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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build a frame and direction of an analysis of the evaltion of placeness of industrial heritages

space, and then to evaluate Beijing 798. First, by studying references, 15 elements in 6 dimensions were derived

from the evaluation of placeness of industrial heritage and applied in the evaluation of placeness of Beijing 798

art zone. Second, the changes of Bejing 798 art zone can be classified in 4 steps, latency, quickening, growth,

and union, which has been growing from studios with artists to complex cultural art place based on studios and

gallery. Third, place characteristics of 798 art zone was analysis with the measurements of morphological,

perceptual, social, visual, functional, and temporal points. Fourth, a survey was done in order to evaluate

placeness of Beijing 798 art zone.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of placeness of industrial heritages

space through Beijing 798 art zone shows that uniqueness and indigenousness are highly valued which verifies

that the differentiation from other places and uniqueness are the essenti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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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 문명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역사 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 거대한 규모와

역량을 자랑하며 인류의 삶과 역사 문화에 길이 남을 수

많은 흔적들을 남겨왔으며, 인류의 지혜와 잠재 능력의

발전 과정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후기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통 산업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으며, 그 자리를 첨단 산업이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시설물들과 전통 산업이 차지하던 대량의 공

장과 시설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서 우

범지대와 같은 도시의 문젯거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 극대화되어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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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21세기에 도시에 남겨진 유휴 산업 공간은 어

떻게 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매우 절

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유휴산업 공간이 도시민

의 문화적 경험 기회의 확대와 연계되었을 때 어떤 효과

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 지역재생과 관련하여 무수

한 연구와 논문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설계

및 건축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일부 연구들은 주

거 및 인간 행위 그리고 장소성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유휴 산업공간의 재생이 문화

예술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이 재생

공간이 과거의 산업과 현재의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해

어떠한 장소성을 갖게 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생되어진 도시의 산업유산 공간

의 장소성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5년간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산업유산 공간의 재생

을 추진해 온 북경 798 예술지구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1호 통권120호 _ 2017.02102

해 북경 798 예술지구의 장소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는 1)798 예술지구의 장소 구축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2)798 예술지구의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의 사용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분석하

고, 3) 798 예술지구의 상인과 방문객에 의한 장소성 설

문 평가를 통해 도시의 산업유산 공간의 재생에서 문화

예술의 역할과 새로운 장소성의 구축에 대해 798 예술지

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 산업유산 공간 재생의 사례

가운데, 북경 798 예술지구를 선정하였다. 북경 798 예술

지구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시작하여 지역적, 경제적, 관

광적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또한

갤러리, 예술가 스튜디오, 디자인 샵, 공연, 이벤트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공간 및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가난한 현대 미술가들의 스튜디오

공간에서 출발하여 세계 예술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공간

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산업유산 공간 재생, 장소성

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고 산업유산 재생과 장소

성의 기본적인 개요 및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유휴 산업공간의 재생

사례의 장소성 분석을 위한 틀(Analysis Checklists for

Regeneration Cases)을 설정하였다. 또한 6개 차원 15개로

구성된 분석 요소 가운데 문화예술 측면에서 더 중요도가

높은 요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도시 및 디자인

전문가들 30인에게 그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문헌고찰 및 방문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

지인 798 예술지구의 변화와 발전, 조직 및 기구 운영,

공간유형의 분포, 문화예술 특성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였다. 방문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1월에

거쳐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넷째, 방문 조사, 물리적 관찰, 문헌 고찰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형태적, 인지적, 사회적, 시각적, 기능적, 시

간적 차원에서 798 예술지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6개 차

원 15개 요소에 맞추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798 예술지구의 예술가, 스튜디오, 갤러리, 디자인 숍, 공

연장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798의

전시, 공연 등의 문화 행사와 이벤트를 포함한 문화 콘

텐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단계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개

발된 장소성 분석checklist(ACRC)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주요한 내용 은 문화기반 장소성 평가의 여

섯 개 차원(형태적, 지각적, 사회적, 시각적, 기능적, 시간

적 차원) 15개 평가 항목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SPSS WIN 22.0 통계패키지

를 이용하여 평균,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차

이검증(t-test) 등을 실시하였다. 종합적인 평가와 입주자

와 방문객 간의 차이 비교, 중국 방문객과 외국방문객

간의 차이 비교를 진행하여, 장소성 평가에 있어서의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산업유산 공간의 이론적 고찰

(1) 산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

산업유산이란 개념이 태동되기까지 상위개념인 문화

재, 역사 환경, 근대역사 환경(근대화 유산)에 대한 순으

로 개념이 변천되었으며, 산업혁명을 전후로 하여 조성

된 시대적 결과물들을 통칭하는 근대역사 환경이라는 개

념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1) 산업유산이라 함은 산업기

능을 지니는 건물 중에서도 근대기로부터 현 시점에 넘

어오면서 대중들 또는 현 사회와의 상호작용 할 가치를

지닌 대상물이자 후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며 장소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내포한

것이다.2)

(2) 산업유산의 보존 및 재생

2000년대 들면서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역재생의 새로

운 매개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산업

유산이 가진 다음과 같은 잠재력 때문이다. 첫째는 산업

유산이 가지는 ‘다층성’이다. 산업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번성했던 지역산업과 맥을 같이 하며 지

역민의 생활양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또 산업유산

은 근대의 기억과 현대적 삶의 공존을 함께 남는 지역문

화의 전달매개체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활용

성’이다. 산업유산은 어느 정도 과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이거나 비(非）문화재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

며, 산업시설의 거친 인공미와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춘 공간 창출의 새로운 장

르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생성’이다. 크게 보

면 산업유산은 기능이 쇠퇴된 후 버려진 땅을 칭하는 브

라운 필즈에 속한다. 특히 산업유산은 원도심이나 항만

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낙후되고 소

외 대상이었던 옛 산업지대와 공간을 기회 자산으로 전

1)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pp.8-10 수정인용

2) 왕세학, “근대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예술창의공간 디자인에 관

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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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유하는 도시 자산으

로 평가할 수 있다.3)

(3) 문화기반 산업유산의 재생 및 의의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생이라 함은 산업유산을 꾸준히

성장하는 문화적 요소로 바라보고, 산업유산만이 보유하

고 있는 역사적, 미학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

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유산의 잠재력을 소생시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산업유산이 과거로부터 보유하여 왔던 산

업문화와 더불어 사회의 물질적 자원의 순환 이용과 사

회문명의 계승적인 발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재생하는

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도시재생이 진행됐던 90년대를 지나 현재

는 문화·예술·일상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도시재생으로

확대되며 문화적 도시재생의 인프라 구축에 무게가 실리

고 있다.4)

2.2. 장소성의 이론적 고찰

(1) 장소와 공간

장소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환경을 문화화한 국면이

다. 이것은 장소로서의 생성 능력을 자연 환경 자체가

지니고 있음으로써 거주나 모임으로서의 입지에 양호한

곳임을 의미한다.”로 정의하며 ‘물리적 특성’과 ‘활동’, ‘상

징’이라는 세 가지 어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5)

문화사회에서 의미체계로서의 공간인 장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소와 공간의 의미는 종종 혼합되

고 혼용되므로 각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개념이

해가 필요하다.

