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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

여행의 일상화·장기화, 다양한 즐길거리(체험관광) 인기, 방송매체·SNS 영향력 지속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짧은 일정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보다 자유로운 개인관광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여행 전·후, 여행 중 관광 활동을 기록·공유하는 관광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

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화·드라마·예능을 비롯한 방송매체의 식도락 관광 영향력 역시 꾸준

할 전망이다. 

창신·숭인 지역은 역사·문화·산업 관광 자원이 다양·풍부

창신·숭인 지역은 정순왕후, 이수광 관련 역사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백남준, 박수근, 김광석 등 각 

예술 분야의 대표 예술가들의 정서적 고향이다. 지역 남단의 신발상가, 수족관거리, 문구완구거리, 인장거리 등 

전문 상가거리는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50여 년 간 상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수의 영화·드라마 촬영지와 도

시재생사업을 통해 이음피움봉제역사관,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산마루놀이터 등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

다.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CRC)는 주요 커뮤니티 시설 운영, 골목길 투어 등 지역 내 공정관광에 앞장서고 

있다.

인근 낙산공원·이화동 방문객의 창신·숭인 지역 연계 방문 가능성 확인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의 주요 관광활동은 ‘풍경/전망 감상’, ‘산책 겸 운동’이었다. 이번 해당 방문지에 대

한 정보는 주로 ‘주변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는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한 정보 수집 사례가 과반이었다.  

방문 시 주요 이동 수단은 지하철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70%가 ‘혜화역’과 ‘동대문역’을 이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3가 올 때와 갈 때 같은 대중교통역사를 이용하였다. 

외부 방문객 응답의 62.3%는 방문지 주변 지역에 위치한 관심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의사를 밝혔다. 이동수단별

로는 ‘도보(71.4%)’, 대중교통 이동(70.8%), 차량 이동(44.4%) 순으로 방문의사가 높았다. 각 수단별 이동수단

에 대한 50% 방문 한계시간은 대중교통 이용 30분, 도보 20분, 차량 이동 0분이었다. 

지역 내 관광자원 중 인지도는 ‘동묘_벼룩(구제)시장’, ‘동대문완구거리’, ‘백남준기념관’ 순으로 높았고, 방문의향 

은 ‘드라마/영화 촬영지’, ‘동묘_벼룩(구제)시장’, ‘백남준기념관’ 순으로 높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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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오방설로 본 종로 관광과 창신·숭인 지역 관광 구상

오행·오방설을 차용하여 각 종로 관광 컨셉을 설정하였다. 

동: 인(仁), 청룡, 봄, 나무(木)→어린이, 흥인지문, 청(靑)색→청바지 [동대문 패션/봉제산업], 청패션[‘70~‘90년대 

– 레트로], [백남준기념관]-예인의 언덕<백남준/박수근/배호/김광석 등>

서: 의(義), 백호, 가을, 광물(金), 돈의문, 백(白)색→제례 [사직단]/저항시인 윤동주 [윤동주기념관]-시인의 언덕 

남: 예(禮), 주작, 여름, 불(火), 흥인지문, 적(赤)색→붉은 치마[한복], 육회[광장시장] 

북: 지(智), 현무, 겨울, 수(水), 숙정문(숙지문), 흑(黑)색→검정 기와/한옥 [북촌/궁/종묘] 

중앙: 신(信), 사계절, 흙(土), 보신각, 황(黃)색→귀금속 [종로3~4가] 

창신·숭인 지역 관광 비전, 목표 및 4대 전략 설정 

비   전: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한 관광지 창신·숭인”

핵심가치: Global Identity(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춘), Universal(차별 없는, 누구에게나 열린), 

Together (같이, ‘같이’의 가치를 아는)

목   표: 세계적 정체성을 띤 <지역관광>,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정관광>,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관광>

4대전략: 「지역 자원 활용 확대」, 「지형 활용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보강」, 「지역 내 

