (eTh Zurich)

moderator : prof. youngbum Reigh (Kyonggi University)

moderator : Christian Salewski(eTh Zurich)

1.1 CiTy aS loFT 
1.2 Beyond ReSilienCe
1.3 mining ValUeS FoR pRodUCTiVe Common gRoUnd 
1.4 FRom an anonymoUS CiTy To a hUman CiTy 

FRom megaCiy To meTaCiTy

CUlTURe aS dRiVing FoRCe 
in maKing plaCeS SUSTaina-
Ble: TRanSlaTing ideaS inTo 
RealiTy

2.1 hiSToRiC & URBan eValUaTion on SeUnSangga 
Complex in WoRldWide peRSpeCTiVe WiTh 20C URBan 
planning
2.2 URBan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indUSTRi-
al ClUSTeRS in SeoUl
2.3 SeUn RegeneRaTion
2.4 URBan RegeneRaTion & dynamiCS oF CUlTURal 
eConomy in SeUn aRea 

3.1 loVe oUR CiTy: leT’S TalK aBoUT money
3.2 FRom Big planS To Small STepS
3.3 old Taipei 0 neW aTTiTUde
3.4 ReSilienT CiTy & CoopeRaTiVe plaCe-maKing

milica Bajic-Brkovic
(iSoCaRp president)

h-Sang Seung 
(City architect of Seou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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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범: 

반갑습니다. 세션 2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영범입니다. 현재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고, Urban Action Network(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라는 NGO에서 주민참여기반 마을디자인, 도시재생과 관련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향후에 과연 우리 도시가 빅 플랜(Big Plan, 대규모 
도시계획) 이후의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인 오늘, 특히 세션 2 세운 스토리
(Seun Story)의 좌장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 세운상가에 담겨 있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션 1이 
BBP(Beyond Big Plans, 이후 BBP)에서 거론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담론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션2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안창모교수님은 우리나라 도시건축역사학자로서 세운상가의 
도시적 배경에서부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블라쉬 크리쥬닉 

symposium debate: seun story 
moderator: youngbum Reigh 
discussants: Changmo ahn, Chungkee lee, dong yeun lee, Blaz Kriz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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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면서 도시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도시사회적 비교연구를 진행하시는 전문가로서 세운상가는 아니지만, 왕십리란 
전통적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가 갖고 있던 도시조직들이 뉴타운 
계획으로 인해 사라졌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충기 교수님은 
세운상가 도심활성화계획의 총괄계획가로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연 교수님은 세운상가에 담겨있던 우리의 
대중문화와 우리의 추억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문화 결합방식이 
뭘까에 고민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실 발표 후 아마 한국분뿐 아니라 외국분들도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궁금할 것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중요 질문들을 잘 
읽어서 발표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신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세운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연 
교수님께서 그 포럼 전체 운영을 맡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어떻게 세운상가 도시재생에 결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포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운상가활성화계획을 서울시가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을 이충기 교수님이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이후 MP)
로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도시재생 영역 전문가고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세운상가활성화계획이나 세운포럼에 대하여는 제가 이번 세션 2의 모더레이터를 
맡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행정가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세운상가 이야기할 때 청계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사실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청계천과 그 주변을 새로운 국제금융 
타운으로 조성하자는 목표 아래,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청계천 복원이 
탄생했습니다. 세운상가와 관련된 이전의 논의는, 사실 청계천 복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먼저 발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나오지는 않았으나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안창모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종묘 앞에 초록띠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몇 년도에 철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심포지엄 토론: 세션2 세운이야기,
현재와 미래의 세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좌장: 이영범 
토론자: 안창모, 이충기, 이동연, 블라쉬 크리쥬닉 

BBP국제 심포지엄 세션2 , 2015년 3월12일 목,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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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은 ... 즉 공공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공공이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만 갖고 
보면, 정책에서 대단히 큰 변화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안창모  

안창모 : 

정확한 연도는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략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범 :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실은 이 앞부분을 사들여 
그것을 한순간에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목 아래 공원을 조성했지만, 
과연 그 공원을 시민들이 현재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역사보존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을 
사들여서 공공성의 가치를 내세워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과연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물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행정의 태도들이 
현재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역사 건축물들의 보존 활용 측면에서 
이런 행정의 태도가, 2008년과 비교해서, 약 7년 정도 지났는데,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모 : 

아마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할 듯한데요. 앞서 청계천을 말씀하셨는데, 
얼핏 보면 청계천도 고가를 철거한 후 개천을 콘크리트로 재현한 거죠. 복원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니 청계천 재현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이 재현 프로젝트와 
세운상가를 철거하여 조성한 초록띠 공원 계획은 외견상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금의 출처나 토지소유관계를 보면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청계천복원이란 이름 아래 조성된 프로젝트는 땅 소유주가 온전히 서울시입니다. 
고가도로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가 굉장히 빠르게 개입될 수 
있었고, 단지 논란이 된 건 거기에 서로 선이 닿아있는 영세상인들의 문제였지요. 
세운상가프로젝트의 경우 그 안에 50ｍ의 폭 중 약 20ｍ의 폭은 주거지로 온전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전혀 다른 프로젝트고, 
사실은 어쨌든 그 전에, 모든 걸 공공이 부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프로젝트지만, 원래는 공공이 부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고요, 앞서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원래 세운상가 앞부분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뒤의 경우 다음 부분에 그 
사람들한테 주어질 혜택을 블록 양쪽 소유자들한테 전가를 한 겁니다. 공공에서는 
서울시 돈을 어쨌든 최소로 진행한 것이고, 그런데도, 전체 정부 돈이 거의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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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거의 시가 컨트롤하려했던 프로젝트였던데 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은 엄연하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민간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분을 손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조죠. 즉 공공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공공이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만 갖고 보면, 
정책에서 대단히 큰 변화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범 : 

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연계해서 이충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에 발표 내용 중 보행데크에 대한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발표내용에서도 사실 여전히 빅 플랜(Big plans, 대규모 도시계획),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서 국제공모가 진행되는데, 오늘 자리는 과연 빅 
플랜을 넘어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계획 체계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내용으로만 보면 여전히 굉장히 빅 플랜의 방식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는 보행데크 국제공모를 과연 왜 하느냐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세운상가 2층 레벨의 보행자 데크를 서울시가 왜 
집중하여 국제공모를 하는지, 여전히 세운상가에 내재한 갈등이나 사적 영역, 사적 
소유권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제공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충기 :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전에는 세운상가가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8개 구역을 
크게 나눠서 세운상가를 철거하는 재개발 계획으로 지난 10년간을 민간에서 -
물론 공공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해갈등 때문에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이 중소규모로 잘게 나눠서 개발할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런 민원 속에 있다가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고, 또 주변 구역을 8개 
구역에서 170개 이상의 중소규모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 효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 9개 구역이 사업시행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운상가를 건드려야 하느냐. 지금 재개발을 전제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운 이후의 현상으로, 도심이 거의 18%정도 산업체수가 감소를 하고, 쇠퇴하는 

“ 굳이 세운상가를 왜 건드려야 한다고 묻는다면, 그대로 민간에 
두면 세운상가가 그대로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공공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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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생긴 이유는, 개발이익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나가고, 아니면 소유자들은 팔고 다시 나가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그냥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을 좌시할 수 없었고,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가 우선 최소한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먼저 공공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데크라도 먼저 침을 놓듯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을 한다면 세운상가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세운상가가 살아나면, 그 주변까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접근인 것입니다.
굳이 세운상가를 왜 건드려야 한다고 묻는다면, 그대로 민간에 두면 세운상가가 
그대로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공공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세운상가 리모델링이 아닌 헐고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88%
는 활성화에 찬성하지만, 낡았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지어서 자기 이익이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간에 맡겨두면 10년, 20년 지나도 별 하지 
않을거라고 보기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와는 다르게 이미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설명하고 소통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스스로 이제는 옛날과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으로는 이 지역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주민들도 서울시가 하는 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범 : 

어떻게 보면 앞서 두 분께서는 계획이나 하드웨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블라쉬 
크리쥬닉, 이동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지역에 기반한 문화생태계, 
산업생태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크리쥬닉 교수님께 
짧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에 있었던 전통 산업 클러스터(Traditional 
Industrial Cluster)에서 일했던 공장들이 뉴타운프로젝트로 철거된 이후, 그들의 
산업기반을 서울 어디론가 이동해서라도 유지했는지, 후속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연구를 안 하셨더라도 이들이 과연 철거 이후에 어떤 형태로 
또 도시 내에 자신들의 산업적 전통적 방식을 살리려고 했는지, 혹시 이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블라쉬 크리쥬닉: 

유감스럽게도 후속 연구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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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있었을 당시, 길거리 상인들이 송파구 지역(
가든5)으로 옮겨졌을 그 당시 사실 소규모 경공업 작업장들의 강력한 공식 협회가 
있었고 주변에 비슷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정부와 조율을 시도했던 
것으로 압니다. 작업장의 주인들은 익숙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랐고 정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시설을 왕십리 뉴타운에 지어서 작업장과 노동자들의 주거공간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토지주들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어디론가 이주를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업체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는 
곳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거와 업무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운상가지역에 주거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도심재생에 있어서는 생산부분과 일상 그리고 문화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영범 :

사실 산업 클러스트(Industrial Cluster)는 세운상가뿐 아니라 을지로에 전체적으로 
대단히 큰 산업기반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운상가뿐 아니라 
문래동이나 구로 공구상가 등지에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산업 클러스트들이 도시 내 개발압력에 저항할 힘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민사회라든지 지역사회 차원(커뮤니티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블라쉬 크리쥬닉: 

왕십리의 경우, 사실 초반 개발과정에 있어 실제 사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이유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10년 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 이러한 참여 과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무엇보다 세입자들은, 이 과정에 관심이 
그리 있지 않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을 지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기까지 했고요. 토지주들은 참여가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10년 전에는 주민참여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서울시도 
변했고, 의사결정과정을 시민, 주민에게 좀 더 개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프로젝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세운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에 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 10년 전에는 주민참여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서울시도 
변했고, 의사결정과정을 시민, 주민에게 좀 더 개방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 이런 
소상공인들의 작업공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도시재생을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블라쉬 크리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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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상공인들의 작업공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도시재생을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영범 : 

마지막으로 이동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 컬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세운상가에 많은 빈 공간들도 점점 생겨나면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 뭔가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세운상가 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세운상가에 
들어가서 서브컬쳐의 가능성을 문화예술과 결합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이와 결합해서 서브컬쳐가 
우리사회를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게 하기 위한 공간전략, 공간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그것이 꼭 공간정책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서브컬쳐가 공간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 전략, 이러한 
내용이 세운포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연 : 

먼저 세운상가 안에 입주하고 있는, 문화 예술 조직들은 현재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운상가 가동에 패브리케이션 랩(fabrication lab in Korea)인 타이드 
인스티튜트(Tide Institute)팀이 제작문화와 관련한 사무실, 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다른 과학 및 전시기획 분야의 분들도 세운상가 내 입주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입주자라기 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안에 비디오 
촬영, 포르노 제작 또는 음악 녹음이나 영상 녹음 등을 다루는 스튜디오들이 있긴 
한데, 그건 사실은 좀 서브컬쳐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운상가가 문화예술과 관계된 단체들이나, 새로운 
그룹들이 세운상가에 들어와서 활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마치 그 예술이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일종의 예술가들이 세운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상가를 점유하거나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고, 그런 점에서, 
세운상가 원래 장인들이 갖고 있던 전자기술, 공구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운드스튜디오나, 
제작문화기반스튜디오, 영상과 관련된 스튜디오가 들어오면, 일종의 창작과 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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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급,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사실 서브컬쳐는 둘로 
나뉩니다. 역사적으로 50년대의 브리티시 히스토리컬 서브컬쳐(British Historical 
Sub-Culture)가 있고요. 그것은 펑크족(Punk)이나 모드족(Mod)이나 일종의 특정 
스타일을 하고 있는 주체들을 일컫는 역사적 하위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동시대하에 
있는 컨템프러리 서브컬처(Contemporary Sub-Culture)는 사실 전 세계에 슬럼이나 
게토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주류문화에 대한 현상과 주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공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말씀 드린대로, 그들이 
공간을 점유하거나 전유하거나 공간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서브컬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술가 그룹에게 과연 얼마나 공간을 내줬는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공간을 
보장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직 본 바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런 
예술적인 자원들이 이용됐고 도구화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건대 이런 세운상가 공간 주변에 서브컬쳐 창작 그룹들이 점유, 혹은 전유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계획안에 당당하게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연구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범 : 

이 컨퍼런스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래,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분의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들이 내일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하는 워크숍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션 2를 
통하여 세운상가와 관련된 구체적 진행사항들이 서울시민 여러분과 또한 관련 
전문가분들과도 공유되었기 때문에, 향후 세운상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할 기회가 좀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네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서브컬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술가 그룹에게 과연 얼마나 공간을 
내줬는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공간을 보장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직 본 바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런 예술적인 자원들이 이용됐고 도구화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건대 이런 세운상가 
공간 주변에 서브컬쳐 창작 그룹들이 점유, 혹은 전유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계획안에 
당당하게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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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 thank all the symposium speakers for your presentation of 
complex stories in an accessible language and all your discussions. i also 
thank the audience for sitting through the whole symposium. i am the 
board president of Urban action network, a local partner which supports 
the BBp conference. i thank you all as one of the hosts. 

“Beyond Big plans, let’s Reinvent planning” is indeed very challenging 
and demanding task. Though it is difficult to make a summary due to 
the diversity of discussed themes, i would like to highlight a few points i 
thought along. 

i will tell my ideas, considering the expert Workshop which starts 
tomorrow. The Workshop centers around seven themes and is to reflect 
and process various ideas and presentations we shared today for the 
workshop site, the Seun area, in a more practical way. 

Critical questions about civic participation have been raised today; how 
to make participation possible, whether activism by artists would lead 
to mobilizing participation, how to invite people to open platform, if we 
ever make such a platform, and so on. all these are challenging tasks. 
of course, it would be great if collective intelligence is mobilized. Still, 
deeper questions should be addressed tomorrow; for example, what will 
bring about the mobiliz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many kinds of civic or resident participation have taken place in Seoul. 
Urban action network, which i am involving in, is also one of the ngos 
which promotes participation very seriously. When we are working, 
a question, “where are citizens?”, is often faced. When one talks of 
others’ matter, she/he makes critics or sound opinions as a good citizen. 
however, the same person suddenly changes her/his attitude and tries to 
protect her/his own interest so eagerly, when she/he is real resident or 
landlord. This is a duplicity. 

another important question based on today’s talks is whether physical 
improve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should come first or whether soft 
programs or things related to people’s everyday life beyond physical 
elements should take the lead. many people and architects or urban 
planners, in particular, tend to easily venture in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s. This is risky because relations between diverse 

Final Remarks -
Towards the Human City 
Kiho Kim 
-Board president of Urban action network, professor at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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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그렇게 쉽지 않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연사분들과 그리고 종일 오랜 시간 이를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를 지원하는 기관인 도시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기에 
주최측의 한 사람으로서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욘드 빅 플랜즈 (Beyond Big Plans; 대규모 계획 그 이상)라고 하는 것이 참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각 세션에 따라 논의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개의 
주제에 따라서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가지 생각들이나 
발표가 (워크숍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운지역이라는 대상지를 놓고 
잘 논의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참여(participation)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해서 시민참여가 잘 가동(mobilizing) 
될지, 열린 플랫폼(platform)을 만든다면 어떻게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 오게 
할 수 있을지, 등등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모아진다면 정말 좋은데, 그것을 만드는 계기가 
무엇이 될지 등의 질문들도 내일 더 깊이 있게 취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그 동안 많은 시민참여, 주민참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심포지엄 총평 -
좀 더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를 향하여

김기호
-도시연대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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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only look at the physical 
aspects of plans without critical 
awareness of this constellation of 
questions, we cannot but happen to 
repeat what we have done wrong in 
past big plans. “ 

stakeholders and interests are highly complex behind visible scenes. 
What should people do in this neighborhood? how are these people 
supposed to live her? how should they run a business? how can they 
make a living? proprietary relations are even more complex, considering 
people running a business as a tenant. if we only look at the physical 
aspects of plans without critical awareness of this constellation of 
questions, we cannot but happen to repeat what we have done wrong in 
past big plans. 

it is also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to realize ideal proposals we have 
been dreaming of. For example, pat Conaty delivered a presentation on 
community land trust. it can be one of the possible solutions. in the jungle 
of capitalism,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us to think up and 
elaborate methods of urban place-making which consider social aspect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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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고 있는 도시연대에서도 주민과 시민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단체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크리틱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의 상황이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제 주민이나 
토지주가 된 상황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본인의 이익을 굉장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또 하나는, 과연 물리적 환경개선이 먼저인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를 넘어 다른 소프트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들이 먼저인가 되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물리적 환경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과연 이 동네에서 뭘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심의 경우 어떻게 영업을 하고 비지니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를 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소유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얽힌 관계들(constellation)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저 단순히 물리적 계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빅 플랜 (Big Plan)에서 했던 실수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우리가 뭔가 꿈에 그리는 이상적 생각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팻 코너티 (Pat Conaty) 선생께서는 공동체 토지신탁 
(Community Land Trust)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글같은 자본주의 속에서 오늘 이야기처럼 좀 더 사회적인 
시각의 도시만들기의 방법이 어떻게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스위스대사관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께이스 크리스티안서 (Kees 
Christiaanse)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빅 플랜(Big Plan)을 
버리자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빅 플랜(Big Plan)과 작은 계획(Small 
Plan), 점진적 개발 접근(Incremental approach), 시민 참여형 접근(grass root 
approach) 등을 조정(reconcile)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 화합하여 갈 것인가를 더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화해, 조정 (reconciliation)이라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old & new), 정부와 시민 (government & citizen/residents), 큰 규모와 작은 
규모 (big & small),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poor & rich), 자연자원과 도시영역 
(natural resources & urban area), 건물과 도시 (building & city) 등, 이러한 여러 

“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물리적 환경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 이런 콘스텔레이션 (constellation)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저 
단순히 물리적 계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빅 플랜 (Big Plan)에서 했던 실수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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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to talk more on how to 
reconcile big plans with small plans, 
incremental approaches and grass-
root initiatives.“ 

yesterday, prof. Kees Christiaanse made a remark during the welcome 
reception at the Swiss embassy that we need to talk more on how to 
reconcile big plans with small plans, incremental approaches, and 
grass-root initiatives. i find this remark highly relevant. Reconciliation 
and conciliation of conflicts can take place at various levels; for example, 
conflicts between big scales and small scales,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between natural resources and urban areas and between buildings 
and cities. We need to care about these conflicts, mediate between 
them and seek reconciliation. For this aim, we need to change, as city-
architect h-sang Seung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symposium that we 
should shift from physical to metaphysical approaches. So far we have 
focused on competition and economic survival. now we move into more 
cultural and sustainable directions. yes, we need to adjust ourselves from 
planning mannerism to more creative courses.

i am very happy to see different ideas other than capitalistic or profit-
oriented urban development were introduced and discussed very 
productively today. This was immensely constructive.

i sincerely hope the expert Workshop will provid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practical help based on productive collaboration in 
each theme group. i am looking forward to fruitful results which tackle 
the issues and challenges raised today. as mayor park expressed hope 
this morning, the outcomes must be tangible enough to bring about 
meaningful change in Seoul’s urban planning and administration.

i thank all the audience who participated the whole day and also all the 
speakers and moderators who shared excellent ideas and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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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들의 조정 및 화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shift)를 해야 
합니다. 심포지엄 초미에 총괄건축가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physical) 
환경적 접근에서 메타 물리적(meta-physical) 접근으로 전환(shift)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경쟁(competition), 경제적 생존(economic survival)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좀더 문화적(cultural)이고 또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매너리즘 
(planning mannerism)에서 보다 창조적(creative)인 방향으로 좀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동안은 자본중심적인 혹은 이익중심적인 도시개발이 주였다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토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같이 생산적으로 각각의 주제 
그룹에 따라 협동작업을 해서 오늘 제기된 과제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성과있고 
보람찬 결과를 만들어내어 그 결과가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희망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행정에도 조금은 
변화를 불러오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온 종일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말씀을 해 주신 강연자와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가 빅 플랜(Big Plan)을 버리자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빅 플랜(Big Plan)과 작은 
계획(Small Plan), 점진적 개발 접근(Incremental 
approach), 시민 참여형 접근(grass root approach) 등을 
조정(reconcile)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 화합하여 갈 
것인가를 더 이야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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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entitled aging dragons, presented the observation of the 
developed asian Cities: hong Kong, Seoul, Singapore, Taipei and Tokyo. 
except Tokyo, they were called emerging asian dragons (or Tigers) during 
the past era of economic boom. however, the former young dragons 
are now getting older and slower. The exhibition discussed changes and 
challenges these asian cities facing after their rapid growth. 
The exhibition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conference Beyond Big 
plans, which addressed challenges of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in Korea. The exhibition was especially intended as an 
inspiration Blast for the workshop participants of Beyond Big plans to 
have a broader view, especially about advanced asian Cities in the same 
post-growth era. The exhibition comprised 6 sub-sessions; one session 
per each of the five advanced cities and one common session for all of 
them.

exhibition - aging dragons
 
THe oBseRvaTion oF THe develoPed asian CiTies ; Hong Kong, seoUl, 
singaPoRe, TaiPei and ToKyo.

