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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도시재생

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 산업유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로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 이상 5개의 분석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요소별로 총 1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물리적 개선,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성

과를 보인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둥지 내몰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산업유산 재생, 도시재생, 하이라인, 거버넌스, 장소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High Line as 
an example of Industrial Heritage Regeneration,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ve measurement elements were 
derived from governance, physic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and cultural 
performance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high line as 
a case of industrial heritage regeneration, and a total of 15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each element. Seco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High Line regeneration shows that the High Line 
regeneration project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governance, the physical improvement 
considering historicity and placeness, an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the underdeveloped mid-western 
region of Manhattan, while the drive-out of natives due to gen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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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인

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

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

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

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1)

을 말한다. 즉, 주민정착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지역 주민과 유입되는 이

주민들 모두를 위한 문화자원의 발굴과 각종 사회 생활서

비스의 제공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풍요 이외에도 사회·문

화적 생활·환경적 도시정비를 유도하는 과정을 총칭해서 

도시재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2015)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과 차별적인 점은 단순히 물리적 재건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환경적 재건을 포함하는 종합

적 접근 방법이라는 점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를 먼저 경험한 미국, EU 

회원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을 막고 쇠퇴한 도심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방편

을 통해 진행해 왔다. 도시재생의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분야는 공장, 창고, 철로, 

탄광 등 산업유산의 재생이다. 도시의 성장과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산업시설들이 외곽으로 부지

를 이전하면서, 이들 산업시설이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도시 내에 방치되고 황폐화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도시재생의 흐름 속에서 산업시설들을 버려진 황

무지가 아닌, 새로운 도시자원이자 지역 재창조의 자산, 

즉 산업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관점의 전환이 발

생하고 있다. 특히, 뉴욕의 하이라인(The High Line), 런

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Promenade Plantee), 루르의 졸페라인(Zollverein) 등 

산업유산 재생의 성공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산업유

산 재생에 대한 관심과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게 된 것이

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이들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

여 산업유산 재생의 움직임이 많은 지역에서 일고 있어, 

산업유산 재생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산업유산 재생 사례 중에서 성공적으로 평가 받으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되고 있는 사례로 뉴욕의 하이라인을 

들 수 있다. 하이라인은 뉴욕의 맨해튼 중서부에 있는 

고가철도를 재생하여 만든 선형의 공중공원이다. 하이라

인 재생을 통해 낙후된 첼시 등 맨해튼 중서부 지역이 

활력을 되찾은 바 있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산업유산 재생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한 서울로 7017의 사례가 있어, 하

이라인은 산업유산 재생 사례 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연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유산의 재생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환

경적 재건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 방법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는 하이라인의 한 측면만 강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서울로 7017의 경우도 하이라인 만큼 성공

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하이라인의 공

간구조의 결과물을 물리적 측면만 단편적으로 벤치마킹

하여, 하이라인의 특성을 추진과정에서 완성에 이르기 

까지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유산 재생으로서 하이라인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물리적·문화

적 재생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성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유산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의 차원에

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여 분석한다면, 하이라인에 대

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도시재생

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산업유산 재생으로서 하이라

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인 분석적 틀

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하이라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보편적인 산업유산 재생의 관점에서 분석적 틀을 구축하

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분석적 틀을 하에서 하이라인

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

를 종합하여 진일보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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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전술한 와 같이, 산업유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이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하이라인의 경

우, 주민제안에서 출발한 상향식 재생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서 평가되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강성중(2011)

의 연구에서는 산업유산의 활용사례로서 하이라인을 대

상으로 도시재생의 장소성, 디자인, 문화컨텐츠 등에 대

해 분석하였다. 황선영(201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플레이스 브랜드의 역할에 대한 사례로서 

하이라인을 분석하였고, 허진하(2011)의 연구에서는 하

이라인을 사례로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소라·이병민(2014)의 연구에서는 하이라

인과 서울 선유도공원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유산 

활용을 인문학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김주희·이석현(2018)의 연구에서는 하이라인의 공간

구성 특성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이라인의 문제

점과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력적인 재생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과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이혜주·서리인(2014)의 연구에서는 하이라인을 사

