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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onstructing parks utilizing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citizen participation is an indispensable component. Citizen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play important role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use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park. Howeve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of China’s industrial heritage parks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so far.

After reading related literature, this research clarified explored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park law and legal 
framework for citizen participation, surveyed the status and mod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and evaluated the improvement of park manage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brought 
by citizen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ark. 

Firstly, this research comes up with views and suggestions about advocating and promot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industrial heritage parks in China. They include improving 
the system of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heritage parks, planning and constructing 
urban park landscapes that are welcomed by local citizens and tourists. Secondly, this research reviewed and analyzed 
city park-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sued by Chinese government, aft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formally incorporated into the law “City Park Regulation (Draft)”. Thirdly, this research fully explored 
the social value and practical value of industrial heritage park and made a conclusion that various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China have been transformed to unique urban park landscapes or the core area of urban ecolog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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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조경분야의 흐름은 도시에 남겨진

산업 유산지를 도시공원으로 재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할

을감당한이들은산업유산지주변의시민활동을하는조직들

과이를실현하고자하는도시정책자들과조경설계자들이었다.

이들은포스트산업시대가남긴도심의산업유산자원들을조

사하고,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산업 유산지를 도시의

역사적자원으로일부유지하고, 또한 훼손된자연을복구하는

개념으로서의 도시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을 지

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 유산지 공원재생 과정에서 시민참여,

정책개발, 국제공모전, 그리고민주적인협상방식등은매우중

요한 공원 조성의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 중국은 1980년대개혁개방정책에따라급속히도시가

팽창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였으나, 낙후된 산업지는 폐쇄

되고도심의흉물로남게되어쾌적한도시구성에방해가되고

있어이를극복할새로운쓰임새를찾아야하는상황이도래하

였다. 중국의폐산업부지는기본적으로국유지로서, 토지의소

유권, 사용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며, 공장의 건축․시설․기

계․설비 등 모든 유․무형 자산도 정부 소유이며, 폐산업 부

지의 리모델링도 정부가 투자해야 하므로 정부가 산업유산 처

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결정권으로

중국의 산업 유산지는 사회주의 특성상 빠르게 정책결정자의

의견을반영하여도시의필요시설로대체되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중국은 위와 같은 도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1998년에 이러한상황을극복하게된계기가있었다. 중국의

중산시에서 조선소로 활용되었던 폐산업 부지를 공원으로 계

획․설계할때, 시 당국은 젊은조경가(유공견 교수)에게 설계

안를의뢰하고, 제안된설계안을시민들에게공고하고, 이에대

한시민들의적극적인의사를반영하여산업유산지를일부보

전하는 도시재생공원 계획․설계안을 결정하였다. 2001년 이

설계안은 ‘기강공원’이란 이름으로 준공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

었다. 이러한 공원조성과정은중국의공원녹지계획․설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산업 유산지 리모델링과 재활용에 있

어, 중국의 산업 유산지 보존․관리제도 규범 및 녹지관련 규

범 등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공원 조성

에 있어서 시민참여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천방법들에

국문초록

서양 선진국들이 산업 유산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폐기된산업부지사용부터공원계획․설계 및공원 조성 이후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의 산업 유산지 공원
조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2001년 중국 중산시 폐조선소를 시민참여형 산업 유산지 공원으로 조성한 기강공원의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산업 폐기지 웨중조선소의 역사변천과 공원계획․설계안에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구상 및 공원 디자인 방안에
대한 시민참여 과정 등을 고찰분석하여시민참여가 중국 최초의 산업 유산지공원계획실행에 미친 영향과 의미, 그리고
이후 중국 시민참여와 도시공원 건설의 법제화가 진행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중국의시민들이 직접 산업유산지 공원의 디자인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여기강공원 조성을 성공적