Curators: 
hyeri park with Charlotte malterre-Barthes, Christiane lang, noboru Kawagishi, yashin Chen, Sejin Kim. 

Contributors: 
hayang Kim, Sebin Shin, Sunkyoung kim, adrienne Simons, andres delpon, Chit yan paul mok, inge goudsmit, 
melissa Cate Christ, Roberto Requejo, Susanne Trumpf, piotr Rafal Winiewicz, Bart Reuser, dario lanfranconi, 
young Bum Reigh, hoongill lee, Urban action network(yeunkum Kim+Joengseok moon), Jungin Kim with SSU 
Venice Studio students, Chungkee lee with Sewoon mega Complex team, Sheng-ming Wu, naomi hanakata, 
Shoichiro hashi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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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회는 ‘aging dragons – 고속성장 이후 아시아 선진도시들의 이면: 서울, 
싱가포르, 타이베이, 도쿄 그리고 홍콩’이란 제목하에 각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들여다보았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도시들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호랑이)’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그 경제 성장의 동력과 속도로 인해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 이 전시를 통해 이 5개 아시아 
선진 도시들이 초고속 경제/도시 성장 이후 직면하고 있는 변화와 도전과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하였다.
이 전시회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계획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에서 
그 대안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고자 한 국제컨퍼런스 ‘Beyond Big 

plans’의 동시 이벤트로 기획되어, 관람객은 물론 워크숍 참여전문가들에게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를 제공하였다. 전시는 홍콩, 서울, 싱가폴, 타이페이, 
도쿄, 각 도시별 세션과 공통 세션 ‘5개 도시 공간’, 총 6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전시회 - Aging Dragons 
고속성장 이후의 아시아 선진도시들의 이면,  

홍 콩, 서울, 싱가폴, 타이페이 그리고 도쿄.

큐레이터: 
박혜리, 샤를로테 바르테스, 노보루 가와기시, 야신 첸, 크리스아네 랑에, 김세진. 

전시 참여 전문가: 
김하양, 신세빈, 김선경, 크리스아네 랑에, 마드리엔 시몬스, 안드레스 델폰, 폴목, 잉에 

하우드스미트, 멜리사 케이트 크라이스트, 로베르토 레쿼조, 수잔 트럼프, 피오트르 라팔 
위니위츠, 바르트 뢰서, 다리오 란프란코니, 이영범, 이훈길, 도시연대(김연금+문정석), 
김정인 외 숭실대 베니스 스튜디오 학생, 이충기 외 세운상가 전시 팀, 쉉밍 우, 나오미 

하나카타, 소이치로 하시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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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RKsHoP THeme gRoUPs’ 

sUmmaRy

4. 
워크숍 주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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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국제지명현상안, 이전의 빅플랜들]

[서울도심 내 세운상가지역 위치]

[Former big plans for Seun area, 2004]

[The location of Seun area in the center of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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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세운4구역 조감도]
[Seun 4th district, on-go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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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세운지역의 산업 네트워크 현장]
[existing local industrial eco-network in Seu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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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운지역 현황]
[Current situation of Seu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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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안]
[Seun renewal promotion plan -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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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안]
[Seun renewal promotion plan -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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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ViSiT: 
SeUn aRea 
13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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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7 ThemeS: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다른 속도와 공존의 가치를 개발과정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 주민, 상인, 전문가, 공공기관 등 서로 다른 주체의 관심과 이해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표명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도시사업에 의미 있는 주민 참여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 현재 어떤 상공업이 어떻게 유지, 강화되어야,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을까?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재개발, 기존 산업의 활성화, 근무거주환경의 
향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 현재 많이 논의되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이 지역에 적용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활성하고, 지속적인 산업생태계를 북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문화적 자산으로서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은 어떠한 잠재력을 
지니는가? 어떠한 건축적, 도시적 요소를 재조명하고, 재사용해야 할까?
> 이곳을 어떻게 하면 서울 근대화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로 고쳐 쓰고 
덮어쓸 수 있을까? 
> 세운지역의 수복형 도시재개발이란 어떠한 물리적 특수성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가?

> how can we promote the spirit of conviviality, a different 
speed and diversity in urban development?
> how can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ntrepreneurs,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effectively 
articulate and negotiate different interests and values?
> how can we mak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itizens 
meaningful in the long-term development process?

> What industrial business clusters should be sustained and 
strengthened, and how?
> how can we achieve redevelopment without gentrification, 
support existing local enterprises and enhance livability?
> how can we app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promote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cooperatives in the area for a better 
ecology of local businesses?

> What potential does the Seun area have as cultural assets 
rather than something to erase? 
> What architectural and urban qualities can we better 
preserve, reinterpret, improve and continue building on?
> What physical features and strategies are needed for the Seun 
area’s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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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6. URBan develoPmenT 
FoR THe many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gRoUP 7. 
HaPPy PlaCe-maKing 

gRoUP 4. 
develoPmenT FinanCing WiTH PeoPle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 바람직한 세운지역의 미래는 무엇이며, 이러한 ‘공익’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찾아야 할까?
> 세운지역 개발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과 갈등은 누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현 계획안을 통해 우리가 그리는 세운상가지역의 모습은 무엇인가?   
> 이제는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아닌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대안적 
전략이 필요하다. 융통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도심상업지역 재생에 도시민의 접근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세운상가 지역의 점진적 개발 과정에서 보행을 대중교통과 더 잘 
연계하고 접근성을 높일 장기적, 광역적 전략은 무엇인가?

> 당장 이 지역에 활기와 생명을 줄 공간적 간섭이나 현재 공간을 
활용하여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어떠한 중/단기 또는 일시적 공간 개입으로 이 곳에 사는 주민 및 
일하는 소상공인, 보행자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 다양한 활동의 공간활용패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지역커뮤니티 
강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공공과 민간, 주민이 개발 비용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까?
> 공공이 개발의 질을 높이면서도 개발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 사이에 조화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 how can we achieve a balance between ‘private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 how should ‘public interest’, ‘a desirable future 
of the Seun area’, be defined through whom and what process?
> Who should mediate different views and conflicts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how?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 What future can we imagine, taking the current  
      Seun Renewal promotion plan as a starting point?
     > design for the realization of a long-term vision 
requires creative methodologies and process based on in-depth 
research. What are the necessary steps for adaptable practical 
designs?
> how can we improve public transport links and pedestrian mobility 
from a long-term and regional view?

               > What spatial interventions or creative   
      programs can we immediately start to make the 
area more vibrant?
> What medium/short-term temporary interventions can be made 
to rejuvenate people in the area?
> how can we make places better with community empower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 how can we make costs-benefits sharing between the public, 
the private and residents more reasonable and equitable?
> What influence can the public exercise to improve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rban development as well as quality?
> how can we create the virtuous circle between public 
spending and private investment in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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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moderator: Tom van geest & yeunkum Kim 
Rapportuer: Tom van geest
particpants: naomi C. hanakata, Zef hemel, Kiho Kim, yeunkum Kim, 
Ric Stephens, Tom van g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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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는 1960년대 전후 슬럼화된 도심을 정비하고, 도시에 대한 근대 건축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강남개발이 급속히 추진되고 강북개발은 
억제되면서, 급속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이미 1970
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거론된 세운상가 전면 철거 및 공원화 
계획은 2006년 완공된 청계천이 방문객을 끌고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 첫 걸음으로 2008년 현대상가를 헐고 ’세운초록띠공원’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민 간 갈등, 사업 비용 증가, 역사도심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건축물 고도 
제한 때문에 기존 계획은 2013년 세운상가 존치 및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주변 
지역 점진적 재개발로 변경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면서 세운상가의 건축사적, 사회문화적 가치와 이 일대 도시산업네트워크의 
가치를 재조명한 결과였다. 대한민국 1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세운상가. 우리는 
30여 년 넘게 지속되고, 변화해온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의 재개발 논의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개발과정을 실속 있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좌장: 톰 판 헤이스트 & 김연금 

기록위원: 톰 판 헤이스트
워크숍 참여 전문가:  나오미 하나카타, 제프헤멀, 김기호, 김연금, 

릭 스티븐스, 톰 판 헤이스트 

The Seun arcade was built in the 1960’s on a former slum-clearance site, 
embodying the modernists’ vision of an ideal city. however, dilapidation 
soon began, par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gangnam, South of han 
River. discussions on the Seun arcade’s redevelopment continued from 
the 1970’s for three decades. in 2006, a proposal to demolish the Seun 
arcade and create a park got headwa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Cheonggyecheon project and the wave of new Town projects. however, 
conflicts between residents, soaring project costs, and strict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the historic urban center, all made the former 
2006 plan no longer implementable. The current plan adopted in 2013 is 
to preserve the Seun arcade and incrementally develop the surrounding 
area. What can we learn from the past wrongs and rights of planning 
processes and developments for an engaging future of the Seu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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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ing culture is strong in the Seun area. how can we sustain the spirit 
of craftsmanship and entrepreneurship in those urban light industries 
and further develop it? We pay attention to the Cheonggyecheon which 
cuts across the whole Seun Sannga from west to east, since it functions 
as a gate to the Seun Sangga and a connection between neighbourhoods 
on both sides along the Seun Sanga. The Cheonggyecheon also offers 
good public space. 

seUn sangga CURaToRs
The north-to-South streets next to each side of the Seun Sangga can be 
liminal space for stimulating the whole Seun Sangga. This strategy can be 
related well to the renovation project of the decks in the Seun Sangga to 
improve the pedestrian experience. Curators per industrial cluster, such 
as printing, jewelry and machine manufacture, can facilitate defining an 
identity per cluster, bring people from clusters together and organise 
activities. 

oPening exHiBiTions in THe seUn deCKs
The pedestrian decks linking the total 7 buildings of the Seun Sangga 
can be public platform for exhibiting the potentials of local industrial 
businesses. each curator and entrepreneurs work together to hold 
showcases for products, biennale and cultural events.

eCo-indUsTRial neTWoRK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organising programs and 
events, a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an be established, in 
order to carry out activities for the Seun area itself and beyond it. The 
aim is to nurture and strengthen an eco-industrial network, which is 
internally coherent and also open to the outer, consisting of multi-scales 
of networks. in order to reinforce them, vertical integration as well as 
horizontal integration needs to be considered. For example, the roof 
of Jinyang-sangga can be used as a place for events, or the existing 
Seun Choroktti park can be remodelled in order to create a continuing 
landscape to upper floors.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pRoF. Ki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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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세운데크에 지역을 위한 
전시 개최]

[세운상가 큐레이터들]

[세운도시 - 지역을 손수 만들기]

[opening exhibition Seun deck]

[Seun Sangga Curators]

[Seun City - Crafting a 
neighbou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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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제조업의 장인정신이 숨쉬는 지역 만들기 크래프팅 네이버후드(Crafting a 
neighborhood)! 1조가 제안하는 일련의 개발 과정은 세운지역에 이미 깃들어 있는 
장인 정신,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제조업 정신을 더 북돋고 강화하여, 그 
정신에 기반한 커뮤니티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탄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운상가의 큐레이터들 Seun Sangga Curators 

우선, 공간적 전략으로서 세운상가를 동서로 가르는 청계천에 주목해 보면, 청계천이 
세운상가로 이어지는 관문으로서, 세운상가 양쪽 거리를 연결하며, 좋은 퍼블릭 
스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계천으로부터 시작해 세운상가 
양쪽 거리를 세운상가지역 전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역공간(liminal space)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올해 실현 계획이 있는 보행데크 프로젝트와도 연계하기 
쉽다. 보행데크마다 인쇄관련업, 귀금속업, 금속, 기계 제조 수리업 등 각 산업 
클러스트를 대표하는 큐레이터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세운데크를 열다 Opening exhibition Seun Deck 

7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는 세운지역에 입주한 산업체들의 잠재력을 
시현하는 공공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각 큐레이터와 각 산업 클러스터 구성원들이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고, 각종 이벤트, 비엔날레, 전시를 진행한다. 

생태 산업 네트워크 Eco-industrial network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경제개발기구 
(조합)를 설립하여, 세운상가 내부뿐 아니라 주변 구역 및 더 큰 지역을 연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네트워크로서 내부적인 일관성을 갖출 뿐 아니라, 외부에도 
열려있는 네트워크, 즉 캐나다에서는 소위 생태 산업 네트워크(eco-industrial 
network) 라고 부르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조성해가는 게 목적이다. 또한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수평 연계뿐 아니라, 지상으로의 수직적 연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양상가의 지붕은 전망대이자 이벤트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초록띠공원을 지상층까지 이어지는 공공 공간으로 재단장할 수도 있다.

*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김기호 교수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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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기업가/상공인 정신의 쇼케이스]

[생태 산업 네트워크]

[Showcase entrepreneurial Spirit]

[eco-indust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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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CaRFTing CUlTURe iS STRong and haS To SUSTain iTS SpiRiT.
•	 SeUn deCK Can Be liminal SpaCe FoR STimUlaTing The 

Whole SeUn aRea.
•	 inViTe CURaToRS peR indUSTRial ClUSTeR To The SeUn 

deCK and CReaTe iT inTo an open plaTFoRm WheRe 
indUSTRial ClUSTeRS and neTWoRKS aRe pRomoTed and 
STRengThened. 

KeyWoRds: 
CRaFTSmanShip, CURaToRS, open plaTFoRm, liminal SpaCe, 
ShoWCaSeS in The SeUn deCK, eCo-indUSTRial neTWoRK.

주요점:
•	 이 지역의 기술제조업 장인문화는 강력하여 그 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세운데크는 역(閾)공간으로서 세운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진앙지

가 될 수 있다.
•	 각 산업클러스터별 큐레이터가 이 데크 공간을 공공 플랫폼으로 조직, 

산업 홍보 및 활성화 활동을 열고, 산업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한다.

주요용어: 
장인정신, 큐레이터, 열린 플랫폼, 역공간, 세운데크에서의 전시, 생태 산
업네트워크.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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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inCiPles FoR geneRaTing eFFeCTive PlaTFoRms:

1.  diVeRSiTy oF paRTiCipanTS 
2.  open 
3.  RealiTy 
4.  gRoWTh ThRoUgh RepeTiTion and impRoVemenT 
5.  inTeRaCTiVe 
6.  poSiTiVe 
7.  aggRegaTion 
8.  CompaCT, inFoRmal enViRonmenT 
9.  modeRaToR 
10.  FReedom To aCT

효과적인 플랫폼을 생성하는 10가지 원칙: 

1. 참여자들의 다양성
2. 개방성
3. 현실성 (실질성)
4. 반복과 개선을 통한 성장
5. 상호작용성
6. 긍정성
7. 집적성
8. 밀도 있는 편안한 (소통)환경
9. 조정자(중재자)의 존재
10. 행동할 자유

prof. Zef hemel [University of amsterdam, professor] 
제프 헤멀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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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moderator: andries geerse 
Rapporteur: Florian Baeumler  
particpants: Florian Baeumler, pat Conaty, andries geerse, Seohwa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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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좌장: 안드리스 헤이르서  

기록위원: 플로리안 보임라
워크숍 참여 전문가:  플로리안 보임라, 팻 코너티, 안드리스 헤이르서, 임서환 

The Seun area contains the rich history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during the growth era. however,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s, 
deteriorating spatial qualities, and the emergence of other competitive 
locations have weakened the existing industrial business dynamics. 
This led to the previous plans of demolition and redevelopment. The 
past growth-oriented redevelopment was, in general, to replace the 
long-standing socioeconomic fine-grained networks with new industrial 
social orders, causing gentrification and social turmoil. many countries, 
however, have already been refocusing on socioeconomic local networks 
as well as the existing physical structures to create new added values 
in many inner city or post-industrial areas. The Seun arcade and its 
surrounding area are also full of such potentials; light manufacture 
industries and retails are no danger anymore, but form a breeding ground 
for urban vibrancy and creativity. The Seun area’s unique industrial 
elements can be a driving force for incremental regeneration. how can 
we support the Seun area’s local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networks?

세운상가는 대한민국 성장기 기술 혁신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물리적 환경 악화, 상권 이동으로 인해 산업거점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철거 후 재개발 논의가 그간 이어져왔다. 기존 성장주도식 재개발은 
오래 형성되어온 미세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쉽게 다른 새로운 산업 및 
사회질서로 치환하려 했다. 이는 지역 고급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와 
여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창의적 방식들을 안타깝게 
놓쳐버렸다. 반면, 현재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도심 및 후기산업지역을 재생할 때 
물리적 도시조직뿐 아니라 기존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그를 활용하여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세운지역에서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북돋울 수 있다. 이제 제조경공업 및 관련 상업은 
도심에서 사라질 위험요소가 아니라, 창조적 도시공간의 자양분이다. 세운지역의 
독특한 산업적 요소는 점진적 도시재생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어떻게 세운상가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산업환경, 도시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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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un area, 7,000 local enterprises are generating 15,000~20,000 
jobs. Those enterprises form complex industrial networks, create synergy 
and have great potential. among them, 80% is tenant. it implies that the 
current plan, which allows high FaRs and big plans, is not sufficient to 
sustain and develop the existing industrial network. high expectation for 
development profits has already been reflected on land prices in the area. 
if redevelopment takes place, the existing enterprises would have to leave 
the area due to a rent increase, while property owners and developers 
would get financial benefits unproportional to their contributions. 
Thereby, new approache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serve the existing 
local business networks and further develop it into creative clusters.
development profits should be claimed by those 7,000 enterprises and 
those who are as property owners or developers satisfied with a fair share 
of profits. in order to achieve this, a sort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is first needed, in order for those enterprises to articulate 
their interests and work together. in Bologna, italy, for example, local 
businesses formed cooperatives and have been successful to grow into 
competitive industrial clusters.  Second, the concept of “Creative Carpet” 
is necessary, which means that lower floors should be of the existing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세운지역의 지역비즈니스 산업의 
증가 양상, 1980년대 - 2003년]

[The increase of local enterprises, 
1980s-2003 in Seu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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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역에는 7000여개의 지역 사업체가 15,000- 20,000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다. 다양한 도심 산업들이 복잡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고, 그 잠재력이 크다. 이 사업체들 중 약 80%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높은 용적률과 대규모 개발 방식을 허용하는 
현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높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현재 땅값이 올라 있는 상태이며, 이는 재개발 후 임대료가 비싸져, 기존 사업체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존하고, 창조적 클러스터로 육성해나가고자 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세운지역 개발로 인한 이익은 7000여 개의 지역 사업체와 정당한 비율의 
이익에 만족하는 부동산소유주 및 개발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운지역에 터를 잡은 사업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역공동체경제개발기업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 형성된 협동조합 
컨소시엄과 산업 클러스터처럼 경쟁력를 강화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적 카펫(Creative Carpet)”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로활성화와 연계된 
저층부(1, 2층)에 지역 비즈니스가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지역 소상공인과의 인터뷰,  
“우리는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옮겨 가지 
않을 것입니다.” ]

[an interview with current industries, 
“We are a good company and we 
make great products. We’re not 

going to move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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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nterprises, in order for them to continue running businesses and 
diffuse vibrancy to upper floors as a “Creative Carpe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wo principles, two development paths 
are possible. The first one is to lower the current FaR and thereby land 
prices, as a radical approach. holding the “Creative Carpet” concept 
and taking the lower FaR as a starting point, the City of Seoul may grant 
extra FaR under the condition that added floor area goes to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or community land trust for the provision of 
affordable workplaces or housing units. in this approach, property owners 
and developers get a fair share of development profits. The second one is 
that private-led development is granted a high FaR as in the current plan, 
providing lower floors are available to the existing local enterprises. in 
this approach, property owners and developers get most of development 
profits and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units becomes more 
difficult. 
in both approaches, local businesses should be a focus of public policy. it 
should be noted that land use plan is just one of thousands instruments 
to achieve planning objectives which are stated in the Seun Renewal 
promotion plan. in order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existing industrial 
business networks and grow them into creative clusters, a wide range of 
instruments need to be explored and applied strategically.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paT ConaTy.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크리에이티브 카펫]
[Creative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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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대안 B]

[대안 A]

[첫 단계]

[option B]

[option a]

[Fir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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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원칙을 기본 전제로, 두 가지 개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급진적 접근으로서, 공공이 용적률 기준을 현 계획보다 낮추어, 지가를 낮추는 
방법이다. ”창조적 카펫(creative carpet)”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되는 용적률은 
지역공동체경제개발기업 또는 공동체토지신탁이 사용하여 사업장 및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소유주와 개발업자는 정당한 
몫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현 계획대로 
민간개발에 고도의 용적률을 허용하되, 그 대가로 공공이 새 건물의 저층부에 지역 
비즈니스가 다시 입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접근에서는 부동산소유주와 
개발업자가 훨씬 큰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도 어려워진다. 
 