유휴 자원 활용」

전략과제: 1. 지역 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2.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3. 보행로 전망대 공원(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조성

4. 종로03-1 마을버스 노선 신설 검토

5.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6. 지역 출신 예술인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

7.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8. 안내체계 개선사업

9. 동묘시장 관광 지원 마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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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창신 · 숭인 지역은 2014년 서울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으로 지정, 2017년 추진사

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레트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맞게 창신 ․ 숭인 지역

의 자원 및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존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 부산 감천문화마을,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등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콘텐츠가 각광받

고 있음

‐ 창신 ․ 숭인 지역은 낙산공원, 이화마을, 동대문 패션타운,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청계천 등

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짐

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창신·숭인 지역 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근 주요 관광지

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 창신 ․ 숭인 지역은 한양도성, 자주동천, 비우당, 정업원터, 청룡사, 동망정, 영도교, 당고개 

등 다양한 역사 관광 자원을 보유

‐ 특히 창신동은 백남준, 박수근, 김광석 등 근·현대 대한민국 문화예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근저가 형성된 곳임

‐ 차별화된 보유자원을 보다 부각하여 창의적이고 특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창신·숭

인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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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9년(취득 가능한 최신 자료 활용)

◦ 계획기간: 2020~2024년(5개년 중기계획)

￭ 공간적 범위

◦ 행정동: 창신 1~3동, 숭인 1~2동 등 5개 동

◦ 법정동: 창신동, 숭인동

◦ 대상면적: 총 1.38㎢(종로구 5.8%) 

◦ 창신 1~3동 0.80㎢, 숭인 1~2동 0.58㎢

￭ 내용적 범위

◦ 국내 관광 트렌드 및 관광산업 환경 분석

◦ 창신·숭인 지역 현황 분석 

‐ 주변 관광지 방문객 관광 활동 분석

‐ 낙산공원/이화동~주요 관광지 보행환경 조사

◦ 사례분석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사례

‐ 국내외 폐채석장 활용 사례 

◦ 주변 관광지 방문객 관광 활동 분석

◦ 창신·숭인 지역 관광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창신·숭인 지역 관광 기본구상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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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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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외국인 국내 관광활동 현황

3_내국인 국내 관광활동 현황

4_관련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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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광 트렌드 및 환경 분석

1 ∙ 국내관광 트렌드

1)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2019 국내여행 트렌드」 발표1)

◦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소설미디어 버즈량2) 약 264만 건과 영향력 있는 여행 인플루엔

서3) 집단 버즈량 약 4만 6천 건을 분석, B.R.I.D.G.E. 6가지 트렌드를 도출함

구분 내용

분석기간  2015년 10월 ~ 2018년 9월

총 데이터 분석량  국내여행 버즈 데이터 총 2,644,616건, 여행 인플루엔서 집단 버즈 데이터 총 46,498건 

조사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뉴스미디어, 포럼(네이버 카페, 지식인 및 뽐뿌, 

오늘의 유머, DSLR클럽 등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데이터 분석
 소셜스튜디오(솔루션)를 이용한 키워드 매칭 조건에 따른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자동 정서 분석
 분석방법: 데이터 내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언급량 추출을 통한 TOP 키워드 분석

데이터 수집 키워드

 국내여행: 국내여행, 가볼만한 곳, 관광, 휴가, 나들이, 축제, 부산여행, 제주여행, 서울여행 
등 여행 관련 일반 키워드

 인플루엔서: 국내여행, 가볼만한 곳, 관광, 휴가, 나들이, 축제 및 국내 지자체 & 관광명소 관련 
키워드

행태분석 분류  숙박형태 / 동반여행자 / 여행기간 / 목적 및 활동 / 여행지 / 여행명소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표 2-1> 한국관광공사의 「2019 국내여행 트렌드 조사」 개요