으로이끈긍정적인경험으로인하여시민들이공원조성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정책, 법률및법규체계가필요하다
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중국은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관련 법규를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해오고 있으며, 2015년
에 시민참여 사항을 법규에반영한 <도시공원조례(초안)>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국의 시민들이 공공재산
으로서 공원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공시설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시공원 경관을
계획하고 건설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사용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중국의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다양한 산업 유산지를 독특한 도시공원 경관으로 또는 도시생태보전지역으로 활용하는

도심의 핵심지역임으로 도시재생적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중국, 산업 유산지 공원, 기강공원, 시민참여, 조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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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범들이 제정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1년에준공된중산시기강공원의조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산업 유산지 공원계획․설계과

정에서 시민참여 방법과 진행된 과정을 조사․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중국의 공원녹지 관련 법규의 발전과정

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중국의 산업

유산지 공원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민참여 메커니즘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범위는 공원 조성에서의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의특성에개념을정립하였으며, 또한중국의공원녹

지관련법의진화과정을정리하였다. 그리고 중국 공원조성에

서의시민참여사례대상지연구로 1980년대폐쇄된중국중산

시 웨중조선소 부지를 2001년에 산업유산 공원으로 도시재생

에 성공한 기강공원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 공원 조성에서의

시민참여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의 산업 유산지 공

원 시민참여의 의미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공원 조성에서의

시민참여, 의사결정 및 산업 유산지 공원 관리의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그림 1).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공

원 조성의 시민참여의 개념, 상황, 그리고 산업 유산지 공원의

계획개발에 따른 효과를 고찰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산업 유

산지 공원사례 조성 과정의 정부 출자 상황, 디자이너의 설계

개념에대한조사․분석및시민참여관련자료에대한조사․

분석연구를통하여중국의공원조성에실시된시민참여의과

정과 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즉,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

을반영하여공원의계획방향과다양한설계방안제시, 그리고

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중국 시민의 참여의식이 고취되

어가는 과정에 살펴보았다.

3. 선행연구

시민참여에대한연구로, 심익섭(2002)은 민주주의에서는다

수가 권력을 수행하기 위해 집단 형성을 필요로 하여 개인 상

호간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리

고이러한민주정치에관한논의는시민참여방식여하에따라

정립되어 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공권력이 부여되

지않은일반시민들이정책결정과정에서참여하여, 정부의공

적 권한이주어진사람들의행위에영향을끼칠의도로노력하

는것임을고찰하였다. 또한브랜드(Martha Brand, 2003)는공

동체정신, 사회정의, 환경보전을 포함한넓은의미의 ‘삶의질’

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시민들

의합의를도출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 쾌

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로부터 지역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정책결정의 합의

형성과정의 메카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원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로는, 박미영(2013)은 현대 사

회에서 공원의 의미는 도시구성요소로서의 공원에서 도시민의

감성과 정서를 담아내는 목적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주장

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의문화적인질적성장에기인한사회적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다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도시민들의공원에대한가치와인식이달라지고, 공원

의 기능이 문화예술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기능 확장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수미(2008)는 도시민들의 여

가시간증대는도시공원을찾는도시민의수를증가시켰고, 도

시민들의 공원 활동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공원이 도시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이자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공원녹지의

확충은물론이고, 도시공원의운영․관리에시민참여의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공원녹지관련법 연구에서, 이양주(2007)는 주로 중

국도시녹화사업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중국도시녹

화의발전방향에대한전망을언급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통

해서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 비교적 녹화수준이 높은 도시를

사례로 공원녹지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신익순(2013)은 도

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

류와 도시거주구녹지의 설치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고찰그림 1. 중국 중산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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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바오위친(2014), 한국과 중국의 도시공원

및녹지의비교및평가에서, 중국에는 아직도한국의 ｢도시공

원및녹지에관한법률｣과같은위상의성문화된법률이없어

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 서로 관련된 법규를 따르고 있음

을 고찰하였으며, 더불어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된 중국의 ｢도

시녹화조례｣가중국의도시녹화발전에대하여결정적인역할

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도시녹화조례｣는 자연스레

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어 가는 빠른 발전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에 ｢도시녹화조례｣도 수정과 보완이 필

