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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치 재창조 연구
김천권*1)
본 논문은 인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

본 연구결과 인천시가 새로운 천년시대에 도시 경

창조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굴기에 대해 철저

본 연구는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 정책

히 대비하고, 황해 중심시대에 중시도시로 성장하

의 틀, 그리고 접근방식에 대해 탐색하였다.

기 위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천 가치재창조, 새로운 밀레니엄, 중국굴기, 황해시대, 도시경쟁력

I. 문제의 제기와 인천 가치재창조의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1)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1월 20
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사회는 18세기 후반 이
후 제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과 공장제 공업사회, 제2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분
업과 전기 및 대규모 생산체제 도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으로 전자 및 IT(정보기
술) 그리고 자동화 생산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선진사회는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여기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위한 과
학 기술 연구와 개발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때이다.

*1)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kkim@inha.ac.kr)
1)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드는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IoT), 모
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이 고난도 문제 해결사로 등장
한다. 산업과 사회, 통치시스템은 물론이고 사는 방식까지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혁
명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다.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와 현실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지능형 CPS(cyber-physical system)를 구축한다. 하
드웨어는 스마트폰처럼 데이터를 축적해 해석하며 자동 갱신한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해 자
동화가 일어난다.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처리해 복잡한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다. – 다보스포럼, 4차 산업혁명 기대와 우려 교차(전자신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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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에 조성 중인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단
순히 글로벌 조직 및 산업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한국과 글로벌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과 거점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인천이 도시경쟁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인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사회의 경쟁력,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림 1>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산업혁명 요약
2016년 현재는 시기적으로 2000년대가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 지금 인천의 기틀
을 잘 잡느냐에 따라 2000년대 글로벌 시대에 인천이 도시 경쟁력을 갖는가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탓
에 도시 발전과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골치 아픈 마당에 '가치 재창조' 사업을 역점사업으
로 추진해야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 인천시는 그러나 가치 재창조
사업이 21세기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2)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치 재창조 사업이 관(官) 주도의 일방 캠페인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범시민 네트워크에 불참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
는 인천 섬·바다의 가치를 발굴하겠다면서 인문지리·자연생태에 대한 고찰 없이 또 하나의 개발계획
만 세워놓았다"며 "진정성과 철학이 없다면 가치 재창조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연합뉴스 2016.2.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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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치 재창조 사업이 한편으로는 유정복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
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재선과 연계되어 있
으며, 공공선택론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합리
적 목적은 재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김천권 2014).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지역의 미래와 연계시켜서 긍
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의 미
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평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이 인천의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시
경쟁력 신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를 탐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논문의 구성을 보면,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
장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이론적 논거를 탐색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연구의 요약을 제시하였다.

II.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이론적 논거
1. 인천 가치 재창조 개념정립
인천 가치 재창조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 첫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천을 있게 한 내생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 발
굴 및 계승하는 작업이다.
∎ 둘째는 현재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천년(2000년대)을 이어갈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작업이다.
첫째, 인천이 오랜 역사를 버티며 성장한 배경에는 인천만이 갖는 고유한 내생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생적 요소를 발굴 및 계승함으로써 타 지역이 모방
복제할 수 없는 인천 특유적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인천을 둘러싼 국내 및 글로벌 환경을 고
찰하여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천을 둘러싼 국내 및 글로벌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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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를 위한 장기적 정책과 전략이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

2. 인천 가치재창조가 요구된 사회적(역사적) 배경
최근의 사회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속사회로 부르는데, 인천의 가
치재창조가 요구되는 주요 사회적 배경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의 출현
∎ 2000년대 중국 굴기(屈起)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동구권 붕괴에 따른 사회변화는 지역과 세계를 직접
연결시키는 글로벌 시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더욱 심
화시키는 무한경쟁시대를 초래하였다. 국가가 주도권을 장악하던 국제사회에는 국가
경계가 완충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가의 완충역할은 점
차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는 산업 및 도시들 사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는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기
에는 너무 작은 조직체인 동시에 글로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조직체로서