◦ B <Break the Generation Gap #다세대 가족여행>: 베이비붐세대부터 밀레니얼세대4) 모

두가 함께 즐기다

‐ 가족여행 버즈량이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주요 여행사 효도관광 상품 마케팅 강화

◦ R <Recreational Activities #레저 여행>: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다

‐ ‘축제’, ‘체험’, ‘행사’ 등이 국내여행 ‘목적 및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지속 안착, 페이스북 

내 TOP5 인게이지먼트5) 중 2개가 액티비티 관련임

1)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2) 버즈량이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게시글로 포스트, 멘션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1Buzz는 1개 게시글을 의미함

3) 여행 인플루엔서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미디어를 통해 여행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온라인상
의 영향력자를 의미함

4) 밀레니얼세대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유․소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IT 환경에 친숙한 세대임 

5) 여기에서 말하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란 SNS에 업로드 된 포스트에 대한 리액션(like/공감), 댓글, 공유, 조회 수에 대한 
총 반응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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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fluential Contents #SNS 여행콘텐츠>: 영상으로 본 그곳으로 떠나고, 나의 기록을 영

상으로 남기다

‐ 블로그, 포럼, 뉴스 등 포털 강세에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비롯한 SNS의 강세

로 전환, 1인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 강세 유투브 영상 지속 성장세 

◦ D <Delicious Foods #맛집 탐방>: 음식/맛집을 찾아다니며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다

‐ 먹방/맛집 여행 예능 인기 지속세: 국내여행 중 음식관광 비율 매년 10% 이상 증가 

◦ G <Go Anytime #연중 여행>: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일상처럼 언제든 여행을 즐기다

‐ 여행 성수기/비수기 상관없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 지속 유지, 근거리 여행 및 도시재생 

콘텐츠 인기 등 여행의 일상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자료: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한국관광공사(2017), 보도자료 “빅데이터로 살펴본 17/18 여행 트렌드는 S.T.A.R.T”

[그림 2-1] 한국관광공사의 2017/2018 및 2019 국내여행 트렌드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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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ast Coast #강원도 여행>: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에서 여행을 즐기다

‐ 국내여행과 여행 인플루엔서 버즈 증감률 TOP 5 안에 강원도 키워드가 각각 2, 3개 포함

‐ 올림픽 특수로 인한 교통 접근성, 숙박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이 강원도 인기 견인차 

역할 

2) 매경이코노미 「여행 뉴 트렌드」 발표6)

◦ 매경이코노미는 2019년 7월, 2019년 여행 뉴 트렌드로 탈(脫)패키지, 한 달 살기, 일상화, 

이색·체험 관광의 ‘PEACE’를 발표함

구분 내용

脫 패키지(Package Exodus)  ‘패키지는 비키지~’, 가이드는 원할 때만

여행기간의 장기화(Extended stay)  ‘살아보기’, ‘한 달 살기’ 열풍, 리빙 트립

여행이 일상화(go Anytime)  성수기·비수기의 구분 없고, 혼행족 증가

이색·독창적 여행지 선호(Creative)  숨은 명소 찾기

관광에서 체험으로(Experience)  나만의 여행: 출사 여행, 해외봉사 여행, 마라톤 투어, 비즈니스 학습 여행 

자료: 인터파크 여행 홈페이지(2019), http://tour.interpark.com/

<표 2-2> 매경이코노미의 「여행 뉴 트렌드」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대 핵심 관광트렌드’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0년, 2014년 ‘10대 핵심 관광트렌드’를 도출하고 그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 2010년, 2014년 과반의 트렌드가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체험 및 경험 소비 추구, 뉴 시니어의 관광소비 영향력 증대, 소비자가 주도하는 DIY여

행·탈패키지화

‐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의 추구 확대, 여행의 일상화, 한 달 살기 등 여행의 장기화   

‐ 1인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 유투브 영상 등 SNS의 관광활동 결정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숨은 명소 발굴