(2) 장소성의 개념 및 특성

장소성은 장소에 의미를 부여받은 상태를 말한다. 즉,

장소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

아 장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장소성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

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

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6)

장소성이란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생활을 영

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기반이 되고 장소에 대해

가지는 집단적, 사회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소

는 특정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물질적,

정신적 영역을 모두 담아내는 개념으로서 유사 개념인

3) 정민주. “국내 폐공장 재활용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한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2013, p.88

4) 사오룽(邵龍). 장링링(張伶伶), <공업유산의 문화적 재생(工業遺產

的文化重建)>, 華中建築, 2008.9 제26권, p.198

5)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vol.32 no.5, 1997, p.173

6) Ibid., p.175

공간(space) 또는 location(위치 장소)과는 구별된다.7)

(3) 장소성의 형성 요소와 필요성

장소성 형성의 요인을 크게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경인

‘물리적 요인’과 물리적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상

호적 행동인 ‘활동적 요인’ 그러한 경험이 지속되어 시공

간의 맥락이 결합된 상징적 의미를 주는 ‘의미적 요인’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인적 요인도 계속 높아가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활동에 좀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추

세이기도 하다.

<그림 1> 환경-인간-의미에 관한 장소성 구조

‘물리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인 ‘활동적 요인’은 사람

들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 공간에

서의 특별한 장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소성 형성 요

소에서 ‘의미적 요인’은 종속 변인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다.8)

2.3.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요소 선정

Matthew Carmona 외의 ‘도시설계의 6가지 차원’9)과

PPS(Project for Public Spaces)10)의 연구내용을 결합하

여 6개 차원 15개 요소로 구성된 첵크리스트(ACRC)를

추출하였다11). 선정한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요소

는 <표 1>과 같다.

7) 권윤구,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서울대 박사논문,

2013.2, p.13

8) 한수민, 장소성 확보를 위한 참여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2.12, p.10

9) Matthew Carnoma 외 저, 강홍빈 외 역,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도서출판대가, 2009

10) http://www.pps.org

11) Matthew carmona 외(2009)는 도시 디자인을 형태, 지각, 사회, 시

각, 기능, 시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형태 차원에서는 공공공간

망과 도로망, 도시블록 등을, 지각 차원에서는 환경 지각과 장소의

구축을, 사회 차원에서는 안전, 방범, 평등한 환경 등을, 시각 차원

에서는 미적 선호와 패턴과 체험의 문제를, 기능의 차원에서는 용도

혼합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시간의 차원에서는 역사성과 지속가능

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PPS의‘성공적인 장소의 중

요한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PPS는 사람을 위한 ‘장소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글로벌 사이트로, 리서치에 기초한 성공 사례를 전

파하고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차원의 관점에서

언급한 도시디자인 분석 내용들과 PPS에서 강조하는 성공적 장소

의 특성인 안락과 이미지, 접근성과 연계성, 이용과 활동, 사회성 관

련 요소들을 결합하여 <표1>의 15개의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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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내 용

행태의

차원

연계성

공간의 일부와 전체의 연결, 공간의 대외 개방성과 주변 교통

의 연결성으로 정의된다. 이는 공간의 구조와 도시 설계의 연

관성을 강조한다.

접근성

도시의 거리 모형과 교통 네트워크의 침투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기타 교통 채널의 편리성, 공간 내 주차 편

리성 및 도로 계획 등이 있다.

지각의

차원

특이성

공간 환경이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의미한다. 독특한 공

간은 한 장소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는 독특한 건축 형식 혹은

독특한 문화 체험 등과 같은 독특한 품격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토착성

지역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식, 관념 및 생활 습

관 등 다양한 차이를 의미하고 이는 주로 지역, 문화 및 풍습,

시간의 누적 등 요소들이 공동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

사회의

차원

다양성

공간계통이 형성하는 다양성으로 정의되고, 공간 유형과 공간

관계 두 측면에서 분석한다. 규모·형태 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한 장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의 차이와 다원화를 의미한다.

신뢰성
다양한 건물 유형, 양식, 디자인을 허용하는 형식과 새로운 건

축에 대한 신뢰 및 물품을 구입한 신뢰성이 높다.

근린성

공간의 개발 방식과 이웃간의 왕래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 디

자인 계획을 통해 사회감과 이웃간의 식별성, 그리고 주변 상

업구를 만들어낸다. 거주구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사

회 단원을 구성하고 장소감을 강화한다.

안전성

사용자와 공간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이다. 안전감의

부재는 위험에 대한 인지, 즉 공공영역의 사용과 공간의 설립

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간의 시설과 교통 안전은 도시

설계에 있어 필수 조건이다.

시각의

차원

심미성

도시 공간과 공공 공간 미학 품질에 대한 평가이다. 건축물과

거리의 조화, 시설물과 예술품의 심미성, 그리고 공간 환경의

녹지화 및 청결도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깊은 인상과 시각적

만족을 줄 수 있다.

가독성

건물, 가로, 공간, 조경, 가로시설물 등이 기존의 맥락과 조화

를 이루면서, 방문자가 사인의 명료성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다.

기능의

차원

교류성
도시공간에서는 모든 교류 행위가 경제적인 것은 아니며, 따라

서 사회와 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유용성

사용자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시설의 편리함과 편

의성, 휴식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장애인 시설 및

화장실 시설과 이의 편리성 또한 이에 포함된다.

경제성

자원의 투입과 사용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와 자원 사

용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생산력을 의미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의

차원

역사성
도시 공간 물질 형태의 기록이다. 폐허 건축과 공간에 대한 보

존을 통해 현지의 역사 특징과 문화를 보존된다.

지속성

역사 공간의 연속과 발전이다. 현재 있는 역사 건축과 공간에

대해 보호와 재활용을 하여 합리적인 토지 자원 개발을 하고

장소의 시간성과 역사의 연속성을 만들어 낸다.

<표 1>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요소

<표 1>의 장소성 평가요소 15개를 도시설계 및 디자

인 전문가 30인이 문화기반 측면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문화를 기

반으로 한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에서의 중요한

정도를 나타낸다.

