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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현황

 1.1.1 사업개요

사 업 명 :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

사업대상 : 구, 산양초등학교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338 번지 외 1필지)

사업목적 

지역 내 유휴시설인 폐교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현재 폐교 상태인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학습공간 조성

산지천 갤러리 예술공간 ‘이아’에 이은 지역거점 문화예술 창작공간 발굴 및 조성

입지분석 및 사업대상지 현황

산양리

산양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 등 세 동네가 합쳐져 마을이 형성되었다. 연화못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마을로 과거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연화못과 새신

오름, 산양 곶자왈이 소재하여 독특한 난대림 숲이 있는 마을이다.   

산양리의 역사는 원래 청수리에 속해 있다가 1914년 3월에 본동, 지거흘, 너버흘, 멜덴밭, 빌레

왓을 청수1구로 하고 청수2구는 연화동, 수룡동, 자록동, 따리왓동, 파동 등을 합하여 구분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청수1구는 청수리로, 청수2구는 산양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네별 설촌 유래는 다음과 같다. 

연화동은 여뀌라는 풀이 자라서 여뀌못이라 부르던 연못에 연꽃이 많이 자생하여 명명하게 된 것이며, 

수룡동은 맑은 물에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하여 마을이름이 유래 되었고, 월광동은 처음에 

화전동으로 부르다가 4·3 이후에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산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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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현황

현재 구, 산양초등학교는 2개의 교육동(가~나동, 철근콘트리트조)과 5개의 부속건물(다~사동,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총 12,782㎡(3,836py), 건축면적은 809.19㎡(244py)으로 

뚜렷한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어 있다.

반면 사업대상지는 약 6km 거리에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위치하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3.5km, 영어도시 4.5km, 신화역사공원 7km 거리에 있어 향후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시에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위치에 입지해 있다. 창작공간은 한경면과 대정읍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 있다. 

산양곶자왈

산양곶자왈을 마을 주민들은 '큰엉곶'이라고 부른다. '엉'이라는 제주어는 큰 암반이나 절벽 등에 

뚫린 바위 그늘집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곳에 마을원로들은 '일곱모작굴'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숲이 우거져 있다. 용암이 많아서 크고 작은 바위들이 구릉을 이루고 함몰지가 

많아 지형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지녔다. 대정읍, 안덕면, 한경면 3개 읍면을 끼고 있는 방대한 

숲 지대는 4·3 초기에 한림면과 대정면의 무장대가 은거 했던 곳이다. 

새신오름

산양리곶자왈 <배치도>

<위치도>



1. 문
화

예
술

창
작

공
간

 조
성

계
획

1110

구 산양초등학교 역사 및 연혁1)

산양리는 청수리에서 분향한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에 청수(淸水) 2구라하여 구장제를 실시한 바 

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1구와 2구를 통합하여 이장(里長)제로 운영하다가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93호에 의거 한림면이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분리되면서 청수2구였던 수룽이(水龍洞), 

여뀌못(蓮花洞), 쉐빼든밧(牛骨洞) 등을 합쳐 행정상의 단일 마을인 산양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개교

산양초등학교는 한경면 산양리와 조수리 신성동 마을 주민들에 의해 1958년 4월 6일 학교 설립을 

인가 받아 동년(1958) 5월 19일 개교하여 공회당을 임시 교사로 사용하였다. 이후 교사와 부속 

건물의 준공은 산양리 연화동 338번지에 전체면적 3,151평(건축 총면적 228.403평, 운동장 

1,103평)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학교설립을 이끌었던 양세증(추진위원장), 양중임(후원

회장), 양중봉, 함신생, 고기춘, 고문호 등은 학교 부지와 성금을 모아 참여하였다. 1968년에는 

재일교포들의 성금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1963년 1월 4일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학력경시대회에 산양교는 북제주군 관내 학교와 비교하여 

중위권 이상이었다. 제1회 첫 졸업생 19명(남 11명, 여 8명)은 1962년 3월에 있었는데 당시 산양리 

학구민들은 설촌 이래 가장 많은 진학률이었다고 전한다.  

폐교

지역민의 교육열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사회변동은 농촌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하였고, 이는 자연 아동수의 감소로 이어져 1994년 3월 1일 고산초등하교 산양분교장

으로 격하되게 된다. 이어 1995년 3월 1일 한경면 용수교와 함께 산양분교장은 고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폐교에 이른다. 폐교 당시 산양분교장의 학생 수는 1학년 5명, 2학년 2명, 3학년 8명, 

4학년 10명, 5학년 13명, 6학년 10명 등 총 48명이었다. 산양초등학교는 32회 졸업생까지 연인원 

877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1) 한경면지 527,528,529p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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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련법규 검토 1.1.3 예상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구성비(%) 비 고

가동(창작 및 전시공간) 각종 식 1 269 156 7 432 25.3

나동(커뮤니티 공간) 각종 식 1 87 49 2 138 8.1

다동(입주작가 숙소A동) 각종 식 1 54 68 1 123 7.2

라동(입주작가 숙소B동) 각종 식 1 19 22 - 41 2.4

부대공사 각종 식 1 38 22 1 61 3.6

기계설비 각종 식 1 111 47 - 158 9.3

전기통신 각종 식 1 75 88 - 163 9.5

건설폐기물 각종 식 1 - - 63 63 3.7

지정폐기물 각종 식 1 - - 2 2 0.1

제경비 - - - - - 526 526 30.8

계 653 452 602 1,707 100.0

구    분 검 토 의 견 비 고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일반 3338외 

1필지 (일반 3339)

건축계획심의여부

건축계획심의 대상 :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경계선으

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단, 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50미터 이내의 구역)

대지면적 / 지목
3338번지 : 10,965㎡ / 학교용지     

3339번지 : 1,817㎡ / 학교용지 합 계 : 12,782㎡

지역 / 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3,4등급)

도로현황 중로3류 (폭 12~15M)

건 폐 율 설계적용 : 7.79% (966㎡/12,782㎡) / 법정기준 : 60 %  
계획관리 : 40%(50%)

취락지구 : 60%

용 적 률 설계적용 : 7.79% (966㎡/12,782㎡) / 법정기준 : 100 %  
계획관리 : 80%

취락지구 : 100%

건축물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 최고높이 4층, 15m이하 계획관리지역

주   차

설계적용 : 24대(일반주차 20대, 장애인전용주차 2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2대) 

법정기준 : 7대 (5.5대+0.9대) 

 - 문화 및 집회시설 : 5.5대 (790㎡/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0.9대 (176㎡/200㎡)

조   경 설계적용 : 8%(1,022㎡) / 법정기준 : 대지면적의 5% 이상

생태면적률
설계적용 : 25% (3,195㎡)

법정기준 : 대지면적의 20% 이상 (대지면적 2,000㎡이상)
자연취락지구

대지안의 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 3M 이상 6M 이하 (건축선)

                       - 1.5M 이상 6M 이하(인접대지경계선)

기타 관련의견
상수도 : 과거 학교시설로 상수도 이용가능(구경 25㎜)     

하수도 : 부지 앞 도로에 시오수관 연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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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계획

 1.2.1 건축개요

대지현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338번지 외 1필지(3339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12,782㎡(3,863py)

지목 학교용지

건축규모

건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상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적조

높    이 5.9M

건축면적 996.00㎡(301.29py) / 기존건물 809.19㎡, 신설건물 186.81㎡

연 면 적 996.00㎡(301.29py) / 기존건물 809.19㎡, 신설건물 186.81㎡

용적률산적연면적 996.00㎡(301.29py) / 기존건물 809.19㎡, 신설건물 186.81㎡

건 폐 율 7.79% 법정 60%

용 적 울 7.79% 법정 100%

주차대수

법정 6대(5.5대+0.9대 = 6.34대)

 - 문화 및 집회시설 5.46대(819.74㎡/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0.88대(176.26㎡/200㎡)

계획 24대(일반주차 20대, 장애인전용주차 2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2대

구 분 기존면적 증축면적 총면적 구조 및 용도

가 동 505.44㎡(152.90py) 139.52㎡(42.20py) 644.96㎡(195.10py) 철근콘크리트조 /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동 176.26㎡(53.27py) - 176.26㎡(53.27py) 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동(숙소A) 83.21㎡(25.17py) 47.29㎡(14.31py) 130.50㎡(39.48py) 조적조 / 문화 및 집회시설

라동(숙소B) 44.28㎡(13.38py) - 44.28㎡(13.38py) 조적조 / 문화 및 집회시설

합 계 809.19㎡(244.78py) 186.81㎡(56.51py) 996.00㎡(301.29py)

배치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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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가동(창작공간) - 평면계획

(기존 지붕과 골조 유지. 복도 북측 외부 공간을 증축하여 공간별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 높임) 

입주작가들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창작공간은 전시실 서쪽에 위치하며, 다양한 창작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뒤편을 확장하여 증축하였다.