례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도시재

생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전수빈·김정빈(2018)의 

연구에서는 민간주체가 참여적 주체로서 공공 공간의 조

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상향식 도시재생의 사례로서 하

이라인을 선정하여, 하이라인 공간의 조성과정에서 참여

적 주체의 역할에 대한 고찰하였다. 윤희연(2010)의 연

구에서는 웨스트 첼시 개발과정에서 하이라인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하이라인의 재생이 지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Anderson(2019)의 연구에서

는 윤리적 재개발의 관점에서 하이라인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분석, 성과 측정, 평가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되면서, 정부의 국

비가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 선정에서의 엄밀성이 요구

되고, 사후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강동

진(2010)의 연구에서는 산업유산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

원화 단계, 가치확장 단계, 유지관리 단계 등 산업유산 

단계별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정동·김영·홍

성실(2017)의 연구에서는 AHP분석 기법을 통해 도시재

생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했는데,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기준 하에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진은애·이우종

(2018)의 분석에서도 AHP분석 기법을 통해 도시재생사

업의 유형별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김경천·김갑열·이재수(2015)의 연구에서는 도시쇠퇴

지수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최민아·최지인·양동석(2013)의 연구에서

는 해외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의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축 및 적용 방안 

연구하였다. 김인서·나주몽(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정

체성, 문화기본권, 문화발전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따라

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및 성과 분석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산업유산 재생으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 구축

1) 산업유산 재생의 개념 및 특징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이란 일반적으로 산업

화 시대의 산업 및 관련 기반시설들로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도시 내에 유휴공간이 되었지만, 

새로운 도시자원이자 지역 재창조의 자산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유산에는 공장, 창고, 발전소, 탄광

과 같은 산업시설은 물론,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 

그와 관련된 주택,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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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산의 개념은 서구에서 비롯되었는데, 도시 내 

유휴 산업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이다. 서구의 많은 도시들의 경우,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

하면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도심에 위치

한 산업시설들이 외곽으로 부지를 이전하면서, 이들 산

업시설이 장기간 유휴공간으로 도시 내에 버려짐으로 황

폐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들 시설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흉물로 남게 되어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시

설의 재활용이 도시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면서 산업

시설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산업시설이 그자체로 새로운 

도시자원이자 지역 재창조의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시설을 가치를 가진 산업유산으로 접

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유산은 몇 가지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과 기능적

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둘째로, 입지적으로는 도심 

또는 항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셋째로, 단일시

설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구 차원에서 여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시설들은 

문화·관광과 연계할 수 있고 또 지역산업의 재창출을 유

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허진하, 2011).

산업유산의 재생은 산업시설의 재개발 또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

었다. 산업유산의 보전방법2)으로는 첫째, 기존 산업유산

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전면재개발(redev

elopment), 둘째, 원래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리게 하는 

복원(restoration), 셋째, 건설된 당시 상태 또는 현 상태

를 유지하는 보존(preservation),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

의 복원, 보수, 개량을 통해 활용가치를 유지하면서, 새

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재창조하는 재생(regeneration)

이 있다. 여기서 산업유산의 재생은 전술한 산업유산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재발견 되면서, 기존의 전면 

재개발이나 방치가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즉,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해 기존의 공장, 창고, 

도축장, 발전소, 탄광, 철로 등이 공원, 창작소,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상가, 오피스 등으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생의 성과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면 재개발보

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 분석적 틀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유산 재생으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인 산업유산 재생

의 관점에서 분석적 틀을 구축한다. 산업유산의 재생이 

산업시설 재활용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도시재생의 주요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면서, 산업유산 재생의 특성을 분

석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유산 재생의 경우도 도시재생의 한 유형

인만큼, 따라서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분석적 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재생을 포

괄하는 만큼, 산업유산 재생의 특성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적 틀은 이러한 도시재생의 다면적이고 복합적

인 성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

세스보다는 사업주체-공공부문-주민 간의 협치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만큼, 산업유산 재생의 성

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1>은 산업유산 재생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을 도식한 것이다. 분석적 틀은 

크게 5개의 측정 요소로 구성되는데,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가 그것이

다. 거버넌스는 산업유산 재생의 추진과정과 관련한 성과

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고,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성과는 도시재생의 다면적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5개의 측정요소는 도시

재생의 개념적 특성을 통해 도출하였다.