어떤 접근을 택하든지 간에 지역 비즈니스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재생계획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는 수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고서, 
지역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여러 수단들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팻 코너티 연구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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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73  | 

Su
m

m
a

r
y

 Let’s Reinvent PLanning! - Beyond Big PlanS  |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Key PoinTs:
•	 TaKe The ‘CReaTiVe CaRpeT’ ConCepT aS a STaRTing poinT, 

WhiCh ReSeRVeS loWeR FlooRS in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exiSTing loCal enTeRpRiSe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CdC), CommUniTy 
land TRUST(ClT) and CoopeRaTiVeS aRe needed To 
deVelop CompeTiTiVe indUSTRial ClUSTeRS ThRoUgh 
neTWoRK, SolidaRiTy, edUCaTion and The FaiReR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	 land USe planning alone iS noT enoUgh To SUSTain and 
STRengThen loCal BUSineSSeS; diVeRSe poliCy ToolS and 
SUppoRTS inClUding SoCial FinanCe aRe needed. 

KeyWoRds: 
CReaTiVe CaRpe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mmUniTy land TRUST, Co-opeRaTiVeS, indUSTRial ClUSTeRS, 
pRoTeCTing TenanT loCal BUSineSSeS

주요점:
•	 대부분이 사업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산업체가 개발로 인해 쫓겨나지 

않도록, 저층부를 지역 산업체가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크레이이티브카
펫 전략을 세운지역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자.

•	 경쟁력있는 산업 클러스트 육성을 위해 교육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개발이익의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지
역공동체개발기업, 공동체토지신탁 등이 필요하다. 

•	 토지이용계획만으로는 지역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엔 역부족이기에 
지역공동체개발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크리에이티브카펫,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역공동체개발기업, 공동체토지신
탁, 임차상공인 보호, 산업클러스터 육성.



 |   74

ExpErts’ AdvicEs to sEun ArEA

|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15:  A Pre-eVeNT To The IsoCArP 2015 CoNGress 

Seun area has promising urban business clusters. For example, various small businesses 
cluster to form a competitive printing industry. it has also a good potential for smart 
technology industry to develop. Redevelopment of the area plot by plot as currently planned 
will break up these valuable assets of the urban economy. 
So we need a plan to nurture these clusters, e.g., by promoting coordinated networks of 
small businesses. This needs a careful survey on how the small businesses interact with 
each other to form a cluster. Static data on types, numbers, sizes, etc. of businesses may 
not be sufficient. 

세운지역에는 유망한 비즈니스 클러스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소규모 업종들이 경쟁력있는 인쇄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스마트테크놀로지산업의 발전 잠재력도 크다. 그런데 현 계획대로 필지별로 
개발이 될 때 도시경제의 값진 자산인 이 클러스터들이 해체될 것이다.
따라서 가령 소규모 업종들간의 협조적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기존의 클러스터들을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의 종류, 규모, 수 등에 관한 정태적 데이타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양한 업종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클러스터를 이루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dr. Seohwan lim [iSoCaRp Korean delegate] 
임서환 [ISOCARP 한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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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challenge for any beyond big plans approach is how to involve multi-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visioning and planning.  Community land Trusts in the UK use a process 
known as the Commonwealth Wheel and other tools. For an incremental development 
process involving a wide number of stakeholders using such a ClT approach and 
participatory planning methods like planning for Real can be highly effective. For example, 
east london ClT has used planning for Real to engage local citizens in the visioning and 
plans for their urban regeneration site. in the Seoul project for the Seun area this should be 
considered.

대규모 개발 계획을 넘어서는 접근을 취하고자 할 때 핵심 도전은 곧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 설립 시 ”공동재산의 바퀴(The Commonwealth Wheel; 지역 이해관계자 조직에 핵심적인 6가지 
요소 파악 도구. 도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따비)”, p. 191 참조)” 또는 여타 계획기법을 적용한다.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점진적 개발을 위해서는 그러한 CLT접근이나 ”Planning for Real 
(www.planningforreal.org.uk)”이란 참여계획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동런던CLT
는 지역 주민들을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및 계획 수립에 참여시키기 위해 Planning for Real를 적용하였다. 
세운지역 재생을 위해서도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pat Conaty [Co-operatives UK]
팻 코너티 [영국협동조합연맹 연구원]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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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and BRanding, “selling THe idea”
•	 establish a “Creative economy district”
•	  promote and market the importance of creative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for Seoul 

and Korea
•	 Understand and explain to investors, land owners and all the public, why it is so 

important to have those industries in this central location
•	 develop and communicate the long-term nature of this strategy

Zoning and PoliCies
•	  a new type of special zoning mechanism to encourage a mix of high-tech 

manufacturing, creative industries and commercial office space
•	  non-industrial commercial uses such as hotels, large-scale retail only allowed with 

special permission (criteria to be decided later)
•	  no residential uses
•	  max FaR 3.0
•	 establish height caps and lot coverage requirement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flexible large floor plate loft-style commercial buildings rather than narrow towers

PRoCess
•	 Set up a very detailed phasing, relocation and plot allocation process to make sure that 

the clusters keep working during construction
•	 nurture the existing clusters (training, marketing etc)
•	 Complement with new uses and start-ups (incubators etc)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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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과 브랜딩, ”아이디어 팔기”

•	 ”창조경제지구” 지정
•	 창조산업 및 제조업의 중요성 홍보 및 광고
•	 창조산업 및 제조업을 도심 내 유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투자자 및 토지주,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설명
•	 이러한 전략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소통

조닝(토지이용계획)과 정책

•	 첨단기술산업 및 창조산업, 업무용 공간의 혼합을 촉진할 새로운 방식의 특별 조닝 도입
•	 호텔 및 대규모 유통업과 같은 비산업 상업용도는 특별 허가를 거쳐서만 허용 (향후 허가 기준 수립)
•	 주거용도 불허
•	 용적률 최대 300%
•	 최고고도 및 건폐율 관련 요건을 제시하여, 좁은 고층타워들이 일률적으로 들어서게 하기 보다는, 

저층부가 loft-style의 거대면적 층으로 유연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장려.

과정

•	 산업클러스터가 재개발 공사 도중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순환 개발 및 필지 배분 계획 
수립

•	 현존 산업클러스터 지원 (교육, 훈련, 마케팅 기회 제공 등)
•	 신규 토지 용도 및 스타트업 기업 보완 (인큐베이터/지원·육성자 역할 등)

prof. Florian Baeumler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플로리안 보임라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교수]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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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moderator: Christian Salewski & mincheol park 
Rapporteur: Christian Salewski
particpants: Charlotte m. Barthes, Jinhong Jeon, hyun Jun Kim, Joonwoo Kim, Jungin Kim, Kyosuk lee, 
Christian Salewski, Joerg Stollmann, minch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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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growth-oriented society was quick to erase the past with bulldozers, 
undervaluing long-standing structures as things to discard and 
neglecting the social potentials embedded in them. local assets and 
resources are crucial to long-term urban regeneration. now a paradigm-
shift from ”Tabula-rasa” to ”palimpsest” is increasingly visible in Seoul’s 
urban regeneration. The current plan is to preserve the Seun arcade 
and incrementally develop the rest of the plan area, respecting historic 
streets. There are old alleys connecting adjacent neighborhoods, the 
symbolic agony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scars of the brutal slum 
clearance, the mega-structure embodying the vision of modernization at 
the time, the neglected parts of isolation and dilapidation behind on-going 
redevelopments around the city, and a trace of the latest blueprint of the 
Tabula rasa. By cherishing all those memories, reflecting them on spatial 
design strategies and adding value to existing spaces, it is possible to 
reinvigorate the Seun area into a place of unique qualities. What urban/
architectural design strategies will be needed?

성장 위주로 달려온 우리 사회는, ‘오래된 것’은 치워질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거나 
기존 내재되어 있던 사회적 잠재력을 미미한 가치로 무시하여, 불도저식으로 과거를 
지우는 데 치중했다. 반면, 진정한 도시재생은 지역 내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변화선 상에서 이뤄진다. 이제 ‘지우고 다시 쓰는 도시(백지개발, Tabula-rasa)’
로부터 ‘고치고 겹쳐 쓰는 도시(Palimpsest)’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현 계획안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를 존치하고, 주변정비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살려 중소규모 단위로 분할, 다양하게 점진 개발하고자 한다. 한양도성의 옛길, 일제 
소개공지와 압정의 아픔, 슬럼 철거, 근대적 이상도시 실현을 목표한 메가 스트럭처, 
소외되고 낙후된 개발 이면에 숙성되어온 도심산업네트워크 등 많은 시간의 켜를 
간직한 세운상가 지역. 이 곳이 지난 역사를 건전한 방식으로 다시 새기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려면, 어떤 도시건축적 디자인 
전략이 필요할까?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좌장: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 박민철  

기록위원: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워크숍 참여 전문가: 샤를로테 바르테스, 전진홍, 김현준, 김준우, 김정인, 이교석,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요르크 슈톨만, 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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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ity can be viewed as resource, what of the Seun area can be 
resources? in our view, dense urban fabrics, the north-to-south axis and 
the Seun Sangga are valuable resources.

1. history
The east-to-west axis is well visible in Seoul’s ancient maps, while the 
north-to-south is not.

2. Urban development paradigm Shift
From Tabula Rasa development to post-war reconstruction, urban 
expansion and redevelopment, Seoul has gone through the rapid 
change. What would be the next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That is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South Korea is moving towards the 
experience economy, which values authenticity and historic substance as 
added value highly.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한양도성 옛 지도]
[old map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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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세운상가지역의 어떠한 것이 자원일까?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세밀한 도시조직, 남북 축 그리고 세운상가군이라고 볼 수 있다.

1.    History 역사 
한양도성 옛 지도를 보면, 특히 동서축으로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운상가의 남북축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2.    Urban Development Paradigm Shift,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은 세월에 흐름에 따라 백지 개발, 새로운 곳의 개발(강남), 확장(신도시들), 
재개발 등의 도시개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시 고쳐 
덮어쓰는 팔림세스트식 개발이 아닐까?  

3.    Facts on the Ground 어떤 것들이 세운상가지역의 역사적 가치일까?
(1) Historic Building Inventory 역사적 건물 발견하기: 옛길 보존도 좋다. 그러나 
부족하다. 잠재적 역사건물들도 발견하고 보존해야 한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예에서 우리는 산업(맥주공장, Brewer와 Celler등)관련 역사적 건물들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지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비텐베르크 맥주공장 및 산업유산 
보존 사례 , 독일]

[preservation of the old 
heritage of Brewer & Celler in 

Bittenberg,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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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ts on the ground
(1) historic Building inventory: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streets 
and allies is not enough. historic buildings with potential cultural values 
should also be re-discovered and identified for the preservation. as 
in the city of Wittenberg in germany, where traditional breweries and 
beer cellers are preserved, we can better preserve historic buildings 
selectively.
(2) local production: local industries and product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historic buildings. By preserving those buildings, we also 
preserve local production.
(3) arcade monument: The Seun Sangga itself is a monument.

4. palimpsest parameters
(1) ground Floor Support Structure: as in the case of mullae(munrae)-
dong, the ground floor and the first floor need to be connected well and 
supportive to each other. 
(2) porosity: more access between the ground floor and the deck of the 
Seun Sangga is needed. if more porosity is made in the Seun Sangga, the 
connection will be improved betwee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blocks 
next to the Seun Sangga. 
(3) layers: horizontal and vertical layers can be made more differing and 
diverse.

5. density & Scale : pencil Towers
dynamic densification is possible. in the case of Wijnhaveneiland 
Rotterdam, low floors are shaped after the historic urban structures, 
while necessary densification is made possible by putting pencil towers 
on top of those low floors. Currently, the Seun area is full of low rises. 
however, monotonous densification is not a desirable answer. as an 
alternative, we can maintain the structure of low floors in a traditional 
urban shape as much as possible by increasing the overall density 
through some pencil towers.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ChRiSTian SaleWSKi.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주요 역사 보존 건물 표시 지도, 
2015년 3월]

[preliminary inventory map,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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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밀도 및 용적 소화, 저층부 강화하고 
슬림한 타워로 해결]

[3가지 레이어들]

[옛길 보존 및 확장, 
다공성도시를 위한 방안]

[density & Scales: pencil Towers]

[Strategy: layers]

[Strategy : porosit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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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좌장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 Local Production 지역 생산: 지역 산업도 이런 건물들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 
(3) Arcade Monument 세운상가군 기념비: 세운상가도 큰 역사적 자산이다.

4.    Palimpsest Parameters 팔림세스트 변수들 
(1) Ground Floor Support Structure 지층 구조: 문래동의 사례는 좋은 결합구조를 
보여준다. 1층엔 철공소, 2층엔 예술가들의 공간이다. 이 사례는 세운상가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Porosity 다공성: 지층과 데크 사이의 공간에 접근성을 더욱 높이자. 
(3) Layers 레이어들  

5.    Density & Scale 밀도와 스케일 
Wijnhaveneiland Rotterdam 바인하벤아일란드 로테르담의 예를 보면 지층은 
기존도시조직과 그대로 전승한 저층부분을 강조하고 위층은 비율이 가느다란 
타워들로 밀도를 해결하였다. 현재는 저층이지만, 미래에 크고 육중한 고층타워 
일색을 원하지 않는다. 저층은 그대로의 조직을 유지하되, 밀도는 비율이 조정된 
타워들로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바인하벤아일랜드 프로젝트, 
로테르담, 네덜란드]

[Wijlandhaveneiland, 
Rotterdam,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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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Key PoinTs:
•	 The pReSeRVaTion oF The SeUn aRCade and hiSToRiCal 

STReeTS alone iS noT enoUgh, BUT The maniFeSTaTion oF 
many hiSToRiCal layeRS oF deVelopmenT iS needed in The 
SeUn aRea, WhiCh CallS FoR SCienTiFiC hiSToRiC BUilding 
SURVey.

•	 hiSToRiC BUildingS need To Be ConSideRed moRe,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loCal pRodUCTion indUSTRieS.

•	 palimpSeST paRameTeRS SUCh aS gRoUnd FlooR SUppoRT 
STRUCTURe, poRoSiTy and hoRiZonTal and VeRTiCal layeRS 
need To Be ConSideRed.

KeyWoRds: 
expeRienCe eConomy, paRadigm ShiFT To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CiTy aS ReSoURCeS (loCal pRodUCTion, 
aRCade monUmenT), hiSToRiCal ReSeaRCh, palimpSeST 
paRameTeRS

주요점:
•	 근대건축(세운상가)과 옛길뿐 아니라, 역사적 도시공간(세운상가지

역)을 구성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적 역사건물 
조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	 지역산업구조는 역사적 건축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추후 보존 
및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저층부 구조, 다공성, 수평-수직적 레이어 등 팔림세스트 변수를 고려
해야 한다. 

주요용어: 
경험경제, 팔림세스트로의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 자원으로서의 도시(
지역산업, 세운상가란 기념비적 건축), 역사적 건축물 조사, 팔림세스트 변
수들, 역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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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before plan!
The area around Seun arcade is centuries old. it belongs to the most ancient parts of the 
city and has developed continuously. despite the current poor state of many buildings, we 
firmly believe that there are buildings that must be listed as monuments—testimonies to 
their times and therefore of incommensurable value. in a time of rapid regeneration cycles, 
Seoulites must preserve a connection to its past. We therefore urgently recomme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commission a proper and scientific historical building survey 
of all buildings in the area! even for buildings that will be ultimately replaced, this effort 
will document them for future generations. any new plan for the area must b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must safeguard the preservation of listed buildings.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s passing the stage of consumer economy 
and heads towards the experience economy. authenticity is paramount, and real heritage is 
rare yet demand for it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keeping alive a multi-layered past 
will be of great importance: authenticity is not the reconstruction of a musealized urban 
area of an idealized point in time which has never existed as such, but the palimpsest of 
many historical layers of development phases as in the Seun area. Consequently, historic 
buildings of all times need to be preserved and further used, including the arcade.

sCale and liveabilit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eun area, we propose to start from what is there: based 
on a proper survey of buildings, the historical street grid and plots can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a development that combines a human-scale, low-rise, small-grain urban tissue 
with slender “pencil”-towers for increasing density. The deck of the arcade will add an 
important layer by connecting the shrine to namsan park. For usage, some of the industry 
may remain on the ground floor, while gentrified usage will florish on the first floor.

Christian Salewski [eTh Zurich, Senior assistant]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스위스취리히연방공과대학, 조교수]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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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전에 먼저 ”조사”하라!

세운상가 주변 지역은 수세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도심 가장 유서 깊은 지역에 속하며,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다. 비록 세운지역 내 수많은 건물들의 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건물들은 여전히 
그 특정 시간대에 대한 증언으로서,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기념물로서 등재할 가치가 있다. 급속한 
재개발 주기를 경험하는 서울 시민들은 과거로의 연결고리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세운지역의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과학적인 역사적 건물 조사를 발주하기를 권고한다. 설사 
그 건축물들이 궁극적으로 헐린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을 축적해나갈 수 
있다. 세운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획은 그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등재 건물을 보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소비 중심 경제를 지나 경험 경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진정성 또는 
고유성이란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드물지만 진정한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과거를 생생하게 지키는 것은 따라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진정성’, ’
고유성’이란 단순히 이상화된 한 시점의 도시공간을 박제화해 재구성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세운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개발 여정의 역사적 층위들을 덮어쓰기로 보여주듯 지역 내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시간대의 역사적 건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물론 세운상가군 건물 또한 이에 
포함된다.

”스케일”과 활기성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운지역을 개발해 나가기를 우리는 제안한다. 적절한 건물 조사에 
기반하여, 전통적 가로구조와 필지 규모를 출발점, 즉 개발 전제로 삼자. 즉,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소규모 도시조직들로서 기존 가로구조를 되도록 지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이를 고밀화를 위한 가느다란 
초고층 빌딩들과 연계할 수 있다. 세운상가 데크는 종묘와 남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로서 중요한 켜를 
덧댈 것이다. 기존 산업체 일부는 일층, 곧 가로변 저층에 머물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타 기능은 
이층 이상에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   88

|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15:  A Pre-eVeNT To The IsoCArP 2015 CoNGress 

group 4 
development Financing with People
moderator: michiel Boesveld & Sung Chan Cho
Rapporteur: Vitnarae Kang 
particpants: michiel Boesveld, Sung Chan Cho, Vitnarae Kang, 
Sung hoon Ko, Willem Korthals al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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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un area’s regeneration is gathering pace. The previous plan of 
total demolition and comprehensive redevelopment has turned out 
financially infeasible. The current plan is to preserve the Seun arcade and 
to incrementally develop its adjacent area in 171 subdivided project-units. 
public investment in a pedestrian network (approx. eUR 3.3 million in 
2015) is expected to stimulate private investment in the area. Still, a well-
thought-out set of policy instruments is required in order to guide private 
developments in line with the following public objectives: 1) strengthening 
the existing industrial clusters, 2) preserving historic and cultural 
assets, 3) respecting the existing communities and 4) shaping the area 
into a vibrant hub of urban life, business and pedestrian routes. public 
planning, as well as spending, decisively influences the economic and 
financial feasibility of developments. how can the public better enable 
development projects to achieve social values as well as profitability?