창작 스튜디오의 창호는 빛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 지붕과 골조 유지. 복도 북측 외부 공간을 증축하여 공간별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 높임  

마감재료

벽체 : 북쪽면의 벽체는 폴리카보네이트와 반사유리 적용, 남쪽은 베이스 판넬, 일부 골강판

지붕 : 징크판넬

바닥 : 투명에폭시

기존도면(입/단면)벽면마감재계획-폴리카보네이트

기존도면(평면)

1.2.2 배치계획

배치계획은 창작공간, 전시공간, 사무실 및 카페, 입주작가 숙소 등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계획 전에는 7개 동이었지만 계획 후에는 증개축 시 4개동 조정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세부적인 공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가동은 창작스튜디오와 전시실, 나동은 사무공간과 카페, 

아트숍으로 계획되었다. 다동과 라동은 입주작가들의 휴식과 거주공간으로 계획하였는데 다동은 

3개 동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동으로 만들었다. 입주작가 숙소동과 가동과 나동 사이는 

후원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나동 남쪽에는 주차장, 가동 남쪽에는 잔디 운동장을 계획하였다. 

창작공간의 경계 울타리는 높이 60cm으로 제주석 쌓기를 계획하였다. 

울타리를 따라 수목을 식재하는데 기존 수목을 최대한 살리고 큰 나무그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공간은 입주작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곳을 찾는 도민과 주민,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특히 여행객들이 찾고 싶은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배려하는 비움과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배치도(평면)

배치도(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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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동(전시공간) - 평면계획

(기존 지붕과 골조 유지. 복도 북측 외부 공간을 증축하여 공간별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 높임) 

전시공간은 기존 복도 공간을 확장하면서 가변성을 부여하였으며 한정된 전시 기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북쪽 복도 뒤편으로 증축된 공간은 전시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내부 

이동이 가능한 동선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전시 1,2실에는 가변형 벽체를 두어 전시 목적에 때라 기능과 동선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실의 창호는 빛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감재료 

벽체 : 북쪽면의 벽체는 폴리카보네이트와 반사유리 적용, 남쪽은 베이스 판넬, 일부 골강판

지붕 : 징크판넬

창호 : 빛 조절 시스템 창호, 시스템도어, 강화유리 세이프도어 등

내부바닥 : 투명에폭시

내부벽체 : 가변형 벽체 

지붕마감재계획- 징크패널전시장마감재계획- 투명에폭시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조감도벽면마감재계획- 골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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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나동(커뮤니티룸) - 평면계획

(기존 골조 유지. 지붕은 석면슬레이트 제거 후 재시공. 현무암 석재로 이루어 진 벽체는 원형 유지)

커뮤니티룸은 사무공간과 카페, 아트숍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다. 

사무공간은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사무공간과 다목적실을 제공하였다.

이곳은 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예술교육 또는 인문학 강좌 등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감재료 

벽체 : 기존 현무암석재 노출마감

지붕 : 징크판넬(석명슬레이트 철거 후 삼각 트러스 재시공, 판넬시공)

창호 및 출입문 : 시스템 창호 및 시스템도어, 강화유리 세이프도어 등

내부바닥 : 투명에폭시

내부벽체 : 기존 현무암석재 노출마감

지붕마감재계획 - 징크패널나동 지붕평면도

나동 평면도

내부마감재계획 - 기존 트러스 및 돌벽

나동 우측면도

나동 정면도

외벽마감재계획 - 기존돌벽

나동 단면도 1 나동 단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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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1.2.6 다.라동(입주작가 숙소) - 평면계획

입주작가들의 프라이버시와 편의를 도모하는 개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다동은 증축을 통해 숙소와 식당과 및 커뮤니이션 공간 확보하였다.

라동은 2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침실과 2인 1실 1개실, 1인 1실 6개실 계획하였고, 부엌과 샤워실을 두었다.

마감재료 

벽체 : 콘크리트, 외부단열(베이스 판넬)

지붕 : 콘크리트, 방수(징크판넬)

내부바닥 : 강화마루

내부벽체 : 내부단열 후 마감

전기 및 설비 : 난방(전기, 태양광, 가스 등), 주방 및 화장실

다동 평면도

라동 평면도 외부마감재계획 - 베이스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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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라동 단면도

라동 입면도

다동 단면도

다동 정면도

다동 단면도우측면도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김영갑갤러리 예술정원

김영갑갤러리 예술정원

1.2.7 후원 및 조경계획

해당사업부지 뒷마당에는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작가 및 방문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예술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작가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포토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존의 수목을 활용

하고 일년생 야생화와 꽃이 피는 나무, 지역의 풍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덩굴과 관목, 교목 등을 

식재하였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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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차장 

주차장은 방문객을 위한 기초편의시설이다. 주차장 출입은 차량 출입동선 시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출입구를 각각 계획하였다.

입구는 나동 동쪽 아래 새로운 입구를 만드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출구는 입구에서 53여 m 아래에 

두었다. 창작공간 서쪽 담장이 면한 도로는 곡선구간으로  차량 통행과 출입 시 안전사고를 고려

하였다. 

옛 교문이었던 입구는 걸어서 이동하는 방문객들과 겹치지 않도록 주차장과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추자장을 따라 이동하는 경계면은 조경수(관목, 향토수종)를 식재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차대수는 약 24대, 장애인 주차면과 전기자동차 주차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였다. 

주차장 이미지-조감도

운동장(주차장 예정공간)

1.2.9 운동장

운동장은 잔디마당을 조성하여, 다용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축제, 체험놀이, 

창작놀이, 예술놀이, 캠핑 등 축제와 놀이, 체험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야외공간이다.

운동장은 방문객들의 휴식과 야외활동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운동장과 창작공간은 등나무스탠드를 설치하여 공간의 경계와 방문객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

하였다.  

주차장 이미지-조감도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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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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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2.1.1 지역사회의 기능쇠퇴 대응을 위한 지역재생과 자원활용의 필요성
  2.1.1.1 지역사회의 기능쇠퇴

도시계획학에 있어서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공간형성의 접근은, 미국의 도시계획에서 그 

기본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발달된 미국에서의 지방자치의 이념은 

直接民主制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립은 첫째, 구성원간의 친밀한 면식관계(face to face)

의 성립과 둘째, 구성원의 가치이념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균질(均質)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집단은 필연적으로 소규모화 될 수 밖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의 이념은 

전통적인 발상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현실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19세기말 

다수의 이민노동자의 유입으로 의해 대도시가 출현됨으로서 전통적인 커뮤니티가 해체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근대 도시계획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커뮤니티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비중을 

두었다. 19世紀末 영국 런던에서 低所得層의 위생과 교육, 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어난 세틀

먼트운동(settlement movement), E. Howard의 田園都市論,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커뮤니티 

센터운동(communty center movement), C.A. Perry의 近隣住區論, L. Mumford의 地域都市論 

등은 커뮤니티 再建運動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E. Howard의 田園都市는 인구32,000인의 소도시이지만, 이것이 계획인구에 이를 때까지 성장

했을 때는 별도의 전원도시를 연이어 만들어 내고, 이들 전원도시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져 

都市集團을 형성한다(그림1). 

그의 다이아그램에 의하면, 이 도시집단의 인구는 약25만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나의 전원

도시의 市街地는 400ha로서 그 주변에 2,000ha의 農耕地가 둘러싸고 있다. 시가지부분의 패턴은 

放射.環狀型으로 토지이용과 시설배치의 패턴은 중심부에 광장, 시청,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중간

지대는 주로 주택, 敎會, 학교, 바깥지대에는 공장, 창고, 철도가 있고, 더 바깥지대는 大農場, 賃貸

農園, 牧草地 등으로 구성되는 농업지대로 되어 있다.  

영국의 세틀먼트운동으로 자극 받아 미국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센터 운동은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 운동의 기본이념은 공립학교의 校舍를 이용하여 그 주변의 지역사회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校舍를 커뮤니티센터로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에 홀, 독서실, 체육관 등의 전용커뮤니티센터 빌딩이 건설되었다. 

커뮤니티센터 운동 이후, 미국지역계획협회의 L. Mumford, C.H.Whitaker, C.S. Stein 등이 

영국의 전원도시의 정착과 커뮤니티센터 운동을 지지하게 되고, 1928년 래드번 단지 1929년 유명한 

근린주구론(近隣住區論)이 제시되었으며(그림2), 커뮤니티이념의 형성은 세계2차대전 이후를 통하여 

근린주구론이 중심적인 테마로 하여 행해져 왔다.