산업유산 재생의 각 측정요소별 분석지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틀과 지표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및 

산업유산 재생의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3)하고,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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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지표의 목록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산업

유산 재생과의 관련성, 지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자

의 판단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15개의 지표를 선정하

였다. 

첫째, 거버넌스 요소에서는 ① ‘사업주체 간의 거버넌

스’와 ②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지표를 선정하였다. 거

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가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통치와 운영에 참여·협력하는 변화된 통치방식을 

말하는데, 즉 협치를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 주민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간

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거버넌스의 구축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지표로 첫째로, ‘재생사업의 참

여주체간의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효

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들 참여주체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데, 참여주체 간의 적절한 힘과 의사결정

의 균형과, 협치를 통한 상생이 이루어는 거버넌스의 구

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 

사업주체(공공/민간)의 성격, 사업자-공공-주민 간의 

협력 및 협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지표를 들 수 있다. 재생사업의 

주요한 참여주체로 공공은 제도적 기반의 설계, 사업의 

기획,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사업의 직접적 추진 및 운영, 주민의 사업의 이용 및 공동 

참여, 자금조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한다. 따라서 도시재

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

을 통한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물리적 성과 요소에서는 ① ‘공간구조 및 토지이

용 고도화’, ② ‘물리적 개선’, ③ ‘환경적 개선’, ④ ‘접근

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재생사업은 전면 재개발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물리적 개선 및 재개발을 포함한

다. 따라서 물리적 성과는 산업유산의 재생성과를 측정

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성과 요소를 분석하는 지표로는 첫째로, ‘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 고도화’ 지표를 들 수 있다. 재생사업이 

사업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수반하는 만큼,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과

적인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재편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물리적 개선’ 지표인데, 이를 

통해 재생사업 성과로 건축물 개선, 기반시설 정비, 디자

인·외관 개선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셋째로, ‘환경적 개선’ 지표인데, 이를 통해 재생사업 성

과로 생태 및 환경적 재생이 이루어지고 환경오염이 저감

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넷째로, ‘접근성’ 지표인데, 

이를 통해 재생사업 성과로 재생 지역 전반의 도로여건 

개선, 대중교통망 확충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성과 요소에서는 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②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③ ‘사업의 가치 

및 수익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재생사업은 1회성 물리적 

재건사업이 아니라 사업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적 재생을 

포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재생 요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 요소를 분석하는 지표로는 첫째로, ‘신산

업 및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재생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산업성장, 소득증가, 고용창출 등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 등 지역경

제 활성화,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지표인데, 재생

사업이 원주민과 기존상권의 경제적 재생을 중시하기 때

문에 이 역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그림 1. 산업유산 재생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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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재활성화, 지역상권의 

재활성화, 근린지역에의 정(+)의 파급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로, ‘사업의 가치 및 수익성’ 지표인데, 이는 

재생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어떠한 지를 분석하는 지표다. 

즉, 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사업성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

하기 위해 재생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 수익성,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성과 요소에서는 ① ‘커뮤니티 활성화’, 

② ‘안전 및 방재’, ③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 지표를 

선정하였다. 재생사업은 가시적인 물리적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비가시적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 도모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 요소

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과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첫째로, ‘커뮤

니티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원주민의 재정착,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 사업성과의 지역사회 

환류는 재생사업의 주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

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를 분석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사업의 공

공성,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지역인구 및 전입인구 증가,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안전 및 방재’ 지표인데, 이는 재생사업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안전해지고 방재 수준도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치안 안전성 제고, 범죄예방 디자

인(CPTED)의 활용, 도시방재 및 재해복구 능력제고, 주

거환경 만족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지표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4)

의 통제’를 들 수 있다. 산업유산 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도심 낙후불

량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범죄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측

면도 있지만, 원주민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으

로 인해 쫓겨 나가는 둥지 내몰림 현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에서 주목하

는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지표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는 이러한 재생사업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가 얼마나 효

