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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문화예술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상업, 문화예술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 산업혁명 이전의 귀족을 의미하는 ‘젠트

리’(gentry)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이 

용어를 주창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커뮤니티에서 

전면철거방식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여 기존에 거

주하였던 소득이 낮은 가구가 다른 곳으로 밀려나면서 고소득 가구로 체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지역과 상생해왔던 상점들이 사라지고 체인스토어나 부티크들

이 입점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

션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달리 상 적으로 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도심 쇠퇴로 인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장시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

다가 새로운 상점이 유입되면서 투자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기 때문이다. 많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상점이나 

레스토랑이 새로운 자본 투자 혹은 도시 재생의 신호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 상

업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와 커뮤니티의 사회적 계층, 문화적 자본, 인종 등의 복

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동반한다. 소규모 상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프랜차이즈 상

업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소매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예술가 집단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커뮤니티, 혹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독창성으로 인하여 지역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비투자 지

역이었던 동네가 투기 중심지역으로 변모하는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하

고 있다. 지역의 예술과 문화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1 문화예

술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장소가 갖고 있던 문화적 특성이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의 동인이 되어 투자와 인구를 유입시킨다. 결과적으로 외부인을 위한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상업화된다는 특성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하다.

1 Hackworth, J. & J. Rekers(2005), Ethnic Identity, Place Marketing, and Gentrification i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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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화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2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과 양상이 변화하자 Hackworth 외(2001)는 미국에서 발생

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변화를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였다. 1세  

젠트리피케이션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일어났다. 1973년 경기

침체 전, 정부 주도하에 쇠퇴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진행되었다. 미국 북동부 지

역의 오래된 도시 중 도심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주거지에서 재투자가 일어

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심 커뮤니티의 재개발사업이 

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실행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다3. 

공공부문은 쇠퇴한 도심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이

는 실질적으로 기존 거주민을 내몰고 새로운 거주민으로 체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2세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민간주도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서 정착한 형태이다. 1970년 부터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젠트리

피케이션이 확산되었다.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부동산개발의 투자 상지로 바뀌었

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도시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하

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지방정부에 정액 교부금(Block Grant)을 지급하거나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ze 

Zone)을 지정하였다.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초반까지 경제성장은 둔화되었

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러한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4. 2세  젠트리피

케이션은 1980년  말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와 문화 부분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

기 시작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 시기에 

뉴욕은 세계도시로 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소호

(SoHo)나 로어 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함께 발생하였다5.  

2 Hackworth, J. & N. Smith(2001), Changing State of Gentrification, the Royal Dutch Geographical Society KNAG 
92(4), pp.464-477.

3 Hamnett, C.(1973), Improvement Grants as an Indicator of Gentrification in Inner London, Area 5, pp.252-261.

4 Ley, D.(1992), Gentrification in Recession: Social Change in Six Canada Inner Cities:,1981-1986, Urban 
Geography 13(3), pp.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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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젠트리피케이션 
흐름

출처: Hackworth & Rekers(2001), p.467, 재구성

3세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라적, 규모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 규모의 투자자본이 도심으로 흘러들어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지리적 확장을 가속화시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부 커뮤니

티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에서도 발생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동산 산업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규모 디벨로퍼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부는 과거 세 에서보다 3세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였는데,6 정책방향과 비전을 토 로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이 원활하도록 지원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공공의 적극적 보호조치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파리 시내 소규모 상점의 감소에 따른 ‘보호상업가로’ 지정

파리시는 1970년 까지는 도심 내 형 상업건물이 입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5 Zukin, S.(1987), Gentrification: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ore,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13, 
pp.129-147.

6 Smith, N. & J. DeFilippis(1999), The Reassertion of Economics: 1990s Gentrification in the Lower East Sid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pp.63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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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규모 상업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

나 규모 상업시설이 입점한 이후 상업가로에는 고급 부티크, 체인점 레스토랑 

등이 늘어가고 시민을 위한 소규모 식료품점, 서점, 전통 카페나 식당 등은 현저

히 감소하였다. 소규모 생활 상점들이 사라지면서 골목상권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의류업, 정보통신업 등의 규모 단일 업종 도매상이 일부 지역을 잠식하는 현상

까지 발생했다7. 단일 업종이 일부 지역을 독점하면서 가로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이 악화되자,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보

호조치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파리시는 2006년 소매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인 파리도시계획

(Plan local d’urbanisme)을 수립하면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정 가로를 ‘보호 상

업가로’로 지정하였다. 파리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 2003년 조사에 따르

면, 파리 시내에는 총 80,000여 개의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400여 개 상업

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상업가로는 소매상업과 

수공업을 보호해야 할 곳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8([표 1]). 보호 상업

가로는 파리시의 도로 전체 길이의 16%에 해당하며, 총 30,000여 개에 이르는 

상업시설을 포함한다. 주로 저층부에 독특한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거나, 상점

들이 하나둘씩 폐점하여 지역의 침체가 시작되는 곳을 지정하였다.