인구변동과 그 시대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의 제공, 각종 지역사회시설계획의 

배열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뉴타운계획 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또한, 어린이와 어른의 그룹활동과 

지역시설 및 지역공간환경 이용의 해석, 지역환경 평가법의 개발 등에 기초한 종합적인 住居環

境整備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 단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쇠퇴의 주요한 원인을 

지역생활에 있어서의 共同性의 상실에 있다고 인식되며, 주민의 연대감 회복을 목적으로, 이른바 

집회소, 구민회관 등을 媒介로 하는 古典的 커뮤니티形成手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近隣住區論는 

L. Mumford가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위대한 두 가지 발명들이 20세기 초에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라고 까지 극찬하기도 하였지만, Le Corbusier 등의 반대자들에게 비판받기도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도시계획을 다른 각도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Jane Jacobs는 

E. Howard의 分散都市개념은 시민들 사이의 사회관계의 약화(근린관계의 약화), 단조로운 경관 

구성, 그리고 주거지구의 활력 감퇴 등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도시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림  E. Howard의 田園都市 개념 그림  C.A. 페리의 근린주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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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지역재생의 필요성

우리나라 모든 도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노후(老朽)화와 공동(空洞)화 현상이다. 이는 확장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삶의 흔적이 축척되어 왔던 도시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었고, 또한 도시중심의 산업집중과 생활권 형성은 농촌지역의 과소(過疎)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주지역 역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중심의 정책은 제주시의 비대화와 아울러 타 지역의 과소

(過疎)화로 이어져 제주지역 고유의 정체성2)과 쾌적성(Amenity)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

(Identity)과 쾌적성(Amenity)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시공간 재생의 시작(목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우리들은 새로운 것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오래된 

집과 좁은 길은 불편하고 오랫동안 이용하여 왔던 물건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크고 높은 건축물과 넓은 도로를 개설하고 제주의 방언과 음식문화를 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국제화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지역성이 없는 것은 

국제화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때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재생 목적은 살기 좋은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존해 가려는 노력이 표출될 때 지역의 더욱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슬럼화의 원인에 따른 도시개조방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도시 내부시가지의 쇠퇴문제, 미국에서의 교외화 및 도시인구감소 등에 

따른 기존시가지 성장 침체 문제 등이 나타난 20세기 중반부터는 기존의 재개발 개념과는 다른 

더욱 적극적인 도시개조방식 도입 즉, 도시재생방식을 도입하였다. 

도시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의 문제,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처를 위한 도시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도시재생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다른 도시

와는 차별화되는 도시생활공간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확보,  환경 보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재개발방식보다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도시 활성화방안으로 인식

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과거의 도시재개발과는 달리 주거지 개선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발인 아닌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적인 용도를 담는 개발일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넘어서 지역경제의 재건, 지역문화의 부흥, 그리고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도시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내는 것이며 역사와 문화의 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와 아울러 인간의 무리한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된 환경 등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2.1.1.3 자원활용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오랫동안 지역주민이 사용한 친근한 시설을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서 기억의 공간,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초기 용도는 제한적으로 운영 관리 되었지만 재활용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세대, 

다양한 용도로 운영됨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 혹은 마을이 갖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건축

적으로 보존의 가치는 낮지만 공공성이 있는 초등학교와 같은 공적 시설을 존치 활용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마을의 역사적 맥락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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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역자원의 범위와 정의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보건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행정

기관, 민간기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표1), 비공식적 자원체계(가족, 친구, 이웃 등), 공식적 

자원체계(각종 협회 등), 사회적 자원체계(병원, 학교 등)로 대별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물적 자원, 사회제도적 자원, 공식적 인적 자원, 비공식적 인적 자원, 기타 사회자원, 각종 정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    분 비 고

의료·보건기관
병·의원, 한의원, 재활의학 의원, 약국, 지역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모자보건센터

(가족협회) 

사회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기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교육기관(문화센터 등) 등

행정기관 시·군·구청 사회과,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민간기관 등 기타

동 부녀회·청년회·새마을지도자회, 교회 및 성당 등 종교단체, 기업체, 민간후원단체, 

지역사회 각종 단체, 지역 장애인 관련단체, 적십자회, 대학의 동아리, 직종별 협의회, 

지역의 이·미용, 목욕탕 및 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2.1.3. 지역계획에서의 초등학교의 의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C.A.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개념은 현대도시계획에 있어서 근린생활권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인구규모의 설정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거점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린주구의 생활권은 크게 세 가지 인보구(隣保區), 근린분구(近隣分區), 근린주구

(近隣住區)로 나눌 수 있다. 근린주구의 생활권과 택지조성상의 가구(街區)와 획지(劃地) 구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인보구(隣保區) (15~40세대, 0.5~2.5ha)：어린이 놀이터가 중심. 1~2개棟으로 구성된다.

근린분구(近隣分區) (400~500세대, 15-25ha)：일상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가능

하며 잡화점, 술집 등의 소비시설, 공중욕탕, 진료소, 약국 등의 후생시설, 유치원과 탁아소 등의 

보육시설이 설치된다.

근린주구(近隣住區) (2000세대, 100ha)：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이며, 어린이공원, 운동장, 

우체국, 소방서, 동사무소 등이 설치된다. 근린주구는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에 있어서 최소단위

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시설은 지역 사회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학교 건축 계획에 있어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생활권구성의 거점이 되며 초등학교 자체는 교육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도시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설의 재활용은 비록 리모델링 상의 경제적 비용 상승이라는 점은 있으나 도시, 

마을계획에 있어서 재생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1.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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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교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2.1 도내의 활용사례
  2.2.1.1 도내 폐교현황

제주도내 폐교를 살펴보면,2017년 1월 현재기준으로 제주시내에는 총 8곳이 폐교가 되었고(표2) 

서귀포 시내는 18곳이 폐교되어(표3) 제주도내에서는 총 24곳이 폐교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

적으로 서귀포시내 폐교가 많아 서귀포 지역에서의 농촌 과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폐교 시기는 대부분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폐교활용 용도를 보면 

저장창고 등 농산물 관련용도 혹은 농촌체험시설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학교명
폐교 

년월일
소재지

대부면적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대부
받은자

통합학교
토지 건물

1 명월초등학교 1993. 3. 1.
한림읍 

명월리 1734
15,993 837.30

명월역사관, 노인회관, 
국민가수백, 난아자료실, 

야영장 활용

2016.1.1.~

2017.12.31.
무상 명월리장 한림초

2 용수초등학교 1995. 3. 1.
한경면 

용수리 3533
6,979 670.48

농촌체험 및 

농촌경제 활성화

2015.1.1.~

2017.12.31.
무상 용수리장 고산초

3 조수초등학교 1995. 3. 1.
한경면 

조수리 315
11,831 1,000.6

조수마을 온가족 

예술체험 캠프학교 

운영

2017.1.1.~

2017.12.31.
무상 조수리장 신창초중

4
고산초

산양분교장
1995. 3. 1.

한경면 

청수리 3338
1,455 582.52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미술캠프
(도자기 및 공예)운영

2017.1.1.~

2017.3.31.
430 전홍식 고산초

5 판포초등학교 1996. 3. 1.
한경면 
판포리
 2846-1

7,954 0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이용

2016.12.1.~

2021.11.30.
무상 한경면장 신창초중

6
삼양초

회천분교장
1996. 3. 1.

화천동 

2307
11,183 279.08

녹색문화체험장

(농촌체험 텃밭운영 

및 야영장)

2015.3.1.~

2017.12.31.
무상

회천동

마을회장
삼양초

7
어도초

어음분교장
1999. 3. 25.

애월읍 

어음리 2922
4,331 269.3

허브체험장 및 

게스트 하우스 운영

2017.1.1.~

2017.12.31.
무상

어음

2리장
어도초

8 연평초등학교 2000. 3. 1.
우도면 

서광리 1457

4,413 1,729.97 우도자연사박물관

2017.1.1.~

2017.12.31.

3,593 최영근 우도초중

12,984 0
지역주민편의시설 및 

관광객 휴식공간
무상 우도면장 우도초중

소계 8교 77,123 5,369 4,023

제주시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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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1964년 8월20일 신산초등학교 삼달분교로 개교하였으며 1967년3월1일에 삼달국민학교로 승격

되었다. 그러나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1996년3월 1일 삼달분교로 축소되었다가 1998년 2월28일 

폐교되었다. 폐교를 활용하여 재생된 제주를 대표하는 사진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문화

공간이다. 공간구성은 중안의 매표소와 아트숍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두모악관과 영상실이 위치

하고 있고 왼쪽으로 하날오름관과 유품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3).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사진으로 담아내었던 작가의 활동 흔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자 그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갤러리이다. 사진작가의 

주인공은 김영갑이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날씨처럼 변화무상한 제주의 풍경들 담아내려는 그의 노력, 열정을 갤러리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불치의 병 루게릭을 진단받은 후 그는 성산읍 삼달로 137에 위치한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갤러리로 개조하여 문화공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을 만들었다. 두모악(頭毛)岳)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다. 그가 얼마가 제주를 사랑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임종 직전까지 자신의 삶을 

글로 남겼던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와 제주에 대한 생각, 갤러리에 대한 애착을 

전하고 있다. 학교 앞 마당은 그가 돌과 나무로 정성스럽게 정원으로 가꾸어 졌고 교실로 구획된 

벽체를 철거하여 시청각실과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29일 그가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갤러리에서 눈을 감았고 화장되어 마당에 뿌려졌다. 