6) 매경닷컴(2019. 7.), 「매경 ECONOMY」, “2019 여행 뉴 트렌드 ‘PEACE’ 脫패키지 ․ 한 달 살기 ․ 체험&학습”

7)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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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2014)」,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2010)」,

     한국관광공사(2018), 전게서, 한국관광공사(2017), 전게서

[그림 2-2] 최근 10년 관광트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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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인 국내 관광활동 현황

1) 최근 10년간 외래 관광객수, 관광수입 및 성장률

◦ 2010~2019년의 지난 10년간 외래 관광객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8.3%로 대체로 성장세를 보

임

‐ 2017년 중국의 단체관광 판매 금지 조치로 외래 관광객수는 2016년 약 1,724만 명이 최

대이나 2018년에는 전년보다 201만 명이 증가하여 다시 상승세를 보임

‐ 중국 외 타 지역 관광객수는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외래관광객* 관광수입 1인당 평균 소비액

명 성장률 US$천 성장률 US$ 성장률

2008  6,890,841 6.9  9,680,500 59.8 1,405 49.5

2009  7,817,533 13.4  9,737,000 0.6 1,246 -11.3

2010  8,797,658 12.5 10,225,400 5.0 1,162 -6.7

2011  9,794,796 11.3 12,233,900 19.6 1,249 7.5

2012 11,140,028 13.7 13,201,100 7.9 1,185 -5.1

2013 12,175,550  9.3 14,288,400 8.2 1,174 -1.0

2014 14,201,516 16.6 17,335,900 21.3 1,221 4.0

2015 13,231,651 -6.8 14,675,800 -15.3 1,109 -9.1

2016 17,241,823 30.3 16,753,900 14.2   972 -12.4

2017 13,335,758 -22.7 13,263,900 -20.8   995 2.4

2018 15,346,879 15.1 15,206,400** 14.6     991** -0.4
*외래관광객의 연중 다수 입국 중복 허용, ** 2018년 관광수입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연도별통계(1975-2018)”, 재구성 

<표 2-3> 연도별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및 성장률
(단위: %)

2) 최근 주요 외래 관광객 변화

◦ 2018년 현재 외래 관광객의 점유율은 중국, 일본, 대만 순으로 높은 가운데, 14~18년 연평

균 성장률은 신한류 지역인 동남아의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순으로 높음

‐ 2018년 베트남 외래 관광객의 비중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나, 지난 5년 연평균 성장률

은 31.4%로 가장 높음

‐ 베트남 다음으로는 대만(15.4%), 말레이시아(13.0%), 러시아(1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발표 이후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단체관광이 금지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되고, 그에 따라 전체 단체여행 비율이 대폭 감

소하여 이전의 2/3 수준을 유지함

‐ 중국 관광객의 비중: <’15> 45.6 % → <’16> 47.0%  → <’17> 31.4% → <’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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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장률
(18/17)