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원주민의 정착률, 둥지내몰림 방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적 성과 요소에서는 ① ‘정체성·역사성’, 

② ‘장소성’, ③ ‘창조성’ 지표를 선정하였다. 재생사업은 

문화적 성과를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적 성과 요소는 산업

유산의 재생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산업유산 재생의 경우는 산업유산 자체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장소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문화적 성과가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유산의 정체성이 장소 마케팅으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승화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문화적 성과 

요소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적 성과 요소를 분석하는 지표로는 첫째로, ‘정체

성·역사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산업유산의 재생이 얼마

나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지표다. 전면 재개발이 아닌 산업유산의 재생을 선

택하는 이유도 정체성과 역사성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

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전통적) 장소·사건·전

설의 계승, 옛것과 새것의 공존, 집합적 기억의 보존 및 

생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장소성’ 지표인데, 

이는 산업유산 재생이 방문자들이 체험과 발견을 통해 

공통적인 암묵지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나아가 도

시의 이미지 창출과 장소마케팅 포인트로 얼마나 활용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방문

자의 체험과 발견을 통한 암묵지 공유, 문화상징요소로

서의 도시 이미지 창출, 장소마케팅의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로, ‘창조성’ 지표인데, 이는 산업유

산의 재생이 얼마나 지역의 창조성과 혁신에 기여하는지

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 컨텐

츠 창출, 혁신 디자인 및 아이디어 창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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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석 지표 내 용

거버넌스

⋅참여주체 간의 거버넌스
- 주 사업주체(공공/민간)의 성격

- 사업자-공공-주민 간의 협력, 협치 현황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민관 협력사례

- 주민 참여 활성화

물리적 성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고도화

- 사업의 공간구성

- 공간구조의 재편성을 통한 효율성 개선

- 토지이용의 고도화

-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

⋅물리적 개선

- 건축물 개선

- 기반시설 정비

- 디자인·외관 개선

⋅환경적 개선
- 생태·환경적 재생

- 환경오염 저감

⋅접근성
- 도로여건 등 접근성 개선

- 대중교통망 확충 등 

경제적 성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신산업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창출

- 경제적 파급효과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 기존 산업의 재활성화

- 지역상권의 재활성화

- 근린지역에의 정(+)의 파급효과

⋅사업의 가치 및 수익성

- 재생사업의 타당성 검토

- 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 수익성

- 부동산 가격 상승

사회적 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성화

- 개발사업의 공공성

-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 지역인구 및 전입인구 증가

-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안전 및 방재

- 치안 안전성 제고

- 범죄예방 디자인(CPTED)
- 도시방재 및 재해복구 능력 제고

- 주거환경 만족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
- 원주민의 정착률

- 둥지내몰림 방지 정도

문화적 성과

⋅정체성·역사성

- 역사적(전통적) 장소, 사건, 전설의 계승

- 옛것과 새것의 공존

- 집합적 기억의 보존 및 생산

⋅장소성

- 방문자의 체험과 발견을 통한 암묵지 공유

- 문화상징요소로서의 도시 이미지 창출

- 장소마케팅의 활용

⋅창조성
- 문화·예술 컨텐츠 창출

- 혁신 디자인 및 아이디어 창출

표 1. 산업유산 재생 특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적 틀과 지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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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5)

1) 하이라인의 재생 과정 및 현황
 

하이라인은 2009년 완공된 선형의 공중공원이다. 선

형의 공중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뉴욕의 맨해튼 중서부의 

고가철도를 재생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이라인은 남

쪽으로는 미트패킹지구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는 웨스

트사이드 야드에 이르는 약 2.4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가 달리던 고가철로를 재생하여 만든 공원이다. 즉, 맨해

튼 11번가에서 시작하여 34번가에서 끝나는 철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공원이다.

하이라인은 원래 화물열차가 다니던 고가철로였다. 