요하며, 건전한도시 녹화체계를만들어법률로중국의도시공

원및녹지가건강하고안정적이며지속적인발전을하도록보

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산시 기강공원에 대한 연구에서 손지아(2020)는 기강공원

이 중국 최초로 산업 유산지를 개조하고, 산업화, 조선업을 주

제로 조성된 주제공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계가의 산

업 유산지의 유산물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하였

는지그리고도시생태적으로어떻게유지했는지를고찰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는대부분중국의공원녹지관련법률․법규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으나, 공원 조성에서의 민주적인 시민참

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중국의

공원녹지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1990년대 말 시민참여

에 의해 공원이 조성된 사례를 고찰해봄으로써 중국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Ⅱ. 중국 공원녹지 관련 법규 변천

1. 중국의 법률체계속의 공원녹지 관련 법

중국의법률체계는입법주체와 법률효력에 따라 4가지위계

로구분된다. 첫째, 헌법(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둘

째,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고, 셋째. 행정법규,

행정규정(국무원)이며, 그리고 넷째, 지방성 법규/기타 규범성

문서(지방정부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표 1에서는중국도시공

원녹지법률법규체제의 법규명을 살펴보았다.

198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도시계획법>을 출

범하였으며, 동시에 도시 토지 이용에 관한 <토지 관리법>을

공포했다. 2005년에는더욱더전면적이고완벽한도시농촌계획

법을 반포하였다. 이는 1992년에 공포한 <도시녹화조례>, 1993

년에 공포한 <공원설계규범>, 2002년에 공포한 <도시녹지분류

표준> 및 지방 성, 시에서 출범한 도시공원 (관리) 조례 등과

함께 중국의 도시환경 관련 법률/법규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

러나 한국은 일찍이 1980년 1월 4일에 보다 완벽한 <도시공원

법>을공포하였으며, 일본은 1956년에 <일본도시공원법>을제

정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도시공원 실질법이 부족했다.

중국은 1990년대 말, 중산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하에중국최초의공업유산지공원을건설하였을뿐만아

니라, 도시공원건설에시민들이참여한선례를만들었다. 또한

중국 시민들이 도시공원 건설과 관리에 참여하는 탐색과 실천

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도시공원 건설과 관리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법률 제정도 추진했다.

2015년이 되어서야 중국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에서

초안한 <도시공원조례(초안)> 국가공원법이완성되고, 처음으

로 중국 학자․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시민참여 문제가 정식으

로 법률 조항에 포함되었다(표 2).

유럽, 미국, 일본, 한국등선진국은도시공원의건설과관리,

특히시민참여측면에서비교적완전한공원법률체계를형성

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외국의 선진

표 1. 중국도시공원녹지 법률․법규체계

입법기구 법률/법규�체계 법률/법규�이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관리법

국무원 행정�법규
도시녹화조례

도시공원조례(초안)

국무원 기타�규범성�문서
공원설계규범

도시녹지분류기즌

지방�정부부서 지방성�규범 지방공원(관리)조례

표 2. 2015년 중국 도시공원조례 중 시민참여 관련 조항

조항 조항�이름 주요�내용

제1장�제7조
총칙.

자금�보장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투자,� 기증,� 후원� 등� 다양

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건설과�

관리�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한다.

제2장�제9조
계획․건설․
보호�계획�편성

․도시공원� 배치� 특별계획� 편성은�
합리적인�구조,�균형�분배,�완전한�

기능�및�다양화�종류의�원칙을�따

라야�하며,� 논증� 및� 청문� 등� 방식

으로�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수

렴해야�한다.

제3장�

제24조(10)

서비스�및�관리

도시공원�

관리기구의�책임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도시공원�
관리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

려,�지원�및�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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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배우고 있으며, 국가 관련 부문에서도 자국 정황에 맞

춰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여러 조례을 제정했다.