사진작가 김영갑은 충남 부여태생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가 제주를 오가며 사진작업을 하던 

중 제주의 바람에 매료되어 정착하데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항상 제주

바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표정과 감정들이 녹아 스며져 있다. 때로는 제주의 햇빛과 안개들이 

풍경을 만들어 주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생전에 그가 생전에 촬영한 수많은 필름은 현상되지 않은 

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제주의 시선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제주와 함께 그를 기억할 것이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은 그런 곳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였던 박훈일씨가 2006년 2월 미술관으로 

등록하였고 관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갤러리 뒤쪽에 무인 카페 등이 조성되어 전시와 휴식의 

기능도 잘 갖추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림3 김영갑 객러리 두모악 내부전시공간과 외부 정원모습

그리고 폐교 중에서 매각된 사례는 화천분교를 비롯하여 총 4곳으로 나타났으며 매각 시기는 1980년도 말과 1990년대 초에 집중

되어 있다(표4). 

표4 제주도내 폐교매각현황

폐 교 명 소  재  지 매각년도

화전분교 애월읍 어도리 산 25-1 1988

덕천분교  구좌읍 덕천리 300 1990

색달분교  서귀포시 색달동 755 1989

광명분교  안덕면 서광리 2162-3 1988

표3 서귀포시내 폐교현황(2017년1월 기준)

번호 학교명 폐교 년월일 소재지
대부면적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대부받은자 통합학교
토지 건물

1 신도초보흥분교장 1983.3.1. 대정읍 신도리 2595-2 1,736 0 마을공동 농산물 생산지 2013.9.1.~2018.8.31. 무상 신도2리장 무릉초중

2 창천초상천분교장 1992.3.1. 안덕면 상천리 470-2 2,247 89.10 목공교실 2017.1.1.~2017.12.31 979 연제덕 창천초

3 보성초신평분교장 1992.3.1. 대정읍 신평리 371-1 9,640 30.97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013.7.1.~2018.6.30. 무상 신평리장 보성초

4 무릉초무릉동분교장 1994.3.1. 대정읍 무릉이 581-1 9,150 523.36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학습장 2017.1.1.~2017.12.31. 2,437 강영식 무릉초중

5 보성초구억분교장 1995.3.1. 대정읍 구억리 889-1 4,975 303.39
목공예 체험 및 

영어캠프교육장
2013.12.1.~2018.11.30. 무상 구억리장 보성초

6 영락초등학교 1995.3.1. 대정읍 영락리 1278 12,693 0
농수산물 건조장 및 

체력 단련장(운동기구 설치)
2013.9.1.~2018.8.31. 무상 영락리장 무릉초중

7 신산초난산분교장 1995.3.1. 성산읍 난산리 1109 2,500 563.52 대안학교 2017.1.1.~2017.6.30. 718 김정이 신산초중

8 풍천초신풍분교장 1996.3.1. 성산읍 신풍리 500 9,378 625.94
어멍아방잔치마을 

통합교류센터
2015.1.1.~2017.12.31. 무상 신풍리장 풍천초

9 안덕초대평분교장 1996.3.1. 안덕면 창천리 850 12,221 699.54 청소년수련시설 2015.1.1.~2017.12.31. 0 서귀포시장 안덕초

10 신도초등학교 1998.3.1. 대정읍 신도리 1382-1 1,600 923.74 도자기(도예)교실 2017.1.1.~2017.12.31. 1,620 김경우 무릉초중

11 신산초삼달분교장 1998.3.1. 성산읍 삼달리 437-5 8,651 946.85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미술관
2017.1.1.~2017.12.31. 7,088

사단법인 김영갑
갤러리두모악

대표이사 이유근
신산초중

12 무릉중학교 1999.3.1. 대정읍 무릉리 3296 3,000 1,298.69
사단법인 

제주국제예술센터
2015.7.1.~2017.6.30. 4,287

대표이사 

백광익
무릉초중

13 가시초등학교 2001.3.1. 표선면 가시리 1924 13,467 1,086.81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및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운영
2016.1.1.~2018.12.31. 4,241 서재철 한마음초

14 화산초등학교 2001.3.1. 표선면 세화리 1811-1 11,991 1,329.65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 2017.1.1.~2017.12.31. 3,705 강순혁 한마음초

15 하천초등학교 2001.3.1. 표선면 하천리 357-1 8,026 1,237.13
박물관, 체험학습장, 

수련원
2017.1.25.~2017.1.24. 4,521

(주)표선랜드
대표이사 
강경구

한마음초

16
서광초동광

분교장
2009.3.1. 안덕면 동광리 976 429 325.15 녹색농촌체험마을 2009.3.1.~2019.2.28 1,182 동광리장 서광초

소계 16교 111,704 9,983.84 30,778

서귀포시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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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제주자연사랑 갤러리

1946년 개교한 가시초등학교는 4·3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폐교되었다가 1950년 9월에 화산

소학교 가시분교로 개교하였다. 1960년 4월1일 가시국민학교로 승격, 2001년 2월 40회 졸업식

을 끝으로 폐교된 이후 2004년 제주사진작가 서재철, 배영희 부부가 개관하였다(그림4). 

제주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사진에 담아 전시되고 있는 가시리마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다. 폐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흑백사진전시실(과학관실), 따라비관(일반교실 2칸), 카메라전시실(일반교실 1칸),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4 제주자연사랑 갤러리 전경 및 내부모습

2.2.2 도외의 활용사례
  2.2.2.1 무이미술관

일반사항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으로 시설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본관 : 스튜디오, 갤러리 / 부속건물: 아트숍, 카페

  - 숙소, 가마, 매표소, 야외조각공원 운영

  - 조각, 도예, 회화, 서예 부문의 중견 예술인 4명이 중심으로 운영

  - 개인 조각공원으로 전국에서 1,2위 수준의 규모 (약 170점)

기본적인 운영은 오픈스튜디오 및 미술체험 공간, 야외조각공원 적극적 활용,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그림5, 그림6). 

건축측면에서 폐교시설 활용 시 현실적으로 항온항습, 냉난방, 누수 등 노후화된 건물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 해결이 중요하며  시설 노후화로 보수작업이 빈번, 또한 구조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물유지비 있어서도  시설운영비는 주로 전기세이며 심야전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태양열,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적 특성상 난방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전기판넬이나 축열식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활용측면에서 생활공간, 창작공간, 전시공간 등 각 공간의 조화와 분리는 생활공간과 스튜디오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거주작가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방문객들이 예술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그림11).

이외에 고려해야 점으로는 레지던시 작가들의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공간구성이 필요하며 조각, 

도예, 회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응아 중요하다. 그리고 스튜디오 및 전시공간에 이동식, 가변형 

벽체 사용을 필요하다(그림7-그림10).

교육청 시설이어서 전시공간으로 공간개조 등 활용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많아 애로점이 많고 습기 

및 단열 등 전시 및 주거공간으로 재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길 233

부  지 13,748 ㎡ 건물 906 ㎡

구  성 본관, 부속건물, 숙소

폐교명 무이초등학교

활용용도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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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무이미술관 전경 

그림5 무이미술관 입구 

운영비 조달을 위해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군청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지불금액은 

5연간 900만원 정도이다.(연간 지출은 약5000만원이며 수입을 일정하지 않음)

시설운영분야

현재 부지는 교육청 소유였다가 군청에서 매입하였다. 군청에서 교육청으로 26년 전 공시지가로 

약 28억원으로 매입하였으며 교육청과 대토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 40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 매입하였다.

효석문화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수의 초청으로 메밀꽃 관련 작가로 초대되어 인연을 맺게 되었다. 

활동하는 작가들은 거주하는 작가는 1명(본인)이며 행사나 축제가 있을 시에 3명의 작가가 참여

한다. 참여작가들은 고정되어있다. 이 공간은 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식명칭은 창작스튜디오(초기 1억씩 비용지원)이며 창작작가 거주는 현재 4명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림9 전시실 내부모습 그림10 판내점

그림7 관장실 내부모습 그림8 교실복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

특히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에는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작가들이 주민

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했고 그 결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마을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이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같이 관리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활동량이 저조한 편이다. 

예술관 운영은 1년 방문객은 약 15,000명 정도 되며 한 때는 3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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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특히 효석문학관이 인접하고 있어서 방문객은 체험관 방문이 많은 편이며 주로 학생방문이 많다. 

문학축제 시에는 약 30-35만명 정도가 방문하며 봄은 5월 가을에는 9월 첫째주 토요일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효석문화제, 효석문학관)가 있는 5월과 9월에 방문객이 집중된다. 관리업무는 군에서 

담당하고 2년 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관광,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 

주민참여도가 낮은 편이며 경험적으로 볼 때 관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군에서 작가에게 창작비 

지원과 함께 시설물관리도 군에서 맡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사항

 폐교를 활용한 감자꽃 스튜디오의 시설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12). 