문화기반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에서 토착성,

안전성, 특이성가 8.50이상으로 매우 종요한 요소로 나타

났다. 평균치가 가장 높고 점수 간격이 가장 작은 요소

는 토착성이다. 토착성에 대한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이

나 개성 ,구별되는 장소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다. 산업

유산의 재생 중 지역의 장소감에 대한 구현이 가장 중요

하며 현지의 문화, 자연, 공업 측면을 존중하는 표현이

다. 안전성은 공공 공간 디자인 중 만족해야할 가장 기

본적인 조건이기에 디자인 과정 중 수시로 장소의 사회

성 차원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

고, 장애가 없이 공공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히 오래된 산업유산 공간임을 고려하면 구조적 안

전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장소의 특이

성 요소는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독특한 이미지로 색다

른 건축 양식이나 독창적인 체험 등이 새로운 문화 경험

으로 이어지면서 문화기반 장소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평균치가 8.00-8.50점까지 요소에는 심미성, 지속

성, 연계성, 역사성, 가독성, 유용성, 경제성, 접근성 8가

지 요소가 포함된다.<표 2>

요소 평균 요소 평균

1 토착성 8.87 9 유용성 8.13

2 안전성 8.77 10 경제성 8.10

3 특이성 8.70 11 접근성 8.03

4 심미성 8.47 12 교류성 7.77

5 지속성 8.40 13 다양성 7.63

6 연계성 8.30 14 근린성 7.57

7 역사성 8.27 15 신뢰성 7.30

8 가독성 8.27

<표 2>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장소성 중요도 평가 결과(전문가 설문)

3. 북경 798 예술지구 발전사 및 현황 분석

3.1. 798 예술지구 개요

798 예술지구는 북경 차오양(朝阳)구 따산즈(大山子)에

위치한 예술 거리로 총 면적 약 60만㎡에 이른다. 이곳

은 원래 국영 798 공장을 비롯해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 공장이 밀집된 공장지대로, 냉전이 종식된 1950년

대 말부터 무기 공장이 하나씩 철수하였다. 그중 706,

707, 718, 751, 797, 798 여섯 개의 공장에 대규모 전자타

운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798 예술지구는 1950년대 독일의 바우하우스 형식의

공장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었다. 공장의 상황이 좋지

않자 공장을 임대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 예술가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해 2001년 즈음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2006년 관리소를 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08년 1월까지 프랑스,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국

내외 지역에서 모인 400여 개의 화랑, 예술가 작업실 및

만화 영상, 영상 매체, 출판, 디자인 자문 등의 각종 문

화 기구가 들어오게 되어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12)

3.2. 798 예술지구의 변천 과정

출판, 디자인 자문 등의 798 예술지구의 변천과정은

잠재기 1995-2002, 태동기, 성장기, 융합기의 4단계로 분

류할 수 있다.13)

12) http://www.xici.net/d188232722.htm

13) 지해붕(迟海鹏)，예술지구 현황 연구-북경 798 예술지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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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 시기(1995-2002)

중국은 1992년부터「도시토지 유료사용제도」를 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교들이 도심 변두리

로 이전하였고, 1995년, 중앙미술학원도 둥청구(东城区)

에서 가까운 따산즈(大山子)로 캠퍼스를 이전하기로 결

정하였다. 초기에는 베이징 전자부품 제2공장을 임시 캠

퍼스로 사용하였고 2001년에 정식으로 새 캠퍼스로 이주

하였다. 임시 캠퍼스 맞은편이 바로 옛 718공단이었다.

1995년, 중앙미술학원 조각 학과에서는 큰 공간을 필요

했고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798공단내의 방치된 공간

을 임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2월이 되자, 이전의 700 공장, 706 공장, 718

공장, 797 공장 및 798 공장 등 6개 공장이 “북경 칠성

화전 과기 그룹 주식회사(北京七星华电科技集团有限责任

公司)”으로 합병되었다. 2002년 2월, 미국의 로버트 보

나오가 약 120m²규모의 회교도 식당을 임대하여 이 곳

을 정갈하게 꾸며 “팔예시구(八艺时区)”라는 예술 서적

서점을 열었다. 그는 예술지구에 입주한 최초의 외국인

이었고 이 서점 또한 이 곳 최초의 전문 예술 서적 서점

이었다.14)

(2) 태동기(2003-2004)

2003년부터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이 798의 옛 공장들

을 발굴해냈다. 당시의 임대료는 0.6위안/m²/일에 불과하

여 당시 베이징에서 매우 저렴한 임대료에 속했다. 2003

년 4월, 갤러리, 예술재단, 출판미디어, 디자인광고, 패션,

카페, 레스토랑 등 포함한 약 38개 기업과 46개 예술가

작업실이 형성되었다. 798 예술지구는 2003년 미국 주간

<TIME>에서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도

시예술센터 TOP 22로 선정되었다.

2004년, 북경은 미국 <Fortune> 잡지에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20개 도시 중 하나로 뽑혔고, 이 역시도 798

예술지구의 변신의 덕이 크다.

(3) 성장기(2005-2012)

2005-2007년, 798 예술지구에서 민간주최로 연속 3년

다싼즈 국제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로 인해 798 예술구

의 명성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중국 현대 예술계에서

798 예술지구의 존재는 아주 큰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

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후 북경은 2008

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 북경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수억 명의 관람객들이 축제의 현장으로 모여

들었다. 798 예술지구 또한 올림픽 기간에 북경시가 추

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

하면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에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로(艺术区现状研究-以798艺术区为例)，중앙미술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5, pp.11-15. 논문에서 제시한 798 예술지구의 5개 발전 시기

에 대한 재인용.

14) Ibid., p.11

798예술지구를 필수코스로 선정하여 방문했다.

2012년은 798 예술지구가 문화예술 중심으로 확산하고

자 하는 가장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해이다. 이 시기에

798 예술지구는 비전시 용도의 상업공간 신청에 대해 엄

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2012년 중국 문화 창조 산업망은

데이터 분석과 네티즌 투표, 그리고 전문가 평가의 방식

을 통해 중국 문화창조산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Top 10 예술지구를 선정했다.

(4) 융합기(2013년 이후)

2013년, 798은 새로운 기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798을 예술품의 전시 공간을 비롯하여 대중들의 거래 플

랫폼, 그리고 미래의 국제 전시, 거래, 경매 등 기능이

한 곳에 모인 국제적 예술 거래의 허브로 만들고자 하였

다. 2014년 국가 문화부와 재정부는 중국 국가 예술기금

을 조성하여 매년 20억 위안 규모의 문화예술 건설을 시

작하였다.

2016년 9월 24일 약 한달 간 진행될 “2016 베이징 798

예술절”이 시작되었고, 약 백 여 개의 문화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차오양구 청년과기창조회(青年科技创新汇),

제 2회 798 중국 이노베이션 대회, 길거리 그래피티 대

회, 락 페스티벌, 뮤지컬 등 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

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문화예술 산업이 생활에 주는

즐거움을 체험하였다.

