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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PROGRAM

14:00-14:10 개회 행사취지 및 진행순서 소개
참석자 소개

14:10-15:10 제1부 김정원(SPREAD I)
 · 이스트런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William Chamberlain(CREATIVE WICK)
 · Creativity Makes Places Better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 토지공개념과 젠트리피케이션
최혁규(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반대운동

15:10-15:20 Coffee Break
15:20-16:40 종합토론 진행 : 김정원(SPREAD i)

토론 : William Chamberlain
      장남종(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주대관(서대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최혁규(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연구원)
      인성환(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실장)

16:40-17:00 Q&A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SPREAD-i)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프레드아이는 2014년 설립이후 한국을 비롯, 아시아와 유럽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세계

의 혁신가들과 공유하며 혁신방향을 제시함.

또한, 협업이 필요한 사회혁신 실천가,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를 위한 글로벌 지식 공유, 교육, 연

구 조사, 디지털 컨텐츠 제작, 네트워킹을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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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스트 런던 도시재생 및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1) Hackney Wick & Fish Island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가) Hackney Wick & Fish Island

◦ Hackney Wick & Fish Island(HWFI)는 서쪽으로 A12도로, 동쪽으로는 퀸 엘리자베

스 올림픽공원을 경계로 하여 운하를 기준으로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지역임

◦ 영국 최초로 가솔린과 인공 플라스틱 재료인 Parkesine을 발명한 혁신적인 산업지역이며 

1980년대까지 석유, 프린트와 같은 전통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었음. 1980년대 후

반 산업이 쇠퇴되면서 버려진 빈 공장에 무명의 예술가들이 집단 작업장을 만들어 공동체

를 이루었고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 밀집해 있는 창조적인 지역으로 거듭남

< 해크니위크와 피쉬아일랜드 >

출처: https://www.london.gov.uk/

나) 런던올림픽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런던올림픽이 유치되고 2012년 7월 London’s Olympic Legacy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OLSPG)를 발표하면서 Olympic Park, Stratford, Southern 

Olympic Fringe, Hackney Wick and Fish Island, and Northern Olympic 

Fringe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재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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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업자, 외부자본 등이 유입되면서 지대가 폭등하고 지역 창조적인 문화

와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던 젊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업장과 공동체 현장에서 밀려나게 됨

◦ 사회적기업가인 윌리엄 챔버레인(William Chamberlan)은 지난 10년 동안 Hackney 

Wicked Art Festival 운영, Hackney Wick & Fish Island Cultural Interest 

Group을 설립하여 재개발 주체인 런던, 관할 타워햄릿, 런던자산개발공사와 함께 정

기적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도시개발·재생으로 원주민과 예술가들이 내몰리지 않고 

지역주민, 기업 및 기관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촉진함

◦ 또한, 런던 해크니 구의원, 런던자산개발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

도 인프라, 공공시설, 주택, 일자리 등 원주민을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12월, HWFI는 Creative Enterprise Zone으로 지정. 약 250개의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100개의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발압력으로부터 

작업공간을 보호하고 지역기업이 공간의 혜택을 받도록 장려함

OLSPG Sub-areas and Areas of change



참고자료    49

출처: Greater London Authority(2012). OLSPG Development Capacity Methodology 

- Final Technical Report.

2) 주요 내용

가) 영국 도시재생 방향

◦ 영국은 시대적인 상황 및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1980년대 도시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자 보수당 대처 정권은 도시개발공사(UDC)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함

‐ 1990년대에는 도시재생 정책이 확립된 시기로 중앙정부는 시티챌린지제도를 통해 경쟁방

식을 통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별 보조금을 통합한 단일재생

예산(SRB)로 지급함

‐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정책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및 광역도시권의 경제재생을 목적으로 한 재생사업이 강조되고 있음

◦ 2011년 도시계획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 공동

체 활성화를 장려하도록 하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을 발표함.