  - 1층 : 노산분교박물관, 도서관,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

  - 2층 : 레지던시 공간, 스튜디오 및 강당

  - 별관 : 마을홍보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위한 갤러리로 활용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시설이, 숙박과 식사, 농촌체험은 지역이 주민이 담당함으로 

     마을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에 기여

  - 문화기획, 예술교육, 지역축제, 마을개발,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 자문과 연구 및 교육 수행 

2.2.2.2  감자꽃 스튜디오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로 105

부  지 13,856 ㎡ 건물 766 ㎡

구  성 본관, 별관(마을회관)

폐교명 평창초등학교 노산분교

활용용도 복합문화공간

그림12 감자꽃 스투디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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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본적인 활용은 예술가의 창작공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교육 및 체험공간, 단체 워크숍 

및 탐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 그리고  각종 마을 행사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편의제공에 두고 있다.

건축분야

건물의 입면이 특이하다. 실제 입면을 보면 폐교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위험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건축가 이종호 교수가 리모델링을 담당했으며 정면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감싸 건물의 

실루엣만 보이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실용적이지만 본모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했다. 폐교의 원래 이미지를 살릴 것인지,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할 것인 가에 대해 고민했다.

폐교의 공간활용은 폐교활용은 비율적인 작업이며 노후화된 건물과 낮은 공간 활용성 때문이다.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다. 특히 방수, 단열, 난방, 전력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폐교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단순히 폐교를 개·보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건축가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공간이 바람직하며 건축철학이 드러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12참조, 그림13). 실제 이곳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더욱 중요

하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공간을 형성하면 그곳을 방문하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모인다. 공간의 브랜드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운영

소유는 교육청으로부터 군청에서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김진선 지사의 방문을 계기로 스튜

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숙박기능보다는 문화교육기능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15, 그림16). 

그림13 기존 학교외부에 증축한 공간부분 그림1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모습

감자꽃스튜디오의 운영은 지역교회 및 마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공간, 문화

공간, 레지던스, 지역주민들의 휴게시설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14). 지역청년들이 이곳에서 

모여 모임을 갖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각종 행사 운영 시 방문객들의 숙식 등의 편의시설은 마을과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현재 인근 6개 마을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그림17) 예술인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으로 갖도록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합문화공간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점은 맨파워가 가장 중요하며 마을출신 및 운영자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멤버는 유연성을 갖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명임이며 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자원으로 지금은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규모 이상의 유휴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경영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개인’의 관계설정 및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폐교운영에 대해서 일본의 ‘가나자와’, ‘니시스

가모’ 모델을 추천한다. NPO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문화기획 또는 창작, 전시 / 영리 또는 비영리 등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과 연계된 고유의 브랜드형성이 중요하다. 

그림15 음악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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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주변마을관연계한 프로그램

그림16 폐교의 역사를 기록한 공간

일반사항

폐교를 활용한 시설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18).  

  - 본관( 실내 전시실 5실, 작가 작업실 4실)

  - 레지던스 작가 숙소(한옥), 카페, 연구실

  - 외부공간 활용 : 야외전시장

  - 매년 상설전시회, 레지던시 작가 작품전, 어린이미술제 개최

  - ‘작은 음악회’, ‘미술교실’ 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2.2.3  아미미술관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부  지 10,410 ㎡ 건물 5동, 957 ㎡

구  성 본관, 레지던시 작가 숙소, 작업실, 카페

폐교명 유동초등학교

활용용도 미술 전시장 (종합문화), 창작스튜디오

그림18 아미미술관의 상징적인 외부공간

활용은  미술품 상설전시회 및 기획전, 지역주민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레지던시 작가 작업 및 전시회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4년 : (구)유동초등학교 임대    ● 2000년 : (구)유동초등학교 매입    ● 2010년 : 아미미술관등록(10월11일)

● 2011년 : 개관전 (시차전) / 레지던스 작가 작품전 / 어린이 미술제

● 2012년 : 미술관상설전시 / Here and there 전 / 어린이 미술제 / 레지던스 작가 작품전

● 2013년 : 뉴 크리에이티브 전 / 뮤지엄 데이 – 어린이 미술제 / 콩쥐 팥쥐들의 행진/레지던스 작가 작품전

● 2014년 : 아미의 작가들 / 어린이 미술제 / 핸드메이드 데이 / 현대미술 경향읽기

● 2015년 : 아미의 작가들 / Here and there 전 / 레지던시작가 작품전 / 삼세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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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축분야

폐교 활용 형태는 바닥, 창, 문 등 대부분 기존 폐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관리가 어려우며  냉난방, 누수 등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방문객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운동장 등 지속적인 조경관리가 필요하다. 

건물 관리는  붕 트러스와 외벽의 아이비가 미술관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미술관  건물 자체의 

매력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중요 이유이다. 건물 자체에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포토존이 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방문객들이 좋아한다(그림19, 그림20, 

그림21).

그림19 교실의 복도를 활용한 전시공간 그림20 기존교실을 활용한 전시 공간. 창문과   
지붕 목조 트러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21 교실 2칸 정도를 활용한 작업실

공간 구성은  본관은 스튜디오 겸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본관 뒷 편에 카페와 작가숙소가 있다. 

작가숙소는 과거 교장사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카페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다. 

건물 오른편에는 관장사택이 있다(그림22, 그림23).

운동장 등 외부공간은 학교부지가 넓은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외부공간까지 모두 사용하기는 힘들다. 잔디를 관리하는 수준이고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 두고 있다.(그림24)

시설운영

시설운영은 교육청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관장이 매입 후 개인 소유가 되었다.상주직원이 

3~4명 정도 있다.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며 작가 섭외, 미술관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아미미술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매해 작품집을 발간

하고 있다. 방문객은 평일에는 약 200명, 주말에는 1,000명 가까이 방문한다.

그림22 와가형식의 관사를 활용한 
          레지던시용공간

그림23 폐교시설의 일부를 활용한 카페공간 그림24 아미미술관의 상징적인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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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례분석의 시사점

초등학교와 같은 지역시설을 활용하여, 다른 용도의 문화예술 및 지역주민시설로서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지역시설계획적 접근방법에서 볼 때,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수의 감소와 빈 시설의 증가, 노후화에 의한 시설의 재건축 등의 기회를 이용한 

것이며 복합개발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합개발형태로서의 공간활용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건축적 수법으로는  「積層複合型」「平面

複合型」 의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積層複合型」 은 수직(입체적)으로 공간이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협소한 토지를 보다 고도로 이용할 

수 있고, 초기투자비용가 그다지 들지 않는 유형이다(그림25). 기능적 연계의 가능성가 높은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상부·하부의 공간적 積層에 의해 설계 및 유지관리관계에 있어서 복잡

하게 될 염려도 있다. 어디까지나, 각 시설의 상황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시설계획, 정비 및 시공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다.

 「平面複合型」은 積層空間의 형태는 아니지만, 시설상호 공간의 일부분이 평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積層複合型」 보다 공간적인 결합이 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림26). 각 시설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설계계획 여하에 따라 시설상호간의 기능적 연계나 교류활동 등 이용도가 

높은 共用空間의 설치 혹은 완전한 분리 등의 건축계획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시기

에서의 시공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비교적 유통성이 있고, 아울러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 서서히 증축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학교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시설 혹은 관련시설을 증축하는 형식의 「平面

複合型」으로 활용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25 적층복합형 그림26 평면복합형

지금까지의 지역시설계획에서는 아동의 보행권내에서 보육소, 유치원, 초등학교가 설치되었고, 

공원은 지역의 중심적인 지역배치계획의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마을 내에서 보행권내에 있어서 

주민이용시설이나 교류의 場을 확보한다는 의미로서의 복합개발은 지역시설계획의 중요한 시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시설 활용계획상의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조비용의 문제이다.

기존시설의 개조나 개축에 있어서는, 건축전문가의 파견이나 시설활용촉진을 위한 조성융자의 

정책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조지침서 작성의 문제이다.