3.3. 798 예술지구의 공간유형 현황 분석

<그림 2> 북경 798예술지구 공간 분포

798 예술지구 현장 조사 및 자료 조사를 통해 2016년

12월까지 798 예술지구에는 184개 전시 공간， 175개 상

업 공간，89개 회사 및 스튜디오, 67개 식음 공간, 총

515개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러 유형

의 공간이 주로 도로 양측 및 상업 밀집구역에 분포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 분포 밀도의 가장 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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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 F두 구역인데 그 중에서 E구역에 분포된 공간의

수가 가장 크고 그 유형도 가장 광범위하다. E구역의 교

통이 편리하고 공간이 확 트여서 예술가와 상인들의 집

결지이기도 하고 관광, 교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전시 공간은 798 전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798 예술지구의 공간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 공

간과 기타 상업 공간을 연결하여 공간의 각 구석을 관통

하는데 유리하고 798의 장소감을 향상시켰다. 상업 공간

과 푸드 공간은 주로 E, F구에 분포되어 있다. 일부 상

업 공간과 식음 공간은 주로 간선 도로의 양측에 밀집되

어 있고 대부분은 보조 간선 도로와 갈래 길 양측에 집

중되었다. 전시 공간과 달리 상업, 식음 공간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었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스

튜디오와 회사는 상대적으로 F 구역 외곽에 밀집해 있

는데, 이는 이 지역의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또 관

광객으로 인해 시끄러운 장소와 거리를 두고 있어 업무

와 예술작업에 유리하기 떄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798 예술지구는 전시 공간이 가장 중심에

가장 많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문화예술 지구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그 주변으로 상업공간 및 푸

드 공간이 위치해 예술품 거래 및 단순 방문 관광객의

편의에 잘 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대 스튜디오 갤러리 회사 외식 상점 합계

2003 18(47.4) 6(15.8) 10(26.2) 2(5.3) 2(5.3) 38

2004 38(50.7) 11(14.7) 16(21.2) 5(6.7) 5(6.7) 75

2005 40(38.9) 19(18.4) 31(30.1) 6(5.8) 7(6.8) 103

2006 51(25.1) 87(42.9) 39(19.2) 12(5.9) 14(6.9) 203

2007 59(23.6) 103(41.2) 51(20.4) 14(5.6) 23(9.2) 250

2008 43(14.2) 153(50.5) 61(20.1) 22(7.3) 24(7.9) 303

2009 25(6.8) 168(46.1) 70(19.2) 38(10.4) 64(17.5) 365

2010 22(5.5) 159(39.6) 100(24.9) 48(12.0) 72(18.0) 401

2011 22(4.8) 175(38.2) 121(26.4) 51(11.2) 89(19.4) 458

2012 20(4.1) 171(34.7) 123(24.9) 54(11.0) 125(25.3) 493

2013 19(3.3) 172(30.0) 197(34.2) 59(10.2) 129(22.3) 576

2016 30(5.8) 184(35.7) 59(11.5) 67(13) 175(34.0) 515

<표 3> 2003~2016년 798 입주기관 유형별 수량(%)

<표 3>15)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798 입주기관 유

형 수량표이다. 통계에 따르면 북경 798 예술지구는

2003년 개인 스튜디오 18개를 포함하여 38개로 시작된

예술문화 공간은 2016에는 515개로 늘어났다. 798예술지

구는 자발적이고 산만했던 “예술군락”에서 일정한 브랜

드 활력을 갖춘 “예술지구”가 되고, 또 “창의⦁문화산업
단지”로 변모하는 발전과정을 거쳐 지방예술시장, 나아

가 중국당대예술을 리드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도 798 예술구내에

는 갤러리와 상점 공간을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중국내

15) <표 2>에서 2014, 2015년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2016년 10월 현

재까지의 통계자료가 2013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6

년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798 예술지구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로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주기관이 갤러리와 상점 공간으로 69.7%를 점하고 있

다. 그중에서는 갤러리는 184(35.7%)로 가장 높게 타나

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점은 175(34.0%), 외식은 67

(13.0%), 회사는 55(10.8%), 스튜디오는 30(5.9%)의 순서

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입주 기관이

100개가 증가하여 203개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갤러리

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와서는 스튜디오 수가 25%까

지 감소했고, 대신 상점수가 급증하고 식당, 카페와 같은

외식 공간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도 이후

798의 국내외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798

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여 단순한 예술가 지

구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798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3년부터 회사의 비율이 분명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798 예술지구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부상하면서, 지가 상승 역시 급격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규모의 디자인 회사들을 이곳의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

당하지 못하여 자연히 퇴출되었고, 점차 레스토랑, 레저,

오락, 상점들이 이들 회사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3.4. 798 예술지구 문화예술의 특성

(1) 798 예술지구의 갤러리 및 화가

798 갤러리 대다수는 중국과 세계의 현대 화가들, 대

중 예술가 및 비교적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전시된 예술가 중에는 앤디 워

홀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수석 아티스트

들이 포함되어 있다.

갤러리 운영의 예술품 종류는 유화(油画)를 주로 하며,

그 다음으로는 조소, 판화, 촬영 장치 등이 있다. 대다수

갤러리 경영의 예술 품종은 2종류 이상이며, 그 중 3종

류 이상의 예술품 종류를 다루는 갤러리는 52%를 차지

하여, 갤러리 운영 예술품의 다원화를 보여준다.

(2) 798 예술지구의 디자인 회사 및 스튜디오

798 예술지구는 창의적 산업 단지로서, 근본적으로 창

의와 뗄 수 없다. 디자인 회사 및 스튜디오는 798 예술

지구 예술 기관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먼저 이러한 예

술 기관은 대다수 예술 디자인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관련되는 범위도 광범위하다. 현

재 798 예술지구의 크고 작은 예술 디자인 회사 및 스튜

디오는 90여 곳이 있으며, 이러한 아트 컴퍼니(Art

company)로는 의류디자인 회사, 환경예술 디자인 회사,

사진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등이 있다.

일부 대형 회사는 국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예로는 탁월디자인 회사(이탈리아), HONYO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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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798 예술지구의

교통 노선도

회사(독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예술 및 디자인 회사와

스튜디오는 주로 F 구역과 751 패션 디자인 광장 주변

에 집중되어 있고, 마아낙(玛亚诺) 의류 회사, 중국 패션

디자인 협회 등과 같은 의류 디자인 회사, 가목 실내디

자인 회사 등과 같은 환경디자인 회사, 지메이(集美） 디

자인과 같은 설계디자인 회사도 있다.

<그림 3> 백년 인상 화랑 <그림 4> HONYO DESIGN

(3) 798의 크리에이티브 숍 및 음식 공간

크리에이티브 숍(Creative shop)은 798 예술지구의 하

이라이트이며, 많은 관광객들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숍

만을 보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구매

한다. 이러한 상점은 외관으로 보나, 내부 배치로 보나

그 자체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창작된 상품

은 매우 독특하여, 유행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유인한

다. 798예술지구에는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숍이 위치해

있으며, 그들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며 독특한 예술 제

품을 판매한다. 예로는 개성적 의상, 공예품 등이 있다.