2018
기준

구성비

14~18
연평균
성장률

중국 4,326,869 6,126,865 5,984,170 8,067,722 4,169,353 4,789,512 14.9 31.2 2.1

일본 2,747,750 2,280,434 1,837,782 2,297,893 2,311,447 2,948,527 27.6 19.2 1.4

대만 544,662 643,683 518,190 833,465 925,616 1,115,333 20.5 7.3 15.4

미국 722,315 770,305 767,613 866,186 868,881 967,992 11.4 6.3 6.0

홍콩 400,435 558,377 523,427 650,676 658,031 683,818 3.9 4.5 11.3

태국 372,878 466,783 371,769 470,107 498,511 558,912 12.1 3.6 8.4

필리핀 400,686 434,951 403,622 556,745 448,702 460,168 2.6 3.0 2.8

베트남 117,070 141,504 162,765 251,402 324,740 457,818 41.0 3.0 31.4

말레이시아 207,727 244,520 223,350 311,254 307,641 382,929 24.5 2.5 13.0

러시아 175,360 214,366 188,106 233,973 270,427 302,542 11.9 2.0 11.5

인도네시아 189,189 208,329 193,590 295,461 230,837 249,067 7.9 1.6 5.7

캐나다 133,640 146,429 145,547 175,745 176,256 194,259 10.2 1.3 7.8

그 외 1,657,991 1,827,600 1,809,911 2,148,248 2,094,000 2,222,644 6.1 14.5 6.0

전체 입국자* 11,996,572 14,064,146 13,129,842 17,158,877 13,284,442 15,333,521 15.4 100.0 5.0

주: 이 표의 전체 입국자수는 연중 다수 입국의 중복 허용을 불허하여 이전 표의 전체 외래관광객수와 차이를 보임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1984-2018년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재구성 

<표 2-4> 외래 관광객 국적별 비중 추이
(단위: 명, %)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18」, p.20, 재구성 

[그림 2-3] ’09-’18 단체여행 및 Air-tel Tour 관광객수 추이

◦ 2018년 여성 관광객 비중은 2000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16.7%p 증가함 

‐ 2000년 40.1%에 불과했던 여성 내한 관광객 비중은 2018년에는 56.8%에 달함

‐ 특히 2000년대 초반 한류 바람이 가장 먼저 일었던 일본의 남성 대비 여성 내한 관광객 

비중은 4:6에서 6:4로 역전 현상을 보임 

2000 2018

<’00-’18 전체 외래 관광객 성별 비중 변화> <’00-’18 주요국 여성 외래 관광객 비중 변화>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18」, p.20, 재구성 

[그림 2-4] ’00-’18 여성 외래 관광객 비중 변화



12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3) 외래 관광객 서울 방문율

◦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0% 전후를 유지하며, 2018년 기준 

지역별 방문율은 출신국가별 다른 선호도를 보임

‐ 베트남이 첫 방문율이 가장 높음에도 미국에 비해 서울 방문율을 낮은 것은 동계올림픽 영

향과 단체여행 비율이 높아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제주 인천 대구
첫 

방문율
단체여행 

비율
전  체 79.4 14.9 14.7  9.7  8.5  8.3 3.1 42.2 12.4

중  국 79.1 11.0  7.5  3.4 13.3  8.2 1.7 33.5  1.3

일  본 73.0  8.9 16.5  3.0  2.4  3.2 2.5 29.8  8.1

대  만 75.3 17.3 25.6 15.3  3.4 12.5 7.8 51.7 39.0

미  국 83.5 24.2 15.1  9.2  5.5 10.9 4.0 57.6  1.5

베트남 82.7 38.2 15.9 33.3  3.0  8.3 8.4 73.8 52.7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표 및 국가별 결과표」, 재구성

<표 2-5> 2018 주요 국가 외래 관광객 지역 방문율
(단위: %)

 

연도 서울 방문율

2014 80.4

2015 78.7

2016 78.0

2017 78.8

2018 79.4

자료: 전게서

<표 2-6> 서울 방문율 추이
(단위: %)

4) 외래 관광객 방한 시 참여 활동 및 서울지역 주요 방문지

◦ 외래 관광객의 방한 기간 중 참여 활동의 부동의 1, 2순위는 각각 쇼핑과 식도락 관광임

◦ 서울 대표 쇼핑·식도락 관광지역인 명동과 동대문시장이 십 년 동안 방문율 1, 2위를 유지하

고 있으며, 특히 명동은 지난 십년 간 방문율이 20%p 이상 증가함

 

