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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가 활성화 계획과정의 트 십 연구
- 한양 학교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담장개방녹화사업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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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ng Campus Town Streets of Hany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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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the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have changed to the urban campus type that the boundary of the campus is close

to the urban tissu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ocieties and universities has got more important than before. Recently, through
the suppor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projects for activating campus towns in Seoul have been proceeded. There
are two distinctive projects. One is the campus fence afforestation project, and another is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commercial streets around the campus in Seou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for implementation of these two projects
related to the model projects and the Hanyang university campus town as the exemplary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and to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other campus town projects to need the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y neighborhood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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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에서 학 캠퍼스는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지역

의 표 인 교육기 으로서의 상징 인 공간이자 지역주

민들의 휴식과 문화체육공간 제공 등 실용 인 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 학은 의의 범 에서는 

여러 인력들을 고용하는 지역의 고용기 이자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될 학생들을 양성하는 경제  역할 

  * 정회원, 한양 학교 도시 학원 도시설계학과 임강사, 

    도시지리학박사

 ** 정회원, 진흥기업 건축 업  사원

*** 정회원, 한양 학교 도시 학원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

한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이 주변여건에 의해 

받게 되는 향 한 상당한 것으로 학 주변 지역사회

의 물리 , 사회  환경은 학의 교육환경에 직·간 인 

향을 미쳐 결국 학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학과 지역사회와의 향 계의 측면에서 볼 때, 본격

인 도시개발 이 에는 서울시에 치한 학캠퍼스 

부분의 경우는 구릉지 혹은 개발지 (농 지역)에 입지하

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조직과 역 으로나 동선 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학캠퍼스의 역할

을 기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論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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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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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40-1960년  신설된 서울시 25개 학 캠퍼스 입지분포

그림 1. 도시재생차원의 서울시 학가 활성화 계획

그러나 이후 캠퍼스의 물리  확장과 주변 도시조직의 

시가화와 함께 재는 학의 경계가 도시조직과 맞닿게 

되는 도시형 캠퍼스의 모습을 보이면서 학과 주변지역

은 물리  환경을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학과 지역 사

회간 계의 요성에 더욱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형 학캠퍼스와 지역사회간의 공생 계의 

착도는 학의 경쟁력과 지역 체의 발 과 직 인 

연 성이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최근, 서울시 강남·북의 경제수 과 주거수  격차를 해

소하기 하여 강북지역을 심으로 균형발 진사업과 

뉴타운사업이 실시 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심재생사업

과 학캠퍼스의 역할을 연계하여, 기업시설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휴게·여가 공간 

확보를 목 으로, 서울시 역의 학과 학주변부를 

상으로 2004년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시작하 고, 2005

년에는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1)을 시작하 다. 

최근의 이 두 가지 형태의 학주변부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과의 한 계를 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부

처를 심으로 지역사회와 학의 트 십을 구축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학의 계가 제로 된 민· ·학 

트 십은 법 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공통된 목표와 함

께 극 인 참여와 조율과정이 없으면, 지역사회나 학

의 의견이 무시된 주의 계획이 되거나 는 학주변

이라는 입지  여건이 무시된 채 시장경제의 논리가 우선

이 되어 특성 없는 상업가로가 조성 될 우려를 가지고 있

다. 실제로, 1990년  이후로 서울시 학들은 장기 발

략  마스터 랜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로의 물리

·사회 인 캠퍼스확장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1) 학주변부에 지구단 계획과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함으

로써 도시계획과 가로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

역개발과 환경개선이라는 이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

가의 교육과 문화의 심이란 특성을 살려, 휴식을 겸한 문화

거리로의 변모가 목 이다. 기존의 가로환경개선사업과는 다

르게 민간이 지구단 계획에 의한 간 정비 등의 건물입면에 

한 정비와 지정된 용도를 수하면 용 률이나 건폐율 인센

티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건물신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미약한 단 이 

있다.

평생교육이나 지역 사활동 로그램 혹은 일부시설 개방 

등의 소극 인 사회  교류에만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학가 

활성화 사업이야말로 실  제한을 가진 학들의 장

기 발 략이나 혹은 지역사회의 의견반 이 충분치 못

하는 행정 주의 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학의 공생발 을 제공하는 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따

라서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과 

학이 함께 발 할 기회로 학가 활성화 사업을 검토분석

하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로서 사업의 공동주체인 민· ·학 

트 십의 요성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2005년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이 서울시 체로 

확 된 이후, 2008년 처음으로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의 일환으로 착공한 한양  음의 거리 조성사업

과 2007년 한양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연구 상으로 선

정하여 이 과정에서 행정지원부처가 주도한 민· ·학 트

십의 역할과 계획과정 반에 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학가 활성화계획에서 민· ·학 트 십의 활성화를 

한 계획요소도출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우선, 서울시 학가 활성화 지원정책으로서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

획의 내용고찰을 통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에

서 학가 활성화사업의 사업배경과 의의 등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재 학가 활성화 계획의 주소 고찰을 

하여 최 의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인 한양  

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한양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통

한 민· ·학 트 십의 에서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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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사례검토, 련자 인터뷰로 

진행하 다. 문헌조사와 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학가 

활성화계획의 배경과 민· ·학 트 십의 발 과정의 고

찰이 이루어졌고, 학가 활성화 계획의 모태가 되었던 시

범사업에서의 민· ·학 트 십 연구가 이루어졌다2). 