구분 내용

 일반적 보호조치
(소매상업, 수공업)

총 259.3㎞, 해당거리에 직접 접하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상업, 수공업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강화된 보호조치
(소매상업, 수공업)

259.3km 중 19㎞ 해당,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상업과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가능(접근통로, 로비, 공동시설 등 
공간 제외)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들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현재의 용도 유지 의무화

보호하기 위한 
특수조치(수공업)

259.3km 중 21.5㎞ 해당, 수공업 공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함. 상업공간은 다른 종류의 상업이나 수공업 
공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

[표 1]
보호 상업가로의 
소매상업, 수공업 
보호조치 내용

자료: 반정화 외 2인(2013), p.11, 재정리

7 반정화 외 2인(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서울연구원

8 박진아(2012), 시장경제 속 소형 상업의 위협, 도시계획적 해법은 없는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5호 pp.51-69.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응 사례와 시사점 / 5

‘보호 상업가로’로 지정되면, 건물 1층에 입점한 기존 소매상업과 수공업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총 19km에 해당하는 ‘강화된 보호조치’ 상 가로

는 건물 1층에 있는 모든 창고와 빈 공간을 향후 소매상업 및 수공업 공간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가로의 용도를 유지하고, 가로변과 맞닿은 건

물 1층부의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상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보호 상업가로의 상업시설들 중 57%은 먹거리 관련 시설이다. 파리시는 카

페나 레스토랑뿐 아니라 치즈·유제품가게, 반찬가게, 빵집 등 생활권 내 소매상업

이 가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이는 곧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입장

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2]
파리시 보호 
상업가로

출처: APUR9(2012), L'evolution des commerces à paris, p.39

9 Atelier Parisien d'Urbanisme(APUR)은 파리 시의회에서 설립한 파리도시계획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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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 카르티에’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10

도시기본계획에서 보호가로를 지정한 것은 포괄적인 보호 책으로 파리시 전체의 

소매상업 및 수공업의 양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파리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업 다양화를 보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파리 SEMAEST(Societe d’ economie mixte d’ amenagement de l’est de 

Paris)가 파리시로부터 총 11개의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에 한 

선매권을 받아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골목상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6개 지

역(1차 상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2차 상지를 11개 지역

으로 확  시행되었다([그림 3]). 

[그림 3]
동네활성화사업 
1,2차 대상지 
위치도 

출처 : APUR(2013), La revitalisation des commerces de proximité par la Ville de paris, p.9

SEMAEST는 ‘보호 상업가로’ 내에 비어 있거나 팔기 위해 내놓은 상가를 매입하

여 소형 동네서점, 식료품점, 서점, 정육점,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경

쟁력이 약한 업종 위주로 지역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 하

였다. SEMAEST는 폐점 등 점진적 쇠퇴 현상이 보이는 ‘상업 활성화 필요지역’과 

10 반정화 외 2인(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서울연구원, pp.46-48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응 사례와 시사점 / 7

단일 업종으로 편중된 ‘상업 다양화 필요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비탈 카르티에 사업을 위해 파리시는 8천7백만 유로(2004년 기준)를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상점 및 토지수용 비용과 수리비용, 임  등의 운용비용이 포함된다. 

2006년 6개 지역에서 9,000㎡의 상업공간을 매입하여 130명의 소상공인에게 저

렴하게 임 하였다. 2011년에는 11개 지역에서 344개 상점들이 영업을 시작하였

다. SEMAEST11는 선매한 점포를 수리한 이후 임 를 통해 점포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시는 2003년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2~3년 주기로 구역별 업종 분포(신발, 보석, 도매의류, 섬유, 액

세서리, 식음, 기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각 자료는 지역별 보호 

상 업종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비탈 카르티에 1차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확충 상이 되었던 업종은 근린생

활권 내 식음관련 시설이다. 1차 사업 상지(총 6곳) 중 보부르 템플(Beaubourg 

-Temple) 지역은 과거 가죽, 신발, 보석 등의 형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골목상

권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 지역이 2004년 사업 상지로 선정된 이후 도매의류 상

점은 감소하였다([그림 4]).12 특히 선매권 행사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업

종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일정부분 달성하였다.