19세기 중반, 늘어나는 화물 운송을 감당하기 위해 지상 

9미터 높이에 건설한 고가철도였다. 빌딩이 즐비한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도 고가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철로는 20세기 중반까지

는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운송이 늘면서 

철도 이용수요가 급감했고, 급기야 1980년을 마지막으

로 고가철도는 폐선이 되면서 흉물로 방치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고가철로가 흉물로 버티고 있으니, 미관에도 

좋지 않고 특히 고가철로 아래의 그늘 진 땅은 우범지대

로 변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자 고가철로 아래에 부동산을 가진 소유권자들이 철

로의 철거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뉴욕시도 마침내 철거

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났다. 하이라인의 철거를 반대하는 

첼시의 예술가 집단과 지역주민들이 1999년 ‘하이라인 

친구들(FHL :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조직

을 결성하여, 하이라인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하

이라인 친구들’은 공청회와 기고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고, 그리고 뉴욕시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마침

내 하이라인을 존치시키면서 고쳐 쓰는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다. 주민들의 자생적인 조직과 노력이 하이라인을 

살린 것이다. 

‘하이라인 친구들’과 뉴욕시는 하이라인을 어떻게 보

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아이디

어 공모전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선형의 공중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즉, 고가철로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

하면서, 주위의 건물 그리고 허드슨 강변의 경관과 어우

러지는, 주민들에게 쉼터가 되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

원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이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FHL과 뉴욕 시정부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뉴욕시는 당시 하이라인의 관리사

업을 맡고 있던 철도회사인 CSX로부터 하이라인의 소유

권을 사들여 하이라인 존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

다. 그리고 FHL이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로 하이라인의 

재생의 큰 그림은 물론 소소한 설계과정에 까지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다. 긴 시간에 걸쳐 지루한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하이라인이 완성되

었다.

2)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

3장에서 구축한 산업유산 재생의 분석적 틀을 하이라

인에 적용하여,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성취하려는 주요 목적은 하이라인이

라는 산업유산 재생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과를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산업유산 재생의 성과

에 대한 평가를 하는 관점의 다각화를 제시하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산업유산 재생을 물리적 결과물만 단편적

으로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완성에 

이르기 까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은 하이라

인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분석

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 이상 5개의 측정 요소를 

중심으로 하이라인에 대한 특성과 성과를 다면적으로 분

석하였다. 

(1)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첫 번째 지표인 ‘참여주체 간의 

거버넌스’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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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조직인 

FHL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이라인의 

재생이 결정된 이후에 뉴욕 주와 시정부는 FHL 프로젝트

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즉, FHL이 하이라인의 보존과 개발을 책임지었으며, 하

이라인 조성 이후에는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6)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뉴욕시는 하이라인의 소유권을 

사들여 하이라인 재생사업이 재무적으로 안정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부지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

기 위해 공중권 허용, 대중교통 체계 대안 마련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군림

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전형적 특성

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

들도 하이라인의 존치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실 많은 연구에서 하이라인 재생사업을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이유에는 사업과정에서 사업주체인 FHL, 공공

부문인 뉴욕 주 및 시정부, 지역주민 3자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참여주체 간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지표인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의 기준에서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인라인 재생사업은 민간이 FHL이 

이끌고, 뉴욕 주 및 시정부가 밀어주는 민간 파트너십의 

전형적인 사례다. 다만, 관이 주도하지 않고, 철저히 협

력·지원의 역할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

관 파트너십이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완성 이후 관

리·운영 단계에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하이라인의 관리·운영은 FHL과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뉴욕시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사업의 이익

을 주민, 토지소유자, 지역 사업가, 뉴욕시가 공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의 주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에도 적극적이었다(강성중, 2011; 석군봉·안혜신, 2019). 

따라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의 기준에서도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관의 다양

한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물리적 성과

물리적 성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지표인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고도화’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 재생사업을 위해 뉴욕 시정부는 토지이용제도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하이라인 재생

사업은 단순히 공중공원 재생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변

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뉴욕

시는 하이라인 상부의 입체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변 

건물 소유주의 공중권을 허용하였는데, 하이라인은 고가

공원인 만큼 이를 통해 하이라인 상부의 다양한 토지이용

이 가능했다. 즉, 공중권을 통해 하이라인 고가공원 하이

그림 2. 하이라인 재생사업에 따른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변화

주: 위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좌측은 공중권을 활용한 스탠더드 호텔, 우측은 Frank Gehry가 설계한 IAC 