2. 선행연구 고찰

2.1 도시설계의 민․관 파트너십 관련 연구

도시설계와 련한 민  트 십 연구는 주로 주민약

속에 의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의 계획과정을 분석하거나 사

업 이후 사후 리체계에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도년 외 1인(2003)은 최근 우리나라 기성상업지에서 

도시·건축여건상 신규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참여 

형태의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 고, 

배웅규 외 1인(2005)은 행 지구단 계획의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시범 으로 추진된 기성상업지 환

경개선 도시설계의 성과와 한계평가를 통해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의 세부기법  확 방안을 제안하 으며, 목

정훈 외 1인(2006)은 지구단 계획의 주민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하여 공공 산 책정  제도화를 통

한 주민참여의 정착을 강조했다. 도시설계과정에서 민  

트 십과 련한 연구는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

이 시작된 2002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계획과 

리과정에서 주민약속에 의한 계획과 리를 떠나 체계

인 민  트 십을 한 재정 , 정책 인 개선책을 제

안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2.2 대학가 활성화 계획의 민ㆍ관․학 파트너십 연구

학가 개발에 따른 민 학 트 십과 련한 연구는 

도시형 캠퍼스의 물리  성장과정이나 학자체부지 개발

에 따른 트 십 연구와 학캠퍼스 주변 개발에 따른 

트 십 련 연구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도시재생의 

에서 물리 ·사회  민 학 트 십의 요성을 보

2) 본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한양  학캠퍼스 성장과정 련 : 한양  건축과 교수, 한양  

재과·설계 , 시설과 담당자

-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 :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서울시 녹지사

업소,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성동구청 가로정비 , 한양  설계

, 시설과 담당자

-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 서울시청 도시 리과, 성동

구청 도시개발과 지구단 · 고물 , 성동구청 토목과 도로

, 사근동사무소, 한양  설계 담당자

   

여주고 있다. 우선, 외국의 학-지역사회간의 력  

트 십에 한 분석을 통한 시사  도출을 끌어낸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충호(2005), 여혜진(2007), 이

창호 외 1인(2007)가 이에 해당된다. 외국사례의 시사 도

출과 함께 한국도심형 캠퍼스의 장기  마스터 랜수립의 

필요성까지 언 한 논문으로는 동국 학교의 사례를 다룬 

한 야 외 2인(2005)과 김홍일 외 1인(2006)이 있다. 

기존의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과 련한 연구

는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실제 인 환경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 주민이 도시설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법으로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박

신 외(2007), 김수  외(2006)). 임진철 외 1인(2007)은 서

울시의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 녹지

를 확충한다는 서울시의 정책  의지와 더불어 도심내 

학이 지역사회에 한 열린 학으로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기 한 측면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기존의 학가 활성

화 계획과 련한 논문은 지역과 학사회와의 력 계

의 요성을 이끌어내기 한 논문이었고, 학가 활성화 

계획에서 도시재생  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3. 서울시와 학가 활성화 지원정책

3.1 서울시 대학가 활성화 지원정책 배경

서울시내 학들은 기존 캠퍼스의 포화 상을 맞이하면

서 지하캠퍼스 개발  교지주변의 부동산 매입 등을 통

한 경계지역 교사신축 등을 통해 캠퍼스확장을 꾀하고 있

다3). 그러나, 지하캠퍼스는 지하에 상업기능을 가진 복지

시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지상에는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녹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형 캠퍼스에 합한 형태이

지만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상권 이용 빈도

가 하되어 주변상권의 침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학

캠퍼스 안에서의 고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 계

획  맥락과는 동떨어진 계획인 경우가 많다. 지하캠퍼스 

뿐만이 아니라 학캠퍼스 인근의 지하철역사 치도 지

역경제와 한 련을 가진다. 지하철의 확장과 함께 캠

퍼스로의 근 편리성이 확 되면서 외부유입을 증가시킬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색이 없거나 매력 

없는 학가 상권의 경우는 활성화된 타 지역 상권으로 

학생들을 유출시키고 있다. 한편, 학 주변부 부동산 매

입을 통한 학캠퍼스 확장은 학경계가 담이 아닌 학교

3) 고려  앙 장이 지하캠퍼스개발의 시 이다 : 하나스퀘어 

설계담당자(삼우설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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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학가 활성화 계획

시설로 치되면서 지역사회와의 계가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강북지역의 학캠퍼스 주변상권의 침

체와 학 캠퍼스의 경계확장으로 인하여 학 주변부의 

계획 인 리 필요성에 한 인식이 증 되고 있다. 사

실, 학 주변부의 계획  리는 학이미지 상승과 보행

환경 개선  학가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 효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가 환경개선에 한 서울시의 

심이 커지면서 기성상업지 가로환경개선을 한 시범거

리 사업으로 건국  주변의 노유거리가 2000년 선정4)되었

고, 2002년 성신여 입구 거리에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을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

획 시범지역으로 2003년 이화여  앞거리와 경희  앞 거

리가 선정되었고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

4) 기성상업지 가로환경개선을 한 시범거리 사업에는 서울시내 

3개구(노유거리, 성신여 앞 거리, 이 앞 거리)에서 신청하여 

이  주민  주민 의체의 참여도, 사업의 실 성  효과, 자

치구의 사업시행여건  의지 등을 기 으로 2000년 ‘건 입구 

패션상설 상가(노유거리)’ 선정되었다.

업들이 선행되어 2004년, 학경계부 보행환경개선과 휴식

공간 확충을 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작구 내의 숭실

  앙 에서 시범 으로 실 되었고, 이후, 2005년에

는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이 시작되었다.