특히,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고령자, 장애자에게 있어서 일상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적절한 개조, 개축지침서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관리 조직의 문제이다.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행정측은 다만 지원하는 형태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민간활용과 동시에 지역의 운영, 관리를 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역 조직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반상회, 부인회, 시설운영자등으로 구성되는 관리운영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에는 복지업무, 보건업무, 급식업무 등 業務의 일부를 일임하여 운영관리상의 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복지전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존시설활용은, 어떠한 운영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복지

커뮤니티형성의 유력한 수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多世代交流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복지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내 외 폐교활용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폐교 활용에 있어서 공간 

및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

하여 대안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유관계 : 개인, 군청(행정)

운영주체 : 민간, 위탁, 직영

공간구성 : 1) 전시공간, 2) 레지던시, 3) 문화시설(지역주민관련)

경영방식 : 영리, 비영리

지원방식 ; 행정지원, 개인비용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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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양초등학교의 문화예술공간 활용방안

 3.3.1 산양리의 과거
  3.3.1.1 산양리 마을의 과거

산양리 마을은 비교적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비교적 마을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1919년 제작된 지도를 보면 연화동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27).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청수리에 속하였다가 1953년 이후 한림면이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분리될 

때 청수리에 속해 있었던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을 분리하여 산양리로 개편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산양리사무소에 인접한 연못이 연화못이라 부르고 있다. 당시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지만 마을사이를 지나는 도로는 폭은 넓어졌으나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67년 항공사진을 보면 1950년대 개교한 산양초등학교가 뚜렷하게 보이며 초가들로 옹기종기 

모여 형성된 마을이 보인다(그림28).

그림28 1967년 항공사진으로 본 산양리 마을과 산양초등
          학교 모습

그림27 1919년 지도에 표기된 산양리 마을위치 및 주변
          현황 그림31 산양초등학교 지적 현황 

그림29 산양리 마을의 도로현황 그림30 산양리 마을의 지적현황

산양리 도로체계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이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림29).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의 폭이 확장되었을 뿐 마을의 규모와 분포(그림30,그림31), 

도로의 구성은 과거와 거의유사하다. 이는 초등학교의 활용과 연계한 마을 활성화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과거의 풍경을 유지한 마을,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마을과 학교, 

문화공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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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초등학교는 폐교되었으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돌집학교를 비롯하여 RC조의 교실(그림33), 

관사 등은 과거의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학교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수목들

(그림32)과 돌집교실과 뒤편 관사건축물 사이의 외부공간(그림34)은 운치감이 있어 아미미술관

처럼 매력적인 외부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흥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교실 내부공간 역시 과거의 흔적을 잘 간직한 체 건축형식과 내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그림35). 

지역주민의 요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공간적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다.

3.3.1.2  산양초등학교 현황

그림32 운동장을 경계짓는 숲 그림33 RC조 교실의 전경 그림34 돌집교실과 뒤편 소나무로 둘러
          싸인 외부공간

그림35 교실내부모습

3.3.2.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조성의 원칙과 방향
  3.3.2.1 폐교활용을 위한 원칙

원칙1  소유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되기 위해서 교육청보다는 

         예술재단에서 소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2  운영프로그램의 명확성을 갖기 위해 리더쉽과 폭넓은 네트워크을 가진 운영자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3  폐교 리모델링에 있어서 페교의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공간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기획 및 계획, 설계단계에 

         이르기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4  마을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착 : 대부분 농촌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기부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마을공통체의 구심점이자 오랜 추억의 공간이다. 따라서 기억의 공간으로 마을

          주민과 연계되는 운영프로그램과 공간구성이 중요하다.

원칙5  이해당사자인제주문화예술재단, 교육청, 제주도청, 그리고 산양리 주민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건축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각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원칙6  원칙적으로 산양초등학교 시설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구성의 다양성을 

          갖도록 각 시설을 연결, 활용하도록 한다.

원칙7  특히 제주석으로 조성된 학교는 트러스 등 기존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고 산양초등학교 및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원칙8  학교와 관사 사이의 외부공간은 큰 수목이 조성되어 있어 상당히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외부정원개념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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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에 있어서 공간 및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산양리 폐교활용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그림36). 크게는 물리적 환경

측면과 운영관리측면에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소유관계 : 개인, 군청(행정)

2. 운영주체 : 민간, 위탁, 직영

3. 공간구성 : 1) 전시공간, 2) 레지던시, 3)문화시설(지역주민관련)

4. 경영방식 : 영리, 비영리

5. 지원방식 : 행정지원, 개인비용마련

6. 마을활성화

물리적 환경측면의 항목은 공간구성, 지역활성화, 특히 마을활성화를 이루기 위해는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시설의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산양리 문화예술발

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37).

3.3.2.2  활용방향

운영주체

경영방식

지원방식

지역활성화

공간구성

소유관계

마을의 
공동체 역할

운영관리 측면물리적 환경측면

문화예술재단

교육청

마을주민

산양초등학교

입주예술가

그림37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협력

특히 운영관리에서의 원칙은 마을주민그룹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는 재단과 교육청, 주민, 도청으로 구성되는 정기적인 운영협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마을발전과 연계되어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6 산양초등학교 활용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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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마을마케팅 전략의 구축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 세계를 하나로 묶으면서도 지방의 특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를 매체로 하는 마을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발전의 비전제시와 정체성 

수립을 통한 도시 마케팅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창출해내는 것이다. 

제주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겠으나 토탈 이미지를 표현한다면 청정 자연의 이미지 혹은 

전원적인 도시,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이국적 도시의 이미지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도시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줄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개념을 추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제주의 고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찾아내어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전자는 자주 언급되었던 제주적인 건축과 도시, 지역 건축의 모색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업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도서(島嶼)라는 공간적 한계와 이로 인한 

도시 기능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개선하는 작업일 것이다. 다행히 제주시의 경우 정보화를 키워드로 

하여 정보화 도시의 추진을 통해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유지하려는 작업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사업의 성과도 제주국제

자유도시 혹은 제주 고유의 브랜드로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케팅은 물건을 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라는 브랜드를 더욱 고부가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도시 그 자체를 마케팅하는 것이다. 마을 마케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본, 여행객, 새로운 거주자 유치를 위해 도시공간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마케팅활동이며 마을

경영의 수단이다. 

따라서 마을 마케팅의 상품은 주변지역과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과 장소들이며 시설물과 

인적 서비스, 기타 유무형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국제자유도시가 주요 목적이자 목표가 

되었기에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는 마을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산양폐교 활용의 논의도 단순한 폐교활용이라는 단일 건축물의 활용에 두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

으로 폐교의 물리적 공간개선과 활용, 그리고 마을이라는 넓은 시각에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마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접근과 확산을 고려해애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할 때 마을 마케팅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마을 마케팅과 연계하는 것이다. 마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개발하여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상품화시키는 것이다.예를 들면 산양리의 경우 새신오름을 

비롯한 곶자왈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있고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개발 혹은 마을축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의 개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폐교활용은 

하드웨어적 물량공급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제는 특정지역이나 장소가 지니는 생태적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여 도시 마케팅과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협조체계 구죽이다. 마을마케팅 전략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체, 

지역단체가 함께 미래를 꿈꾸며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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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구성 기본계획

앞서 제시한 활용을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협의체의 구성,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기초하여 산양리 초등학교 활용을 위한 기본공간구성을 검토한 결과 크게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그림38).

3.3.4.1 외부공간 조성계획

먼저 외부공간은 돌집 교실와 RC조 교실, 관사로 구성된 주변공간과 운동장이 주요 활용대상이 

된다. 출입구는 운동장을 거쳐 진입하는 동선과 공로비가 있는 후문을 통해 진입하는 동선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무실
사색의 숲

거주공간

다목적실작업공간

전시공간

내부공간

외부공간

외부
쉼터

잔디
공원숲

숲

숲

운동장 전시
공간

외부
쉼터

주차
공간

그림38 산양초등학교 내부 및 외부공간구성 활용개념

특히 현재 운동장 주변은 울창한 수목으로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양호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환경정비를 한 후 전시공간 겸 산책로,  운동장 스탠드 등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되 보행공간과 분리하여 운동장과 야외전시공간과 

분리하여 공간적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돌집 교실와 RC조 교실, 관사사이의 공간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어서 입주작가를 위한 사색의 숲 등 공원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4.2 내부공간

기본적으로 내부공간의 활용계획은 돌집 교실의 경우 카페로 활용하고, RC조 교실은 입주작가의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전시공간, 작업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구획하여 기능적 

배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특히 주공간이 될 RC조 교실 북쪽으로 증축되는 형식으로 공간확장을 

하여 기존교실의 복도와 증축공간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복도벽체를 가변적으로 공간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전시공간 내부벽체로 가변적으로 조성하여 전시의 

다양성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부록
1. 주민인터뷰

2. 주민설명회 

3. 주민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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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문화예술창작공간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이해조사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예술가들에게는 안정된 창작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

하여 문화예술의 일상화에 부합하려는 정책적 목표 실현  

도내 산재한 폐교와 창고, 버려진 공장, 낡은 공공건축물 등을 재생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반영

연구 목적

산양초등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산양리에서 초등학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스토리 연구

산양리, 산양초등학교, 주민 등 공간의 역사와 연대의식 조명

향후 산양초등학교가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 운영될 때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파악

지역주민 욕구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운영과 관리 방향 제안

연구 방법

지역주민과 대면 면접 방식의 인터뷰 진행

기억, 기대, 관심, 참여, 협력, 그리고 예상되는 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 조사 진행

주민인터뷰

마을 형국이 모슬포를 남쪽으로 봤을 때 남쪽을 향하는 배 모양이다. 산양리는 배 모양으로 학교

부지가 배의 선미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한림면에서 한경면이 분리되면서 청수에서 분리되고 마을의 

땅이 넓어졌다.