Ⅲ. 중국 기강공원 조성 과정과 시민참여

1. 중산시 웨중조선소 역사적 변천과정

중국광동성중산시는주장삼각주남부에위치하여있으며,

1,800km2의 면적에 인구는 약 134만 명으로 중국 연안의 개방

도시 중의 하나로 경제가 발달한 도시이다. 그리고 1996년 ‘국

가 원림도시’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널리 인정받은 원림도시이

다. 또한 중산시 중앙부의 기강수변에 자리 잡고 있는 기강공

원은중산시웨중조선소산업폐부지에조성되어있다. 이 조선

소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설립된후, 광동성에서첫번째로

새로 설립한 성에 속하는 국영공장(1954년에 개장)으로 시작

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 조선소는 낙

후되어 폐조선소가 되었다(그림 2).

먼저 중산시 웨중조선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초창기인

1954년 7월 1일, 웨중조선소는정식으로건설되었고, 주로목재

를 사용한해양어선들을제조를하였다. 또한 1960년∼1970년

대, 광동성 최초의 철제로 기동 여객선 ‘홍옥’호를 제조하였다.

그 후 조선소는 강철재료로 건조되어 내륙의 강물을 운항하는

배를 생산하였으며, 더 나아가 연해 운송 선박을 위주로 하여

홍콩, 마카오를오가며물건을수출하는전문적인수송선을제

조하였다.

중흥기는 1970년대 말∼1980년 초반으로서, 웨중조선소는

중국개혁개방물결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대규모금속가공

과 기계 제조의 우세를 이용하여 가공 공장 크레인, 대규모의

공장금자가, 기강교, 원봉교구조의가공및중산과주해의철

골구조의대교건설에참여하였다. 웨중조선소는중산시의산업

발전에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조선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

국 개혁개방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육로 운송, 철도 운송이 날

로발전한반면, 웨중조선소는조선업에서점점우세를잃어갔

다. 결국, 1999년웨중조선소는전면적으로생산을중단하고부

도처리되었다. 웨중조선소가 중산시에 남긴 것은 조선소의 폐

허와 조선소 노동자들의 서운함과 더불어 중국 산업화의 견고

함, 번영, 전성, 퇴출의 산업의 흔적과 기억들이다(그림 3).

새로운 도약은 2000년대에 이 산업 유산지를 기강공원이란

명으로도시재생하여새롭게활성화하였다. 이 공원의면적은

11ha, 수역 면적은 3.6ha, 건물 면적은 3,000m²이며, 2001년 10

월에 완성된 중국 최초 개방식 산업유산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2. 기강공원 조성 과정과 시민참여

1) 중산시 공원건설비 확보 및 젊은 디자이너 초빙
1999년 웨중조선소가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자 중산시는 조

선소 폐부지에 특색 있는 공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그림 2. 중산시 중심의 웨중조선소 위치

그림 3. 1990년대 폐허가 된 웨중조선소의 모습

그림 4. 웨중조선소에서 산업유산 기강공원으로 공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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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산 시정부는 9,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조선소

폐부지 11ha의기강공원을건설하기로결정하였다. 그 당시대

다수의 중산시 공무원들의 생각은 낡은 조선소를 완전히 철거

하고, 이 공터만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산시 정부는 1998년 미국 하버드에서 귀국한 젊은

조경디자이너 유공견 교수를 초빙하여 2000년에 기강공원의

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요청하였다. 이 젊고유능한디자이너

는 웨중조선소의 현장을 살펴본 후, 산업 유적도 사회 문화 발

전의일부로서보전의가치가있고, 웨중조선소의면모를보류

해야한다고의견을제안하였고, 폐조선소 부지를산업유산지

공원으로 건설하는 기본계획의 지침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침방안은 중산시정부의 승인을받았으며, 이후 유