빌딩과 Jean Nouble이 설계한 콘도미니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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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상·하부로 입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져, 하이라인

을 상부를 뚫고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탠더드 호텔이다. 이는 하이라인을 통한 토지이용 고

도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하이라인은 공중공원인 만큼 주변 건물에는 하

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생기는데, 이를 활용

하여 하이라인 주변으로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

고 있다. 하이라인 시점인 맨해튼 11번가에는 휘트니 뮤

지엄이, 종점인 34번가에는 현재 맨해튼의 최대 개발사

업인 허드슨 야드라는 주거·상업·문화예술 시설이 어우

러진 복합용도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하이라인을 따라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 프로젝트가 

속속 완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Frank Gehry가 설

계한 IAC(InterActive Corp) 회사건물, Jean Nouble

이 설계한 콘도미니엄, Zaha Hadid가 설계한 콘도미니

엄이다. 따라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고도화’의 기준에

서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단순히 고가철로의 공원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

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지표인 ‘물리적 개선’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기존 고가철로 존치

운동을 통해 출발한 만큼, 하이라인의 원형을 최대한 살

리면서 주위의 건물과 허드슨 강변의 경관이 어우러지도

록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야생화와 풀

들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살리고, 기존의 철로의 역시 

어우러지게 살렸다. 하지만 보행공간의 편리성 제고와 

쉼터 설치 등의 개선작업은 병행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개선’의 기준에서 하이라인은 건물 외부 및 현존하는 부

분의 특성 변형을 최소화하는 반면 실내 및 파괴된 부분

에 대해서는 적극적 보수를 하여, 기존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해당 자산을 재탄생시키는(허진하, 2011) 산업유

산 재생의 전형적인 문법을 따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세 번째 지표인 ‘환경적 개선’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은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을 

지향한 만큼, 자생적으로 자란 야생화와 풀들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살렸으며, 바닥표면 처리에서도 이를 반

영했다. 또한, 기존 철로의 일부는 존치시켜 그 사이에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하이라인

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 

최대한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한 접근

이 가능하고, 최대한의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

다. 따라서 하이라인은 ‘물리적 개선’은 제어했지만, ‘환

경적 개선’의 기준에서는 생태·환경적 재생이라는 목적

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지표인 ‘접근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은 맨해튼 기존 시가지에 조성된 만큼, 

새로운 도로 건설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지만, 뉴욕 시

정부에 의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대안의 확대는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접근성’의 

그림 3. 하이라인의 물리적 및 환경적 개선 현황

주: 위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음.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하이라인 사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며, 기존 철로의 

일부를 존치시켜 그 사이에 자생적으로 자란 야생화와 풀들을 그대로 살린 장면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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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지표인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단순히 고가철로의

공원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맨해튼 중서

부 지역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파급효과

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휘트니미술관과 허드

슨 야드 프로젝트는 맨해튼의 판도를 바꿀만한 랜드마크

급 프로젝트인데, 하이라인이 없었다면 사실상 끌어들이

기 힘든 프로젝트였다.7) 또한, 하이라인을 따라 건축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하이라인을 뉴욕의 새로

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기준에서 하이라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하이라인은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졸페라인 프로젝트와 같

이, 재생사업 자체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

할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지표인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이 지나가는 미트패킹지

구, 첼시지구 등 맨해튼 중서부지역은 맨해튼에서 가장 

낙후지역이었지만, 하이라인 건설은 맨해튼 중서부지역 

일대가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트패킹지구

의 경우를 들면, 원래는 정육점들이 입지한 맨해튼의 가

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하이라인의 개통과 

함께 휘트니미술관이 개관하고, Google과 같은 IT기업

이 자리 잡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무기로 젊은 

예술가와 IT 기술자들을 끌어 들이면서, 맨해튼의 뜨는 

동네로 변모하게 되었다. 첼시지구 역시 소호(SOHO)지

구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난 예술가들이 

터를 잡은 이후, 하이라인으로 조성으로 인해 아트갤러

리와 부티크가 더욱더 밀집함으로, 첼시지역이 뉴욕 아

트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업-스케일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의 기준에서도 하