담장개방녹화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직

인 시설  공간공유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으며,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은 주로 서울 강북지역에 

치한 침체된 학 상권지역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학가의 특성을 살려 활성화를 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3.2 대학 담장개방 녹화사업 

1) 사업배경  진행 황

서울시는 도심내 학역할의 변화요구와 함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 계획인「생

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등학교 

주의 학교공원화 사업과 함께 2004년부터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시작하 다. 담장개방사업을 통하여 학은 

학의 경계부지를 활용하여 직 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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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로 열린 학의 이

미지를 보여  수 있었다. 서울시 지원으로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이 서울시 체 학캠퍼스에 시행되기 이 에 

앙 와 숭실 의 담장개방사업이 학교측의 요구로 시범

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 서울시내 학 최 로 담장개

방사업을 실시한 앙 는 캠퍼스 개방과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동작구의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흑석동 

재개발구역 지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며 추

진하여 캠퍼스 주변 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를 

기 하며 추진되었다. 숭실 는 2004년 캠퍼스 조성 50주

년을 기념하여 수립한 장기 캠퍼스 마스터 랜에 기

한 로젝트  하나로서 담장개방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동작구 도시종합 리계획의 녹화사업  캠퍼스 주

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그 효

과의 증 를 꾀할 수 있었다.5) 앙 와 숭실 의 는 

캠퍼스 담장개방사업계획과 캠퍼스 마스터 랜  학주

변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역세권 등과 략 인 연계가 계

획단계에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연계는 담장개

방의 치결정이나 디자인결정단계에서 학과 행정지원

부서와의 긴 한 조 계가 요구되어짐을 보여 다.6)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는 명칭아래 2004년부터 서울시 

체 학으로 확 되어진 학담장개방은 서울시 푸른도

시국의 주도 아래 2007년까지 17개 학에서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2008년에는 세종 , 한국성서 , 서울기독 에서 

완료될 정이다7).

이러한 에서 차 지역에서의 캠퍼스 역할이 증

되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3.3 대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1) 사업배경

서울시는 지역균형발 과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라 상 으로 낙후지역인 강북에 분포한 

학캠퍼스를 거 으로 그 주변지역을 상으로 물리  

환경과 교육문화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하여 2004년부터 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활성화 

5) 여혜진, 2007

6) 숭실 의 담장개방사업은 학교가 5억원을 부담하는 등 학생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자체와 학

이 반씩 부담하여 추진되었다, 성동구청 담당자 인터뷰.

7) 2004년 (서울 의 , 한국외 , 고려 , 서울산업 , 명지 ), 

2005년 (연세 , 고려  보건과학 , 한신 , 서울 , 경기 , 

그리스도신학 , 건국 , 서강 ), 2006년 (한양 , 서울교 , 

한성 , 동국 , 서강 ), 2008년 (세종 , 한국성서 , 서울

기독 )

방안 연구8)를 수행하 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가 정

비수단인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의 기 가 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복합 으로 공존하는 학

주변지역이 한 리수단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보존하

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일반 인 물  환경개선과 동시에 문화 인 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  하에 수행되었다. 

이 연구 이 에 서울시의 지원으로 학캠퍼스 주변의 

지구단 계획 구역 내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 거나 

시행 정 인 학가9)가 있었으나, 이는 이미 활성화 되

어있는 상업가로 으며, 상인번 회 등이 잘 갖추어져 사

업시행과 리를 한 주민 의체 구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학과의 력체계나 학의

견의 극  반 에 의한 학가 활성화 계획이기보다는 

이미 활성화된 상업지의 정비로 볼 수 있다.10) 서울시는 

이미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이 마련된 학가라기 보다

는 일반상업지로서 토지이용 특성이 강한 지역11) 혹은 

학 련 용도분포 빈도가 낮고 분포범 도 소하여 계획

 리수단 용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12)을 연구 상에

서 제외한 학가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지역발

에 공헌할 수 있는 14개 종합 학13) 주변지역의 황분석

과 함께 계획방향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14).

서울시는 연구범 에 포함된 14개 학가를 주로 각 

구청과 조하여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수립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 다. 각 구청은 학, 지역

주민  지역상인의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추진 동의를 얻

어 사업을 진행하 고 2008년 재까지 환경정비형 지구

8) 박 찬, 2005

9) 동선지구단 계획(성신여  주변), 경희 앞 지구단 계획, 

   신 지구단 계획(연세 , 서강  주변), 이문지구단 계획

   (한국외  주변), 이 주변 지구단 계획, 화양·능동로 지구단

계획(건국 , 세종  주변) 등

10)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지구단  담당자 인터뷰.

11) 서울교

12) 덕성여 , 상명 , 한성 , 삼육 , 서울여 , 국민 , 단국 , 

서울산업

13) 홍익 , 고려 , 앙 , 숙명여 , 한양 , 성균 , 동국 , 

동덕여 , 경기 , 숭실 , 운 , 서울 , 명지 , 서울시립

14) 이 연구는 황분석과 지역주민  학생설문을 통하여 유흥

락  소비 주 용도, 학가별 특성의 부재, 기  기반시

설의 부족  가로경  수  미흡, 폐쇄  캠퍼스 경계부 처

리, 학과 지역주민의 단   학가 커뮤니티 부재 등을 

 학가의 문제 으로 보고 교육문화 련 용도 지원  시

설 유치, 기 기반시설  가로환경 개선, 학시설 개방과 공

유 유도, 특성화 학가 아이덴티티 보존, 종합  학가 정비 

 활성화 계획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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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진