기능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과의

연계와

대면

(interface)은 도시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20세기까지는 국
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형성한 반면, 21세기부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역전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인천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도도시인 인천 경쟁력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도래하였고, 인
천의 가치재창조는 지역적으로 인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
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문화가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문명의 서진설(西進說)3),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
락 등은 인류역사의 중심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동방
(orient)에서 시작된 문명은 중동(메소포타미아)과 이집트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였고, 그리스 몰락과 함께 로마제국이 등장하여 지중해 시대를 열었다. 로마제
국의 몰락 후 1000년의 암흑시대가 전개된 후에 피렌체, 베네치아 등 도시국가를 중
3) 오래전부터 서양에는 문명 서진설(西進說)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올림픽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 잡
히는 구석이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그 발상지에서 유럽대륙을 횡단해 대서양을 건너 영
국·미국으로 오고, 다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한 올림픽의 문명 바람은 마침내 일본 도쿄 올
림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다. 거기에서 계속 서진한 것이 한반도의 서울 올림픽이었으며 한
발짝 더 서쪽 대륙으로 다가선 것이 베이징 올림픽이다. 개최지만이 아니다. 도쿄에서는 유도가, 서
울에서는 태권도라는 민족 고유의 경기가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비록 공식 종목으로 부결
되기는 했으나 중국 전통무술은 올림픽 개최 기간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서 공개경기로 인
정받았다. 분명히 아시아 문화의 세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어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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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중상주의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의 모태가 된 암스
테르담의 발전, 그리고 도버 해엽을 건너 178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발
생하였다. 이후 190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의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지난 100년 동안 동서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쟁취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시대를 구가하였다. 이
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동방에서 시작된 역사와 문명은 중동을 거쳐 그리스·로
마의 지중해 시대를 열었고, 산업혁명의 발발과 함께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대영제국 전성시대를 가져왔으며, 190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의 주도권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전하는 서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2000년대에는 세계의 주도권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이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
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징조들이 중국 굴기에 의해 점차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조영남 2012).
중국은 2010년 일본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면서 실제로 G2 경제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오는 2026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5
년 '장기 거시경제 전망-2050 주요 발전 추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6년
국내총생산(GDP) 28조6천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28조3천억 달러)을 앞질러 세계 최
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이후 장기간 동안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4)
이와 같은 중국 굴기는 한국의 준비와 대응에 따라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고, 재앙으
로 작용하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새천년을 위한 가
치재창조는 중국 굴기시대를 맞이하여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대에 인천이 핵
심 거점으로서 성장을 위한 새천년 성장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3. 인천 가치 재창조의 기본논리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한 결과 세계 역
사에서 아마도 가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 추진과정은 말 그대로 한국사회의 환골탈퇴, 상전벽해로 표현될 수
있다. 구시대의 낡은 관습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선진제
도와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갯벌이 미래 도시로 변하는 상전벽해도 경
험하였다. 결과로서 한국사회는 가난으로부터 탈출하여 글로벌 사회의 선두주자로까
지 올라선 대역사를 만들어냈다.
4) EIU는 중국의 GDP는 2050년 105조9천억 달러로 불어나고 미국은 70조9천억 달러에 머물러 양국
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2015년 6월 2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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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얻은 것도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고
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우리의 전통가치와 문화를
유지 보존하기 보다는, 선진사회의 문화와 문물을 모방과 복제하는데 급급하여 진실
로 인천다운 것, 인천 고유의 것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선진사회와
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결과라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반성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위한 발판마련을 위한 가치재정립이 필
요한 시점이다. 즉, 지금까지는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선진
도시의 모방과 복제, 시행착오와 임기응변식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
제는 선진사회에 접어들었으니 우리의 도시개발도 다른 나라와 도시들이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둘러싼 지정학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천년의 지속가
능한 인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III.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한 전략과 정책의 기본 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은 글로벌 체제의 재편이 진행되며, 역사의
서진에 의해 아시아가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중국굴기에 의해
글로벌

사회가

중국

Wallerstein(1930-)5)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예상된다.