이라인 재생사업의 역할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지표인 ‘사업의 가치 및 수익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은 뉴욕시가 CSX로부터 

하이라인의 소유권을 사들여 하이라인 항구적인 존치가 

재무적으로 안정되도록 기여함으로써 사업성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뉴욕시는 하이라인을 통해 파생

되는 오피스, 주택, 상업시설 개발에서 발생하는 세수 

확대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한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하이라인의 최대한의 원형 보존을 통해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사업성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하이라인 재생사업을 통해, 하이라인이 

지나가는 미트패킹지구, 첼시지구 등 맨해튼 중서부지역

의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하이라인 일대의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가치 및 수익성’의 기준

에서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4)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지표인 ‘커뮤니티 

활성화’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이 

산업유산 재생의 롤 모델로 평가되는 것은 단지 깔끔하게 

꾸며진 하이라인의 외관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이라인

이 재생 전 과정에서 보여준 스토리텔링과 지역주민의 

참여과정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이라인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FHL의 주도 하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하이라

인이 설계되면서 주민의 니즈에 맞춰진 작품이 완성되었

다. 또한 관리·운영 단계에서도 하이라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예술가들 또한 하이라인 프로그램과 연

관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8)와 

MSP(Main Street Program)9)와 같은 커뮤니티 운동과 

결합된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하이라인 재생과정에서도 이러한 커뮤니티 운동의 전통

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협력의 상생모델을 이끌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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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기준에서 하이라인 재생사업

은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지표인 ‘안전 및 방재’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이라인 재생사업으로 

맨해튼에서 낙후된 미트패킹지구와 첼시지구의 주거환

경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범죄 감소, 보행 안전이 개선되

는 등 안전성의 지표의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하이라인을 따라 새로운 콘도미니엄 개발이 활성

화 되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유입과 이로 인한 인구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 및 방재’의 기준에서도 하이라

인 재생사업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지표인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첼시와 미트패

킹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ABC라 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Art gallery), 부티크(Boutique), 카페(Cafe)가 

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지역이 업-스케일링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

다. 이들 아트갤러리는 소호지구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

당하지 못해 밀려난 예술가들이 첼시지구에 터를 잡으면

서 생긴 것이다. 하지만 하이라인 재생 이후 첼시와 미트

패킹지구에 정착한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

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예술가들이 할렘이나 브루클린으

로 밀려나고 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의 기준에서는 하이라인 

재생사업이 둥지 내몰림 현상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 문화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지표인 ‘정체성·역사

성’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은 폐선된 

고가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을 

지향하였는데, 예를 들면 교각은 보강공사로 외형을 유지하

고, 고가공원에는 일정 간격으로 철로, 침목, 철로시설물

을 보존하여 사람들에게 이곳이 철도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강성중, 2011). 또한 조경 식재에도 기존의 야생화

를 보존하는 등 고가철로의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

원의 용도에 어우러지게 설계하였다. 즉, 이전의 고가철로

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전통을 최대한 계승·수

용하면서, 옛것인 고가철도와 새것인 고가공원과의 공존

을 도모한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역사성’의 기준에서 하

이라인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정체성·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 방식을 채택한 점에서 산업유산 재생이 추구

하는 전형적인 문법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장소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에 오르면, 방문자들은 일정 간격으로 보

존된 철로, 야생화, 침목 등을 발견하면서 하이라인이 

옛 고가철로를 개조한 공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이라인은 원래 화물운송을 위해 빌딩이 즐비한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건설되었는데, 공원으로 변신하

면서 방문자들은 맨해튼의 빌딩숲을 바로 가까이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즉, 공원이라는 쉼의 공간과 일상의 공간이 

쉴 새 없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다 보니, 방문자들은 장소

에 대한 다양한 매력들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하이라인에

는 예술가들에 의해 매일같이 다양한 공연과 예술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들에 의해 하이라인은 모습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지역주민