행정지원

서울시 도시 리과

서 문구 TF-Team

동사무소

주민 주민 의체: 상인, 건축주

자문 원단

: 이화여  

교수 포함

문가 

그룹

지구단 계획: 선진엔지니어링

건축

조경

환경디자인

마

표 3. 이 앞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참여진 구성

기

획

원

회

행정

지원

서울시

진구 TF-Team

노유동사무소

주민 주민 의체: 상인, 건축주

문가 

그룹

주민운동가 시민단체

도시설계, 건축, 교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

조경: 하우드

마 : SCD

가로시설물: KDA

표 2. 노유거리 기획 원회 조직구성 갈등요인 갈등 계 재안

1960

-

1970

년

-교내 자  유

-서울시가 공여한 학교부지

 가 지목상 공원용지로 지정

 되어 교사 신축불허

자

↕

한양

↕

서울시

서울시의 

교사신축 

허용과 자  

정비

1980

-

2000

년

-학교주변 노 상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노 상으로 인한 담장개방 

 녹화사업 지연

노 상

↕

한양

성동구와 

노 상과의 

합의 후 

자진철거

2000

년

-교내 지하철 출구 건설과 

 교내복지시설 증가로 지역상

 권침체

지역상인

↕

한양

한양  음의 

거리 조성

1960

-

재

-교지 소로 인한 교지 주변

 지역 토지 매입

토지소유주

↕

한양

한양 설득에 

의한 토지매입

표 4. 한양 의 성장과정에서의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따른 해결

단 계획이 필요한 14개 학가  9개 학가와 성신여

 주변을 포함한 총 10개 학가의 지구단 계획 산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사업 상지가 확 될 정이다. 학주

변의 지구단 계획지구 내부에 시범 가로를 선정하여 정

비하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는 2007년부터 산이 

집행되어 2008년 3월 서울시 처음으로 한양  음의 거

리 조성사업이 착공되었다15).

이러한 에서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의 사례

로서 한양 를 선택하게 되었다. 

2) 련 선행사업의 한계

2005년 이후 서울시 역으로 확 된 학캠퍼스주변에

서 지구단 계획과 가로환경개선사업이 함께 계획되는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은 이 에 환경개선 시범가

로사업으로 시행된 건국  주변의 노유거리 환경개선사업

과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

년 완공된 이 앞 찾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이 모태가 

된다. 노유거리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국 와 의과정 

없이 진행되었고 기획 원회 조직에 학교조직이 빠져 있

어 학가라는 특색은 찾아볼 수 없다. 상지가 화양·능

동로 지구단 계획의 일부로 리되고 있지만, 사업 상지 

범  주로 법정 지구단 계획이 지정되지 못하 고, 

한 법 , 제도  근거가 미약한 주민 정제도에 의한 리

가 이루어져 주민과 행정의 의지가 없이는 사업 완료 후 

가로환경의 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한 있다.

2003년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되

어 시행된 이 앞 찾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구청 설명

회 1회, 이화여  설명회 1회, 주민 의 11회, 서울시 자문

회의 8회를 거쳐 실행되었지만 학생 설문조사과정도 없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반 이 사실상 미약했다.

15) 학주변의 지구단 계획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로환경개

선사업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서울시 건축 원회와 도시계획 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디자

인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학가 활성화 계획의 트 십 고찰을 

한 사례연구

4.1 한양대 캠퍼스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협력 

강북 동부권 구릉지에 치한 한양 는 주변의 학가 

상권이 침체되어 있으며,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강북지역 학가의  모습의 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강남개발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강북지역

의 상권은 시장을 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

양  주변의 왕십리상권은 명동다음의 상권이었다. 

재 한양 는 침체된 주변 상권과 함께 학가 상권으

로서의 특성이 부족하고 낙후된 주변이미지 때문에 학

이미지 손상에도 많은 부분 향을 받고 있어 주변 학

가의 이미지 변신을 원하고 있다. 한 성동구 입장에서도 

구내에 종합 학이 유일하고 도심지역과 강남지역과 달리 

구를 표할 만한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한양  캠퍼스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에 큰 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양  주변의 왕십리역을 심으로 부도심 정비사업과 

뉴타운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도시개발사업과 

학캠퍼스간의 연계계획과 계획과정에서의 트 십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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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주요

황

학 심가로 혼잡: 노 상, 무질서한 간 , 험한 

신주, 오물처리문제 등

낙후된 재래시장, 교육/문화 련시설 부족

경 지구, 뚝섬 서울숲 조성

학

주변

련

사업 

 1. 왕십리 부도심 정비 - 지구단 계획 재정비/민자역사  

                         건립

 2. 한양  주변지역 정비 - 지구단 계획 수립/ 음의    

                            거리조성

 3. 성동구 심거리 특화사업 - 심가로 가로정비

    - 생태환경  문화가 있는 가로 조성

 4. 왕십리 뉴타운 사업(도심형, 337,000㎡) - 1, 2, 3구역  

    본격 착수

 5. 청계천 하류 특성화 개발 - 타워, 조각공원, 나무  

    숲 길 조성

 6. 행당도시개발사업 (73,651㎡) - 낙후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항강르네상스 계획의 여객선 선착장 조성

 7. 왕십리 주변 주거지 정비 - 행당 4, 5 ,6 ,7구역  마장 

    2, 사근동 재개발

표 5. 한양  주변 황  련사업

서울시
시청-조경과장, 조경시설 장

녹지사업소-소장, 시설과장

성동구 공원녹지과장

한양 설계 장

자문 원 문가 3인

표 6. 한양  담장개방녹화사업 용역보고회(2006.08) 참가구성원

그림 3. 한양  캠퍼스 성장과정

도시개발사업과 학캠퍼스간의 연계계획과 그 계획과

정에서 요한 민· ·학 트 십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양 의 경우는 학캠퍼스의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물리  계획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트 십

을 구축하 다.