창작공간이 만들어지면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원하고 이곳에서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한다.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마을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겠다.  

또 마을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축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공간

이면 좋겠고, 그러다보면 산양리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이

들이 많아져서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산양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에서 빛이 비치는 마을로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이다. 

지관이라고 해서 정시가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마을에서 길을 정하거나 장소를 정할 때 정시가 

지속적으로 알맞은 곳을 지정해 준다.

학교 부지가 가지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예전에도 예술가가 들어왔지만 

규모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야 했다.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재단이 운영한다니 예술가들이 살 만한 공간, 창작할 만한 장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른 지역들을 보면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보니 

보기 좋았다. 놀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예술가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더불어서 마을도 유명해지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잘 되기만을 기원하면 된다. 마을이 공유하고 있는 곶자왈과 연계해서 예술과 

아름다운 숲이 있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성

80대

농업

남성

90대

농업

 1)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이해조사(요약수정), 오상운(예술공간 오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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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80대

농업

남성

80대

농업

종전(일제식민지) 직전, 일제는 제2국민으로 일본 시골로 보내든지 고향으로 보내는 일이는 있었

는데 그 때 10살 정도에 마을에 들어왔다.

4.3 때에는 소개령에 따라서 향사도 없어졌는데 이 후 돌아와서 학교가 만들어졌다. 마을사람들이 

협심해서 만들었다.

강원도 평창에 폐교를 활용한 곳을 다녀왔지만 학교를 꾸미는 것은 김영감 갤러리가 느낌이 더 좋다.

이곳에 창작공간이 만들어진다. 예쁘고 누가 봐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건물이 허물어지고 있다. 어찌되어든 좋은 일로 사용되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이곳을 통해 마을이 활력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마을에서 지원할 것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잘 되길 바란다. 

이곳이 명소가 되어서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한다. 마을에 어린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주민 한 분이 땅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소개령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마을이 만들어졌고 향사를 학교로 운영되다가 지금의 학교를 지은 것이다.

당시 학교는 교육청의 보조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었다. 

창작공간은 우선 예술가들이 하고 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예술가 중심의 운영사례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다.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한는 그 자체가 좋다. 내가 뭐 도울 건 없지만 행사를 

한다고 하면 찾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 창작공간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얘기했지만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하고 지역주민들도 

예술가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을에 활기가 있었으면 한다. 상점도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함께 어울렸으면 한다.

폐교가 되었지만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마을사람들이 모이던 곳이다. 학교 옛 교문 

옆 비석에도 있는데 마을에서 많이 도와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예전에는 애기들을 10명씩 낳다보니깐 공간이 작았다. 이젠 애기도 안 낳고 해서 사람들이 줄어서 

안타깝다.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모일 수 도 있는 공간

이었으면 한다. 혼자 작업하는 사람보다는 마을사람들과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다른 지역의 폐교를 둘러봤을 때 초등학교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문화예술 같은 좋은 공간

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모습이 좋았다.

젊은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 활성화와 잘 연계되길 바란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찬성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다보면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마을 

전체가 협력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차들도 많아져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천천히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도 위험하다.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들도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담배농사도 많이 짓고 이것저것 많이 해본 동네다. 

습지에 여뀌하는 풀이 자라서 여뀌못라 부드던 연못에 연꽃이 자생하기 시작하면서 연화동이라는 

이름을 갖게된 동네이다. 예전에는 물놀이 하던 습지도 많았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른이라고 나서면 일이 잘못될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어주고 후원하는게 좋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으면 한다. 

주민들은 견학을 다녀 온 후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산양초등학교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무엇이든 한다면 말릴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할 수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남성

80대

농업

남성

80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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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0대

농업

여성

80대

농업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 그래서 마을도 착하다.

마을 규모가 작다보니 옆 마을들과는 많이 친하지는 못한 편이다.

공간이 잘 만들어져서 마을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이 취미

활동도 하고 모여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오래된 공간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어서 마을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 신문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없는 곳이 되었다.

새롭게 재생되는 창작 공간이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을의 적극

적인 협력이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도 마을사람들과 잘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관광객

들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주민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농사도 짓기 어려웠다. 대부분 밭농사를 짓고 살았다. 

운동회 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였다. 학교에 자식

들을 보냈지만 교육보다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학교는 교육공간을 넘어서 마을사람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후에도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았으면 한다. 다른 

곳에 가본 주민들은 초등학교 공간을 잘 활용해서 마을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다고 한다.

예술인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다면 잘 될 것이다. 

학교 소유 과수원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다. 

정말 많이 맞은 기억이 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하루종일 친구들과 밖에서 놀았다. 예술촌이 되어서 마을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고 농산물을 

함께 팔 수 있다면 마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산양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꼭 진행되어서 초등학교가 새롭게 변신했으면 좋겟다. 

마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이다. 제주도, 재단, 마을, 예술인이 하나되어서 잘 진행했으면 

한다. 

마을에 저층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문화예술 공간

으로 바뀌고 이후 유명해지면 산양리 마을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되고 더 단단해

지길 기대한다.

마을에서 놀던 곳이 많이 있는데 조수악에 있는 동굴에서 박쥐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난다.

동굴이나 곶자왈에서 많은 놀이를 하며 놀았다.

문화기획가가 들어와서 마을 축제과 마을의 이러저런 문화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마을 주변에 

빌라나 펜션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최근 마을 외곽에 단지형 저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마을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걱정이다.

창작공간 만들어진다면 마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곳이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남성

40대

농업

남성

40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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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한 기억이다. 가을 운동회하면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나야하는데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기억이 난다. 어릴 때 하얀 고무신을 신는 경우 금수저였다.

학교가 문화공간이든 예술공간으로 바뀌면 전시를 보기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만이 있는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잘 이용하는 곳이면 좋겠다.

개인이 초등학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왔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다.

그리고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합심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이 잘 운영 되다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정착하는 하는 것이 좋다. 나타나는 여러 문제는 함께 풀어

나가면 된다.

학교 과수원에서 매일 작업했던 기억이 난다. 눈사람을 만들어서 길을 막아 버렷던 추억도 생각

난다. 송충이 잡고, 추웠다. 학교에서 땔감으로 난로를 지폈던 기억이 오래된 추억이다.

창작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가 폐교되어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았다.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한다.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마을 청년회 19명 정도가 있고 외지에 

50명 정도가 있는데 모두 학교를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우리마을은 감귤하우스가 많다. 중산간에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당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서 마을이 

유명해지면 감귤재배에도 영향을 주어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성

40대

농업

남성

40대

농업

운동회 때 사람탑 쌓기, 7층탑까지 쌓았던 기억이 있다. 새신오름에서 박쥐를 구워먹었다. 새신

오름, 가마오름, 방짓물 늪지(현재 교회)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난다. 오래되었지만 그립다. 

추억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 폐교가 오래 지속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분위기가 밝아지면 좋겠다.

마을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마을사람들과 외지인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이 어려운 것인데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첫 사업 시행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이었으면 한다.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을 찾는 이들도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기억이 있을 정도로 못이 깊었다. 학교가 한 학년당 약 30명이 되었고 총 

18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이제는 학교가 사라져서 마을에 생기가 없어졌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제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준비되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

새신악 뒤에 100세대의 빌라촌(아파트촌)이 생기는데 산양초등학교를 통해서 갈등보다는 화합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법적, 행정적 주소지를 갖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이로 인해 산양 마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서 마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마을이 유지되었으면 한다.

여성

40대

농업

남성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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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코를 만들고 이것으로 꿩을 잡아먹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동백치기, 자치기, 망개, 총싸움, 비석치기 등 마을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놀이는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이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학교가 바뀌지만 옛날 추억들을 간직한 공간이었으면 한다. 

예술가들을 통해서 마을이 활발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으면 한다.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예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지역주민들도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겟다.

운동회 때 부채춤 등이 기억이 많이 난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새신오름에서는 박쥐를 구워서 

먹었다. 먹는 물, 빨래하는 물, 소 먹이는 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예술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행정에서도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면 한다. 

사실 학교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공간이 잘 마련되면 마을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면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마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을 주민들의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었으면 좋겠다.

남성

40대

농업

남성

40대

농업

2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추석 다음날 개최하고 있다. 학교가 잘 꾸며져서 체육대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로 이어져서 외지에 나간 마을주민들도 자주 마을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산양리 친환경 브랜드와 문화예술이 조화롭게 엮어져서 마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와 연계되어서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더 좋겠다.

마을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것이다. 곶자왈과 연계하면 무엇인가 다른 예술이 나올 것 같아 

기대된다. 산양곶자왈 체험, 반딧불이 축제, 장수하늘소, 사슴벌레 체험 등 숲이 있고, 예술이 있고, 

놀이가 있고, 치유가 있는 마을을 상상한다.