현 계획안은 세운지역 재생에 활로를 열고 있다. 반면, 전면 철거 후 녹지축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초고층 빌딩숲을 짓고자 한 기존 계획안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 종묘와 관련한 엄격한 건물고도제한과 건설분양경기 침체, 
세운상가군과 주변구역간 갈등, 주민부담 증가 때문이다. 현 계획은 세운상가를 
존치하고, 그 주변 지역을 171개 중소규모 구역 단위로 나눠 주민 의사에 따라 분할 
또는 통합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공공 소유 부분에 대한 선도적 공공 투자에 
호응하여 민간이 사적 소유 부분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리란 기대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2015년 한 해 약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할당했다. 그러나 민간 
개발 역시 도심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기존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그 개발 파이낸싱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시가 
어떻게 계획고권 및 재정고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개발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둘 다 개발 
사업에서 추구하도록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좌장: 미힐 부스펠트 & 조성찬  

기록위원: 강빛나래 
워크숍 참여 전문가: 미힐 부스펠트, 조성찬, 강빛나래, 

고성훈, 빌럼 코릇할스 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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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and FinanCial FeasiBiliTy oF Plans 
a development plan can be financially feasible if benefits are more 
than costs and the land value of new use is higher than that of old use. 
The local authority can adopt both the regulatory approach and the 
entrepreneurial approach in combination to influence these variables. The 
purpose i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different stakeholders to make the 
city more liveable. The basic rationale behind should be “self-financing”, 
which means necessary investment in the quality of urban spaces should 
come from development itself.

RegUlaToRy aPPRoaCH: sTRiCT Zoning and design RevieW 
land value depends on location and a permitted use, due to fixity and 
scarcity. hence, land price changes differently from other costs such 
as construction or design. Speculation on future land value affects the 
asking price of land. So do the change of zoning plans and that of FaRs 
in particular. Before adjusting zoning plans, local authority needs to be 
aware of the monetary value of FaRs and the amount of planning gain 
and to be clear about the kinds of public interest to secure, for example, 
accessible ground floor functions or quality of open space, through 
strict zoning and detailed design review. The more obligatory public 

group 4 
development Financing with People

[개발비용 속 토지가치]
[land Value in the develop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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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타당성과 전제

편익이 비용보다 높고, 개발 후 토지가치가 개발 전 토지가치보다 높으면, 그 
개발계획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타당한 계획이 된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접근과 공공의 자산확보를 수반하는 경영적 접근을 적절히 병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소유자, 임차인, 공공, 보행자 등 여러 이해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둬야하며, 개발 비용을 최대한 개발 
자체 내에서 조달하는 것(사업단위 자금조달의 자기충족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규제적 접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심의 관련 규제

지가는 고정성, 부증성과 같은 토지 특성 때문에 설계비 및 시공비와 같은 
고정개발비용과 별개로 변동한다. 토지가치에 대한 ’기대’, 즉 개발전망이 지가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만으로도 지가는 변한다. 특히 기준용적률은 바로 
지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 상 이를 조정할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용적률 
변화에 따라 발생할 개발이익 규모를 먼저 공공이 면밀히 추산한 후에, 기반시설, 
건물디자인, 프로그램, 공개용지 등 공익관점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관민협력개발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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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are, the more they are reflected in the asking price of land 
so that the gap between the land price and future land value is made 
available to invest in extra quality. if the public captures land value uplift 
consistently by playing a regulatory role, this enhances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mixed-use developments.

enTRePReneURial aPPRoaCH: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FaiReR CosTs-BeneFiTs sHaR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a neighbourhood, the local authority needs 
to assume a more active and strategic role. When property ownership is 
highly fragmented and small property owners lack equity or expertise to 
initiate development, the following structure of public-private (or social) 
partnership is promising. The existing landlords make their land available 
for development, while the public developer pays all redevelopment 
costs except land and acquires the right to rent a part of new floor area 
for a certain period such as 20 years. So the landlords benefit from 
development without risking their own capital, while the public gradually 
recoups all its investment with rent income. Furthermore, the public 
can rent workplaces to local small enterprises for affordable fees and 
reinvest profits in place branding. This type of ppp is possible through 
either a joint project company (special purpose vehicle) or a contractual 
arrangement of rights in rem. For the success of this approach, the public 
has to be equipped with right expertise and organisational structure for 
risk management and to actively pursue public interest objectives based 
on its share in ppp. 

The public can introduce ‘relocation or stay policy’ for existing enterprises 
based on their needs. listing elements to preserve in areas or buildings 
is also recommendable to control the land value gap in a long term. 
last, cross-financing needs to be reconsidered for strategic services not 
only within a development block, but also between different blocks with 
different FaRs.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ViTnaRae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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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강빛나래 기록위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야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사항을 건축물 심의규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공공이 요구하는 도시건축적 질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 또한 개발비용으로 미리 고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가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동일한 이유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이 개발이익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환수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합토지용도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경영적 접근: 개발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관민협력개발사업

구역 별 상황에 따라 공공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투자할 자본과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토지주 위주의 구역이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공공디벨로퍼가 개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은 토지를 제외한 재건축, 재개발 
비용을 책임지고, 토지주는 그 대가로 개발로 늘어나는 용적의 임대권을 공공에게 
일정기간 양도한다. 이 때 토지주는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가치상승을 누리고, 공공은 늘어난 용적의 일부를 20년 전세권으로 설정하여 
임대수입으로 재건축투자비를 회수할 뿐 아니라, 공간을 적절한 사용료에 기존 
산업체에게제공하고 이익을 지역브랜딩에 재투자하는 등 ’도심산업 촉매거점’ 
형성과 같은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 
성공적이려면 리스크를 관리할 사업적 전문성과 조직적 역량을 공공이 갖춰야하고, 
민간에선 투자를 꺼려도 공익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공간의 질,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한 지분만큼 주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 외 공공은 기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하여, 재건축, 재개발과정에서 각 산업체의 이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다. 또 역사적 보존 요소들을 지정하면, 지가에 반영이 되어, 
장기적으로 개발과정에서 역사적 특색을 살리도록 하는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역(기준용적률이 높은 구역)에서 개발이익을 
거둬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역에도 혜택을 주는 기반시설(녹지, 
산업앵커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역 별뿐 아니라, 구역 간 연계 
기반시설분담계획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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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ConTRol poTenTial land ValUe WiTh a SeT oF diVeRSe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and FinanCial FeaSiBili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	 Be CaReFUl aBoUT adJUSTing FaRS; FiRST, CalCUlaTe 
deVelopmenT pRoFiTS and Then, pRe-SeCURe pUBliC 
inTeReSTS When gRanTing exTRa FaRS.

•	 SeT a neW Type oF pUBliC-pRiVaTe oR pUBliC-CiVil 
paRTneRShip in WhiCh CoSTS-BeneFiTS ShaRing iS FaiReR 
and The pUBliC Can USe pRoFiTS To FURTheR pUBliC 
oBJeCTiVeS.

KeyWoRds: 
land ValUe, FaR, deVelopmenT pRoFiT, CleVeR CalCUlaTion, 
pUBliC-pRiVaTe/CiVil paRTneRShip, CRoSS-FinanCing.

주요점:
•	 잠재적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개발

사업의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	 용적률 조정은 신중히! 용적률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엄밀하게 계

산하여 추가 용적률에 따른 걸맞는 공공이익(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산업앵커시설 유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	 개발 비용과 이익을 분담하여 공공 이익은 공공 목적을 이루는 데 재투
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민협력사업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주요용어: 
토지가치, 개발이익 계산, 개발이익 환수, 용적률, 교차보조, 공공 투자가 
공공 이익 확보로 이어지는 관민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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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un is a vibrant part of the city with a lot of activities. The area does not have a high 
Floor area Ratio (FaR) compare to what one would expect in such a central lo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ll the important infrastructure, i.e., metro, wide roads, is 
already there, which makes an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less expensive. demolishing 
costs are relatively low because of the low density of the district. all this means that it is a 
relatively “cheap” area to redevelop.
Therefore, the objective of a multi-use urban district needs to be connected more carefully 
to increasing FaR. When FaR is increased, the land value immediately rises to the highest 
potential value. When there are no restrictions, only urban projects with the highest land 
value will be developed (only projects which will be feasible); most probably offices and 
hotels only in this district. The objective of a multifunctional urban district will not be met.
if the city prescribes not only maximum FaR, but also minimal FaR and square meters 
of uses / functions (residential, office, hotels, and small industrial) per block, it would be 
possible to develop a multifunctional urban district which stays sustainable and vibrant in 
the future. experiences all over the world show that mono-functional urban districts are 
less sustainable and attractive than multifunctional ones.

세운지역은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도심 속 활기찬 지역이다. 수도권 내 중심 위치에 기대할 법한 높은 
용적률을 미처 실현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철 및 도로와 같은 간선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기에, 
기반시설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철거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종합하면, 
세운지역은 재개발하기에 상대적으로 ”값싼” 지역이다.
따라서 혼합용도 도심지구 조성이란 목표와 용적률 상향을 보다 더 조심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법적 
용적률 상향은 곧 토지잠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토지의 잠재최고가치를 실현할 
개발사업만 실제 추진될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지역이 업무 공간 및 호텔 위주가 되기 십상이다. 이 
경우 복합기능 도심 조성이 어려워진다.
만약 시가 개발 구역별로 최대 용적률뿐 아니라 최소 용적률, 구역별 토지 용도(주거, 업무, 호텔, 소규모 
산업 등) 당 연면적도 규정한다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고 활기찰 복합기능 도심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세계 일반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일기능 도심은 복합기능 도심만큼 지속가능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

michiel Boesveld [City of amsterdam, policy advisor]
미힐 부스펠트 [암스테르담시, 정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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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the regeneration 
processes of the Seun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tive stewardship and 
management of urban areas.

•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enants, concrete strategies are required to balance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 with the rights of tenants.

•	 The Co-operative land Bank (ClB) model is a recommendable instrument to convert 
private land ownership into common land ownership, in order to well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eun Renewal promotion plan. i suggest a more detailed study be 
commissioned on the applic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ClB model.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study: “Cho, S. C. and Seng, S. h. 2013. a study on the Co-operative land 
Bank model to improv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raditional markets: a case-study 
on the Jonggok-market in gwangjin-gu. The Seoul institute, 2013-pR-18, Small-scale 
Researches and Better Seoul 09.”

•	 세운상가 주변 도시재생사업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도시경영 전략을 
강화함

•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와 사용자의 재산권 균형 전략 구체화 필요
•	 세운상가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 소유권을 공유 재산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협동조합 모델(조성찬, 성승현,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3-PR-18, 작은 연구 좋은 서울 09)의 적용 
가능성 탐색

•	 세운상가만이 아닌 그 주변지역도 하나의 역사성을 갖는 장소로서 접근하여, 그 구역 전체에서 
근대건축물뿐만이 아닌 근대 도시화의 진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 구성 필요.

Sung Chan Cho [institute of land and liberty, Chief Researcher]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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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the Seun Sangga but also its surrounding blocks need to be considered as historic 
places and unique cultural assets. This approach requires the creative reconstruction of 
historic places in which one can feel and experience the temporal layers of the places and 
the evolutionary process of modern urbanisation.
Urban regeneration should take no more “Tabula Rasa” approach, i.e. the clearance of 
existing structures and the brand-new development, but the approach of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which considers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seriously. This means 
no large-scale comprehensive redevelopment anymore, but incremental renewal through 
small/medium-scale projects. This approach should also focus on easing the excessive 
burdens on existing residents and instead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t is because local residents, individual property owners, tenants and visitors 
themselves are the very living city, conveying the local history and cultures.
if the sustainability of people’s lives in the area is ignored, and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only is focused on, then, it would make no difference from the 
former approach of large-scale redevelopments. Therefo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aim to secure the continuity of people’s lives in the area. in order to achieve the aim, 
regeneration based on land leasing system should more actively be considered as a solution 
to apply, rather than redevelopment based on land sales.

도시재생은 기존의 대규모 통합개발 방식에서 역사문화 가치를 고려한, 중소규모 분할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도심의 재창조가 아닌 재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커뮤니티를 이루는 지역 주민들 및 임대인, 임차인, 방문객이야말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컨텐츠를 
세대를 넘어 전달하는 살아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모델을 구상할 때, 건물, 거리 등 물리적인 공간의 보전에만 관심을 두고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뒤로 한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대규모 개발방식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매에 기반한 개발형 재생이 아니라, 토지임대에 기반한 재생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Sung hoon Ko [hanwha S&C, Senior planner & developer]
고성훈 [한화 S&C,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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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pplaud the idea of transform the Seun area into a ‘centre of urban vibrant life’. however, 
the current plan may not achieves this aim.

•	 most blocks have the same ‘mixed use’ function designation in the plan. in a certain time 
the same mix of functions will fit to highest and best use, resulting in a monofunctional 
area without this vibrant life. if you want a genuine mix, different blocks must be zoned 
differently.

•	 housing is essential for urban life. it is the backbone of urban vibrant life. including 
housing means that you also have to cater for services (like schools) for the population, 
which enhances the function mix. Sunday during lunchtime i was in the CBd near City 
hall, it was an abandoned urban dessert, because nobody lives there. This the european 
experience: housing is essential. also the South axis in amsterdam (new CBd), about 
50% of square meters are housing; otherwise it would be a dead (and not vibrant) area.

•	 Slow planning may be a good strategy to develop vibrant neighbourhoods, as urban 
vibrancy is about developing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n a small area. 
These relationships are built over time. part of this plan seems to acknowledge this 
(smaller blocks), but i fear that even this part of the plan is too aggressive to promote a 
mature urban area.

•	 in our group we wondered about the ease by which extra FaR was allowed for limited 
consideration. does the local authority know the value of extra FaR? measuring value is 
essential if you want to recoup land values in order to finance investments. 

•	 in our group we also emphasized the use of extra instruments to assure urban quality, 
like design rules, that should be subject to design review.

prof. Willem Korthals altes [TU delft] 
빌럼 코릇할스 알터스 [델프크공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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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역을 도심생활의 활력거점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그 이유는, 구역들마다 지정해둔 토지이용 혼합의 유형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토지이용 혼합이 동일한 유형으로 최대한의 고층 개발 및 수익성 개발로 이어져, 도심생활의 
활력거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일기능지역이 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용도 혼합을 
이루려면, 각 구역마다 토지이용 혼합을 특색 있게,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	 주거 용도는 활력 있는 도심생활 거점 조성에 핵심적이다. 주거 용도 혼합은 곧 기능 혼합을 위해 그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요일 오후 시청 주위 중심업무지구를 
걸을 때, 실제 거주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에, 그 업무지구가 도심 속 사막처럼 황량한 것을 
경험했다. 물론 이는 유럽적 경험과 해석이지만, 주거 용도가 도심 활력에 결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암스테르담시에서 조성 중인 신규 중심업무지구 South Axis (Zuidas)의 경우, 50%가 주거 용도이다. 
주거 용도가 빈약하다면, 밤과 휴일에 썰물처럼 인구가 빠져나가 죽은 곳이 되기 쉬울 것이다.

•	 도심생활의 활력거점 조성을 위해, ’천천히 계획하기’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도심 
활력은 곧 사람들간의 복잡한 관계들을 한 작은 면적 내에 촘촘히 개발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들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현 변경안은 개발 구역을 중소규모로 나눔으로써 일부 이 점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이 역시 도심 지역의 성숙을 서서히 이끌어내기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즉 급한 
접근이 아닌가 싶다.

•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주제 그룹에서는 용적률 완화 기준이 지나치게 용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었다. 기준 용적률 이상 허용 용적률의 실질 개발 가치에 대해 서울시가 자각하고 
있는가? 가치, 즉 개발이익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은, 공공 투자를 위하여 토지가치, 곧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작업이다.

•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주제 그룹에서는, 도시디자인적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 
예를 들어 건축심의에 연계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추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적극 
강조하였다.

그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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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Jeroen dirckx & Jeongseok moon 
Rapporteur: Katharina hagg 
particpants: Jeroen dirckx , Katharina hagg , noboru Kawagishi, Sungwoo Kim, hoongill lee, 
Jieun lee, Jeongseok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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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remental development strategy needs a fixed & firm vision and 
a flexible plan that can cope with unpredictable circumstances and 
uncertain factors during its implementation. as the development direction 
has changed several times with a lack of social consensus, the Seun 
area has suffered a high and unnecessary social-economic cost during 
the past 30 years. in 2013, the City of Seoul amended the Seun Renewal 
promotion plan to develop the area incrementally rather than radically 
demolish.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experiences led to this turn.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important to set out a flexible urban 
framework plan that is robust enough to respond to different conditions. 
Therefore, the current plan divides eight blocks into 171 smaller project 
units and offers residents opportunities to re-assemble units or further 
sub-divide, respecting the historic urban fabric and promoting local 
businesses. now Seoul citizens are excited to conclude ’35-year of 
wondering’. This is the moment to come up with elaborate strategies to 
activate incremental development through small-scale plans.

점진적 개발전략이란, 확고한 비전 아래 유연한 계획안을 세워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불확정적인 요소에 대처하면서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전략이다. 지난 
30여 년간 나온 수많은 계획안들은 이제 미완성 청사진으로 남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다소 약한 계획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도 했다. 현 계획안은 세운상가일대를 통합개발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재활성화하고자 한다. 세운상가는 남겨둔 채 주변지역을 크게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0~6,000m2 규모의 171 개 세부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도로와 옛길 등 도시조직을 보전하고,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다시 
필지를 나누거나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소규모 계획과 점진적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좌장: 여룬 디르크스 & 문정석  

기록위원: 카타리나 하그 
워크숍 참여 전문가:  여룬 디르크스, 카타리나 하그, 노보루 가와기시, 김성우, 이훈길, 

이지은, 문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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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un area is located in the centre of Seoul and has long been 
exposed to development pressure. What should be the future of the Seun 
area in the middle of Seoul’s dynamic transformation?
Two processes have been salient in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districts 
in Seoul. (1) Fast & hard transformation: office or commercial use has 
replaced the previous use. (2) gradual gentrification: it may look the 
same at an appearance, but a rent increase leads to the displacement of 
tenants.  What new paradigms are available?
The current Seun Renewal promotion plan is already a big step towards 
the preservation of old streets and all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existing urban tissues and identities will be preserved, if one 
tests the FaRs and densities of the current plan.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include extra guidelines in the current plan.

1.	 Small grain: allow no bigger-scale land assembly any more, but keep 
small grid and small landownership so that urban tissues may remain 
in a human scale.

2.	 mix & diversity: make no zoning per use, but zoning for mixed-use. 
an agglomeration of small-scale, unique and diverse commercial 
programs is better than a large-scale separate program.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개발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세운 
상가 지역]

[Seun is exposed to development 
pressure]

[서울도심 구조 및 변환요소들]
[Seoul in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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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정가운데 위치한 세운상가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왔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서울의 중심에서 세운지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
서울의 중심은 지금까지 대체로 오피스나 상업시설로 대체되는 방식(Fast & Hard), 
또는 임대료 상승 때문에 임차인이 조용히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식으로 변환되어 왔다. 
그럼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까?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옛길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큰 성과이지만, 변경안을 토대로 용적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존 도시조직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보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에도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Small grid & Small ownership: 큰 규모의 합필 대신, 개별 필지 단위를 되도록 

유지하여 도시조직이 거대해지는 것을 막는다.
2.	 Mix & Diversity: 용도 분리보다 혼합용도를, 대규모 개별 프로그램보다 작은 

상업시설의 군집을 권장한다.
3.	 Self-governed transformation: 합필을 통한 큰 개발을 한번에 하기보다, 작은 

건물들이 점차 증축하는 방식을 지원한다.
4.	 Generic & Specific: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담을수 있는 일반적(Generic) 

공간과 독특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담는 스페셜(Special) 공간을 기획한다.
5.	 Gradients of publicness: 골목길에서 큰 도로까지 다양한 넓이의 길들이 다양한 

성격의 공공성을 담아내도록 한다.
6.	 Open space network: 저층부 옥상 및 데크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개공지나 

녹지면적을 늘리고 입체적이고도 다면적인 공개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7.	 Flexibility by negotiation & public interest incentives: 용적률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중소규모 사업 단위 별로 공중개발권(air-right)을 지정하여, 
개 건물 당 미사용한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하거나,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또는 
공개공지 포함 여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로테르담에 있는 바인하벤아일란드의 개발사례나 캐나다 벤쿠버 모델의 유형을 
보면, 저층부는 지면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필요한 용적은 가느다란 고층 
타워를 일으키는 것으로, 밀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00%의 용적률을 
담아내려다 보면 기존 도시조직 및 고유한 장소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저층부를 기존 도시조직과 닮게 
만들면서 남은 용적률을 고층 타워가 흡수하도록 한다면, 더 나은 도시 공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여룬 디르크스 좌장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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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f-governed transformation: The incremental extension of 
an existing small building can also be an alternative to one big 
redevelopment.