798 예술지구에서, 예술과 식사 공간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 이곳의 외부 공간, 내부 장식은 모두 예술적

요소를 사용한다. 전체 예술 분위기와 조화된 동시에, 매

장의 예술적 취향을 높이며, 매장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식사 공간, 장식물, 심지어 식사 도구는 모두 예술

품과도 같다. 방문자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시에 현

대의 각종 전위적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4) 798 예술지구의 기타 문화예술

이외에도 차오양구 청년과기창조회(青年科技创新汇),

798 중국 이노베이션 대회, 길거리 그래피티 대회, 공연

회，락 페스티벌, 뮤지컬, 패션 쇼, 신문발표회 등 다양

한 문화예술 행사가 전면적으로 펼쳐진다.

기타 문화 산업의 건강한 발전은 예술지구에 생활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는 예술적

요소가 그것에 융합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삶의 질을 높

이고, 생활의 예술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촉진하였다.

<그림 5> 798 크리에이티브 숍 <그림 6> 길거리 그래피티

4. 798 예술지구의 장소적 특성 분석

798 예술지구의 장소적 특성을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한

6개 차원 15개 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1. 형태의 차원

(1) 연계성

798 예술지구가 형성되고 발전한 이유로, 우선 북경시

의 우월한 지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총면적은 60만m²

로, 원래 국영718 연합공장(718联合厂) 등 전자 공업의

낡은 공장 단지였다. 현재는 지하철을 비롯하여 교통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798예술지구는 수도공항(首都机

场) 고속도로 및 징순로(京顺路) 등 주요 교통 간선 도

로와 근접하며, 북경 시내에서 공항으로 통할 때 꼭 거

쳐야 하는 길목에 위치

하고 있다. 또한, 798예

술지구가 위치한 조양구

(朝阳区)는 각국 대사관

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며, 중국의 대표적 예술

교육기관인 중앙미술학

원과 근접하다. 만약 중

앙미술학원의 이전과 철

거가 없었다면, 수이지엔

구어(隋建国)의 798의 발

견도 없었을 것이다.

(2) 접근성

798 예술지구는 과거 공업 생산 관리 구역으로써, 외부

공간에는 운동장, 광장, 공원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

나 현재는 중앙 광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예술 단지 내에서 개조될 필요가 있는 외부 공간

대다수는 기존의 공장 생산 관리 구역의 연계성 공간으로

도로, 골목, 정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형태는

다른 기능을 가진 건축물과 결합될 필요에 따라, 입구 공

간, 휴식 정원, 실외 영업 공간, 세목을 통한 공간 체험의

증강, 활동 광장 등의 다목적, 다문화적 작용을 한다.

4.2. 지각의 차원

(1) 특이성

798 예술지구의 거리에서는 옛것과 새것, 사회주의 분

위기와 자분주의 분위기의 대비를 느낄 수 있다. 바우하

우스형 지붕의 반복되는 벽돌의 건물들과 거리에 노출된

파이프들이 과거 사회주의 시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

운데 자본주의적인 강렬한 색상의 노천카페와 방문객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며 거리의 독특

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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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장 중에서, 6-7 곳의 작업장 지붕 디자인이

톱날 모양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

아도, 이러한 톱날 디자인 작업장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

하다. 작업장의 지붕은 부채꼴이며, “얇은 지붕(薄壳屋

顶)”이라고 부른다. 가장 얇은 곳은 6센티미터이다.

798 예술지구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우선 공업건축 공

간 이용의 개방성에서 나타난다. 공업용 공간이 넓은 탓

에 예술가들과 해당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자유적인 리모

델링과 예술창작에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가와 예술기관들은 공장에서 비단 예술작품뿐만 아

니라 문화공간까지 창조해내고 있으며 나아가 공업 건축

을 박물관이나 화랑, 그리고 기타 부속상업시설로 이용

함으로써 옛 공장들을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토착성

북경 798 예술지구는 북경의 개방적이고 포용력을 지

닌 강한 예술 문화의 중심이며, 이곳은 북경이 예술과

문화를 다루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북경의 정신을 견지

하는 곳이며, 북경의 포용 정신의 재현이다.

798 예술지구 빈 공장에 예술가들의 창작실이 입주하

고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예술지구로서의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하자, 중국정부당국은 이 지역을 “문화창의 산

업특구”로 지정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예술산업기지로

전환시켰다. 중국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서구의

상업예술자본과 시설이 입주하면서 798예술지구는 점차

상업적인 관광지로 전환되고 있다.

4.3. 사회의 차원

(1) 다양성

798예술지구는 초기에는 계획에 의한 획일적 개발이

아닌 민간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성이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이곳은 정부의 지원으로 국유기업이 공동으

로 계획 건설한 집결지로 발전하였다. 현재 이곳의 관리

체계 및 운영시스템은 정부의 주도 속에 기업과 예술가

혹은 예술기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발전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뢰성

798 예술지구의 운영은 초기에 민간 위주의 자주적인

성질에서 국유기업인 칠성기업의 주도로 넘어갔다. 그

기본적인 운영기준 내용으로는 첫째, 798 예술지구에 대

한 시정부의 시설 제공으로, 칠성회사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주체적인 계획과 예술지구에 대한 복리후생 등을

담당한다. 둘째, 주식투자유한회사의 역할로, 북경 798

예술지구의 창의적 산업체과 계획건설 항목의 운영을 담

당하며 798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셋째, 칠성회사는

예술축제 산업을 주제로 한 798 만의 창의적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칠성회사 물류부문은 예술구의 전

체적인 물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798 예술지구의 운영시스템

(3) 근린성

798 예술지구에 모여드는 예술가들은 첫째, 해외 여행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 정착한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로,

새로운 예술관점으로 창작을 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홍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중국 각 지역에서 북경으로

자신을 꿈을 실현하고자 찾아드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자력갱생하면서 힘든 창업의 길에 뛰어들어 실험

적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셋째, 베이징 농촌지역에서

온 지역예술가들로, 성공에 필요한 교류와 전시공간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 인근에 위치한 중앙미술학원 출

신의 예술가와 디자이너 역시 798 예술지구의 교류와 전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안전성

북경 798 예술지구는 소 그룹을 지도하여 일련의 작업

을 전개하였고, 예술지구 문화 안전 관리, 예술지구 조사

연구 계획, 제도 수립 등 방면에서 모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예술지구 인프라의 미비함, 환경적으로 급히

해결되어야 할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지 내 환경의

복원 개조 프로젝트 방안을 제정하였고 중점적으로 주차

장, 주요 도로, 가로등, 낡은 회로, 전화 회선, 표지판, 청

결 유지 및 공공 위생시설 등을 개조하였다. 조양구 위

(委), 구(区) 정부와 칠성 그룹의 공통된 노력으로 798예

술지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환경도 명백히 개선

되게 하였다.