‐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계획과 명령규칙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사회적경제는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현재까지 경제성장과 로컬

리즘을 강조하는 방향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중

‐ 지역주권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특히 지역자산 보호장치인 지역공동체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

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

∙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은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

(Community Right to Bid))은 보존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지역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한임. 이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역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권 중 

민간 투기자본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현상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식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음.

구분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 주요내용

정의 지역 사회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입찰할 수 있는 권리

목적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부동산을 지역공동체가 소유함으로써 공유가치 보호

주체 자선단체법인, 산업공제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 지역 교구회 등

효과 지역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은 소유주라도 함부로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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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런던올림픽과 대대적인 도시개발·도시재생

◦ 2012년 7월 발표된 London’s Olympic Legacy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OLSPG)은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계획 비

전을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음. 대부분 올림픽을 유치한 후 지역에 

형성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림픽 개최가 지역전체 

   출처: 박수빈, & 남진. (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영국 Localism Act 의 Community Rights 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7(1), 23-43.

∙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 활용절차

① 지역공동체에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자산을 ACV(Asset of Community Value; 

   이하 ACV)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추천

②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ACV 지정 승인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6개월간의 매매 

   유예기간 시작

지역공동체 ACV 
지정 요청

→
지역사회위원회 

ACV 심사 및 승인
→

6개월 간 
매매유예기간 개시

→
지역공동체, 

자산운영계획 수립 
및 매수 자금 조달

   출처: 남진, 이지현, & 박수빈. (2017). 영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의 방지를 위한 노력. 도시와 빈곤, 

        112, 1-16.

∙ HWFI의 스튜어 스페이스(Stour Space)는 과거 버려진 창고였으나 2009년 지역사회의 다

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함. 2011년 Localism Act에 

근거하여 Hamlets 협의회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최초의 지역자산으로 지정. 창조적인 기업

의 전시회, 공연, 스튜디오 공간(19개/45명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실 임대), 갤러리, 

20개 이상 지역기반 프로그램, 상점, 카페&바 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거주자, 예술가와 

협력하고 있음.

Stour Space Stour Space Studios

출처: http://www.stourspac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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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개발의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런던 동부 낙후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함

◦ 런던시 산하기관인 런던자산개발회사는 올림픽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재생을 

위해 광범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시대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과 구역을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창조적인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자

산기반 재생전략을 추진함. 이 계획에는 약 3500세대의 주택과 학교, 주민센터, 보건

소, 미디어센터, 대학 캠퍼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창조산업 클러

스터 건립 등이 포함됨

◦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90파운드를 투자하여 지하철, 스테디움 등 인프라를 설치

하였고 그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

입되고 민간개발이 시작되면서 15~20년 사이 지가가 런던 평균보고 가파르게 상승함

에 따라 25평 주택 가격이 60만파운드에 달하고 있음. 주민 평균연봉이 2만파운드 안

팍임을 고려할 때 현 생활수준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임. 이러한 개발흐름에 따라 

이 지역의 주요 비즈니스 분야인 창조, 미디어, 예술과 관계없는 산업과 외부인이 증가

하면서 원주민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민관거버넌스 CIG

HWFI 민관거버넌스

◦ CREATIVE WICK _ 설립자 윌리엄 챔버레인(William Chamberlain)

‐ 대형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전문 변호사인 윌리엄은 런던올림픽 준비 과정에 참여하면

서 기존에 살던 예술가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자본을 가진 외부인들에게만 개발이익

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WFI CIG(Cultural Interest Group)” 모임을 결성함

‐ 예술가들이 자생해온 그들만의 소규모 비즈니스 노하우를 지역의 주요 비즈니스로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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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록 건물, 스튜디오, 카페 하나하나의 특색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예술적 재능이 팔릴 

수 있는 시장과 후원자를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Creative Wick은 2013년에 설립된 Creative Regeneration Agency로 주요 사업영역

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Local
지역 파트너십 구축, CIG(민관협의체), 