4.	 generic & Specific: generic and flexible space for a wide range of 
programs and specific space for special and unique programs, both of 
them need to be included in the plan.

5.	 gradients of publicness: Roads, streets and allies of differing scales 
will create diverse characters of publicness.

6.	 open space network: Roofs of low rises or decks can be re-defined as 
multi-faceted open space or green area.

7.	 Flexibility by negotiation & public interest incentives: an increase in 
FaR need not be applied all identically to a whole block, if air-right 
can be negotiated and the underused FaR of low rises can be granted 
to buildings whose owners want the extra FaR (TdR concept), in 
return for securing certain public interests, such as extra open space. 
The starting point of this approach is lower FaR than the FaRs valid in 
the current plan.

as Wijnhaveneiland in Rotterdam or the Vancouver model in Canada 
shows, high FaRs can be absorbed by thin and super-high towers, while 
programs of lower floors are designed to be better linked to the ground 
floor and in a similar shape with the existing urban fabrics. if the city 
pursues to apply FaR 6 as in the current plan, the existing urban tissues 
will be damaged to a serious extent. nevertheless, it is still possible to 
steer the future development in a better way, if appropriate guidelines 
are provided, low floors are created to be similar with the existing urban 
structures and high FaRs are absorbed by high-rises.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JeRoen diRCKx.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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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점진적 개발방식/ 추가 필요한 용적율을 특별한 가이드라인으로 가느다란 타워들로 해결, 저층부와 지층에는 기존 
도시조직에서 변화가 되도록이면 적게 조치하였다. 바인하벤아일랜드 프로젝트, 로테르담, 네덜란드]

[세운상가지역의 개발용적 테스트/ 현재 도시볼륨과 미래 최대 높이를 반영한 볼륨 스터디 비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인하벤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요구 용적을 소화하더라도 저층부를 강화하고 지반층의 지역성을 지속하는 
점진적인 개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

[Wijlandhaveneiland, Rotterdam, nl]

vs.

?

[Volume Study based on the FaR & height, and exist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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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작은 도시조직 및 
건물유형 제안 및 규정]

1.	 작은 도시조직 및 건물유형 제안 및 규정
2.	 혼합 및 다양성
3.	 자율적 변환방법
4.	 일반적 그리고 특별한
5.	 공공공간의 점진성
6.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7.	 조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

[guideline: Small grains]

1. Small gRid & Small oWneRShip
2. mix & diVeRSiTy
3. SelF-goVeRned TRanSFoRmaTion
4. geneRiC & SpeCiFiC
5. gRadienTS oF pUBliCneSS
6. open SpaCe neTWoRK
7. FlexiBiliTy By negoTiaTion & pUBliC inTeReS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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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일반적 그리고 특별한]
[guideline: generic & Specific]

[가이드라인: 혼합 및 다양성]
[guideline: mix & diversity]

[가이드라인: 자율적 변환방법]
[guideline: Self-governe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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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가이드라인: 조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 공공이익에 의한 인센티브제, 
공중개발권 등]
[guideline: Flexibility by 
negotiation and public interest 
incentives, air-rights]

[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공공공간의 점진성]

[guideline: open Space network]

[guideline: gradients of public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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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Key PoinTs:
•	 exTRa deSign gUidelineS aRe needed To enhanCe qUaliTy 

SUCh aS mix & diVeRSiTy, SelF-goVeRned TRanSFoRmaTion, 
geneRiC aS Well aS SpeCiFiC pRogRamS, gRadienTS oF 
pUBliCneSS, and open SpaCe neTWoRK.

•	 FaR iS noT neCeSSaRily an iSSUe, BUT hoW To SeCURe The 
qUaliTy oF The gRoUnd leVel, aS dRaWn FRom denSiTy 
SimUlaTion.

•	 loWeR FlooRS Can BeTTeR Be Shaped To pReSeRVe The 
ValUe and idenTiTy oF The exiSTing URBan TiSSUeS, While 
high denSiTy (high FaR) Can Be RealiSed By penCil ToWeRS.

KeyWoRds: 
deSign gUidelineS FoR The gRoUnd leVel, SelF-goVeRned 
TRanSFoRmaTion, Small gRain, mix & diVeRSiTy, geneRiC & 
SpeCiFiC, gRadienTS oF pUBliCneSS, open SpaCe neTWoRK, 
FlexiBiliTy By negoTiaTion & pUBliC inTeReST inCenTiVeS .

주요점:
•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재정비촉진계획에 추가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밀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 자체보다는, 어떻게 저층부의 

가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	 저층부는 기존 도시조직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형성

하고, 고밀도(고용적)는 그 상부 고층빌딩들을 통해 실현하기를 권장
한다.

주요용어: 
저층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기조직적 도시개발, 작은 도시조직, 혼합 및 
다양성, 일반적/특별한 유형, 공공공간의 위계적 다양성, 오픈스페이스 네
트워크, 협상에 따른 유연한 용적률(개발권) 적용, 공공이익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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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lose the wisdom of the city, of the beautiful layout, the richness of its diverse 
neighbourhoods and the knowledge of the inhabitants. Use those for a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Some basic suggestions: 

•	 do a thorough research on the existing qualities ad potentials of the area. a spatial 
mapping of valuable conditions, structures, buildings as well as a socioeconomic report. 

•	 develop a long term vision: What is the Soul of Seoul? The ideal would be an open 
debate. The original urban layout of the city, the Confucian principles should always stay 
at the base of development. 

•	 define priorities and areas that are to be safeguarded. This could be sightlines, 
buildings, street profiles, a programmatic or socio-demographic mix, typologies, green 
areas. 

•	 define rules for development. Sightlines, shadow envelopes, street profiles, guidelines 
for the groundfloor of buildings. 

•	  it is not about style, aesthetics or density, it is first and foremost about quality.

prof. Katharina hagg [TU Berlin, assistant professor] 

카타리나 하그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교수]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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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체, 아름다운 가로구조, 각 동네들의 다양성과 풍성함 속에 숨어있는 지혜와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암묵지를 놓치지 말라. 그 지혜와 지식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활용하라. 기본적으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현 지역의 특성들과 잠재성에 관한 깊이 있는, 세밀한 연구를 진행할 것. 주목할만한 상태, 구조, 
건축물에 관한 지리정보 지도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

•	 서울의 핵심, 서울성을 대표하는 상징(the Seoul of Seoul)이 무엇인지, 장기적 비전을 개발할 것. 
이는 특정한 전경이 될 수도 있고, 건물, 거리 프로필, 토지 용도의 프로그램적 혼합이나 사회인구적 
혼합, 건물 유형(타이폴로지) 또는 녹지가 될 수도 있다.

•	 개발의 원칙을 정의할 것. 대표적으로 시야(건물 및 거리에서의 조망권) 및 채광 확보, 거리 프로필, 
건물 저층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계획이란 단순히 스타일, 미적 기준, 밀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가치(퀄리티)에 관한 것이다.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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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moderator: milica Bajic-Brkovic & Taehee lee 
Rapporteur: doutsen Krol 
particpants: Berit ann Roos, milica Bajic-Brkovic, haebo Kim, Blaz Kriznik, doutsen Krol , Taehee lee, 
maarten van poelg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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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un arcade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not only important to 
local residents and entrepreneurs, but also to entire Seoul and Korea, for 
their symbolic values in Korea’s modern history. diverse stakeholders 
are currently engaging in the Seun area’s regeneration. The new plan is 
especially promising, as it creates opportunities to revisit the previous 
notion of public interest, re-discover it and reflect in future development 
projects. a plan area’s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local communities, 
and adjacent neighborhoods outside of the plan-border were often 
considered limitedly in big plans. nevertheless, those plans were 
implemented under the guise of so-called ‘public interest’. different 
needs in different times change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 What 
would be the desirable future of the Seun area,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generations? how can we discover and 
secure public interests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among the 
complex web of diverse stakeholders?

세운상가와 그 일대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소중한 삶터는 물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상징적인 터이다. 현재 전면 철거의 위기를 모면한 세운상가와 
그 주변 지역이 주민과 소상공인, 부동산소유주는 물론 서울 시민 모두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그간 개발대상지의 
역사, 장소적 의미와 지역민의 주거권 및 생계수단, 계획대상지 주변 지역이 
받을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계획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공익을 앞세웠다. 세운상가 지역도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하의 철거, 세운상가군 건립, 가깝게는 대규모 선형 공원 
조성 시도에 이르기까지, 공익이란 이름 하에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했다. 오랜 논의 
결과 세운상가 존치 및 주변 구역의 점진적 분할개발이 확정된 지금은, 개발에서 
확보할 공공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절호의 시점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바람직한 세운지역의 미래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얽히고 설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가운데 개발의 공공성을 담보해갈 수 
있을까?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좌장: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 이태희  

기록위원: 다우츤 크롤 
워크숍 참여 전문가:  베릿 안 로스,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김해보, 블라쉬 

크리쥬닉, 다우츤 크롤, 이태희, 
마르턴 판 풀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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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development for the many (in search for the public interest in 
urban development)

We identified the Seun area’s potential values to retain or further develop, 
applied those added-values to three different kinds of development 
scenarios and speculated what would happen to those values.

Values to consider important are, for example, places, social values, 
cultural heritages, businesses, diverse scales, and locations. The 
traditional clusters of small/medium businesses, the modern 
architectural icon Seun Sangga and the business networks, in particular, 
are assets to preserve, according the criteria of UneSCo World heritage. 
What would happen to those values? different results are expected from 
different scenarios; a of status quo, B of incremental approach, and C of 
fundamental modifications.

if we see what would happen to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공익과 도시가치를 찾는 과정]
[in searching for public interest 
and need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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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취한 기본 접근은 세운지역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구현할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세 가지 개발 시나리오에 적용해보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따랐을 때 그 가치들을 과연 구현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을 개발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실질적으로 적용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운지역 개발에서 중요하게 여길만한 있는 가치들로는 장소성에 관련한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 유산, 지역 산업, 개발 규모, 위치성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과연 어떻게 개발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다. 현 변경안대로 가는 
“A 현상유지안”, 개발 과정을 보다 더 단계화, 순차화하여 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B 점진적 접근안”, 그리고 개발 과정 자체를 공익에 대한 토론 및 협상 
중심으로 구성해가는 “C 근본적 수정안” 세 가지 개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후, 문화 
유산을 예로 들어, 각 시나리오대로 개발을 진행할 때 과연 이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 기준을 보면, “A 현상유지안”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세운상가보다 더 포괄적인, 문화와 마을 전체 등을 보존할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점진적 접근안”에서는 그 개념을 
적용하여, 이미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문화 유산으로 간주하여 더 강화하고 
육성해볼 수 있다. “C 근본적 수정안”에서는 심지어 이 지역 전체를 미래의 문화 
유산 구역으로 규정하여 가꿔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각각 다른 개발 방식이 
특정 가치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공익’이라는 것이 존재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가치’
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개발이 또는 이 세운상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보존하거나 새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 좋고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며 ‘공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공익을 섣불리 규정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해 공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우선 정책 이슈들 – 여기서는 크게는 세운상가 재개발 대상지 전체 
또는 작게는 단위 필지 등 – 을 놓고, 무엇이 공공에게 이익일까에 대해 모두에게 
열어놓고 투명하게 논의해 나가며, 논의 결과가 정당할 시 그 결과가 충분히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공익을 찾는 과정 방법론]

[methodology of searching for 
publ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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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in each scenario, a “status quo” focuses on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landscape of Jongmyo enshrine and the Seun Sangga. 
B “incremental approach” and C “fundamental modifications” would 
define the existing industrial business networks or even the whole area 
as cultural heritage to preserve. Thus, each development approach 
interprets and embodies a certain value differently. how can we then 
discover the “public interest”, if it ever exists, or a set of shared values?

Since public interest is a very contentious concept and there is no singl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which can satisfy everybody, the process 
of defining different interests and values, and bringing them together 
towards a compromise should be put in place. public interest should be 
“discovered” through open process to all, which is transparent, inclusive, 
goes by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a plan, and encourages the 
collaborative attitude. Further, we recommend providing research budget 
for groups lacking own resources, granting them the right to challenge 
with alternative plans, giving tenants a stronger position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process, providing knowledge support to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planning regulations, and holding dilemma 
sessions with a citizen panel on stalemate issues for decision-making.

in a nutshell, a general framework for the whole area is not sufficient to 
serve and balance diverse interests in a concrete manner, so small scale 
plan per block is much more necessary in order to open up the process, 
consider the values and interests of diverse groups and reflect them in 
development in a more practical way. Second, a homogeneous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should not be imposed, but diverse and differing 
values should be represented by diverse stakeholders, considered in the 
process and reflected in development. last, such a process to discover 
“public interest” should remain open to all and be able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ly fair and equitabl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Taehee lee.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3가지 시나리오: 
A-현상유지안, B-점진적 접근안, C-
근본적 수정안]
[3 Scenarios:
a-Status quo, B-incremental 
approach, C-Fundamental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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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6
공익을 지키리! 

[시나리오 A- 현상유지안]

[시나리오 B- 점진적 접근안]

[시나리오 C- 근본적 수정안]

[Scenario a: Status quo]

[Scenario B: incremental 
approach]

[Scenario C: Fundamental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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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각각 다른 이해관계집단 간에 협력하는 자세를 
고취하는 것, 하나의 관념적 집단보다는 구체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각각의 구체적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각각의 이해관계집단이 과정에 참여할 
때 그 과정이 계획 수립 단계, 결정 단계, 실행 단계 중 어디 즈음에 위치하는지 
분명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원이 부족한 참여 집단에게는 자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계획 법규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이에 관한 특별 지원을 한다든지,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안 계획을 수립하여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교착상태에 처한 
사안은 3자적 입장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결정 
권한을 (일정부분) 이양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첫째,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일률적 개발 프레임워크만으로는 다양한 가치들을 구체적인 사안과 실제 개발 
사업마다 제대로 반영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구역마다 소규모 계획 및 
그 수립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관점마다, 또 이해관계자 집단마다 
강조하거나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에 대한 “일률적 개념”
을 강제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개발에 반영해서 공공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모두에게 열어둘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이태희 박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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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6
공익을 지키리! 

[중요 메세지들]

[실질적인 조언들]

[‘공익’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Key message]

[practical Tips]

[how to discover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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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Key PoinTs:
•	 pUT in plaCe an open pRoCeSS To diSCUSS diFFeRenT 

ValUeS (WhaT To pReSeRVe oR TRanSFoRm in The SeUn 
aRea) and diSCoVeR The ‘pUBliC inTeReST’. 

•	 open The pRoCeSS To all and enSURe Tha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Re FaiR and eqUiTaBle. 

•	 a geneRal FRameWoRK FoR The Whole aRea iS noT 
enoUgh, BUT Small SCale plan peR BloCK iS needed 
in oRdeR To ReFleCT diVeRSe STaKeholdeRS’ diFFeRenT 
ValUeS in deVelopmenT in a moRe ConCReTe Way.

KeyWoRds: 
pRoCeSS To diSCoVeR The ‘pUBliC inTeReST’, diVeRSe 
ValUeS & STaKeholdeRS, FaiR & eqUiTaBl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mall SCale planS, inTeReST aRTiCUlaTion.

주요점:
•	 개발방식에 따라 특정 가치를 해석하고 구현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에, 세운상가 지역의 무엇을 보존하거나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 좋을지 논의하며 ‘공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	 공익 발견 과정을 모두에게 열어두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가치들을 개발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
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획 및 개별 계획 수립과정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공익을 찾아가는 과정,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자, 공정하고 평등한 참
여 기회, 개별 사업 계획, 구체적 이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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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is to pursue public interest objectives, which in turn justifies public 
intervention through planning. however,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 is so abstract as 
”love” or ”justice” that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are public interests”. 
here i would like to highlight a few qualities of “public interests in urban planning process”. 
First, there is no such urban planning which satisfies everybody, since diverse stakeholders 
with different values and interests involve in the process, and many constraints (for 
example, financial, spatial and public administrative ones) play a role. Second, “public 
interests” are not identical with the majority’s interests. Third, real public interests can be 
defined as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and the respectiv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of the few. last, real public interests seriously consider the minority whose 
interests are inevitably undermin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public interest objectives. 
These four qualities are still too abstract to be directly applicable concrete situations. 
nevertheless, i sincerely hope this understanding of public interests will be well reflected in 
the Seun regeneration process.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시 계획을 하는 목적이고, 또 그럴 때만이 계획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에 
정당성이 부여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은 ‘사랑’, ‘정의’처럼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
공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큰 틀에서 ‘도시 계획 
과정에서의 공익’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 (예, 재정적, 공간적, 행정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계획에서, 일반적으로 모두를 만족 시키는 도시 계획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익은 무조건 ‘다수’
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진정한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개인 또는 소수의 이익의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익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소수에 대한 
적절한 배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세운상가 개발에 이러한 원칙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r. Taehee lee [University of Sheffield, Researcher] 
이태희 [영국 셰필드대학교 연구원]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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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ConFeRenCe THoUgHTs and ReCommendaTion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veloping the ways for doing better by:
1.	 Unlocking local potentials for doing better;
2.	 Considering the views of different disciplines and different “actors”;
3.	 Changing the way resources are being used, distributed and allocated for use;
4.	 linking knowledge to action;
5.	 learning from others: how their successful practice could be brought in to the own 

environment;
6.	 Supporting local initiatives;
7.	 Transforming decision-making procedures.

Upgrading planning methodology by:
1.	 introducing new methods and techniques, especially those based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2.	 Changing the plann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techniques by introducing new criteria 

for evaluating planning options and making choices;
3.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culture-based disciplines;
4.	 introducing culture sensitive indicators and making them part of the standard indicators 

package;
5.	 developing new measurement instruments and standards.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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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을 통해 개발하라. 

1.	 더 잘 할 수 있는, 지역에 숨겨진 잠재력들이 발휘되도록 하라
2.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3.	 자원을 활용하고, 분배하고, 할당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라
4.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라
5.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라. 즉, 다른 성공 사례로부터 어떻게 하면 배워 지금 현재의 고유한 환경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6.	 지역 안에서 비롯된 (내생적) 시도들을 지원하라
7.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라

계획기법을 다음을 통해 개선하라.

1.	 새로운 방법과 기술, 특히 ICT(정보소통기술)에 기반한 방법들을 도입하라
2.	 계획 상의 선택지들과 의사결정을 평가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계획 절차와 평가 기법을 

혁신하라
3.	 도시계획과 문화예술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라
4.	 문화에 민감한 지표들을 도입하고, 그를 표준평가종합지표의 일부로 만들어라
5.	 새로운 평가 수단들과 규범들을 개발하라

milica Bajic-Brkovic [iSoCaRp, president]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ISOCARP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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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tudies on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South Korea find out that if the country 
wants to preserve and improve the remarkable achievements of the past new policies must 
be put in place on the national and local scale, which will reinforce social cohesion and 
create a more inclusive economic growth.

Transformation of Seun Sangga and its surroundings offers an opportunity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address both -  social cohesion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in this case the government has to recognize diversity of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the area has for traditional and emerging industrial and service cluste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be aware of the Seun Sangga’s social role, in bringing together 
different social groups (workers, clients, residents, tourists, elderly etc.), as well as the 
cultural importance of industrial and service clusters, 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 
distinct identity of the space itself should be seen as important cultural value.
When one becomes aware of divers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s, it becomes 
clear that the present master plan should not be the only instrument to address the 
transformation of Seun Sangga and its surroundings. other instruments must be put in 
place, which will address specific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and the diverse interests of 
specific actors (i.e. community development trusts, professional associations networking, 
co-working, cultural policy etc.).

opening of the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to the different actors could be 
the first step to create trust among them and the government, which is essential for 
implementation of specific instruments addressing the transformation later on.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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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놀랄만한 업적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보다 더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낼 새로운 정책들을 전국 및 지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운상가 및 그 주변지역의 변화는 곧 서울시가 사회통합과 포용적 경제성장,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시는 전통적 산업클러스터 및 새롭게 부상하는 서비스산업클러스터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새롭게 생겨날 다양한 경제적 기회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시는 소비자, 관광객, 주민, 노인 및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 세운상가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서비스클러스터도 무형의 문화 자산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띤다. 이 공간의 
뚜렷한 정체성 자체를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분명한 점은 현 변경안이 세운상가 및 그 주변지역의 
변화를 다루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개발신탁, 전문적 
직업결사체 및 산업네트워크, 협업, 문화 정책처럼, 물리적 변화에 연계한 특정 측면들과 특정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다루는 기타 정책수단들도 도입해야 한다.