4.4. 시각의 차원

(1) 심미성

북경 798 예술지구는 건축 리모델링에서 일괄적인 현

대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역사와 환경을 중요시하여 최

대한 고유의 전통적 건축 특징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대

적 특징을 부여하였다. 건물 확충을 최소화하고 신축 시

에도 기존 건축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오래된 건축물

들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798 예술지구에서 나타난 Loft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을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재료와 구조의 기술적,

미학적인 특징, 그리고 다양한 구도와 간결한 조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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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

이외의 사람들도 예술구로 끌어들이고 있어 점점 중국식

의 Loft 공간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798 예술지구에서는 거리에 곳곳에 분위기에 맞게 조각

품을 설치하였다. 특히 업종들의 실내, 외를 연결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색과 질 등을 고려해 스스로 균형점을 찾

아 공간의 전체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다.

(2) 가독성

798 예술지구에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 대부분이 독일

바우하우스 스타일 디자인으로, 사인 디자인 역시 그 영

향으로 산업유산 스타일이 드러난다. 낡은 철제 프레임

이 기본적인 뼈대로 그곳에 문자 및 도형을 조합하여 심

플하면서 추상화, 기계화되고 기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

고 있다. 일부 조형은 주변의 그래피티와 현대적인 조각

품, 장식의 영향을 받아 기능과 미관 모두 독특한 재생

의 사인들로 거듭났다.

798 예술지구 공간은 6개의 각기 다른 구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사인이 설치되어 있어 상세하

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5. 기능의 차원

(1) 유용성

798 예술지구의 예술형태는 다양한 업종 간에 공존을

추구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예술가 작업실, 갤러리부터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 있다. 이런 업종

은 서로 융합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공간에서

공장이 운영되던 시대의 흔적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현대

적인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도 역사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798 예술지구의 서비스 공간 대부분은 공장건물

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다. 배관, 설비와 역사

흔적이 있는 구호들은 그대로 보존하여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융합하였다.

(2) 교류성

798 예술지구는 더 이상 한 구역의 개념이 아니며, 지

리적 개념과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의 존재도 아닌 일종

의 부호와 상징이 되었다. 예술가, 전시회, 예술 제품, 발

표회, 공연, 회사 및 상업화 발전으로 798의 문화는 이미

기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 문

화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98 예술지구의

발전은 주변 구역의 상업화된 발전을 이끌었다. 사이버시

티, 대/중형 기업, 상업 지구의 입주는 이 지역의 경제 발

전을 선동하였고, 798에 양호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했다.

(3) 경제성

798 예술지구가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가 된 것은 2003

년 ‘재조(再造)798’이라는 대규모행사 이후부터다. 그 후

로부터 매년 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며, 행사기간은 1개

월 정도 진행되며 해마다 축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에 개최한 798아트페스티벌은 방문객 수는 110만

여명으로 해외방문객이 30%를 차지하였으며 798아트페

스티벌의 기록을 새웠다. 이뿐만 아니라 798예술지구에

서 매년 2000여개 다양한 문화교류전시 관련 행사를 진

행하여 연간 예술품 거래액은 3억원(RMB)을 달하였고.

또 벨기에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미술관인 울랜스센터도

연 600회의 행사를 주최할 정도로 활발한 예술 산업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

또한 산업유산의 건축물과 시설들이 예술작품과 어우

러져 문화예술지구로 형성되면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변모시켜 중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방문객의 증가는 다시 예술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선 순환적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다.<표 4 참조>17)

년대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인수(만) 8 10 19 60 75 83 110

<표 4> 798아트페스티벌 방문객 수량표

4.6. 시간의 차원

(1) 역사성

798 예술지구는 중국공업화시대, 대약진(大跃进)시대,

문화대혁명, 개혁개방과 현재의 많은 흔적을 담고 있으

며 북경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켜

역사의 흔적과 현대예술의 매력을 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술가들과 다양한 문화 업체와 문화기관의 입주

로 인해 798 예술지구는 초기의 지역예술가 창의촌의 개

념으로부터 토탈 예술문화지구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798 예술지구의 건축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

의 중국, 건설시기의 중국, 문화혁명기간의 중국과 개혁

개방기간의 중국의 건축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

으며, 과거 이지역이 공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산업유산이

예술작품과 함께 어우러져 798 예술지구만의 독특한 풍

경을 연출하고 있다.

(2)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798 예술지구의 건축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적 가치를 살펴보면, 북경 798 예술지구는 바우하

우스 건축양식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현재는 중국, 독

일, 미국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남아있다. 또한 100여

년 된 산업유산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가치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예술적 가치로 보면,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성에 대한 문화

16) 류학문(刘学文), 중국 문화창의산업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中国文化创意产业园可持续设计研究), 동북사범대학 박사논문,

2015.5, p.32

17) Ibid,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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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예술지구 장소만들기의 특성 분석 평균
요소

평균

종합

평균

형태

의

차원

연계성

공간의 개방정도 3.67

3.58

3.49

공간과 주변 환경의 연결 정도 3.56

공간과 주변 교통의 연결성 3.51

접근성

공간 내 주차의 편리성 3.21

3.40대중교통 사용시 편리성 3.43

공간 내 길을 찾는 편리성 3.55

지각

의

차원

특이성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이미지 3.86

3.94

3.88
독특한 문화예술 형식 4.01

토착성
지역문화 및 지역적 특성의 표현 3.86

3.82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 형식 3.78

사회

의

차원

다양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양성 3.54

3.54

3.38

거리 생활의 다양성 3.54

신뢰성 물건구매 등의 신뢰 정도 3.16 3.16

근린성 주변 상권과 주거 단지 연계성 3.29 3.29

안전성
경비, CCTV를 포함한 안전성 3.55

3.53
교통 및 시설이용의 안전성 3.51

시각

의

차원

심미성

건축물 및 거리의 전반적 미적 3.58

3.54

3.46

설치된 예술작품의 미적 특성 3.68

공간 내 환경의 청결 정도 3.48

공간 내의 녹화 정도 3.41

가독성
사인 시스템의 위치와 종류 3.33

3.37
사인 디자인의 통일성과 가독성 3.41

기능

의

차원

교류성
주민참여 및 조직의 체계화 3.48

3.39

3.37

각 연령층에 상호 활동과 교육 3.29

유용성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성 3.71

3.33공간 및 시설 이용의 편리한 정도 3.38

장애인 시설의 설치 및 편리성 2.89

경제성
소규모 점포 및 시설 개선 지원 3.33

3.4
경제적 활성화 정도 3.47

시간

의

차원

역사성
현지의 역사적 특징을 반영 3.57

3.67

3.62

낡은 건축물의 보존 3.77

지속성

기존 역사적 공간의 활용도과 개발 3.60

3.56토지 자원의 현대적 개발 정도 3.59

공간 내 축제 및 행사의 질과 횟수 3.49

<표 6> 798 예술지구의 장소성 평가표

시간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 북경 798예술지구

설문대상 입주자 120명, 중국 관광객 200명, 외국 관광객 120명 (총 440명)