공견교수는설계팀을이끌고중산시의도시맥락과자연맥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3가지의 메타 설계지침을 제시하였

다. 첫째, 도시 자체의 건설 스타일을 이어갈 테마파크를 설계

하여그기능성의문화적내포로현지주민들의일상적여가수

요를충족시키고, 외래관광객들의눈길을사로잡아야한다. 둘

째, 도시의 산업화 생산 역정을 보여주는 테마파크를 설계하여

중국도시의근대역사와함께발전한산업화특색을기록하여

야한다. 셋째, 현지의 자연자원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테마

파크와녹화를주체로생태계개선을목적으로한친환경개념

을적용된영감을주는공원으로설계한다. 그림 5, 그림 6은이

러한 지침으로 제시된 기본계획도와 산업유산물 배치이다.

2) 산업유산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갈등
당시의 중국에서 새로운 도시공원 계획으로서 기강공원의

설계 개념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설계안은시에서지정한전문심사위원들의반대가있었다. 전

국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의 전문가 중 한 사람만 지지하고, 다

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였다.

첫째, 대량의 녹이 슨 공장 기계를 보존하면 도시미관을 해

칠수있다고하였다. 둘째, ‘직선 도로망’을 적용한도로및공

원의동선체계는더욱반전통적이며중국고전원림의 ‘구불구

불한오솔길이그윽한곳으로통한다’는예술적의미와반대되

는양식이라고하였다. 셋째, 전문심사자들은기강공원의설계

는 영남원림의 설계 스타일을 준수하여야 중산이라는 이 도시

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산학원의 임단동(林丹

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공원을 건설할 때 산업, 조선소와

같은것을연상시킬 필요는 없다. 공원의 원래 역할은 주로 일

부 시설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러

한 기초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도록 한

다.”고 언급하면서 제시된 기강공원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강공원 설계안은 중산시 정부와 중산시 계

획국의지지를얻었다. 중산시정부의 2,000년 <시정부업무보

고서>에는 ‘기강(岐江)공원을건설하고도시지역배수시스템

을 계속 발전하고, 도시의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를 크게 발

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사실, 웨중조선소는광동성성직속의국영기업으로서중국

에서기강공원과같은이러한도시의대형재생프로젝트의소

속은정부의것이며, 결정권역시정부부처에있는것이다. 그

러나 중산시는 혁신적인 도시로 중산시 정부는 공원이 건설된

이후 중산시민이 직접적인 사용자이고 공원 조성에 대하여 가

장 힘 있는 발언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표 3).

3) 시민참여와 설계안 결정
2000년도 제시된 기강공원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에더하여중산시정부는중산시시민들이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반영하여 유공견 교그림 5. 공원기본계획도와 공원 내 산업유산물 위치도

그림 6. 기강공원 조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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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현대서양환경주의, 생태회복 및도시재생의아이디어를

참고로 하여 Richard Haag의 미국 시애틀 정유 공원과 Peter

latz의 독일 철강도시 경관공원의 우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

강공원을 폐산업부지와 폐시설을 생태회복과 도시재생의 개념

으로 현대 도시경관디자인의 개념을 선도하는 선진적인 디자

인 수법으로 도시재생 공원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표 4).

유공견 교수와 그의 디자인 팀이 제기한 기강공원 설계방안

은 중국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하여 산업

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창

출하였다. 이러한 기강공원의설계개념을더잘보여주고표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설계 방안을 모형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전시하였으며, 또한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을통

해대중에게홍보하였다. 2000년 2월 26일, 중산시기획국은기

강공원의 설계도면와 조감도 등을 전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갈음하는 행사를 중산시 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활동과 기강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반