계획 및 의사결정과정을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열어두는 자체가 그 행위자들과 시정부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정비 과정에서 특정 정책수단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수 
토대가 된다.

prof. Blaz Kriznik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블라쉬 크리쥬닉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교수]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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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unsangga is a remarkable structure that can be an icon for the adjacent 
neighbourhoods. Restoring the deck is a right step to start. Still, the whole structure 
needs more ‘space’ to show its hidden beauty, which green open space next to the 
building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oo many high-rises next to it will make the 
Seunsangga look ‘too narrow’ and thereby attenuate the significance of the building.

•	 The neighbourhood around the Seunsangga has a nice structure with historically 
developed streets and alleys. The new plan respects this structure, which makes the 
plan a good start for the desirable increment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simulation of future landscape shows that FaR 6 is too high to keep this structure 
functioning properly. The area will get too ‘dark’, and the streets and alleys too ‘narrow’. 
a lower FaR (for instance 4) will help the future neighbourhood retain more quality.

•	 When it comes to businesses in the area, the whole dynamics of the existing businesses 
will change due to a process of gentrification. more active strategy is required to keep 
shops and workplaces on the ground floor with an affordable rent, in order to retain 
small scale businesses and thereby make the atmosphere of the area more vibrant. it 
could be one of solutions to grant a community-based development company an extra 
building height in return for guaranteeing low rents at the street level.

•	 So far most of formal and informal consultations have been carried out with the 
landowners of the area. all the experts strongly recommend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tenants in the process more.

•	 a plan for each block should be made more concrete, as the whole area has eight 
different blocks and the masterplan for the whole area is still abstract. By making a plan 
per block, it may become possible to rethink certain aspects in the current master plan, 
for example, the high FaR, and to put the tenants in a stronger position.

maarten van poelgeest [andersson elffers Felix, advisor] 
마르턴 판 풀헤이스트 [안데르손 엘페르스 펠릭스, 자문위원]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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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는 주변 지역에 아이콘이 될 만한 비범한 건축물이다. 세운지역 재생을 위해 데크 복원부터 
착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는 그 건축미를 표현할 ’공간(space)’
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세운상가 동측 입체보행 녹지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운상가 양쪽에 
고층건물들이 지나치게 많이 자리잡는다면, 세운상가가 지나치게 ’협소’해 보일 것이며, 따라서 건물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세운상가 주변지역 구조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거리들과 골목길로 이뤄져 있다. 현 
세운상가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구조를 존중하며, 따라서 점진적 개발로 나아가는 좋은 
시작이다. 그러나 법적 용적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 변경안의 기준 용적률 600%는 이런 
전통적 가로구조를 지키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고층건물들로 인해 그늘이 질 것이며, 거리와 
골목길도 지나치게 좁아질 것이다. 용적률을 예를 들어 400% 대로 낮춘다면, 세운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으로 인해 현존하는 산업체들 간의 역동성이 변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소규모 
산업체들을 보존하고 활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일층, 곧 가로변에 가게 및 작업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불가능한 적정 임대료와 입주를 보장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층을 저렴한 임대료에 세놓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역공동체기반 개발회사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공식, 비공식 협의가 주로 부동산소유주들과 이뤄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모두 협의 과정 상 임차인들의 지위를 강화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	 각 구역마다 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세운지역 전체를 기존 8개 구역 내 
다시 중소규모 개발 구역으로 나눠 둔 상태이나, 여전히 전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추상적이다. 
구역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현 변경안에 담긴 특정 측면들, 예를 들어 용적률을 
재고해보고, 임차인들에게도 더 강한 지위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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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7
Happy Place-making 
moderator: Bart Reuser & Sejin Kim 
Rapporteur: Sejin Kim 
particpants: Soonbok Choi, yunhee Choi, Schoichiro hashimoto, Sejin Kim, Sang hyeok lee, Bart Reuser, 
Kyuduk Suh, Jungwon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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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urban planning, which makes urban spaces new and 
inspirational through re-using existing urban structures and programs, 
has recently held the limelight. in the same vein, the Seun area has great 
potentials waiting to be found. While incremental development in phases 
is pursued rather than big investment in comprehensive redevelopment,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identify possible strategies to use small-
scale urban/architectural objects and designs in order to induce more 
public participation and facilitate transformations. We can expect “the 
ripple effect” in spatial, social and economic terms to take place in the 
Seun area, sparked by small inspiring steps, rather than by erasing all the 
long-standing vestiges. What spatial, social and economic interventions 
can we think of to immediately start on?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창의적 도시계획이란 기존 도시조직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감 어린 새로운 환경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운상가지역에는 발견되길 기다리는 잠재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대규모 투자를 
전제한 일괄 개발이 아니라, 단계별 계획과 점진적 실행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 
소규모 도시/건축적 장치와 디자인을 활용하여 점차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큰 변환을 이루는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작은 움직임들이 이 지역의 전체에 활기와 
영감을 확산하는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나비효과를 기대해본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간섭을 함께 
생각해보자.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좌장: 바르트 뢰서 & 김세진  

기록위원: 김세진 
워크숍 참여 전문가:  최순복, 최윤희, 소이치로 하시모토, 김세진, 이상혁, 바르트 뢰서, 

서규덕,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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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me group 7, “happy place-making”, suggests a framework to 
make places in the Seun area more attractive for visitors and pedestrians. 
This would lead to an upturn in local businesses and making important 
stakeholders as property owners, tenants and the city happier. To initiate 
such a process, the possible role of potential “happy place-makers” is 
also highlighted.

1. design PRoPosal FoR HaPPy PlaCe-maKing
The potential for creating attractive places is great within the Seun area, 
as it contains diverse programs and differing scales of spaces.  Starting 
from a small scale of intervention, one can try a new program and the 
success scan spread over the whole area. it is crucial to first focus on 
boosting vibrancy on the ground floor so that the vibrancy can diffuse 
to upper floors. a package of diverse spatial interventions at differing 
scales, such as 9m2 or 30m2 is proposed to give places a new identity. 
For example, previously isolated staircases can better be connected, or 
the interrupted landscape between the Seun Choroktti park and the Seun 
Sangga can be continued through bridging terraces. 

2. PRoCess PRoPosal FoR HaPPy PlaCe-maKeRs

group 7 
Happy Place-making

[현재 임차인, 소유주, 시정부 그리고 
방문객 모두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

[Tenants, owners, city and visitors 
are unhappy in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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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는 매력있는 장소들을 가꾸어 더 많은 보행자들을 끌어 들이고, 기존 
비즈니스들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시작점과 
과정, 그리고 이를 이끌어나갈 주체의 역할을 제시한다.

1. 신나는 공간을 확산해갈 디자인 방향

세운상가군은 프로그램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여 특색있는 장소들을 만들어갈 
잠재성이 높다.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원칙은 작은 공간적 개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그 성공을 주변으로 점차 확산해가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저층부를 잘 활용하여 그 활기가 수직적으로 건물 위까지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저층부와 위를 연결하는 계단을 노출 등을 통해 
고립된 공간에서 연결된 공간으로 재디자인해 볼 수 있으며, 세운초록띠공원이 
세운상가군 공중데크와 이어지도록 테라스식 경관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3평, 10평 등 단위에 따라 세운상가 안팎의 공간의 프로그램을 재정의하고 
디자인하는 안들을 제시한다.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여러 이해 관계자가 
만족할만한 행복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all stakeholders should be happy 
with this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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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테크에서 지상부로의 
접근 방식, 주변 건물을 활용]

[현 상황: 전형적인 쇼핑 아케이드 
형식]

[폐점된 상가들을 활용하여 
인큐베이터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컨셉]

[new connection from the deck to 
the ground]

[Current condition - Typical form 
shopping arcade]

[Concept for incubators by using 
the closed dark 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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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이즈의 활성화지점 및 
프로그램]

[초록띠공원의 활용방안]

[초록띠공원을 활용한 지점 06]

[Various size spots for diverse 
programs]

[Steps and decks of Choroktti 
park]

[Spot 06 in Choroktt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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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akers need to capture funding opportunities, secure funds 
available from diverse sectors, i.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and crowd funding platforms, and distribute them to right 
entrepreneurs. The starting point is to embrace the existing industries 
such as lighting, printing, metal processing and to further facilitate new 
high-tech or creative enterprises such as 3d printing . This approach is 
critical to the long-term place-making which is authentic and functions 
as a hub to integrate diverse activities. once the robust industrial hub is 
established, it can be connected to cultural, educational and community 
activities, for example. diverse funding organisations can be interested 
in supporting start-ups which will hold workshops or showcases 
together with skilful craftsmen, cooperate with universities for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develop new products and sell. Based on 
this scenario, the group 7 also suggests the spatial pattern and the flow 
of activities and programs per scale and per each strategic hot-spot for 
initiating the regeneration process.

* ThiS SUmmaRy oF The Final 
pReSenTaTion iS CheCKed By 

SeJin Kim. 

group 7 
Happy Place-making



  135  | 

 Let’s Reinvent PLanning! - Beyond Big Plans  |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근처 블록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펀드의 확산효과]

[제조산업을 기반으로한 산업구조, 
가능한 펀딩과 관련 프로그램]

[조명, 철공, 인쇄업 등 독특한 기존 
산업과 새로운 가능성의 

3D 프린팅 산업]

[Riffle effect of fund to adjacent 
blocks]

[Structure of the industries.
 how to fund and what to relate. ]

[distinctive lights & Steel, printing 
industry +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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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나는 공간을 만들어갈 주체의 활동 방향

Place-maker들은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 기금을 동원하여, 
적절한 산업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부기관 
기금과 기업체 기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기본 목표는 
인쇄, 조명, 금속 및 기계제조업 등 기존 경공업을 품으면서, 그 기반 위에 3D
인쇄업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과 창조 산업, 스타트업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운상가군만의 특색있는 장소성을 키워가고,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는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다. 구심점이 이뤄지면, 교육 및 문화, 지역 행사,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금의 지원으로 신규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의 기술 장인들과 협업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산학 협력을 이루며, 
새로 만든 제품들을 시연하고, 가게에서 판매도 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각 활성화 거점 공간의 규모 별 프로그램과 주중 및 주말의 공간 사용 패턴, 
상가군 내외 동선도 제시한다.

* 이 최종 발표 요약문은 편집진이 
작성하여 김세진 기록위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group 7 
Happy Plac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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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Key PoinTs:
•	 FoR happy plaCe-maKing, The Role oF ‘plaCe-maKeRS’ iS 

CRUCial, aS Well aS STaKeholdeR SaTiSFaCTion.  
•	 deSign pRopoSal FoR happy plaCe-maKing: STaRTing FRom 

a Small SCale oF inTeRVenTion To BooST ViBRanCy on The 
gRoUnd FlooR, SUCCeSS Can Be SpRead oVeR The Whole 
aRea. 

•	 pRoCeSS pRopoSal FoR happy plaCe-maKeRS: in oRdeR To 
enhanCe indUSTRial ViBRanCy, plaCe-maKeRS diSTRiBUTe 
FUnding FRom diVeRSe SoURCeS To loCal CReaTiVe 
enTeRpRiSeS and ReoRganiZe The SpaTial paTTeRn and 
FloW oF aCTiViTieS in diVeRSe SCaleS and in STRaTegiC 
hoTSpoTS.

KeyWoRds: 
happy plaCe-maKeRS, STaKeholdeR SaTiSFaCTion, Small 
SCale inTeRVenTion, FUnding FoR CReaTiVe indUSTRieS, neW 
paTTeRn oF aCTiViTieS & pRogRamS, hoTSpoTS(diFFUSion oF 
ViBRanCy).

주요점:
•	 신나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역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이 중요하다. 
•	 디자인 제안: 작은 규모의 공간적 간섭을 점점 발전시켜 주변 공간으

로 활력을 확산할 디자인을 여러 규모, 여러 프로그램으로 시도해보자. 
•	 주체의 조직과정 제안: 다양한 자금을 유치하여 기존 경공업과 첨단기

술산업을 촉진할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연계하며, 구심점(hotspots)을 
중심으로 공간 사용 패턴과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만들자. 

주요용어: 
신나는 공간메이커, 이해관계자 만족, 작은 공간적 간섭, 창조산업 지원자
금, 새로운 공간 사용 패턴, 핫스팟(활력확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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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neRal RaPPoRTeUR’s 

RevieW

5. 
전체기록위원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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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ntire conference has been an exciting journey. We have seen great 
development and exchange of knowledge, passions and beliefs. not only 
between urban experts but also among citizens and students. it has been 
a great introduction as well to the city of Seoul as a vibrant and energetic 
place. i would like to express great gratitude to all who have made this 
event possible.

during the symposium,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 philosophy has 
all been brought up. From Confucian virtues to heidegger, habraken and 
henry lefebvre. But we all know that utopia is a difficult place to inhabit. 
That is why i like that the workshop results, although developed over a 
short time, are very pragmatic in sketching the possible next steps for the 
Seun arcade area .

We need both bottom-up and top-down movements coming together. The 
dutch railway company’s logo, symbolizes this well, after being rotated 90 
degrees. Connecting up and down in a dynamic equilibrium, with a tipping 
point in the middle. Reconciliation, like Kees Christiaanse phrased it. 

What i truly appreciate in the conference is that we did it all together. 
you have seen how much effort is in the work, especially in the analysis. 
They all had lively discussions between cultures, meanings and values. 
The way these groups have been working shows great social sensitivity. i 
believe that exactly this is the perspective urbanism should depart from. 

Review of the final presentation 
Jorick Beijer
-general Rapporteur of BBp, partner of Blo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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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P 컨퍼런스 전체는 그 자체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지식과 
열정, 신념을 공유하며 이를 발전시켰고, 여기에는 시민과 학생들도 동참하였습다. 
아울러, 서울이 활기차고, 밝은 도시임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이뤄낸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유교적 덕목에서부터 하이데거, 하브라켄, 앙리 르페브르에 
이르기까지, 고대 및 현대, 후기현대철학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
유토피아’가 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장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워크숍 결과물이 매우 실용적이며 
세운상가 지역을 위한 다음 걸음을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상향식과 하향식 움직임 둘 다 필요합니다. 직각으로 세운 네덜란드 철도회사 
로고가 나타내듯이, 역동적인 균형 속에 상향식과 하향식 움직임을 연결시켜, 그 
사이에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취리히공과대학교 교수 케이스 크리스티안서(Kees 
Christiaanse)도 말했듯이, 바로 정부 주도와 시민의 자발적 시도를 서로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BBP 컨퍼런스에 관해 높이 평가하는 점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각 주제 그룹이 정말 열성적으로 작업했고, 상당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 간, 의미 간, 가치 간에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전문가 주제 그룹이 일한 방식이야말로 사회적 민감성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민감성, 저는 도시계획의 관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워크숍 주제 별 발표에 기초해 지역 비즈니스, 역사적 가치, 새로운 건물유형, 
소상공인(또는, 지역 장인정신), 오픈 플랫폼, 현명한 계산, 사회적 가치(또는, 
사회적 포용성)라는 7가지 날줄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날줄을 세운이란 씨줄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그 전도유망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조합은 서로 다른 질문을 제기하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한 계획을 가리키기 보다는, 서로 다른 줄기가 합쳐서 이루는 한 이야기, 또는 
서로 다른빛깔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워크숍 최종발표회 총평 

요릭 베이어르 
-BBP전체기록위원, 블로시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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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nes; 1 story?
 - entrepreneurs
 - Historic values
 - new typologies
 - Makers
 - open platforms
 - Clever calculation
 - social values”

entrepreneurship, historic values, new urban typologies, place-makers 
(local craftsmanship), open platforms, cleaver calculation and social 
values (inclusiveness) are the seven lines i identified. These line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story that tells an engaging future for the Seun 
arcade. But this can be done in various ways. From multiple perspectives, 
raising different questions. This is not a plan. 

Rephrasing the presentations that you saw, that story would start 
with great understanding of the Seun area’s historic values. This 
leads to the idea of porosity of the ground floor, which gives space to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s. We saw an ecology of 
entrepreneurship and how that is translated to design guidelines which 
promote self-organizing and self-governing urban transformations. We 
also saw the role of places-makers and incubators in the area’s new 
economy and in the preservation of its heritage of craftsmanship. local 
heroes can work with curators who create open platforms for discussion 
and development. Various kinds of policy instruments can be used for 
creating proper and just land pricing that work for these ambitions, as 
the technical basis of all the discussions today. and that obviously links 
to the work on social values, in a search for new kind of responsive 
development.

The expert Workshop only lasted for two and half days. hence, we need 
to be humble in drawing conclusions. We are at an interesting point of 
time; the world is urbanizing at a tremendous rate and we are in a global 
rat-race of giant metropolises. To me, the work presented today shows 
a glimpse of alterative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Seoul, which is not the 
answer, but a call for further investigations. it is my hope that this works 
shop marks the beginning of better analysis, more discussions and ideally 
a different kind of plan making. This is the right moment to reconsider the 
scale, speed and values of Big plans. 

* The TexT iS BaSed on The  
TRanSCRipT oF JoRiCK BeiJeR’S 
Final SUmmaRy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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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다른 시선,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
 - 지역산업
 - 역사적 가치 
 - 새로운 유형 
 - 소상공인 
 - 열린 플랫폼 
 - 현명한 계산법 
 - 사회적 가치 “

앞서 본 발표를 제 언어로 풀자면, 먼저 세운지역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층부를 전통적 가로구조에 가깝게 만들고 
다공성을 허락하여, 그 공간을 지역공동체경제개발기구가 확보해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산업생태계의 현황과 중요성도 보았으며, 이러한 이해는 자기조직적, 
자치적 공간변화를 가능하게 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역에 
숨겨진 장인기술자를 발굴해 그 기술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플레이스메이커와 인큐베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보았습니다. 지역의 
장인기술자들은 큐레이터와 함께 일하고, 큐레이터는 토론과 개발을 위한 장(
오픈플랫폼)을 엽니다. 이런 훌륭한 생각들이 실제 실현 가능하도록, 적절하고 
정의로운 토지가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개발 이익 분배는 오늘 나눈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이자 기술적 기초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품는 포용적인 
개발 과정을 세워가기 위한 ’공익을 지키리’ 주제 그룹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작업과도 연결됩니다. 

전문가워크숍은 이틀하고 한나절 남짓한 시간 안에 밀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전 세계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하고, 
거대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런 시점에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들, 다양한 
방법들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곧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도 깊은 
연구에 대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더 나은 분석과 더 많은 논의,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방식의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계획의 규모, 속도, 가치를 재고할만한 절호의 시점입니다. 