60-70년  학캠퍼스 내외의 자 철거, 80년 부터 

이어져 온 노 상과의 갈등, 최근의 교내 지하철출구 개통

과 지하캠퍼스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등의 

갈등요소들을 해결하면서 민· ·학 트 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4.2 한양대 대학가 개발의 민․관․학 파트너십

1) 한양  담장개방 녹화사업

한양 가 개방형 캠퍼스로 거듭난 한양  담장개방 녹

화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녹지사업소의 지원으로 진행

되었다. 담장개방 녹화사업의 경우 부분 학교부지가 

상이 되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만 동의할 

경우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양 의 

경우, 사업 상 담장주변의 노 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

아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성동구청 가로정

비 과 노 상의 합의로 노 상 철거가 이루어졌다.16)

한양 의 담장개방녹화사업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은 조직체계와 련이 있는데, 한양 는 캠퍼스 내외부

의 사업계획과 련한 독립부서인 설계 을 사립  최

로 설립하여 계획검토와 인허가 차 그리고 설계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이다. 학 조직 내에 건축  도시계획

과 설계와 련한 문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 

민과의 력과정에서 문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한양  설계 은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쉼

터제공과 동선의 최소화를 제안하여 계획안에 반 하 으

며, 비탈면에 한 안 진단과 리를 학교 측에서 담당하

는 것을 제안하 다.17) 뿐만 아니라, 설계 은 한양 학교 

도시 학원과 건축과 학생들의 정문설계아이디어 수렴과 

이 아이디어의 구체화, 그리고 구청에 학교의견 달의 역

할을 하 다.

16) 성동구청 가로정비 은 허가를 받은 5개소의 가로 매 와 

구두수선  먼  수 차례 면담을 거쳐 2006년 11월 8일 이

하 으며, 불법 노 상(7개소)의 경우 성동구청과 함께 한양

학교, 서울시와의 책회의를 통하여 노 상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2006년 11월 26일 자진 정비를 완료하 다.

17) 유창석, 한양 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기본  실시설계, 서

울특별시 녹지사업소, p.5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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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명
한 리

길
진솔길 만남길만남2길

한양

길

사근

고개길

왕십리

길

7% 10% 20% 15% 27% 11% 10%

2순 2% 16% 16% 23% 33% 5% 5%

표 8. 시범가로 선정을 한 설문조사 결과  반 안

연도

내 용 

합 계
․담장개방: 6,313m

․녹지조성: 41,825㎡

2004

소계 5개소

․담장개방: 

  3,510m

․녹지조성: 

  25,000㎡
2005

⑥ 그리스도

   신학

․담장개방:

  70m

․녹지조성: 

  1,375㎡

⑦ 건국

․담장개방: 

  300m

․녹지조성: 

  3,290㎡

① 서울 의

․담장개방: 

  180m

․녹지조성: 

  1,600㎡

⑧ 서강

․담장개방: 

  80m

․녹지조성: 

  980㎡

② 한국외

․담장개방: 

  730m

․녹지조성:

  8,400㎡

2006

소계 4개소

․담장개방: 

  755m

․녹지조성: 

  5,400㎡

③ 고려

․담장개방:

  1,920m

․녹지조성:

  7,800㎡

① 한양

․담장개방: 

  150m

․녹지조성:

  1,600㎡

④ 서울산업

․담장개방: 

  320m

․녹지조성:

  4,500㎡

② 서울교

․담장개방: 

  300m

․녹지조성: 

  1,200㎡

⑤ 명지

․담장개방: 

  360m

․녹지조성: 

  2,700㎡

③ 한성

․담장개방: 

  110m

․녹지조성: 

  1,300㎡

2005

소개 8개소

․담장개방: 

  2,048m

․녹지조성: 

  11,425㎡

④ 동국

․담장개방: 

  75m

․녹지조성: 

  300㎡

① 연세

․담장개방: 

  90m

․녹지조성: 

  400㎡

⑤ 서강

․담장개방: 

  120m

․녹지조성: 

  1,000㎡

② 고려  

   보건과학

․담장개방: 

  110m

․녹지조성: 

  900㎡

2008

① 세종 계획 정

③ 한신

․담장개방: 

  120m

․녹지조성: 

  980㎡

② 한국성서 계획 정

④ 서울

․담장개방: 

  1,200m

․녹지조성: 

  2,100㎡

③ 서울기독 계획 정

⑤ 경기

․담장개방: 

  78m

․녹지조성: 

  1,400㎡

※ 2007년도는 사업을 시행 안함.

   2008년도 사업은 계획 정임.

표 7. 서울시 학 담장개방 녹화사업 황

그림 4. 한양  학가 활성화사업 치도

하지만, 한양  담장개방녹화사업은 숭실 의 담장개방

사업과 같이 학이 주도한 사업이 아닌 이 주도하여 

서울시 체 학에서 일률 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체의 마스터 랜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 인 계획

으로 진행되었다. 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획

안에 배제되었다. 이런 이유로, 고려  담장개방사업의 경

우는 사업실시 이후에 다시 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2) 한양  주변 음의 거리 조성사업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시범지역으로 2003년 

이  앞과 경희  앞거리가 선정된 이후 2005년부터 서울

시 역의 학가로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이 확 되었

다. 강북지역 학가 활성화를 하여 2005년 성균 , 

숙명여 , 한양 , 홍익  주변 거리가 우선정비 상 학

가로 선정되어 한양  주변 가로를 상으로 환경정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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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년도
연번 학가    치 면  (㎡)

