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舊경기실크 문화적활용 공론화

시민위원 숙의 최종요약문(안)
여주시 미래세대(중·고등학생)와 여주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시민위원
들은 여주시의 산업문화유산인 舊경기실크부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하여 여주시민을 대표한
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난 4차례 (11/21, 11/22, 12/4, 12/11) 학습과 토의를 거쳐 아래와 같
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舊경기실크부지의 문화적 활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행복한
여주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여주시는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해
주시길 요청하며 투명한 방식을 통해 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주시길 제안합니다.

▣ 舊경기실크부지가 갖는 공간적 가치에 대하여
. 실크를 매개로 여주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공간임
. 과거 우리나라 잠업산업 발전과 여주시 지역경제를 이끌던 중요한 산업문화유산임
. 여주시 역사(잠업/도자기/쌀문화 등)에 대한 미래세대 학습의 공간이자 여주시민의 자긍심
. 나루터 등 주변지역과 연결하여 역사·지리적 가치를 갖고 시민들의 추억과 여주 현대사의 스토리텔링 공간임

▣ 舊경기실크부지의 문화적 활용 방향에 대하여
. 여주시민이 주도하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역사·관광명소로 활용함
-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사랑하는 문화·역사 플랫폼 (문화·역사시설 연계)
- 문화생활(공연/전시/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쉼(휴식)이 있는 복합공간
- 실크역사 및 주변 박물관 등 역사유적지와 남한강(자전거도로 등)과 연계, 도심 속 문화·관광 허브
. 또한, 청년/시민문화창업 및 청소년·어린이 등 미래세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
- 공유공방 등 창업지원,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소년 공간 : 문화/예술/첨단 IT 체험 공간 등 청소년들의 문화 아지트
- 영·유아 가정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타 지역 영·유아 인구 유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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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경기실크부지 공간(세부프로그램) 운영 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
. (공공성) 특정단체·개인의 독점 공간이 아닌 여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함
. (차별성) 실크 /도자기체험 등 여주만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간을 활용함
. (접근·편리·안전성) 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통약자 등 편리성, 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함
. (환경성) 주변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시설운영 시 친환경 자재 활용 및 탄소 중립을 지향함
. (기억·기록) 현 부지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문화적 활용과정을 기록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전함
. (투명·합리성)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는 합리적으로 선정함
. (공정성·민관협치) 시민위원 등 여주시민의 지속적 참여와 관리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함
. (지속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 공간이 아닌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중시함
. (개방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되 운영시간, 관리방법 등 대책을 마련함
.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상권과 연계된 상생을 도모함

▣ 기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여주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함
- 공모, 공청회, 경기실크 견학 후 의견수렴 및 여주시 홈페이지, SNS, 버스광고 등 홍보를 다양화함
-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관련 교육을 병행함
-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론장을 마련함
. 주차장·교통대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주차타워 및 지하 주차장) 또는 자체 주차시설 등을 마련함
- 문화예술교 설치 및 트램 도입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함
- 차별화된 명칭(브랜딩), 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하고 인력과 예산에 맞는 규모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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