청수 1구와 2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장이 1구에서 나와서 2구로 따로 떨어져서 마을을 따로 만들

었다. 돌담 건물의 경우 마을의 기부가 이뤄진 것이며, 부지의 경우도 마을에서 기증한 것이다.

학교에 대하여 마을에서 기증과 관련하여 비석과 문서도 있다.

창작공간에 마을을 위한 부스를 만든다면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산양 감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술가가 원하는 것은 마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면 한다.

마을에서 원한다기 보다는 예술가들이 원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남성

50대

농업

남성

40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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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에서 빨래도 하고 아이들이 수영도 하곤 했다. 고구마, 담배, 마늘 등 다양한 밭작물을 수확

되었고, 보리와 콩을 재배하였다. 예전에 감자, 빼때기를 많이 해 먹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 공예나 다양한 취미활동이 가능하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이용되면 좋겠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장르의 예술가도 

포함시켜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할 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다른 것보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마을이 신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덜 개발되고 문화공간이 잘 이용되며, 함께 보존도 될 

것이다.

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감귤의 당도가 매우 높게 나와서 경쟁력이 있다. 비가 덜 오고 물빠짐이 

좋아서 당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귤은 12월 말에 따기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과 수확시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하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마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역을 볼 때도 잘 꾸민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인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함께 문화를 향휴하면 좋겠다. 곶자왈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마을이 집성촌 같은 분위기인데 외지인과 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여성

40대

농업

여성

40대

농업

인구는 적지만 그 어떤 마을보다 예의 바르고 정이 많은 마을이다. 마을 사람끼리 싸움이 없고 

어른들이 모두 친하게 지낸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 밤에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공간

이었으면 한다. 중간에 잠시 외지에 나가서 살았지만 산양리 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었다.

창작공간을 통해서 산양리 마을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한다. 마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예술인들이 선정되었으면 한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정원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수리, 무릉리, 조수리 등 4개 마을이 겹쳐있어서 옆 마을과의 관계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마을에 갑자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와서 주민수가 증가하지만 우려가 된다.

산양리의 경우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택단지의 사람들보다 현재 주민들의 수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산양초등학교가 잘 되어서 기존의 마을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산양초등학교 공간이 

잘 활용되면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인이었던 우리들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학교가 분교의 형식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창작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창작활동을 잘해서 유명한 작가가 배출

되는 것으로도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

들로 붐비었으면 좋겠고, 관광객들도 찾는 마을이었으면 한다.

산양곶은 다른 곶자왈보다 더 보존 상태가 좋다.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자원

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남성

60대

농업

남성

50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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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산양초등학교 다닐 때 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폐가가 된 후 학교가 잘 보호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잘 진행은 안 되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곳의 지인들도 찾아오면 

좋은곳 방문할만한 매력을 가진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제주에서 산양리는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주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마을로 산양리가 오래 보존되

었으면 한다.

예술가와 마을 사람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밥도 같이 해먹고 주말에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계였으면 한다.

마을 사람과 예술가만이 어떤 곳을 만들어간다기 보다는 외지인들도 마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성

60대

농업

주민설명회

일시 2017년 7월 14일

장소 예술공간 ‘이아’

참석인원 55명

세부내용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의 필요, 목적, 개요,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함

주민이해를 돕는 견학과 설명회 시행 계획, 공간계획, 환경정비, 정밀진단 등에 대한 시행계획 설명

일시 2017년 10월 17일

장소 산양리 수센터

참석인원 57명

세부내용

폐교활용사례 연구발표, 주민이해 및 욕구조사 보고, 사업대상지 건축계획 등 공간계획 발표 후 

질의 응답  

1차 주민설명회

2차 주민설명회

1차 주민설명회 2차 주민설명회 2차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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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답 변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에 참여방법은 

무엇인가?

창작공간 조성 과정 보다는 조성 이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창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시와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직접적인 참여보다 간접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창작공간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 아님. 

공간이 마련되면 방문객들이 늘 수 있음. 창작공간 

조성 목적이 달성된다면 이곳을 찾는 이들, 마을 방문

객들이 늘 수 있음.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 때 주민

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생각하면서 참여하셔야 함 

그럼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인가?

이곳은 도교육청 소관 건물임. 이곳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임대해서 운영할 것임. 창작

공간으로, 예술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임.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필요 욕구가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움을 줄 수 있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공간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마을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마을에서 사업자와 함께 구, 산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했었음. 하지만 도 교육청에서

는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의 참여방식으로 소득사업

을 추진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지만 영리사업자가 

끼어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찾아왔고, 

제안이 있었고, 마을은 개발위원회에서 수용하면서 

추진 중임. 본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임. 확정은 아직 

아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마을에서 직접하겠다고 

결정하고 도 교육청의 허락을 받는다면 본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다만 현재까지 우리의 능력보다 

재단의 도움을 받고 공간이 조성된다면 마을방문객

들이 늘어난다면 마을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마을이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님

마을사업은 보편적으로 길게 보아야하고, 본 사업도 

조성 후 3년, 5년, 10년을 목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그 사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마을의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들일 수 있고 주민들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 이익과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곳임. 

영리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님. 재단은 문화예술

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마을과 지역,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 

늘 민간에서 운영되는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을 봐서는 

주민들의 이해에 부족한 면이 있음. 타 지역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음

질의 응답(2017.07.14.)

질 의 답 변

초등학교가 폐교 된 후 모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시행된다니 다행스러운 일. 아울러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면 이들을 맞기 위해 주민들도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인성교육을 부탁드림

교육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걱정임

가급적 서둘러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10월 말까지 마을에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언제

든지 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주민설명회을 

갖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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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7월 1일

장소 자연사랑갤러리(가시리), 김영갑갤러리(삼달리), 예술공간 ‘이아’(제주시 원도심)

참석인원 48명

세부내용

가시초등학교 자연사랑갤러리 탐방 – 운영사례 청취, 전시관람, 

삼달초등학교 김영갑갤러리 탐방 – 김영갑 다큐관람, 예술정원 및 전시관람

예술공간 이아 탐방 –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설탐방 및 전시관람 등을 진행 

도내 견학

예술공간 이아 김영갑갤러리 예술공간 이아

김영갑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자연사랑갤러리

질 의 답 변

주차장을 입구 쪽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이용편의성을 생각하면 서쪽이 더 나은 대안

이라 생각한다.

설계  이용현황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주차장 설치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낮에는 방문객, 

저녁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주차장을 

서쪽으로 배치는 방안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제안하겠다,

창작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을은 돈이 없다.

걱정 안하셔도 좋다. 예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다, 시설 운영 주체는 문화

재단이 맡을 것이다. 기존의 마을사업과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입주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 궁금하다. 마을에서 

원하는 작가를 모셔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기를 희망한다.

공모형식으로 작가 모집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운영중인데 공개적고 투명한 

공모절차에 의해서 모집, 선정, 운영 중이다.  

자문  마을, 예술가, 재단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입주 작가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될 것이다.

자문  입주작가 선정 과정에서 마을주민 대표가 평가

단에 참여하는 방식 제안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것이다.

감자꽃스튜디오 사례처럼 주체적인 문화기획자 필요

하다. 운영자 중요한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도 창작공간에 걸맞는 운영자가 

없으면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좋은 문화기획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경수목이나 경계수목을 동백나무로 하면 어떤가? 

필요하다면 기증하고 싶다. 예전에 이곳 마을은 동백

나무가 많았다. 동백열매는 어른신들의 작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곶자왈이 인접해 있고, 오름도 있다. 이곳 지역에 적합한 

수목 수종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동백나무처럼 상록

활엽수도 좋고, 유실수나 꽃나무를 심어서 조경수목이 

포토존처럼 인식되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질의 응답(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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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견학

일시 2017년 9월 11~12일

장소 무의예술관, 감자꽃스튜디오(강원도 평창군)

참석인원 20명

세부내용

산양리 주민과 함께 도외지역 견학을 시행였다.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무이예술관과, 감자꽃

스튜디오 방문 

창작공간 운영자인 작가와 문화기획자를 만나 조성 과정, 운영, 앞으로의 비전 등 다양하고 현장

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특히 지역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듣고 우리 지역에서의 적용 방안 등을 시사점 공유.

도내 견학

무의 예술관 무의 예술관 무의 예술관

감자꽃스튜디오 감자꽃스튜디오 감자꽃스튜디오



•펴낸날   2017년 12월 27일

•펴낸이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주  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총  괄   양진혁 

•기  획   라해문

•참  여   김태일, 문순덕, 오상운, 강원철 

             현군출, 이길림, 토펙엔지니어링

•디자인·인쇄   ㈜제이엠누리 

•펴낸곳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유산.기획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7층

  전화 064)800.9140

  팩스 064)800.9391 

              홈페이지 www.jfac.kr

산양초 창작공간 만들기
 유휴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