영하였다. 먼저중산시시민들이공원이용과접근에대하여, 1

년 동안공원에가는횟수, 가장좋아하는공원, 공원에간다면

걸어서 가는지, 교통수단으로 가는지 등의 조사항목으로 조사

하였으며, 둘째, 공원에서의 선호하는 이용활동과 시설에 대하

여, 기강공원은 녹화 위주로 하면 좋은지 어린이의 놀이터를

위주로하면좋은지, 시설이 완비되어있는놀이공원을선호하

는지 워터파크가 좋은지, 공원에 가는 이유, 그리고 공원에 야

외 댄스장이나 구기운동 등의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이 있다. 또, 원래 웨중(粤中)조선소의 산업 건설 역사를

반영하고 싶은지, 과학기술 전시나 과학 보급 교육, 오락 서비

스를 원하는지, 공원의 건축 스타일에 대해 지방 전통 스타일

이나 현대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등의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였

다. 이 당시 중산시의 젊은 층과 중산시의 고위 관계자들도 매

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

다. 그들은 조사된 설문의 결과를 관련 부처에 시민의견과 정

책제언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 80%의시민들이유공견교수가제안

한설계안에찬성하였으며, 이후 중산시계획국은대중공청회

를 조직하여 73%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고, 의견 조

회 활동을 개최하여 345건의 의견 조회 피드백을 받았다. 표 5

는 시민들의 언급한 주요 의견․제안의 내용이다.

시민참여의견을 반영한 기강공원의 계획 설계 방안은 수정

및토론과정으로 1999. 06∼2000. 10까지 1년넘게지속되었으

나,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시민들, 특히 웨중조선소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

들도 기강공원의 설계 방안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시민들은 자신의수정의견과건의를적극적제시하였고, 전체

시민들이 청문, 토론및 수정하는과정에참여한기간으로 1년

반을소요했다. 이는공원의시공, 건설시간보다길며, 결국기

강공원의 설계 방안은 중산 시민들의 참여하에서 실시하고 완

료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시민들의 참여는 기강공원의 성공적인 개조에 핵심적

인 내용으로 작용을 하였지만, 당시의 중국은 산업 유산지의

개조와 재활용 부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미숙하게 운영되

었다. 그 당시 공원녹지 관련 제도는 완전하지 못하고 규범적

이지 않았을 시기였음에도 중산시 당국과 시민들 그리고 설계

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

들이 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음을

표 3. 기강공원 계획의 전문 심사자 의견(南方都市報(2014)

분류
내용

반대의견�내용 주장의견�내용

산업유산
산업화�유적�비문화재�유적,�사용

가치가�없고�공간을�차지한다.
보존하지�않는다.

공장기계
녹이�슬어�지저분하고�변화�가능

성이�부족하다.
폐기물로�처리한다.

직선�

도로망

전통과�반대된다.�‘꼬불꼬불한�길

이�그윽하고�아름다운�곳으로�통

한다’는�고전�정원의�경지에�어긋

난다.

영남�원림의�디자인�스타

일을�따른다.

기타
공원을�산업․조선소�등과�연관�
지을�필요가�없다.

공원� 내에� 전시장� 혹은�

‘산업단지’를�설치한다.

표 4. 기강공원 설계안에 대한 시민참여활동(張翔宇, 于濤(2017))

참여�방식 참여내용 참여결과

참관
계획도,�조감도,�설계�

방안모형

80%의�시민들이�이�설계�

방안을�좋다고�선택

공청회
시민들의�의견을�듣고,�

설문조사

73%의�시민들�산업유산지�

공원조성�지지

표 5. 설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조사내용

시민들의�

의견�및�

제안

1.� ‘레일’이� 수면� 위로� 향하다� 되돌아가는� 디자인이

라�느낌이�좋지�않다.

2.� 철도와� 수면� 연결� 지점에�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것�같다.

3.� 공원� 도로� 시스템을� 서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4.� 수영장�한쪽에�부두를�건설하는�것은�비위생적이

고�불합리하다.

5.� 물�위에�있는�레스토랑은�물을�오염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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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러한결과는결국중산시가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 중

국 산업유산 보호, 재활용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만들기 위해

이설계방안을승인하고시공하였기에가능한일이었다. 기강

공원건설프로젝트에대한중산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열기

는 당시 중국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한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었

다고 할 수 있다(표 6).