사업비(천원)
용역기간

(용역사)
추 진  황

공동

원회 

상정 정

결정고

시 정

실시설

계착수

공사

착수
지구단

계획용역

시범가로

공사비

2005

1
홍익  

주변

 마포구 

서교동 

일

144,845

(43,815평)

'05 산

372,618

'07년 산

2,002,000

05.10～07.2

(선진+창인

+한솔)

￮ 2005.10 착수보고
￮ 2006. 3～11 자문회의(4회)
￮ 2007. 6～7 열람공고 
￮ 2007. 10 디자인 심의 가결

2007.11 2007.12 2007.5
2008

(미정)

2
한양  

주변

성동구 

사근동 

일

131,264

(39,707평)

'05 산

354,658

'07년 산

2,139,000

05.10～07.6

(DA+한 )

￮ 2006. 4～11 자문회의(3회)
￮ 2007. 6 열람공고 2007.11 2007.12 2006.12 착공

3
숙명여

주변

용산구 

청 동 

일  

79,090

(23,925평)

'05 산

266,725

'07년 산

2,000,000

05.12～07.2

(선진)

￮ 2006. 4～10 자문회의(3회)
￮ 2007.2～3 열람공고
￮ 2007.6 구 도시계획 원회 

  자문

￮ 2007.8 디자인 심의
2007.11 2007.12 2006.12

2008

(미정)

4
성균

주변

종로구 

명륜동 

일

149,270

(45,154평)

'05 산

379,395

'07년 산

2,252,000

05.11～07.1

(제일+도성)

￮ 2006. 5～12 자문회의(4회)
￮ 2007.2～3 열람공고
￮ 2007.11 디자인 심의 정

2007.12 2007.12 2007.5
2008

(미정)

5
서울  

주변

 악구 

신림동 

일

160,360

(48,600평)

'05 산

368,703
-

06.4～07.12

(도화+연희)

￮ 2005.11 산재배정
￮ 2006. 8～12 자문회의(2회)
￮ 2007. 5 시구합동보고
￮ 2007. 8 열람공고 정

2007.8 2007.9 2007.10
2008

(미정)

2006

6
동국

주변

구 필동 

일

93,048㎡ 

(28,196평)

'06 산

48,000

'07년추경

2,000,000

06.8～07.8

(선진)

￮ 2006.6 산재배정(시→ 구)

￮ 2007.3 주민설명회
￮ 2007.5 2차 주민설명회 정

2007.11 2007.12 2006.12
2008

(미정)

7
동덕여

주변

성북구 

월곡동 

일

96,992㎡ 

(29,340평)

'06 산

432,000
-

06.10～07.7

(도시정보

연구소+유아)

￮ 2006.6 산재배정(시→성

  북구)

￮ 2007.3 간보고회
￮ 2007.6 2차 간보고회
￮ 2007.6 교통 향평가 발주

￮ 2007.6 시․구 합동보고

2007.12 2007.2 2008.3
2008

(미정)

2007

8

서울

시립  

주변

동 문구 

농동

 일

 43,339 

(13,110평)

'07 산

300,000
-

07.8～08.8

(인토)

￮ 2007.5 입찰등록 : 유찰
￮ 2007.6 재공고
￮ 2007.7 재입찰
￮ 2007.7 제안서 심사

2008.7 2008.8 2008.6
2008

(미정)

9
성신여  

주변

성북구 

동선1동 

일

180,000 

(54,450평)

'07 산

400,000
-

07.5～08.5

( 한컨설턴트

+명선Eng)

￮ 2007.5 용역계약
￮ 2007.7월  착수

2008.4 2008.5 2008.6
2008

(미정)

2008 10
운  

주변

노원구 

월계동 

일

'08 산

480,000
-

계 10개소 2,922,099100,393,000

표 9. 서울시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추진 황

지구단 계획과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한양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선정에는 구청장의 공

약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과도 련이 있다. 자치단체

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학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업에서 이

에 실시된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구청에서 학교당국이나 

학생의 참여를 직간 으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2006년 계획 기에 한양 학교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

계획이 수립 될 당시 음의 거리 조성을 한 설문이 

실시되었다. 즉, 토지  건물 소유자인 주민 110명과 함

께 이 의 시범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던 학생 10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주민과 학생설문조사는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구역 내 우선 정비하여야 

할 시범가로를 선정하는 질문과 계획방향, 가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도와 련된 항목이 포함되었다18). 

18) 학생 (107명), 주민 (110명) 총 217명 설문조사 결과로, 한양

길 (27%)이 시범가로로 우선정비가 되어야 할 곳으로 조사되

었으며, 다음으로 음식 이 집한 만남길 (20%)과 만남2길 

(15%)이 조사되었다. 실제 시범가로는 왕십리 부도심 정비사

업과 연계될 수 있고, 새로운 특화거리로의 개발가능성 때문

에 한양 길(27%)과 진솔길(10%)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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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 용

2005.5 한양  주변 가로 우선정비 상으로 선정

2005.10-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시범가로 환경정비 

표 10. 한양  주변 음의 거리 조성사업 주요 일정

2007.6 설계 용역

2006 주민  학생 설문조사

2006.4-11 자문회의 3회

2006. 시·구 합동보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최)

2006.7.20 1차 한양  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6.10.19 1차 주민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6.11.1 2차 한양  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7.1.26 2차 주민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7.2.12 3차 한양  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7.6.22 3차 주민설명회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최)

2007.6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 열람공고

2007. 실시설계 한양  자문 (성동구청 토목과 주최)