일찍이

Immanuel

세계체제론을 주장하며, 1989년 동구권 붕괴와 함께 글로벌

시대가 전개되었고, 앞으로 50년은 세계가 재편되는 이행기(移行期)가 진행되며 이와
같은 이행기가 지나면 세계는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문명의 서진
과 Wallerstein(2004)의 주장을 종합하면, 중국이 새로운 1000년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 앞바다인 서해는 새천년 시대에 ‘중세의 지중해’와 같은 역할
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제 인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지정학적 상황은 인천이 거듭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통해 새천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추진되
5) 임매뉴얼 모리스 월러스틴 (1930년 9월 28일 뉴욕 출생)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 사회과학자
이고, 세계체제 분석가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가 하나의 경제의 틀로 묶인 것을 그는 세계체제라고 부른다. 물론 현재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서구사회이다. 그 주위에 반주변부, 또
그 바깥으로는 주변부가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부와 반주변부 · 주변부 사이에는 착취와 예속관계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이 지역이 바로 수백 년 동안 중심부의 착취를 받아온 주
변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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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은 지금부터 선진도시의 모방과 복제를 탈피하고, 인천만
의 독특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굴기에 대비하여 동북아의 지중해인 서해(황해)시대에
중심이 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 선진도시의 모방과 복제가 아닌
인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모방과 복제를 할 수 없는 인천
만의 독특한 내생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천을 비롯한 한국사회는 일
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난과 폐허로부터 생존을 위한 도시개발, 고도성
장만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제 한국사회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선진사회와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에서 K-POP이 한류로 자
리를 잡았듯이, 도시개발에서도 한류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천을 지탱해온 숨은 가치와 유물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인천만의 독특한 내생적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인천은 새천년 중국굴기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
면 지금 새천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들에게 주도권(헤게모니)을
빼앗겨 변방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인천의 경쟁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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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북아 서해 시대에 인천 성장을 위한 개념 틀