4) 시민참여형 산업 유산지 공원 조성의 결과
첫째, 1999년 6월부터 시작되고 2000년 10월에 착공한 사례

에서볼수있듯이기강공원의산업유산지를활용한공원설계

안은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참여라는 힘든 과정을 거

쳐서 2001년 10월에준공되었다. 이러한 시민참여형공원조성

에설계자로참여한유공견교수는 "기강공원이대표하는전폭

적인 경관설계가 중산에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도시의 포

용성과 개방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중들보다뒤떨어져있다”, 더불어 “중산시민들의개혁혁신

정신이 없었으면, 기강공원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

고언급하였다. 이는 기강공원이시민참여의시대를연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중산시 정부가 채택한 시민 참여의 방식은 당시 중국

에서흔히볼 수 없는 과감한것이었다. 이렇게 기강공원이 순

조롭게건설된것은시민참여가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오늘

날의 기강공원은 이미 중산시의 특별한 경관이 되었고, 이 도

시 산업시대의 축소판이며, 중국 산업유산 보호와 또한 도심

생태복원 학습이 이루어지는 산업유산 복원을 포함한 친환경

공원 조성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역사기억, 현대 환경의식과산업문화재현을융합한

기강공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 대상을 받은 공원이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한 시정 공원이다.

또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공원이고,

중국에서 처음으로산업화를주체로한현대공원이다. 기강공

원의 성공적인 개조는 중국 산업유산의 보전, 보호 그리고 재

활용에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되었다.

Ⅳ. 시사점 및 결론

20년 전 중산시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로 기강공원은 주변

시민들과관광객들에게사랑받는도시공원이될수있었다. 시

민참여 개념과 참여 방식은 중국의 다른 도시 산업 유산지 공

원프로젝트건설의시민참여에많은영향을주고있다. 또한,

공원 건설 이후 일상적인 유지보수, 정보 피드백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상해시 '공

원-커뮤니티-자원봉사자'와같은삼위일체식시민참여관리모

델). 지난 20년동안, 중국의도시공원법률법규, 특히중국시

민의 공원 계획․건설․관리분야의 참여관련 법률․법규 조항

은무에서유로발전하였으며, 지금도끊임없는보완을거치고

있다. 시민들이 공원관리․운영에참여하는방식도더욱다양

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강공원은 중국 최초의 산업유산공원이

며, 또한 시민들이 공원 조성 의사결정과정 참여하여 건설한

중국 최초의 공원인 것을 고찰하였다.

이 공원 조성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의 산업유산보전에대한새로운해결방안을제시했다. 설계가

유공견교수는중산시정부와중산시계획국의공원건설프로

젝트를위탁받은후, 그의 디자인팀을이끌고폐쇄된조선산업

부지를 산업유산을 테마로 한 산업유적지 공원으로 설계하여

당시의 중국 전통조경설계와 대조되는 설계안으로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를 창출하였다.

둘째, 기강공원은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인터랙티

브 방식으로 공원의 설계안의 결정은 새로운 공원관련법규와

표 6. 기강공원 시민참여과정

분류
1999년�초기

∼1999.� 06

1999.� 06∼

2000.� 10

2000.� 10∼

2001.� 10

2001.� 10∼

현재

조선소

상황

조선소�도산

모든�자산

중산시�소유

폐부지�도시개

발�결정�및�실행

기강공원으로�

재탄생

지방

정부

중산시정부�

원조선소에�

공원건설

결정

중산시�산업유

산지�공원건설�

지지하여�시민

참여�유도

중산시와�시계

획국의�결정으

로�기강공원�

조성

공원조성�

후,�시민들

에게�무료

개방.