2007.10 공동 원회 디자인심의

2007.11 시공업체 입찰

2008.3 한양  주변 음의 거리(환경개선사업) 착공

2008.4 간 디자인 입찰

설문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사항은 시범가로 선정

에 한 결과에서 다수의 주민은 자신의 소유건물 근

가로를 제안하 으며 이는 가로정비에 한 필요성과 함

께 환경정비에 한 공감 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로성격과 련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통일

된 상업이미지에 찬성을 함으로써 개인 인 이익보다는 

공통된 미래상의 실 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005년 이후 추진된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이 

이 의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과 다른 것은 활성화된 

가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 쇠퇴된 학가 상업지역을 설

문조사와 함께 계획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진행하는데 

학가의 특성을 계획안에 반 하기 하여 학과 학생들

을 계획의 주체로 보았다는 것이다. 한, 사업과 련한 

자문 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의원  이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양  도시, 건축 공 교수가 각각 1명

씩 선정되었다. 2006년 시·구 합동보고를 통하여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과 련한 시청과 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타 학가 환경개선사업과 련한 자문 원 등

이 참석하여 사업경과를 발표했고 2006년 7월 처음으로 

성동구청 주최로 기본계획안에 한 학교설명회를 실시하

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수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한 의견을 제시하 고 구청과 용역사  자문 원은 학교 

측 의견안을 극 으로 수렴하 다. 구청의 학교안에 

한 극 수용은 사업과정동안의 성동구청과 한양 간의 

·학 력 유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설명

회는 총장 등 계자가 참석하 으며 교수 자문회의를 포

함하여 총 4회 이상 실시되었고 의견안을 조율하는 역할

은 한양  리처와, 실무부서인 설계 이 담당하 다.

19) 계획방향과 련한 설문 항목에서는, 지역주민은 향후 이 지

역 미래상을 학문화와 특화상업용도가 조화된 지역(79%)을 

원하여 특화된 시범 가로조성을 원했으며, 구역 내 시 히 보

완되어야 할 시설  환경으로 특화거리(34%)와 휴식공간

(26%)을 꼽았다. 가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도와 련한 설문

항목으로는 공원  공공시설(22%)과 교육문화시설(20%) 순

으로 구역 내 필요시설에 한 응답을 하 으며, 진솔길의 경

우 의류, 패션의 용도 유치 성향이 나타나 패션문화특화거리

로 성격이 결정되었다. 한 통일된 상업 이미지 조성의 경우 

42%가 극 으로 찬성, 45%가 다수의견추종을 응답하여 특

정 용도지정에 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와 업주의 경우, 그동안 사업이 실시된 노유거

리나 이  앞 등과 다르게 기존에 상가번 회와 같은 상

인 력체계가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단 을 가지고 있

었다. 이는 기존 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이권 계를 지

키는 력체계가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정비형 지

구단 계획 과정에서 동장, 구의원 등이 포함된 주민 의

체가 구성되었고 주민 의체 구성원들은 기존 상업이 낙

후되고 신주나 복잡한 간 , 노 상 등으로 가로환경이 

해되었다는 것을 부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업에 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20) 따라서 이러한 여건

이 오히려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상인들의 조직이 

구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 노유거리나 이 앞거리는 주민 의체 스스

로 정기 으로 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

지만 이는 재 공공부분이 아닌 간 이나 용도지정과 같

은 주민 정이 필요한 민간부분 의사항이 추진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건축물 입면이나 용도 등과 련한 

민간부분에 하여 주민 의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상되어지고 얼마나 주민 정사항을 잘 따르는지가 학

가 활성화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사업완공이 

된 이후에도 각종 학교행사 유치나 학생 유입을 해서도 

주민과 학교 그리고 구청과의 긴 한 조가 되어야 할 

것이며, 2008년 완공 정인 왕십리 민자역사 측과도 력

체계가 상되는 부분이다. 2008년 3월 착공된 한양  주

변 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재 노 상 처리문제  신

분당선 공사로 인하여 단계별로 완공이 될 정이다. 

20)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인터뷰, 사근동사무소 담당자 인

터뷰 : 동의 과정  민감할 수 있는 진솔길 보행자 용도로 

계획에 한 동의에서도 지역주민은 법  기 인 80%이상 

찬성을 하여 최종계획안에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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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지

원

서울시 도시 리과( 산집행, 시구 합동보고)

성동구 TF-Team

 - 성동구청장(공약)

 - 도시개발과: 지구단 (지구단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고물 (간 ), 가로정비 (노 상 철거)

 - 토목과: 도로 (시공 감리)

사근동사무소(설명회 장소제공)

주

민

지역구 국회의원(공약)
자 문 원

단(MA):한

양  교수

(도시, 건

축 각 1명)

서 울 시 정

개발연구

원 도시설

계연구부

( 상 지 

분석, 설문

조사, 계획

방향 설정)

주민 의체: 구의원, 동장, 상인, 건축주

(설명회 참여, 설문조사 응답)

한양

 - 총장(설명회 참여)

 - 리처장(학교 제안사항 수렴·제안) 

   : 설계

 - 련분야 교수 6명(설명회 참여)

 - 학생(설문조사 응답, 학생신문 기사

   게제, 학교 홈페이지 게시 에 의견제시)

문

가

기본계획: DA그룹

실시설계: 벽산엔지니어링

시공: 뉴페이스 건설

환경디자인: 2008년 4월 입찰 정

표 11. 한양  주변 음의 거리 조성사업 참여진

한양  학가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뿐 아니라 제도상 계획과정 참여 상

이 아닌 학과 학생을 사업주체로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

함으로 학교 측에서도 계획안에 극 으로 심을 보이

고 계획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한, 한양  

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특색이 없었던 학가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학교 주변지역으로의 학문화의 확