내용개요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및 장소성의 각 요소에 대한 평가

<표 5> 설문조사의 개요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현대예술에 나타난 중국문화는 전

통과 현대요소가 융합되며 북경 지역의 독특한 문화역사

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이어지게 하고 있다. 798 예술

지구는 국내외의 우수한 작가 및 예술작품을 소개함으로

써 국제시장의 교류의 창이 되고 있으며, 우수한 작품전

시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예술문화의 공유 및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문화의 경제적, 교육적 확

산은 798 예술지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북경 798예술지구는 디자인 상담실, 비즈니

스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방송국, 인터넷, 매스미디

어, 잡지사 등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 기획,

공간 임대, 서점, 패션브랜드 숍, 아트 숍, 호텔 등을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장 역시 798예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798 예술지구의 장소성 가치 평가

5.1. 설문을 통한 정량적 분석

(1)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798 예술지

구 장소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

상은 440명으로, 798 예술지구의 입주자 120명, 중국 관

광객 200명, 외국 관광객 120명（한국 관광객 60명과 다

른 국가 관광객 60명)이 최종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대상을 3가지로 분류한 것은 입주자와 관광객 간의 차

이, 중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여 차이가 유의적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설문 대상 입주자는 798 예술지구의 거주자 중 창의회사

직원, 예술가, 소매업자 등으로, 임의추출법(random

sampling)으로 조사 대상을 추출하였다.

(2) 설문조사의 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 내용은 <표 2>에서 언급한 장소성 평가의

여섯 개 차원, 15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연계성,

접근성을 포함한 형태의 차원; 특이성, 토착성을 포함한

지각의 차원; 다양성, 신뢰성, 근린성, 안전성을 포함한

사회의 차원; 심미성, 가독성을 포한한 시각의 차원; 교

류성, 유용성, 경제성을 포함한 기능의 차원; 역사성, 지

속성을 포함한 시간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2. 798 예술지구 장소성 가치 평가 결과

조사결과에 798예술지구 6개 차원 중 지각의 차원

(3.88)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능성 차원(3.37)의 점수가

비교적 낮았다. 15개 평가 요소 중 특이성(3.94)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3.16)이 가장 낮았다. 이는 798예

술지구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 특색과 지역문화적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게 나

타난 것은 상품 거래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물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98예술지구의 장소성 평가 항목 중 평균치가 4.00을

초과한 요소에는 특이성 항목의 ʻ독특한 문화예술 형식ʼ 
밖에 없다. 798예술지구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은 798예술지구에서 다국적 갤러리, 예술

공간과 길가에 설치한 조각품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 작

품을 경험할 수 있다. 또는 방문객이 도로 양측의 설치

된 조각 작품들, 벽면에 혹은 굴뚝과 배관에 그린 그라

피티 등을 통해 현대예술을 감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예

술적 체험과 함께 역사의 흔적과 카페 거리와 같은 서구

적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또한 2.3 <표2> 전문가들에 의한 문화기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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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유형 n 평균(E) t값 Sig.

형태

의

차원

연계성
입주자 120 3.6583

2.937 .004
관광객 200 3.4550

접근성
입주자 120 3.3367

-.235 .814
관광객 200 3.3567

지각

의

차원

특이성
입주자 120 3.8700

-.998 .319
관광객 200 3.9525

토착성
입주자 120 3.6625

-2.326 .021
관광객 200 3.8200

사회

의

차원

다양성
입주자 120 3.6225

1.472 .142
관광객 200 3.5000

신뢰성
입주자 120 3.2850

-1.715 .087
관광객 200 3.4500

근린성
입주자 120 3.3700

.113 .910
관광객 200 3.3600

안전성
입주자 120 3.5100

-.157 .875
관광객 200 3.5275

시각

의

차원

심미성
입주자 120 3.3663

-4.651 .000
관광객 200 3.6925

가독성
입주자 120 3.2075

-2.861 .004
관광객 200 3.4625

기능

의

차원

교류성
입주자 120 3.5250

1.727 .085
관광객 200 3.3800

유용성
입주자 120 3.2733

-2.087 .038
관광객 200 3.4333

경제성
입주자 120 3.2950

-2.445 .015
관광객 200 3.4725

시간

의

차원

역사성
입주자 120 3.5800

-1.075 .283
관광객 200 3.6725

지속성
입주자 120 3.4267

-2.754 .006
관광객 200 3.6517

<표 7> 중국 입주자와 중국 관광객의 장소성 요소 평가 비교

특성 유형 n 평균(E) t값 Sig.

형태

의

차원

연계성
중국 관광객 120 3.4550

-2.108 .036
외국 관광객 120 3.6317

접근성
중국 관광객 120 3.3567

-1.500 .134
외국 관광객 120 3.4983

지각

의

차원

특이성
중국 관광객 120 3.9525

-.320 .749
외국 관광객 120 3.9775

토착성
중국 관광객 120 3.8200

-2.111 .035
외국 관광객 120 3.9725

사회

의

차원

다양성
중국 관광객 120 3.5000

.133 .894
외국 관광객 120 3.4900

신뢰성
중국 관광객 120 3.4500

7.676 .000
외국 관광객 120 2.7500

근린성
중국 관광객 120 3.3600

2.517 .012
외국 관광객 120 3.1400

안전성
중국 관광객 120 3.5275

-.250 .802
외국 관광객 120 3.5550

시각

의

차원

심미성
중국 관광객 120 3.6925

2.006 .046
외국 관광객 120 3.5488

가독성
중국 관광객 120 3.4625

.297 .767
외국 관광객 120 3.4325

기능

의

차원

교류성
중국 관광객 120 3.3800

1.300 .194
외국 관광객 120 3.2500

유용성
중국 관광객 120 3.4333

1.725 .085
외국 관광객 120 3.2767

경제성
중국 관광객 120 3.4725

.565 .572
외국 관광객 120 3.4225

시간

의

차원

역사성
중국 관광객 120 3.6725

-.712 .477
외국 관광객 120 3.7450

지속성
중국 관광객 120 3.6517

.568 .570
외국 관광객 120 3.6017

<표 8> 중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의 장소성 요소 평가 비교

성 평가에서 ‘특이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 것과

연계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독특한 문화예술 형식’

과 같은 특이성 요소가 문화 기반 측면에서 798의 장소

성을 강화하면서 798의 성공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소성 평가 항목 중 ʻ장애인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편리성ʼ 의 평균치가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지

내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으며,

화장실 자체도 단지 7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추후 가장 보완되어야 할 문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3. 798 예술지구 중국 입주자와 중국 관광객의

평가 비교

p < 0.05

위에 통계에 따르면 798 예술지구 장소성 평가요소 중

중국 입주자는 특이성(3.87)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가독성 (3.20)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 중국 관광객의

경우, 특이성(3.95)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접근성(3.35)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798 예술지구의 결정적인 핵심요소