전문가

들

영남원림형�공

원주장,�산업

유산공원�반대

설계

과정

산업유산지�

공원을�건설�

건의

유공견�교수지

명설계조건으

로�기강공원�

설계방안제시,�

시민들의�의견�

참여요청

시민들의�지지

에�의한�설계

변경�없이�시

공�마무리

공원관련�

상�수상

시민참

여상황

산업유산지공원�건설을�찬성�및�

청문과�투표에�적극적으로�참여

조선소�

노동자

태도

조선소�폐쇄

에�따른�실직

조선소에�대

한�미련과�아

쉬움

산업유산지공원�건설을�찬성하

고,�청문과�투표에�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것은�공원�조성이�순조

롭게�공사되도록�하는�최대�지지

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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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2000년 2월 26일, 중산

시계획국에서조직하고개최한기강공원계획방안에관한시

민 의견 수렴 행사는 이벤트로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산업 유산지 공원의 계획 및 디자인 참

여과정에대한조사, 연구, 사례 분석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강공원은 중국의 산업 유산지를 활용한 도시재생형

공원조성의선례가되었다. 중국의 폐산업지는기본적으로기

존 국유 산업의 장소이고, 토지의 소속권, 사용권은 모두 정부

소유이며, 공장의 건축, 시설, 기계, 설비 등 모든 유형 자산도

정부 소유이다. 폐기지의 개발은 정부에서 투자하였고, 정부는

산업 유산지의결정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중산시는개혁

개방의 경제 특별구이고, 유명한 교향(侨乡)이며, 중산시 정부

는공원을건설하는발언권, 참여권을 미래공원의사용자에게

선택권을주었던것이었다. 이런개혁적인시도는중국의대규

모 도시의 시민들에게 산업 유산지를 공원으로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둘째, 시민참여형 기강공원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이후 시

민참여 공원 조성에 핵심적인 모형 역할을 하였다. 기강공원

준공이후, 2005년에이어중화고무공장, 중국음반공장등산업

유산지를 개조한 중국 서가회공원(2005년 건설)은 공원 이름

으로부터설계방안까지공모경선, 시민참여의 방식을채택한

것을 보면, 시민참여는 중국에서 이미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의 계획 디자인 방안은 사회 공모 방

식을 채택하였다. 서회구 정부, 상해시 계획국, 상해시 녹화 관

리국의 주관으로 신문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에서 모집하였으

며, 11개 지원업체의디자인방안을공개전시하여시민투표와

전문가들의의견을결합해공원디자인실시방안을최종확정

하였다. 공원 이름도 사회공모를거쳐 '서가회공원‘으로 결정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시민들은 기강공원 및 상해 서

가회공원의 계획․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국외에

산업 유산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진적

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중

국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관련된정부부서, 학자, 민간조직

및 대중의 공동참여와 연구 하에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는 시

민참여, 결책, 도시공공시설건설을관리하는운영방법을제정

하여, 중국 산업유산의 보호와 도시재생을 위해 더욱 좋은 사

회 환경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산업유산지공원계획건설사업에대한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공원 건설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의중요한의의를분석하여고찰하였다. 즉, 중국에서시민

참여로건설된첫산업유산지공원인기강공원의시민참여과

정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 건설에서

시민들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으므로 중국에서 더 광범하

게 보급 및 응용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체제와각산업유산지도시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시민자원

및 봉사협회 등 민간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조례 제도를 제정

하여 정부 부문 공작과 협동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의 디자인

실시과정에직접참여하여공원의계획디자인을위해방안을

제시하고, 공원 건설 완료후의일상적인관리제도를정비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 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를 방문하지 못

하고 문헌 조사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최근의 중산시

시민들이 기강공원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

지못하였다. 그리고 기강공원이후에조성된시민참여형공원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비교․조사하여 고

찰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산업 유산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민참여에 대

해 더욱 심도 있게조사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더불어본 연

구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 가치와 공

원의 사용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하여 산업 유산지의 역사적 가

치와사회적가치가충분히발휘될수있는방안들을도출하도

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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