* 이 글은 BBP전체기록위원 요릭 
베이어르의 워크숍 최종요약 
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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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6. 
워크숍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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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 장인정신
• 큐레이터 
• 열린 플랫폼
• 역공간
• 세운데크 활용 

• 생태 산업네트워크
• 저층부 강화
• 소상공인협동조합
• 지역공동체개발기업 
• 공동체토지신탁
• 임차상공인 보호

• 경험경제
• 팔림세스트로의 도시재생 
• 자원으로서의 도시
• 역사적 건축물 조사
• 팔림세스트 변수들

• 토지가치
• 개발이익 계산
• 개발이익 환수
• 용적률 재고
• 교차보조
• 공공 이익 확보의  관민협력사업

• 저층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 자율적 도시변환 
• 작은 도시조직, 혼합 및 다양성
• 공공공간의 위계적 다양성
•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 협상에 따른 유연한 용적률(개발권)
• 공공이익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 공익을 찾아가는 과정
•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
• 개별 사업 계획에 구체적 이해 반영

• 신나는 공간메이커
• 이해관계자 만족
• 작은 공간적 간섭
• 창조산업 지원자금
• 새로운 공간 사용 패턴
• 핫스팟(활력확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 키워드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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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최종 결과 상관도

주요점 

• 열린 플랫폼 마련

• 지역 산업생태계 육성

• 소상공인 주체 강화

• 저층부 확보

• 역사성 보존

• 새로운 건축 유형 제시 

• 추가 가이드라인 적용

• 투명한 계획 및 개발과정

• 현명한 계산

• 정당한 이익 공유

• 작은 간섭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emes KeyWoRds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
pReneURShip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gRoUp 6. 
URBan 
deVelopmenT 
FoR The many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gRoUp 7. 
happy plaCe-
maKing 

gRoUp 4. 
deVelopmenT 
FinanCing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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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sults: 
interrelations between themes

•	 Craftsmanship
•	 Curators
•	 open platform
•	 liminal Space
•	 Showcases in the Seun deck

•	 eco-industrial network
•	 Creative Carpet
•	 Co-operatives
•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	 Community land Trust
•	 protecting tenant local businesses

•	 experience economy
•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	 City as resources
•	 historical building research
•	 palimpsest parameters

•	 land Value
•	 Clever Calculation
•	 development profit
•	 Reconsidering FaR 
•	 Cross-financing
•	 public-private/civil partnership

•	 design guidelines for the ground level
•	 Self-governed Transformation
•	 Small grain, mix & diversity
•	 gradients of publicness
•	 open space network
•	 Flexibility by negotiation
•	 public interest incentives

•	 discover the ‘public interest’
•	 diverse Values & Stakeholders
•	 Fair & equitabl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	 interest articulation on Small Scale plans 

•	 happy place-makers
•	 Stakeholder Satisfaction
•	 Small Scale intervention
•	 Funding for Creative industries
•	 new pattern of activities & programs
•	 hotspots(diffusion of Vibrancy)



Ke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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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 open platforms

•	 supporting industrial creative clusters

•	 empowering local entrepreneurs

•	 enhancing the qualities of the ground level

•	 Fostering historic values

•	 developing new urban typologies

•	 Providing additional design guidelines

•	 ensuring substantive participation

•	 Taking clever calculation as a starting point

•	 making cost-benefit sharing fairer

•	 small interventions for the bi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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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open platforms] 

[supporting industrial creative clusters]

open platforms are needed for communicating and networking where 
community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grow as a basis of long-
term regeneration. Such platforms are created and activated by curators 
who help local entrepreneurs and other stakeholders articulate their 
interests, facilitate their activities, and deal with issues arising. The Seun 
deck can be a physical platform where local industries showcase their 
products and vibrancy diffuses to the surrounding area. 

nearly 7000 local enterprises generate a variety of socio-economic 
benefits including employment, industrial networks and synergy effects. 
Supporting these enterprises into competitive and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is essential for the vibrancy of the area. especially,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80% of local enterprises which are tenants so 
that they are not displaced but continue running and grow even after 
redevelopment. in addition, the coordination of funding, programs and 
activities is necessary to connect the existing businesses with new techs 
and new startups to grow into creative industries.

open plaTFoRmS FoR exhiBiTing, 
ConneCTing, CommUniCaTion & paRTiCipaTion

loCal enTeRpRiSeS aRe Key To RegeneRaTing 
The SeUn aRea.

Final results: Key issues

To Reinforce existing policy
new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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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최종 결과: 주요 이슈

[열린 플랫폼 마련]

[지역 산업생태계 육성] 

도시재생이 지속하려면, 표현의 장, 소통의 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열린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곳에서 커뮤니티 정체성과 소속감, 지역의 특성이 자란다. 
열린 플랫폼은 산업 별 큐레이터처럼,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 활동을 
조직하고, 이슈를 다룰 촉진자를 통하여 형성되고 활성화된다. 구체적 장소로는 
세운데크를 지역 산업을 뽐내는 플랫폼으로, 활력 확산의 진앙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역 7000여개 산업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경제사회적 공헌, 집적의 효과, 산업 
간 시너지가 크다. 산업적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클러스터로 보존하고 키울 
만하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체 중 80%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개발 후에도 기존 산업이 이어질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이 파생하고 창조산업이 자라도록, 자금과 활동,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고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운데크를 열자, 네트워크의 장을 열자. 

7,000개의 산업체는 이 지역의 생명이다. 

서울시 기존 실행, 강화사항
신규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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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the qualities of the ground level] 

[empowering local entrepreneurs]

[Fostering historic values]

The ground level of urban fabrics needs to be addressed directly. First, 
special measures are needed for the existing industries to resettle in 
the lower floors after redevelopment since the lower floors’ morphology 
has been crucial to the emergence and functioning of local businesses, 
industrial networks. For example, community land trus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or other public-private/social partnership 
projects can secure the lower floors and make them available to local 
enterprises at an affordable rent and reinvest profits in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local businesses. Second, practical measure are 
needed to keep urban grains in the lower floors as similar as possible 
with the existing ones so that historic authenticity and a sense of place 
can be experienced continuously. This is because vitality and uniqueness 
on the ground level are decisive to pedestrian experience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Seun area have great potentials as 
creative activities. local craftsmanship can be fostered to make a 
breeding ground for cultural and economic added-values. This starts 
from giving local entrepreneurs such as craftsmen and manufacturers 
a strong identity and acknowledging them as the driving force of the 
regeneration. To achieve this, place-makers link physical space with 
new programs (incubators), funding opportunities and businesses, and 
curators showcase local products, celebrating local craftsmanship. Their 
mission is to serve local entrepreneurs. organisationally,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operative consortium, social investment,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or community land trust can be set up 
to help local entrepreneurs articulate their interests, share common 
infrastructure and generate more social benefits.

not only the Seun arcade as a modern historical asset, but also the 
quality and identity of the whole Seun area need be respected. hence, 
‘scientific historical building survey’ is required to carefully assess 
historical values of old buildings as well as old allies. if some buildings 
can be listed and preserved as a historical legacy, those individual 
buildings, being scattered over the area, would function as a physical 
hindrance to their surrounding developments. This will accordingly help 
to keep the intangible local industrial legacy closely working with the 
listed buildings. Further, historic authenticity can be expressed in various 
layers, for example, by applying the concept of ‘urban porosity’ to extend 
old allies or retaining the existing urban fabrics of the lower floors in 
new developments. local history is now increasingly important urban 
resource in the era of ‘experience economy’. 

The gRoUnd leVel Can long Be ViBRanT! 

 “We aRe maKeRS!” 

 nURTURe aUThenTiCiTy ThRoUgh palimpSeST 
layeRS in The SeU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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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확보] 

[소상공인 주도성 강화] 

[역사성 보존] 

저층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산업이 저층부에 
집중되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후에도 기존 산업이 되도록 
저층부에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토지신탁, 
지역공동체경제개발기업, 관민협력사업 등이 저층부를 확보해, 이를 적당한 
임대료에 기존 산업에 제공하고, 임대수입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보행자는 지역의 활기와 특색을 일차적으로 저층부를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기존 저층부 도시조직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지역이 품고있는 제조업의 창의성, 그 장인정신을 북돋우고 키워서,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갈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을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큐레이터는 각 산업클러스터 
제품과 기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고, 
플레이스메이커는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 자금,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조직적으로는, 지역공동체개발기업, 
협동조합컨소시엄, 사회적 금융, 공동체토지신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킬 뿐 아니라, 산업적 활동기반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들을 함께 
키워갈 수 있다.  

근대건축유산인 세운상가군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도심공간 자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옛길은 물론,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한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해야한다. 세운상가군 외 주변지역에 점조직으로 퍼져있는 가치있는 
근대유산건축물을 지정하여 그 개별 건축물이 주변의 개발 흐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그 건축물과 연계한 기존 산업의 무형유산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층위에서 역사성이 표현되도록, 저층부 형태가 기존 조직을 전승하게 하고, 
다공성을 통해 옛길이 확장하게 할 수도 있다. 역사적 가치는 경험경제에 들어선 
오늘날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땅과 산업의 생명력, 개발과 함께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 곳을 만드는 사람이다.”

세운상가 지역 전체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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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and adaptable design guidelines for 171 mid-small piecemeal 
developments are needed to promote diversity and program mix within 
an agreed framework, make self-governed development possible and 
constitute gradients of publicness in the whole Seun area. in additi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guidelines can be linked to public participation 
so that diverse interests can be articulated on concrete issues and the 
content of the guidelines (possibly, per development proposal) can be 
a result of balancing interests. This is recommendable, considering 
the current plan for the whole Seun area is still too general to address 
concrete issues.  

[Providing additional design guidelines] 

[new urban typologies]

new street-type and small-type architectural typologies should 
be included in design guidelines. This is to prevent homogeneous 
superblocks as shown in the past large developments and to take a step 
forward towards socially inclusive and incremental developments in the 
future. For example, a typology in which the lower floors are similar with 
the existing urban grains and pencil towers on top of them achieve density 
helps strengthen a sense of place and preserve the existing social values. 
We need to explore, study, test and recommend new urban architectural 
typologie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Seun area to be authentic and 
distinctive.

WhaT iS needed nexT To The CURRenT SeUn 
ReneWal pRomoTion plan.

Small inCRemenTal deVelopmenT in neW 
TypologieS.

The public should calculate land values and development profits in 
advance as clear as possible, depending on development-scale, density, 
program, and design. This internally retained knowledge is crucial to 
requiring private developments to provide public benefits such as extra 
design quality or ‘anchor’ land uses. The public currently captures a part 
of development profit through land endowments or development fees, 
but this seems limited. it is advised to be careful about changing FaRs 
and plans, and to keep FaRs as low as possible and then secure public 
benefits in return for granting extra FaRs. The system of flexible or 
negotiable FaRs such as ‘air-right’ or ‘TdR’ can also be considered. 

[Clever calculation]

ConSideR pUBliC inTeReSTS in adVanCe oF 
gRanTing F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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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이드라인 적용]

[새로운 건축 유형 제시] 

171개 중소규모 구역 별 개발에 적용할 강력하고 적응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혼합과 다양성을 합의된 프레임 내에서 촉진할 수 
있고, 다양한 스케일의 공공성을 구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필지 별 자기조직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현 계획안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수립과정을 주민/시민 
참여와 결합시킨다면, 각 구역 별, 필지 별 이해관계를 개발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수단, 즉 이해관계 조정의 틀이 될 수도 있다. 

가로형, 소규모 건축 유형을 개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를 포함시키자. 기존 
대규모 개발에서 나타난 획일적 거대 블록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점진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 유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층부는 기존 
도시조직과 닮게 하고, 남은 용적률은 상부가 해결하는 건축 유형은 장소성을 키우고 
기존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색있는 지역이 형성되도록, 이 
지역에 꼭 맞는 건축 유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 그리고 그 무엇.

소규모, 점진적 개발은 섬세하게. 

[현명한 계산] 

개발규모과 용적률, 프로그램, 디자인에 따라 개발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알면, 공공의 요구사항을 민간 
개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철시킬지도 더 잘 알게 된다. 현재 기부채납 등으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는 있지만, 전체 발생하는 개발이익 규모에 비해 공공이 
공익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따라서 용적률 조정은 
신중하게, 기준용적률은 되도록 낮게 하여, 용적률 추가를 대가로 산업앵커시설 
유치나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향상 등 공익을 확보하도록 하자. 또한 협상에 따른 
유연한 용적률(공중 개발권, air-right)을 적용하여, 공익을 확보하자. 용적률은 
돈이다. 

개발규모와 용적률을 결정할 때는 공공이익도 미리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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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inforce existing policy
new proposal 

public-private/social partnership (ppp/pSp) is worth considering for the 
public to share profi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in general, the public 
tackles publicly-owned land directly but takes a passive approach to 
privately-owned land. in either way, public investment is inevitable. For 
example, the city government does not only invest in the Seun deck, 
but also in acquiring 10-20 private properties randomly pepper-potted 
through the Seun arcade (i.e., the so-called acupuncture strategy). So, 
why not consider ppp/pSp, whether it better achieves public objectives 
and thereby ensures value for money than unilateral investment? Fair 
cost-benefit sharing is important. land leasing can, therefore, be more 
effective than immediate sales in capturing land value uplift as well as 
supporting local enterprises, depending on a project. The public should 
think of various ways to secure public benefits based on its shares in 
ppp/pSp.

as small and incremental developments take time, short-term 
interventions, as well as a concrete long-term vision, are needed. 
Strategic programs with small spatial interventions can gradually spread 
vitality over the area, starting from deteriorating or closed-down spaces. 
not only the Seun deck and empty stores in the Seun arcade, but also 
small historic buildings, old street patterns, vacant commercial spaces in 
the Seun area are available to small spatial, programmatic interventions. 
These will unlock the potentials of such liminal spaces, meeting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businesses, helping the neighborhoods, 
attracting more pedestrians and increasing the quality of the area. 
Being aware of potential gentrification, this strategy should accompany 
measures for tenant enterprises.

[making cost-benefit sharing fairer]

[small interventions] 

Co-CReaTe ValUeS and Claim a FaiR ShaRe

Small inTeRVenTionS FoR The Big aRea 

public interests are a result of balancing interests and include private 
interests. Therefore, the process of ‘discovering’ public interests by 
discussing diverse social values is essential. Such a process needs 
to concern not only the Seun Renewal promotion plan in general, but 
also each individual development proposal so that different interests in 
tangible issues can practically be mediated and reflected. in addition, 
a range of measures are possible to make participation fairer and 
substantive, for example, providing research budget or knowledge 
support to interest-groups lacking own resources, legally arranging ‘the 
right to challenge’, and holding ‘dilemma sessions’ with citizens’ panel. 

[ensuring substantive participation] 

yoUR inTeReST, my VoiCe and oU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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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익 공유]

[직접 간섭]

공공이 책임지고 이윤도 당당히 가져가는 관민협력개발사업을 한번 고려해보자. 
공공이 공적 소유 부분뿐 아니라 사적 소유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재 
시는 세운상가군내 거점공간 매입 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다. 이왕에 공공 투자를 
할 거라면, 더 나아가 관민합작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지역 산업 육성 등 
공공의 목적을 단독 투자 대비 합작 투자로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한다. 사업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사업이익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개발 후 토지를 파는 것보다 임대 구조로 토지가치를 지속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 지분에 근거하여 저층부 강화, 기존 지역 산업체 입주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요건을 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실현해야 한다. 

소규모, 점진적 개발은 시간이 걸리기에 장기적 비전은 물론 단기적 움직임, 둘 
다를 필요로 한다. 침체되거나 폐점된 공간에 소규모 공간적 간섭을 전략적으로 
분산배치하여 새로운 활기를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다. 세운 데크 및 상가건물의 
빈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가치있는 역사적 건물과 옛길, 폐가 및 
폐점공간에 지금 당장 주민과 상공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이웃에 도움을 주며, 
보행자를 끌어들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적, 프로그램적 간섭을 작은 
스케일부터 시도해보자. 물론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주의하면서, 상공인 및 임차인 
보호 방안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  

가치를 함께 만들면, 그 결과도 함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큰 효과 

서울시 기존 실행, 강화사항
신규 제안  사항

[투명한 계획 및 개발과정]  

공익은 여러 사익 사이에 이뤄진 구체적 균형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며 ‘공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구체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 촉진계획뿐 아니라 구역 별, 필지 별 개발 계획도 
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표명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최대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참여가 실질적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이 부족한 이해관계집단의 연구용역비 또는 
계획법규에 대한 지식 지원, 커뮤니티가 대안 계획을 수립해 현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 제정,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제3자 시민패널제 운영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

너와 나의 목소리, 우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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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sults: discussion point

1.       THe CURRenT seUn ReneWal PRomoTion Plan
among the workshop participant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current 
plan is not sufficient to realize the city’s vision to regenerate the Seun 
area. Therefore, it is advised either to (1) critically reconsider the current 
plan and amend (See Th.2 & Th.6) or to (2) supplement the current plan 
with extra design guidelines and other legal instruments in order to 
provide a clearer direction and detailed methodologies (See Th.4 & Th.5).
 
2.     FaR (FlooR-aRea-RaTio)
The city has already made a major effort to lower the previous FaR 8 to 
the current FaR 6, considering the landscape of the historic city center 
and the surrounding area of World UneSCo heritage Jongmyo Shrine. 
however, most experts voice their concerns based on the FaR simulation 
results (Th.5) that the Seun area would become another monotonous 
high-rise forest. Their opinions differ about how to solve this. For 
example, theme 2’s option 1 suggests preserving the low density of one 
or two stories. Some propose changing the current FaR into 3-3.5 (expert 
advice of maarten van poelgeest & Florian Baeumler). others advise the 
city to apply extra design guidelines, in order to make the ground/lower 
level(s) similar with the existing urban grains and to realize high FaR by 
pencil towers on top of the lower floors, given the current FaR is difficult 
to change. The common advice is to retain the existing industries and 
urban grain as much as possible on the ground level by taking measures 
ahead of redevelopment. Suggested measures mostly seek to find a 
compromise within the current FaR (Th.2’s option 2, Th.3 & Th.5).
apart from this, theme 4 emphasizes the decisive effects of FaR on land 
value and advises the city to calculate land value depending on FaRs and 
be careful about how to change FaRs. To grant FaRs after securing public 
interests such as open space, a specific program, or certain features of 
architectural design in a proposed development plan is more effective 
in capturing land value uplift than granting FaRs before approving the 
development plan. The former approach makes the planning authority 
more powerful to adjust a proposed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its specific public interests, in return for granting FaRs and approving 
the plan. in the similar vein, theme 5 proposes applying “air-right” o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as practiced in Tokyo and new 
york so that FaRs can be tradable within the area. These proposals 
require careful investigation and further studies, as these imply changing 
the current planning law.
 
3.     sUPPoRTs FoR THe exisTing loCal enTeRPRises
even though the current law in Korea recognizes the rights of tenant 
enterprises more and more, they cannot but leave as soon as rents 
become unaffordable. Some are closed down while others keep moving. 
as the international participants also observed in Seoul, gentrification 
is increasingly visible in many vibrant neighborhoods and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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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최종 결과: 논의 과제 

1. 현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논의 : 
서울시 비전을 제대로 담아 세운상가지역을 재생하고 개발하기에는 현 계획안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1) 현 계획안을 재고하여 다시 보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2
조, 6조 참조), (2) 아니면 현 계획안은 두고, 그에 추가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강력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4조, 5조 참조), 타진해보길 제언했다. 

2. 용적률에 관한 논의 :
현 기준용적률(약 600%)은 서울시가 역사도심관리의 일환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종
묘 지역과 다른 도심 주변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용적률
(약 800%)에서 조정한, 획기적 결과이다. 하지만, 용적률(약 600%)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5조 참조), 새로 건립된 주변 고층 건물의 유형이 이곳에서도 획일적으
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이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깊은 우려로부터 아예 기존 1-2층의 저층 규모를 유지하자는 급진
적인 의견(2조의 대안1), 적어도 300%-350%로 다시 획기적인 조정을 하길 원하
는 의견(Maarten van Poelgeest, Florian Baeumler 등의 Expert Advice 참조)도 있었
다. 현 용적률을 유지한다면, 또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추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지반/저층부라도 기존 도시조직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고층부 
타워로 남은 용적을 해소하자는 제안(3조, 5조 참조)도 있었다. 지반부 산업과 도시
환경을 개발 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하고 선결하자는 의견은 공
통적이었고, 현 용적률 안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의견(2조의 대안2, 3조, 5조 참
조)도 많았다. 
이와 별도로, 4조는, 용적률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 조정에 신중
해야 하며, 용적률에 따른 지가를 공공이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공익 확보가 
확실해진 이후 용적률을 확정해야, 그 반대 순서보다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공공 관
점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건물디자인, 프로그램, 오픈 스페이스 등)을 용적률 및 개
발안 조정을 조건으로 개발에 더 확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5조는, 도쿄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공중개발권(Air-right)’ 거래를 예로 들어 한 구역 
내 용적율을 유연하게 사고 팔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런 제안들은 
한국의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환수 기존 법제와 연계되기에, 보다 더 면
밀한 조사와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3. 기존상공업 지속 또는 육성에 관한 논의 :
현 한국법제가 임차상인의 권리를 점점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
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
사를 반복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고급화)으로 기존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가들은 자국의 사례
(2조, 5조)를 들어, 세운지역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산업조직 및 환경을 보호하려면 
기존 산업체 중 80%에 달하는 임차산업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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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 Therefore, some international experts refer to their own 
countries’ case (Th.2 & Th.5) and highlight that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local enterprises in the Seun area, among which 80% are tenants, 
if we want to keep and grow the Seun a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dynamic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measures.
•	 Consider not only the Seun arcade, but also the whole area including 

local livelihoods as cultural heritage to preserve, according to the 
UneSCo World heritage’s criteria and strengthen the position of 
tenant enterprises by giving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6 Scenario B & C).