(연도)

[그림 4]
보부르 템플 
지역 업종 변화 
추이

출처 : APUR(2013), La revitalisation des commerces de proximité par la Ville de paris, p.16

11 SEMAEST는 매입·수선된 상점뿐 아니라 비탈 카르티에 사업 상지 내 동참하는 상점들에게 무료로 상점 윈도우 디스플
레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12 APUR(2013), La revitalisation des commerces de proximite par la vill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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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런던 쇼디치 이민자 중심 커뮤니티에서 젊은 예술가·IT 산업 유입

런던시 북부 해크니(Hackney)구 내에 있는 쇼디치(Shoreditch)는 16세기 말에 유

럽 내 극장 지구13로 명성을 떨친 지역이다. 이후 런던 중심지와 템스 강과의 지

리적인 이점으로 무역업자, 공장주 등 부유층이 이주하였지만, 17세기부터 범죄와 

성매매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프

랑스 신교도들이, 20세기 들어서는 유 인들과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이주해오면

서 다문화 지역이 되었다. 

1980년  말부터 유입된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

다. 이들은 변두리 공장지 였던 쇼디치가 지닌 장점인 도심 접근성, 편리한 교

통, 저렴한 임 료로 작업공간을 구하던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를 유인하면서 쇼디

치 내 비어 있거나 폐쇄한 작업장과 창고가 다락방 형태의 주거지나 갤러리 및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쇼디치와 인근 지역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

술적 특색을 살리는 방향인 문화예술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 혹은 지역

사회 주도의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임 료가 높아졌고, 브리티시 드림

(British Dream)을 품고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기존 이민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외부지역으로 떠나갔다. 하지만 이들의 이해관계를 변하는 쇼디치 지역

사회 조합(Shoreditch Community Association)이 결성되고 쇼디치 지역의 고유

한 문화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몰려든 

신생 벤처 회사들과 기존의 이민자,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들이 공생하면서 현재 

런던의 문화예술 및 정보산업(IT)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창조 도시를 위한 중앙정부의 해크니 프로젝트 정책

1996년 토니 블레어 수상은 ‘쿨 브리튼(Cool Brit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런던을 

13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와 벤 존슨(Ben Jonson)이 연극을 상영했으며,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의 배경이 된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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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디자인(Design for London)’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90년 부터 국가적 

창조 도시 전략의 하나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중심의 쇼디치 재생사업이 진행

되었다. 

중앙정부는 2012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낙후 지역의 공간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하나인 해크니 프로젝트를 통해 화이트 큐브(White Cube), 리빙턴 플레이

스(Rivington Place) 등 랜드마크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응은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랜드마크 건물이 그 주변 공간들이 

변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었다.

나아가, 정부는 갤러리와 스튜디오, 박물관, 예술가 운영 공간을 매달 첫째 주 목

요일에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다. 화이트채플(Whitechapel overground14) 주관의 

퍼포먼스나 음악, 팝업 바, 특별 초 전, 작가나 예술전문가 및 큐레이터 주도의 

아트 투어 프로그램을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시행하며 문화예술 지역으로서 쇼

디치의 장소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림 5]
화이트 큐브 
건축물

출처: 쇼디치 오피스 스페이스 홈페이지(http://www.shoreditch-officespace.co.uk/)

벤처 기업의 등장과 IT 산업 유치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

쇼디치 지역에 문화 예술인들이 들어서고 활기를 되찾으면서 예술가들 못지않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벤처 회사들이 몰려들었다. 해크니 자치구는 쇼디치

에 모여든 IT 회사들을 지원하고 창조적인 지역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하였다. 일례로, 2012년 1월 해크니-어스틴 텍사스 합의서(Hackney-Austin, 

14 화이트채플(Whitechapel overground) 역 근처에 있는 국립 갤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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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Agreement)에서 쇼디치의 벤처 및 영화 산업과 어스틴 지역의 산업들을 

연계 협력하는 협약을 맺고 축제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15

정부와 함께 해크니 의회는 테크시티(Tech City)에 오리엔테이션 투어를 제공하

고, 비지니스 전략 지원, 입지 선정, 컨설팅, 자금 조달 등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체들이 쇼디치에 이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해크니 의회와 디

지털 쇼디치, 중앙 정부의 차세  에이전시(tomorrow agency)는 자치구와 지역 

기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회를 개최했다.16

나아가, 테크시티 내 기업들은 지역 젊은이들에게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견습 제도 및 직업 실무 연수를 실행하고 있다. 해크니 의회는 이

에 한 지원으로 자치구 내 학교와 지역 학(local college)에 창조산업 표들

이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해크니 의회는 젊은이

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 미래에 창조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쇼디치 개발신탁과 해크니 협동조합 발전회

쇼디치 및 인근 지역이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지역 공동체도 크게 기여하

였다. 그 예로 쇼디치 개발신탁(Shoreditch Development Trust)과 해크니 협동

조합회(Hackney Cooperatives Development)가 있다.