는 예술적 요소이며 예술지구는 산업유산 공간이라는 특

수한 생태환경과 예술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어서

입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특이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유의수준 p < 0.05에서 볼 때 입주자와 중국 관광객의

비교 평가는 7가지 평가요소에서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

연계성, 심미성, 가독성, 지속성을 비교하면 입주자와 관

광객의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환경

과의 연계성의 경우, 입주자들이 관광객에 비해 물리적

연결성이 좋다고 평가했으며, 심미성의 경우는 관광객이

입주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798 환경에 익

숙한 입주자들은 그만큼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에 익숙해

있으며, 반면 방문자에게는 물리적 연계성은 좀 떨어지

나 공간의 미적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관광객의 평가가 더 높았는데,

상업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입주자에 비해 행사나 축

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798 프로그램에 대해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5.4. 중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의 평가 비교

p < 0.05

798 예술지구 장소성 평가요소 중 중국 관광객은 특이

성(3.95)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접근성(3.35)의 점수가 가

장 낮았다. 또 외국 관광객의 경우, 특이성(3.97)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2.75)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유의수준p< 0.05에서 볼 때 중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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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5가지 요소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연계성, 토착

성, 신뢰성, 근린성, 심미성을 비교하면 중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의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다른 장소성 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 것은 신뢰성 요소인데, 이는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방문객의 입장에서

는 특이성으로 인해 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구입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토

착성과 심미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국

관광객에 비해 외국관광객은 798의 심미성은 낮게, 토착

성은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심미적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인들

에 비해 외국인들은 798에 대해 더 중국적, 토착적 특성

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유의적 차이에도 불구

하고 특이성과 더불어 토착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798 예술지구가 매우 중국

적이면서 동시에 독창적인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이러한 특성은 798이 국제적 예술지구로 성장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6. 결론

본 연구는 도시의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가를 위

한 분석의 틀과 방향을 설정한 후, 북경 798 예술지구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북경 798 예술지구의 장소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문화기반 산업유산 공간의 장

소성 평가요소는 6가지 차원 15개 평가 요소로, 형태의

차원(연계성, 접근성), 지각의 차원(특이성, 토착성), 사회

의 차원(다양성, 신뢰성, 근린성, 안전성), 시각의 차원(심

미성, 가독성), 기능의 차원 (교류성, 유용성, 경제성), 시

간의 차원(역사성, 지속성)으로 구성되었으며 798 예술지

구의 장소성 평가에 적용되었다.

둘째, 북경 798예술지구의 변천과정은 잠재기, 태동기,

성장기, 융합기의 4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예

술가들의 스튜디오에서 현재는 갤러리와 스튜디오를 중

심으로 한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공간유형의 특성에서도 일맥상통하게 나타

나는데,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

으며, 798 전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예술문화

지구로서의 798의 공간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798 예술지구의 장소적 특성을 형태적, 지각적,

사회적, 시각적, 기능적, 시간적 6개의 척도 차원에서 분

석하였다. 원래 국영718 연합공장 등 전자 공업의 낡은

공장 단지였으나 현재는 교통망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

다.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잘 보존되

어 갤러리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창의적 환경으로 변모

되었으며, 더 나아가 공연, 카페 등의 문화공간으로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과거 골목, 운동장 및 광장이었던 외부

공간은 옥외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파리 라

빌레트 공원이나 시카고 밀레니움 공원의 규모를 능가하

는 거대한 옥외 전시장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재생의 흔적들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798 예술지구는 국제미술시장의 교류의 창이 되

고 있으며, 우수한 작품전시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예술

문화의 공유 및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

문화의 경제적, 교육적 확산은 798 예술지구가 지속적으

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디자인 상담실,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방송

국, 인터넷, 매스미디어, 잡지사 등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 기획, 공간 임대, 서점, 패션브랜드 숍, 아

트 숍,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 또

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시설의 확장 역시 798

예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경 798예술지구 장소성 가치 평가를 위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798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반 장소

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각의 차원의

‘특이성’과 ‘토착성’으로, 이는 798 예술지구가 다른 도시

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물과 산업유산 설비들이 실내외

를 아우르는 예술작품과 어우러져 매우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적 갤러리와 함께, 도

로 양측의 설치된 조각 작품들, 벽면, 굴뚝, 배관 등에

그린 그라피티 등을 통해 독특한 현대예술을 감상 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중 ʻ장애인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편리

성ʼ 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하며 추후 798 예술지구가 가장 보완해

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외국 방문객에게 낮

게 평가된 항목은 ‘물건 구매의 신뢰성’으로 이 역시 투

명한 상거래 및 물건정가제 등을 통해 798 예술지구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행사의 질

과 횟수’가 중간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

으로 많은 국내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잠재적 가능성이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소성 평가요소 15

개를 문화기반 측면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 설문에서도 ‘토착성’, ‘안전성’, ‘특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계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798 예술지구

의 장소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798의 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798의 성공 요인이 20세기 초 군수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현대적 예술이 798의

내·외부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됨으로서 다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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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창적 공간과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798 예술지구를 통해 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을 연구한 결과, 장소성 평가에서 ‘특이성’

과 ‘토착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그 장소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성공

적 재생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유산 공간의 재생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엇

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와 ‘문화예술적 특성이 어떻게

장소적 특성에 융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798 예술지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의 지원과 이

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 대중 문화예술의 확산과 연계하여 예

술문화를 공유하고 교육하고 확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 환경 재생과 더불어 다양한 예술기구들 간

의 협력, 정부의 지원, 각종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등

을 통해 문화예술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리드하고 확

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때, 문화유산 기반

의 산업유산 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대

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2. 왕세학, “근대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예술창의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4

3. 정민주. “국내 폐공장 재활용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한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2013

4. 사오룽(邵龍). 장링링(張伶伶), <공업유산의 문화적 재생(工業

遺產的文化重建)>, 華中建築, 2008

5.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vol.32 no.5, 1997

6. 권윤구,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서울대 박사

논문, 2013

7. 한수민, 장소성 확보를 위한 참여디자인 연구, 홍익대 석사논

문, 2012

8. Matthew Carmona,『도시설계』, 도시출판대가, 2009

9. 지해붕(迟海鹏)，예술지구 현황 연구-북경 798 예술지구를 중

심으로(艺术区现状研究-以798艺术区为例)，중앙미술학원 석사

논문, 2014

10. 류학문(刘学文), 중국 문화창의산업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에 관

한 연구(中国文化创意产业园可持续设计研究), 동북사범대학 박

사논문, 2015

11. 김미림,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 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

구”, 한세대 석사논문, 2012

12. 柳彰鉉,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

한 연구”, 昌原大學敎 석사논문, 2012

13. 구본섭, 도시재생을 위한 산업유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산업대 석사논문, 2008

14. http://www.pps.org

15. http://www.xici.net/d188232722.htm

[논문접수 : 2016. 12. 30]

[1차 심사 : 2017. 01. 24]

[게재확정 : 2017. 02.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