•	 Keep the existing local enterprises and urban grains with detailed 
guidelines (Th.5).

•	 invigorate local entrepreneurs through diverse programs (Th.1 & 
Th.7).

•	 list valuable historic buildings in the Seun area and preserve them, so 
that they can work as physical hindrance to the radical redevelopment 
of their surroundings and the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hose 
buildings can also be preserved (Th.3 & Th.5).

•	 Support tenant enterprises through various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provide affordable workplaces through community 
land trust, cooperative land bank, or public-private/social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 (Th.2 & Th.4, expert advice of pat Conaty, Sung 
Chan Cho and Sung hoon Ko).

 
4. aCTive inTeRvenTion FoR THe loWeR FlooRs and 
HisToRiC PReseRvaTion
all the theme groups under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wer floors 
and the local industrial networks. despite the current plan to strive for 
incremental small scale developments, it is still worried that another 
Tabula rasa development would prevail, replacing the existing urban 
grain and scale with imposing buildings. addressing this, theme 2, 3 
and 5 propose new development typologies in which the lower floors 
accommodate  the local industrial networks and the rest floor areas (of 
FaR6) are absorbed by pencil towers on top of them. Theme 3 suggests 
applying ‘scientific historic building survey’ to the Seun area to list 
valuable historic buildings and preserving the listed buildings. even if they 
disappear by development, the documentation will be relevant to future 
generations.
 
5. RegeneRaTion WiTH loCal enTRePReneURs and loCal 
PeoPl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Re-Structuring Seunsangga Citywalk was 
held and citizens have a great interest in the outcomes. in any way, the 
main public strategy is to focus on the Seun deck to diffuse vibrancy to 
the surroundings. Seeing the Seun deck as a liminal space, theme 1 and 
7 propose various ideas such as connecting the existing enterprises to 
new start-ups, inviting incubators or curators to bring space, programs, 
entrepreneurs, funding, and activities together, and creating mor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participate. This means re-discovering spatial 
and human assets which are already embedded in the Seun area and re-
activating them, rather than enforcing inharmonious programs. Theme 
6 suggests making participation more inclusive and substantive so that 
diverse values of different stakeholders are reflected clearly in decision-
making on concrete issues. it is also advised to provide knowledge 
support or research budget for those with limi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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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개념에 따라, 세운지역 전체와 그 생활양식을 문화 유산

으로 간주하여 임차산업체의 지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개발계획 의사결정에 참
여할 권리 부여 (6조 시나리오 B, C 참조)

•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기존 산업과 도시조직을 유지 (5조)
•	 소상공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발전 도모 (1조, 

7조) 
•	 건물과 산업이 밀접하여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세운상가군 뿐 아니

라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지정보존하고 그 주변이 쉽사리 개발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함으로써, 기존 산업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3조, 5
조) 

•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임차산업체를 지원하고, 특히 공동체토지신탁, 토
지협동조합, 토지임대형 관민협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임차산업체의 사업장 임대 
보장 (2조, 4조, Pat Conaty, 조성찬, 고성훈의 Expert Advice 참조 )

4. 저층부 및 주변지역 역사보존에 대한 적극적 태도 요구 : 
저층부와 기존 산업네트워크의 관계는 모든 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현 변경
안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개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 도시조직과 스케일이 육
중한 건물로 치환되면서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백지개발(타블라 라사, Tabula 
rasa)이 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2, 3, 5조에서는 저층부를 강화하여 기
존 산업네트워크가 유지될 환경을 유지하고, 남은 용적은 저층부 위로 앉혀지는 고층 
타워들로 소화하는 새로운 개발 건축유형을 제시하였다. 3조에서는, 현재 여러 나라
에서 활용 중인 ‘과학적 역사건물에 대한 조사’를 세운주변지역에도 적용하여, 보존가
치가 있는 건물들을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보존하기를 제안했다. 혹여 재개발로 건물
이 없어지더라도, 조사 기록물 자체가 이후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이기에, 우선적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5.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한 제언 : 
현재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전이 이미 끝났고,  그 결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일단 서울시는 데크에 집중하여 주변에 활기를 전하는 
활성화 전략, 침술요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여 1조, 7조에서는 이 데크를 
활성화 분기점으로 보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특히 기존 상공인들과 잠재력있
는 창조산업이 연계해 함께 커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또는 큐레이터를 세워 공간
과 주체, 자금, 활동을 조직하고, 주민과 시민이  참여할 플랫폼을 열기를 제안했다. 
이는 이질적 프로그램을 이식하기 보다는, 지역에 내재된 공간적 자원, 인적 자원을 
재발견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조는 주민 및 소상공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개발 사업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논의 안건도 구체화
하며, 논의 결과가 정당할 시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참여
의 실질성과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법규에 대한 지식 제공, 참여 여력이 
없는 집단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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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PilogUe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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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exploring alternatives to big urban development plans 
from various angles. The past approach of large-scale, top-down, fast 
development which drew on quantitative growth reached its limit in the 
current low-growth era. accordingly, growing attention has been given to 
social economy which i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in diverse fields, 
it is being discussed and investigated how to develop a social economy.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is one of the fields, as seen in various 
small but strong civic initiatives in Seoul. in this important transit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Beyond Big plans - let’s Reinvent planning’ 
was intended to reinforce Seoul’s exemplary efforts. What if such social 
initiatives are scaled up to urban level? To accommodate them, what kind 
of vision and framework do we need? What is the next vision ‘Beyond Big 
plans’? how can we realize it?
 
These questions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workshop site, Seun 
area. it has been shaped and altered by previous big plans in several 
period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paying more attention to 
cultural, social assets and local potentials for endogenous growth. So 
the current plan strives to preserve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within 
an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and local 
urban experts were invited. They worked together to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and methods. When we focus on bottom-up movements with 
inhabitants and citizens, we also need to critically appreciate the decisive 
effects of top-down measures by public vision, administration, and 
relevant policy advisors. in this conference, we tried to find out the way 
to balance and reconcile these two approaches in many aspects from 
diverse viewpoints. When these two directions interact and conduct well 
in a right way, those small but strong civic initiatives will also be able to 
spread further and be practically rooted in a long-term.
 
We hope the BBp conference marks a significant progress. This is just 
the right timing to boldly go beyond the limit of big plans and take a 
step forward. We are moving towards more livable, vibrant city to enrich 
people’s everyday lives.

Closing

This report is the outcome of the BBp conference. The book publication is in preparation; 
invited authors among the BBp participants will address the key issues which are 
presented in this report. The whole BBp project will be terminated by this final report 
and the following book publication. We hope this enables diverse discourses and public 
discussions to reach the wider audience and be further cultivated. Beside these two 
publications, there will be no more additional event or public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BBp organizing committee and two host organizations (iSoCaRp and Urban action 
network), any commercial or political use of this report is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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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대규모 개발계획의 대안적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 기댄 과거의 대규모, 하향식, 고속 개발방식은 저성장 시대에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신뢰와 협동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가 더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도시 계획, 개발의 영역에도 적용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고 작지만 강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 전환의 시대에 
서울은 모범적인 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 ”Beyond Big Plans. Let’s 
Reinvent Planning (대규모 도시계획, 그 이상 – 도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흐름을 더 내실 있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이 도시적 범위로 커질 때, 
이를 어떤 비전과 틀 안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대규모 도시계획, 그 이상’의 비전을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전문가워크숍 대상지 세운상가지역은 이런 질문들의 중요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 곳은 과거 대규모 개발계획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해왔다. 현재는 시가 
지역에 내재된 잠재력과 사회경제문화적 자산에 주목하여 대규모 계획이란 틀 
내에서도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점진적 중소규모 재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초청된 
5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에 발맞추어 좀 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힘을 모았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상향식 움직임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동시에 공공의 비전과 행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움직임의 파급력 
또한 인식하면서 둘 사이에 균형을 찾고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을 여러 관점, 여러 
측면에서 나눴다. 도시계획이 양방향으로 서로 호응하며 올바로 진행될 때,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강한 움직임들도 실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 
효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가 대규모 도시계획의 한계를 넘어 주민과 시민의 일상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는 도시계획, 그 방향으로 더욱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의 일부가 되길 
희망한다.
 

BBP컨퍼런스 최종보고서는 컨퍼런스를 통해 나온 결과물의 총정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주요 
이슈들을 따로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BBP컨퍼런스 참여전문가들 중 필진을 섭외하여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와 대중 단행본으로 이 행사를 마감합니다. 이 두 가지 출판물로 
시민 및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기 원하며, 여러 담론들이 퍼져가고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 추후 BBP이름으로 추가 진행하는 행사나 출판물은 없음을 알립니다. BBP기획위원회와 두 주최 
기관(ISOCARP, 도시연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로로든 이 행사의 결과물과 내용을 정치적,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음을 알립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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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 

group 1 Constructive development Process
naomi C. hanakata  / phd Researcher at eTh Zurich FCl Singapore
Zef hemel  / professor at University of amsterdam 
Kiho Kim  / professor at University of Seoul, Board president of Urban action network 
yeunkum Kim  / WUl landscape architect, Community designer, director of Urban action network  
Ric Stephens   / president-elect of iSoCaRp, Urban Regional planner 
Tom van geest   / Urban planner at WeloveTheCity bv. 

group 2 design for local entrepreneurship
Florian Baeumler  / assistan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architect & Urban designer 
pat Conaty  / Research associate at Co-operatives UK 
andries geerse  / director, Urban planner at WeloveTheCity bv. 
Seohwan lim  / Korean delegate at iSoCaRp 

group 3 Regeneration through Palimpsest
Charlotte m. Barthes / director of Studies, doctoral Researcher at eTh Zurich 
Jinhong Jeon  / architect/ Founding principal of B.a.R.e
hyun Jun Kim  / assistant professor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oonwoo Kim  / phd Researcher at KU leuven 
Jungin Kim  /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Kyosuk lee  / architect, Team leader at mVRdV
Christian Salewski / architect, Urban designer, Senior assistant at eTh Zurich 
Jörg Stollmann  / architect, Urban Researcher, professor at TU Berlin 
mincheol park  / Vice-president at doComomo-Korea 

group 4 development Financing with People
michiel Boesveld  / policy advisor at City of amsterdam 
Sung Chan Cho  / Cheif Researcher at institute of land and liberty 
Vitnarae Kang  / phd Researcher at TU delft 
Sung hoon Ko  / Senior planner & developer at hanwha S&C
Willem Korthals altes  / professor at TU delft 

group 5 strong vision & Flexible strategy
Jeroen dirckx   / Urban designer, associate at KCap architects&planners b.v. 
Katharina hagg  / Reserch associate, assistant professor at TU Berlin 
noboru Kawagishi / architect at mitsubishi Jisho Sekkei, Co-founder of omniBUS-lab 
Sungwoo Kim  / architect, principle of n.e.e.d architecture 
hoongill lee  / Urbanist & architect, principle at Studio-giyeok 
Jieun lee  / architect & Urban manager, partner at d-Werker architects 
Jeongseok moon  / director of Community design Center at Urban action networks 

group 6 development for the many
milica Bajic-Brkovic / professor, president of iSoCaRp 
haebo Kim  / Team leader at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FaC) 
Blaz Kriznik  / assistan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doutsen Krol   / lecturer at 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groningen 
Taehee lee  / Urban Resercher, Univeristy of Sheffield phd Student  
Berit ann Roos   / architect, head of the department architecture at hanze University 
maarten van poelgeest / advisor, Consultant at anderson elffers Felix 

group 7 Happy Place-making 
Soonbok Choi  /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 firm deSignbok 
yunhee Choi  / director of B.a.R.e.(Bureau of architecture, Reserch & environment) 
Schoichiro hashimoto / Urbanist, landscape architect, architect 
Sejin Kim  / architect, Founder at skima 
Sang hyeok lee  / architect at da group design & architecture 
Bart Reuser  / architect, Founder at nexT architects 
Kyuduk Suh  / professor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ungwon yoon  /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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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전문가들 

그룹 1 실속있는 개발과정  
나오미 하나카타    / 취리히공과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 
제프헤멀    /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 
김기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시연대 이사장 
김연금    / 조경작업소 울 대표, 도시연대 이사 
릭 스티븐스   / ISOCARP 차기 협회장, 도시 계획가 
톰 판 헤이스트   / WLTC 도시계획가 

그룹 2 살아나라, 지역 비즈니스!   
플로리안 보임라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교수  
팻 코너티   / 영국협동조합연맹 연구원 
안드리스 헤이르서   / WLTC 소장, 도시계획가 
임서환    / ISOCARP 한국 지부장 

그룹 3 시간을 잇는 도시개발   
샤를로테 바르테스   / 취리히 공과대학교 연구원 
전진홍    / B.A.R.E.건축 대표, 건축가 
김현준    / 강원대학교 교수 
김준우    /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교 연구원 
김정인    / 숭실대학교 교수 
이교석    / MVRDV 팀장, 건축가 
크리스티안 살레브스키  / 취리히 공과대학교 조교수 
요르크 슈톨만   / 베를린 공과대학교 교수 
박민철    / 도코모모코리아 부회장, 건축가 

그룹 4 알뜰살뜰 벌어쓰는 개발 파이낸싱   
미힐 부스펠트   / 암스테르담시 정책자문관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빛나래    / 델프트 공과대학교 연구원 
고성훈    / 한화 S&C 팀장 
빌럼 코릇할스 알터스   / 델프트 공과대학교 교수 

그룹 5 멀리보는 유연한 도시전략   
여룬 디르크스    / KCAP 건축도시설계사무소 이사, 도시계획가 
카타리나 하그   /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교수 
노보루 가와기시   / 미츠비시 지쇼 세케이 건축가, 옴니버스 설립자 
김성우    / 엔이이디 건축 대표, 건축가 
이훈길    /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 스튜디오 ㄱ 대표 
이지은    / 건축가, 도시매니저, 디 베르카 건축 대표 
문정석    /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 센터 센터장 

그룹 6 공익을 지키리!   
밀리차 바예치 브르코비치  / ISOCARP 협회장, 교수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팀장 
블라쉬 크리쥬닉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교수 
다우츤 크롤   / 흐로닝엔 한자 대학교 강사 
이태희     / 연구원, 셰필드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베릿 안 로스   / 건축가, 흐로닝엔 한자대학교 강사 
마르턴 판 풀헤이스트     / 도시자문가 및 컨설턴트

그룹 7 신나는 도시공간 만들기 
최순복    / 건축가, DESIGNbok 대표 
최윤희    / B.A.R.E. 건축 대표, 건축가 
소이치로 하시모토   / 건축가, 조경계획가, 도시계획가 
김세진    / 스키마 대표, 건축가 
이상혁    / 건축가, DA그룹 상무 
바르트 뢰서   / 건축가, 넥스트 아키텍츠 대표 
서규덕    / 강원대학교 교수 
윤정원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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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iSoCaRp) is a global 
association of experienced professional planners. it was founded in 1965 in a bid 
to bring together recognised and highly-qualified planners in an international 
network.
The iSoCaRp network brings together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members 
from more than 80 countries worldwide. members are planners and other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built 
environment. a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iSoCaRp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Un), the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CS/Un-haBiTaT), and the Council of europe. The Society also has a form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Societal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
The objectives of iSoCaRp include the improvement of planning practice through 
the creation of a global and active network of practitioners. iSoCaRp encourages 
the exchange of professional knowledge between planners, promotes the 
planning profession in all its forms, stimulates and improves planning research, 
training and education and enhances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major planning issues at a global level.
The association‘s main event is the annual World Congress, which focuses 
on a globally-significant planning theme and which takes place in a different 
country each year. prior to the congress young planning professional Workshops 
are organized. This ypp programme seeks to bring together emerging young 
planning professional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ackle ‘real-world’ planning 
projects. Smaller-scale events such as seminars and working groups are 
also organized. all iSoCaRp activities are covered in publications such as the 
iSoCaRp Review, the international manual of planning practice (impp), Congress 
proceedings and special project reports. iSoCaRp recognises excellence through 
the Society’s award programme. iSoCaRp Urban planning advisory teams 
(UpaTs) assist sponsor organizations by offering the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iSoCaRp members to work on important local or international 
planning projects, programs and policy initiatives.

http://www.isocarp.org

국제도시지역계획가협회(ISOCARP, 아이소캅)는 1965년 계획가들의 전세계 
네트워크로 설립되었다. 전세계 계획가들의 상호지식교류와 전문성 개발을 고취하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현안에 대한 대중 이해와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현재 80 여개국 계획가들이 개인 혹은 기관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ISOCARP은 
유엔(UN),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공식인정을 받는 비정부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에는 공식 자문 자격을 지닌다. 
매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연례국제대회와 차세대 계획가 워크숍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세미나와 주제 그룹을 조직한다. 도시화와 도시 및 지역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ISOCARP회원들은 계획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출판물로는 ISOCARP Review,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국제 매뉴얼(International Manual of Planning Practice), 연례대회 발표문,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 등이 있다.

iSoCaRp
(international Society of Ctiy and Regional plan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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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는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환경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문화와 역사를 보존, 
창조해 나가는 것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인간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지배하는 비인간적, 반환경적 경제논리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몸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돌보는 생활 속의 실천을 토대로 작지만 강력한 시민운동, 지역사회에 
밀착한 현장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연대는 보행권 확보 운동, 마을만들기 운동, 생활문화 운동을 주된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축은 도시연대가 우리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권 확보 운동,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생활문화 운동, 주민이 주체가 되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그 내용입니다.
 
이 세가지는 도시연대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행권 확보와 생활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에 이 두가지 운동에 주민참여를 기본 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에서도 그것이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속에 보행환경 개선 운동이 
담고 있는 사람 중심의 가치, 생활문화운동이 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중이 베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dosi.or.kr
페이스북 http://www.fb.com/urbanaction
전화 02-735-6046~8
팩스 02-735-6045

Urban action network has been promoting walkable city neighbourhoods for the last 
two decades long in South Korea. as a civic organisation, Urban action network mainly 
focuses on safeguarding pedestrians’ rights, planning for and with local communitie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veryday lives.

homepage http://www.dosi.or.kr
Facebook page http://www.fb.com/urbanaction
Telephone 02-735-6046~8
Fax 02-735-6045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도시연대 , Uban action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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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 iSoCaRp & URBan aCTion neTWoRK 

ediToR    : BBp oRganiZing CommiTTee

main SponSoR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ReaTiVe indUSTRieS FUnd nl, Kpa,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goeThe inSTiTUTe KoRea, 
      The emBaSSy oF SWiTZeRland, and moRe 

BBp oRganiZing CommiTTee:  ViTnaRae Kang, hyeRi paRK, SoRan paRK 

ConTRiBUToRS  :  naUn Kim (pRinCipal aRChiTeCT, STUdio in loCo), 
      SeUnghyUn Kang (pRinCipal aRChiTeCT, STUdio in loCo),  
      yoonSeUl lee (yoUTh hUB), SoyoUng paRK (gRaphiC deSigneR, noRmal   
      Rhoda deSign), SeoUl SKy Way. 

STaFFS    : impUReUn Bae, SUnyoUng BaeK, ayoUng gU, BoRUm Kim, JieUn Kim,
     SeRin Kim, minJUng KWon, KeVin hyUK lee, heeWon Song. 

CoVeR phoTo (C) CopyRighTJoonWoo Kim 

Colophon : 

행사 주최   : iSoCaRp &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보고서 편집   : BBp 기획위원회

주요 후원처   : 서울특별시, 네덜란드 창조산업기금,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네덜란드 대사관, 독일문화원, 스위스 대사관 등. 

BBp 기획위원회   : 강빛나래, 박혜리, 박소란 

도와주신 분들  : 김나운(스튜디오 인로코 소장/ 건축가), 강승현(스튜디오 인로코 소장/ 건축가), 
     이윤슬(청년허브), 박소영(그래픽 디자이너/ 노말로다디자인), 서울 고가산책단. 

학생 스탭   : 배잎푸른, 백선영, 구아영, 김보름, 김지은, 김세린, 권민정, 이혁, 송희원. 

표지 사진   :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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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 : 

BBP Supporters 

netherlands embassy in Seoul



The Final RepoRT oF 
Beyond Big Plans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15: 
a pRe-eVenT To The iSoCaRp 2015 CongReSS 

iSoCaRp 2015 연례대회 사전행사:
서울 국제 컨퍼런스 - 도시계획의 재구성, 대규모 계획 그 이상 

비욘드 빅 플랜즈(Beyond Big planS) 최종 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