UNIT(퀸엘리자베스올림픽파크 인근 거주 전문가 지역협의체) 등

현지투어 지역예술가, 미술관방문, 작품구매, 커피, 수제맥주 등

프로젝트 전시회, 포럼, 축제, 미팅, 이벤트, 연구 등

출처: https://www.creativewick.com

< Creative Wick 주요 사업영역 >

◦ 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 _ Senior Regeneration Manager, 

Francesca J. Colloca

‐ 런던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주이자 여러 가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짜는 에이전시로서 

지역개발 전 관할구청 협조아래 지역의 예술가, 예술공간, 주민분포 등을 조사·매핑함

‐ 향후 7~10년 더 개발할 계획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Creative Enterprise Zone을 

만들어 창조적인 기업·조직, 일자리 창출, 직업·직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내 크리에이브존 유명기관 유치사업으로 BBC Music,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College of Fashion이, UCL campus, 소니도 입주예정

◦ Hackney Council, London _ Councillor, Nick Sharman

‐ HWFI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평균에 비해 10년 정도 수명

이 짧음. 따라서 지역개발 혜택이 빈곤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목표임

‐ 점점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몇몇 부동산개발업자가 도시개발에 절대적으로 개입하

고 있는 상황으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런던개발공사도 사유지개발에 대해 컨트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몇 몇 구의원과 CREATIVE WICK 등이 협력하여 원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왼쪽부터 Francesca J. Colloca, Nick Sharman,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Spread-i) 대표, 
William Chamber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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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IG 역할 및 성과

◦ 역할

‐ 고용, 기술, 훈련, 재능, 공급망 및 서비스

‐ 런던 최고의 예술, 문화 및 창의성의 중심지 HWFI 지원 및 홍보

‐ 네트워크, 전문 지식 및 지식 전달

‐ 상호성장과 이익창출을 위한 협력, 합작, 투자, 경제 기회 제공

‐ 창의적인 커뮤니티 구성원과 지역 관계자 연결 : LLDC, LBTH, LBH, CRT, Legacy 

List, GLA

‐ 지역기금조성, 보조금 신청, 공공부문 자금조달 촉진

‐ HWFI를 홍보하고 다양한 파트너 확보

‐ 미래세대에게 HWFI 자산의 가치 전달

‐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지역자산개발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 강력한 정체성, 소속감, 활기찬 공공영역을 창조하는 고품질의 잘 설계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가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상업적 파트너십 구축

‐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공공부문 협력

◦ 핵심원칙

‐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창의적인 커뮤니티 구축

‐ 예술가 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원

‐ 창조적인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작업공간 보장

‐ 네트워킹, 파트너십, 자원공유, 협업촉진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 제공

◦ 성과

‐ LLDC를 설득하여 HWFI를 런던의 문화 구역으로 지정

‐ 성공적인 자금 신청, 수상 및 커미션 촉진

‐ Neptune 부두 개발 설계에 저렴하고 유연한 창의적 작업 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포함

‐ 운하공원 설계에 레크레이션 시설 포함

‐ 스테이션허브 설계에 의견개진

‐ 화이트빌딩 개발 촉매제 역할 등

마) HWFI CIG 성과사례 “The White Building”

◦ The White Building는 HWFI CIG 논의를 통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임. 과거 인쇄창

고였던 The White Building은 지역자산 예술주도전략의 일환으로 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 자금 지원을 받아 2012년 7월 14일 10년 임대 개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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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구조와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새롭게 설계하고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1층엔 피자 레스토랑·맥주 양조장·전시공간이, 2층엔 6개의 예술

가 스튜디오와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1968년 Bridget Riley, Peter Sedgley and Peter Townsend가 설립한 예술지원단체

인 SPACE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공간, 레지던트 공간, 이벤트 공간, 

Crate Brewery & Pizzeria를 갖춘 독창적인 실험실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전시 주제를 발굴하고 작가공모를 통해 무료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시장으로 활용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UNTFSSE 국제컨퍼런스 & 전략기획연수 결과보고서]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