1. 인천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한 전략
<그림 2>는 새천년 가치재창조를 위해 인천이 추구해야 하는 지정학적 전략의 기
본 틀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인천은 황해의 중심에 있으며, 북경-서울-도
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네트워크의 허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천의
입지적 특성과 역사는 중세시대 지중해 중심지였던 베네치아의 역사·입지적 특성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베네치아는 중세시대 지중해의 경제·무역·문
화·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멀리는 중국 장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며, 유
럽에서는 지중해와 내륙을 연계시키는 중심지로서 당시에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Crowley 2011). 베네치아가 수상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당시 암흑시대
에 영주와 난적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앞바다 석호를 매립하여 수상도시를 건설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베네치아 조성의 배경은 갯벌을 매립해 송도 글로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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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한 인천과 닮은꼴을 보인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당시에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제노바, 시라쿠사, 나폴리 등
많은 항구도시들이 있었으나, 베네치아가 수상도시로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륙과
연계망을 확보함으로써 주도권을 쟁취하여 지중해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찬
가지 논리에서 동북아 서해중심 시대에 인천뿐만 아니라 천진, 상해, 대련 등 경쟁상
대의 항만도시들 많지만, 인천만이 갖는 내생적 특성과 가치를 개발 및 증폭시킴으
로써 서해 중심시대에 헤게모니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 중세 지중해 시대의 베네치아
중국굴기의 서해시대에 인천이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 요
인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첫째, 주요 경쟁도시인 상해는 중국 사회주의체제로 인하여
자유와 협력체제 구축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홍콩은 좁은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고
밀도 개발이 진행되어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은 지정
학적 위치에서 남쪽에 치우쳐 인천과 비교하여 열세를 보인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중국 견제요인이 인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
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중국 도시가 중세 베네치아와 같은 글로벌 중심지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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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는데 거부감을 가지며,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서구와 연계를 위한 거
점으로 인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이 이런 잠재력을 높이
기 위하여 지금부터 치열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인천 가치재창조는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접근방식의 변화:
베네치아가 8세기부터 모래 한줌 한줌을 쌓아 천년을 지속한 수상도시를 만들었듯
이, 암스테르담 사람들의 바다에 둑을 쌓아 근대 자유도시를 조성하였듯이(Shorto,
2013), 지금부터 인천의 도시개발은 단기적, 임기응변식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앞으
로 새로운 천년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천에서 수행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새천년(1000년)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8세기부터 조성된 베네치아의 건축
물, 도로, 분수, 광장, 수변 공간, 디자인 등이 1000년 이상을 버티며 현재의 베네치
아를 ‘지중해의 명품도시’로 만들었듯이, 지금부터 인천에서 조성하는 건물, 나무 한
그루, 거리, 광장, 공원, 박물관, 대학 등 주요 사업들은 앞으로 1000년의 보존가치
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남도록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대의 초입인 지금부터 인천의 초석과 기틀을 다져야 앞으로 1000년이 튼
튼한 도시 인천을 건설할 수 있으며, 새천년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쟁취
할 수 있는 world city network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의
변방도시로 인천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새천년이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인천의 가
치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실천방식: 인천 도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
새천년을 지탱할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해서는 인천의 주요 주체들 사이에 협력
과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세계가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 과
학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속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 사
이에 경쟁이 더욱 심화된 무한경쟁사회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동원 및 공유되는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산·학·관·연·시민단체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집단지성·다중지혜
(collective wisdom)를 도출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가 확립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식으로 (가칭)인천밀레니엄포럼 혹은 인천도시학회(Incheon Metropolitan
Science Association)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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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인천에는 지역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모임과 포럼들이 설치 운영되어 왔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면한 인천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규적 포럼과
모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인천의 주요 시민단체인 황해문화가 360회 이
상의 ‘아침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사회 저명인사
를 초빙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듣는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인천에 소재한 대학과 연구소, 시민단체들에서 간헐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
최하였으나, 인천의 현안과 장기적 계획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 및 분석, 비판과 정
책제시를 위한 전문가 모임과 학회는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
안할 때, 새천년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한 집단지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산업체, 대학, 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결집하기 위한 포럼/학회를 설
립하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이를 위한
개념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4> 인천 도시 거버넌스의 개념 틀

IV. 맺는 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시를 선별적으로 성장시킨다. 1차 산업혁명은 런던의 성
장을 가져왔고, 2차 산업혁명은 뉴욕의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3차 산업혁명은 실리
콘밸리의 성장을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서쪽에 새로
운 도시를 성장시킨다. 이것이 역사적 추세(megatrend)라면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
명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의 어떤 도시를 선별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2000년대에는 중국이 G1으로 등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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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굴기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서해가 세계의 중심으로 작용할 것이 예
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인천은 동북아 서해시대에 중심도시로서 헤
게모니를 쟁취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난과 폐허에서 생존을
위한 도시, 고도성장만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어왔다. 이제는 한국도 어느 정도 성
숙사회에 접어들어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향상, 다른 나라가 본
받을 수 있는 한류도시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즉, 유럽의 도시들이 중세시대부터 천
년이상을 버틴 가치 있는 도시를 건설하였듯이, 인천도 지금부터 천년을 지향한 지
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중해 시대에 베네치아가 바다를 메꿔 수상도시를
만들었듯이, 인천 또한 앞바다를 메꿔 송도와 영종도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여 중세
시대에 베네치아가 글로벌 중심지 기능을 수행한 것과 같이, 새로운 2000년대에 인
천이 동북아 서해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기 위한 초석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
가치재창조의 주요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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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Recreation of Incheon Metro City
Kim Cheon Kwuan*6)
This paper discussed the value recreation project, currently promoted by Incheon Metro
Government.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se, policy
framework and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value recreation movement.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expand Incheon city competitiveness in new
millennium,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oroughly for China's Rise and create
indigenous values for becoming a global city in the Hwang-hae(West-Sea)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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