쇼디치 개발신탁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식당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과 환경운동을 벌였다.17 쇼디치 개발신탁에서 운영

하는 식당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런던 외곽 농장에서 재배된 지역 농산물로 

요리한다. 범죄자 경력이 있는 청년 등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친

환경 요리사로 교육시키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발생한 식당 수익금은 쇼디치 지

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한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해크니 협동조합회는 

제2차 세계 전 이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늘

15 City of Austin 홈페이지(https://austintexas.gov)

16 Hackney Council 홈페이지(http://www.hackney.gov.uk)

17 Shoreditch Development Trust 홈페이지(http://www.shoreditchtrus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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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이다.18 전쟁 후 무단으로 토지를 점

유했던 사람들이 건물 붕괴 위험이 계속되자 지역을 떠나면서 구청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들을 해크니 협동조합회에 거의 무상으로 임 를 하였다19. 해크니 

협동조합회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임 (100년 임 )와 기부로 마련한 건물과 광

장을 재임 하는 등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과 지역 커뮤

니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IT 산업의 공생 

쇼디치 지역 일 는 주거지역과 문화예술지역에서 새로운 IT산업이 유입된 사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이었던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를 비롯

하여 초기 발전 단계에 입주했던 창조·디지털 산업체들이 유출되지 않은 채 공존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한 공공의 지원 및 전략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IT 산업과 함께 창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쇼디

치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림 6]
쇼디치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

18 Hackney Cooperatives Development 홈페이지(http://www.hced.co.uk/home)

19 당시 구청이 해크니 협동조합회에게 건물 및 부지를 통 후추 한 알 값에 100년 임 를 했다고 하여 ‘후추 한 알 임 ’
라고도 불린다. 해크니 협동조합회는 임 중개자 역할을 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임 료 수익으로 재투자하여 매
매를 확장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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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해외 도시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사례들을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

션은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20세기 중

반부터 도시의 성장, 쇠퇴, 재생 등 일련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공의 역할을 설정하고 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였다. 해외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존 용도, 업종, 거주민과 상인들이 바뀌는 

현상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쇠퇴한 지역이 재생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였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상권과 문화를 더

욱 촉진시키고 지역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지역별로 공공의 개입 정도를 다르게 

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응했다. 

반면 긴 도시화 과정을 겪은 해외와는 달리 서울시는 압축적인 도시성장을 경험

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 일부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있는 경리단길, 홍

거리, 서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외부의 막 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민과 지역 

상인들은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자본과 시

장의 논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지만, 거 한 자본의 유입으로 인

한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화의 상실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이 이런 현상에 어떻게 응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공론화 과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을 경험한 해외 도시의 공공부문 응전략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 흐름과 관점을 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보호·지원

도시계획을 통한 지구 지정은 특정 업종에 한 보호조치를 통해 지역 고유의 분

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파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보호거리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을 모니터링하여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전통적 상점가로의 소매상업과 수공업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 “보호 

상업가로”로 지정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보호정책을 명시하였다. 파리시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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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

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파리시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거리로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기반 마련 유도

문화예술 특성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문화적인 독창성으로 인하여 사

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거 자본의 투기 중심지

역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기존의 독특한 장소성과 지역의 문화를 상실하게 된다. 

런던 쇼디치는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초기 발전 단계에 입주했던 창조·

디지털 산업체들이 유출되지 않은 채 새로운 흐름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한 공공의 지원 및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 결과 IT 산업이 정착하고 문화예술 산업 등 창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현재

의 쇼디치로 탄생할 수 있었다. 결국 공공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공공의 다양한 지원이 민간의 관심과 투자로 이어져 지역의 고유한 분

위기와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사례이다.

해외 도시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과 응전략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공공의 개입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공감 를 형성하고 협력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부

문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응하는 중점 전략은 지역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자, 상가·주거 세입자, 시 정부 등 해당 지역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이 공감 를 

형성하고 지역 현상을 공론화하면서 지역을 가꾸려는 노력들이 더해질 때 이를 

원동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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