과 관광객들에게 하이라인은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소성’의 기준에서 하

이라인은 방문자들에게 체험과 발견의 장소로 활용되고, 

랜드마크로서 도시 브랜드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독특

한 장소성의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서 진화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표인 ‘창조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이라인에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 매일같이 다양한 공연과 예술작업이 진

행되는데, 그래서 하이라인에는 이들에 의해 꾸며진 벽

화, 조형물, 그리고 공연이 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

운 벽화와 조형물, 공연이 더해진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하이라인은 혁신과 창조 에너지가 발산되는 장소로 

활용된다. 따라서 ‘창조성’의 기준에서 하이라인은 새로

운 발상과 창조가 일어나는 쉼터와 작업터로 진화하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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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지금까지 산업유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일보한 

산업유산의 재생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라인 등 산업유산 재생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재

생의 특성 및 성과 측정을 위해 도시재생의 다면적 특성

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등 5개의 측정 요소로 다면적인 

평가측정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산업유산 재생의 성

과를 다각도로 고려할 수 있어서 개별사안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유용한 틀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이라인

의 경우, 성공적인 재생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부분적

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통제, 자체적인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

이라인을 벤치마킹하려는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다각적

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다면적인 평가는 정확한 진단과 개선을 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유산 재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입체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

라인 재생사업이 단순히 공중공원 재생만이 아니라, 낙후

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공간구조와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유산 재생 과정에서 해당사업의 단편적 성과

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간구조와 지역경제 구조 변화

도 고려하는 입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방법이 재생사업의 진정한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다. 하이라

인 재생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조성 후 관리·운영까지, 사

업주체인 FHL, 공공부문인 뉴욕 주 및 시정부, 지역주민 

3자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중요한 열

쇠가 되었다. 특히, FHL이 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하였지

만, 군림하지 않고 협력을 도모한 뉴욕시의 보이지 않은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따라서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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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유

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로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 이상 5개의 분석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요소

별로 총 1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효

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물리적 개선,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젠트

리피케이션에 따른 둥지 내몰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술

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이라인과 같은 산업유산의 재생은 현재 국내·외적

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

책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유산의 

재생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중요

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여기에 대해서는 강성중(2011) 등을 참조하였다.

3) 분석적 틀과 지표구축에 활용된 선행연구에는 이정동·김영·

홍성실(2017), 김경천·김갑열·이재수(2015), 최민아·최지

인·양동석(2013), 김인서·나주몽(2018), 석군봉·안혜신

(2019), 강성중(2011), 황선영(2019), 허진하(2011), 김주희·

이석현(2018), 이혜주·서리인(2014), 전수빈·김정빈(2018), 

박원석(2010)이 있다.

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

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

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Ruth Glass

에 의해 비판적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지만, 이후 도시 건조환

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전환되었다가, 최

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정적인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5) 하이라인의 재생과정, 현황, 특성 및 성과 분석에는 David, 

J. and R. Hammond(2011), 윤주(2017), 김소라·이병민

(2014), 석군봉·안혜신(2019), 강성중(2011), 황선영(2019), 

허진하(2011), 김주희·이석현(2018), 이혜주·서리인(2014), 

전수빈·김정빈(2018), 윤희연(2010) 등의 선행연구와 여기

에 웹사이트(www.thehighline.org) 자료를 참조하였다. 여

기에 연구자가 하이라인을 직접 방문·답사하여 수집한 자료

와 장소성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포함하였다.

6)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

위터를 통해 하이라인공원의 과거의 모습, 개발과정 그리고 

현재 사진을 아카이브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김소라·이

병민, 2014).

7) 휘트니미술관은 원래 뉴욕의 메디슨가에 있었으나 하이라인 

재생을 계기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허드슨 야드는 

주거·상업·문화예술 시설이 복합된 개발 프로젝트로 뉴욕시

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프로젝트다. 이 역시 하이라인

이라는 랜드마크의 존재 때문에 진행이 가능했던 프로젝트다.

8) BID는 낙후된 중심시가지 및 상업·업무지역을 특별지구(spa

cial district)로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지구 

내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9) MSP는 지방도시의 중심가로에 입지한 역사적인 상업건물들

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보존 트러스트운동으로 시작되

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만들고 주민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구차원의 커

뮤니티 재생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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