장이라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

제 사업 상지가 건축주와 업주와 련이 있기 때문에 

학이 제안한 안이 실시설계과정이나 디자인심의과정에

서 반 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21), 이는 학 토지가 아

닌 학주변의 사업에서 학이 주체로 참여할 때의 한계

이자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하여 학과 지역사회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학가 정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

래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등이 시작된 시 과 맞물려 서울

시 역의 학가를 상으로 2004년 학 담장개방 녹화

21) 한양 와 성동구청이 계획과정에서 의를 거친 결과 한양

장 명칭 사용, 바닥포장에 한양  교표 사용, 바닥포장의 한양

 상징색인 남색의 사용, 학생들을 한 공연장 설치 등이 

계획안에 반 되었다. 하지만 보행자 용도로에 한양 의 상

징성이 많이 반 된 한양  교표나 교색 사용은 도시건축

원회의 디자인심의와 주민 의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을 통하

여 최종계획안에는 반 되지 못하 다.   

사업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학생에게 녹지․

휴게공간 제공하 다. 2005년 학가 환경정비형 지구단

계획을 통한 학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 다. 두 

사업은 행정지원부처를 심으로 하여 지역주민과 학의 

력체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한양  담

장개방 녹화사업과 한양  주변 음의 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민· ·학 트 십이 어떻게 사업결과로 이루어졌

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학가 주변 활성화 사업은 사업의 주체이자와 

상자,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의한 수혜자가 결국은 학과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과정상에서의 민 학의 

의견소통과 의과정은 가장 기본 으로 제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과 지역사회의 

공통된 목표의 공유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가장 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이는 한양 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 시켜야

겠다는 공동된 목표가 결국은 기존의 미약한 주민공동체

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체 구성을 이루었고, 학 한 

극  참여를 통하여 민 학의 력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심에 치한 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물리  사회 인 장기 마스터 랜 

계획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 ·학 트 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2). 

둘째, 민 학 트 십은 공통된 목표와 함께 이 주도

가 되더라도 학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

를 한 다양한 방법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양 학교 

주변활성화 사례에서는 계획에 반 할 의견수렴 체계가 

다양하게 찰되었는데, 계획 기 다수의 주민과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 학과 민의 직 인 의견수

렴을 보여  과정이었다. 그 외, 학교측은 학생과 교수의

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한 의견을 구청과 용역사에 제

안하고, 지역주민들은 주민 의체를 통하여 구청과의 의

과정을 이끌어낸 것은 표조직을 통한 민 학의 의과

정으로 볼 수 있다. 한, 자문 원 선정과정에서도 사업

의 목 과 효율성을 고려한 지역학교 교수의 선정과 구청

주최의 다수의 학교설명회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셋째, 민· ·학 트 십을 해서는 조직체계 한 사

22) 미국의 캠퍼스 타운 학의 경우는 캠퍼스 마스터 랜 에 

학 련자뿐만 아니라 지역 문가와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지역사회 의견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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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ster Planning Team

총 원회(Overview Committee)

 - 학 총장 등

자문 원회(Campus Advisory Committee)

 - 련 교수 등

커뮤니티 자문 원회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 지역 문가,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등

리처(Facility Management Department)

 - 주무 부서

출처: 미국 네바다 학 등의 웹사이트 이용,

      http://masterplan.unlv.edu/pages/team/team.htm

표 12. 미국 캠퍼스타운 학의 캠퍼스 마스터 랜  구성

업성패를 좌우하는 요요소라는 것이다. 한양  내에 

학내외의 물리  사업과 련하여 민·학과 ·학 사이의 

갈등해결과 력의 역할을 해왔던 설계 문부서인 설계

이 존재하 기 때문에 학가 활성화 계획사업에서 원활

한 민· ·학 트 십을 구성하여 효율 인 의과정을 이

루어 낼 수 있었다고 단되어진다. 이는 재까지는 한양

만이 가진 특수해로서, 타 학들도 재 서울시내의 

학캠퍼스를 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고려할 

때 효과 인 민· ·학 동체계마련을 한 학내 독립된 

설계 문 부서의 설립이 요구되어진다.

미국의 캠퍼스 타운 학의 경우는 캠퍼스 마스터 랜 

에 학 련자뿐만 아니라 지역 문가와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지역사회 의견을 반 하고 있다.

한양 학교 사례검토를 통하여 얻은 의 세 가지사항

은 앞으로 성공 인 타 학가 활성화 사업을 한 필요

조건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외에 앞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즉, 사업완료후의 리  측면으로, 

주민 의체는 거리환경이 지역사회 발 과 연계된다는 인

식을 하고 있으나, 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에도 행정부서와의 지속 인 리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 문화 인 부분에서는 학측의 지원이 있다면 사업

의 효율성은 더욱더 극 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주

민의 극 인 거리문화 창출을 한 학문화 지원부서 

설립이 요구되며, 이 한, 민· ·학 트 십이 기 가 되

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행정부서는 물리 인 정비

뿐만이 아닌 지속 인 학가의 거리문화 창출을 하여 

학과 지역사회의 직간 인 연결의 재역할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북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학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 해 구성된 민· ·

학 트 십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가 

발 을 한 학캠퍼스 주변의 지속 인 민· ·학 커뮤니

티로 발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리부분

에서 민· ·학 트 십 평가를 한 련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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