구분 2008 20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 2018

명동 52.8 62.5 74.5 72.8 77.6 77.1 81.1 78.4 명동/남대문/북창 88.2

동대문시장 51.2 53.4 59.4 56.6 61.9 60.3 62.3 56.9 동대문패션타운 61.0

고궁 43.7 42.0 39.1 39.1 43.5 44.3 38.6 39.0 종로/청계 37.6

남산/N서울타워 27.0 32.2 35.0 31.6 42.5 40.7 43.1 36.6 신촌/홍대주변 35.6

남대문시장 46.4 49.2 38.5 32.8 27.8 29.0 29.0 31.4 강남역 27.8

신촌/홍대주변* - - 20.0 24.2 29.9 29.1 33.2 31.2 이태원 23.8

강남역* - - - - 22.9 23.1 27.1 28.3 잠실 22.4

인사동 33.4 29.4 31.7 29.4 30.3 25.8 28.0 24.8 코엑스 12.4

이태원 24.2 19.7 - - - - - 22.5 광화문광장 11.5

박물관(기념관) 28.4 27.6 27.1 25.2 21.9 26.7 24.3 21.2 한강/유람선 10.9

잠실(롯데월드) 21.3 24.0 28.2 30.0 23.6 23.4 23.9 18.6 가로수길  9.5

*신촌/홍대주변은 2009년 이후, 강남역은 2014년에 추가됨. **2018년 조사에서는 조사지역 항목이 대대적으로 개편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2018/9), 「2017/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재구성

<표 2-7> 연도별 서울지역 상위 10 방문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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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국인 국내 관광활동 현황

1) 내국인 국내여행8) 경험률

◦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내국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84.0%임

연도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2015 87.9 73.6 69.3 74.8 55.8 50.2 70.1 49.2 49.9

2016 89.5 73.7 69.6 75.0 56.2 51.1 70.9 49.4 50.5

2017 90.1 75.7 71.2 75.5 56.5 51.4 73.3 50.5 51.6

2018 89.2 - - 84.0 - - 56.5 - -

※ 2018년의 수치는 여행 경험률은 12월 조사에서 파악한 2018년 한 해 동안의 국내여행 경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임
2018년부터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년도와의 수치비교는 부적절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55, 한국관광공사(2018), 「2017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64. 내용 재구성

<표 2-8>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 추이
(단위: %)

2) 1인당 평균 여행 횟수

◦ 2015년 이후 국민 1인당 평균 여행 횟수는 관광여행, 기타여행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연도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2015 5.47 2.29 3.18 2.65 1.15 1.50 2.82 1.14 1.68

2016 5.51 2.30 3.20 2.68 1.16 1.52 2.83 1.14 1.69

2017 5.89 2.43 3.58 2.79 1.21 1.63 3.27 1.25 2.03

2018 6.92 3.63 3.29 5.26 2.86 2.41 1.66 0.77 0.89

※2018년의 수치는 월별 1인 평균 여행 횟수를 연간으로 합산한 결과값이며, 2018년부터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년도와의 수치비교는 부적절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한국관광공사(2018), p.55, 「2017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64. 내용 재구성

<표 2-9> 국민 1인당 평균 여행 횟수 추이
(단위: 회)

3) 국내여행 방문지

◦ 2017년까지 순수 관광 목적의 국내여행 방문지는 주로 서울에서 근거리인 ‘경기’, ‘강원’, ‘충

8) 관광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인 ‘관광 ․ 휴양’인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출장 ‧ 업무’, ‘단순 귀성, 단순 
친구 ‧ 친지 방문’을 의미함. 국내관광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 합한 전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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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순으로 방문율 상위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강원’과 ‘경기’의 순위 변동이 있었고, 

‘경남’이 3위로 순위가 급상승함

◦ 2018년 숙박 관광으로는 ‘강원’이, 당일 관광으로는 ‘경기’가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 

이 숙박/당일 양 부문에서 방문율 상위를 차지함 

‐ ‘서울’은 당일 관광 부문에서 10.5%로 두 번째로 방문율이 높음

연도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2015 경기(18.3) 서울/충남(11.4) 경기(16.2) 강원(12.7) 충남(11.6) 경기(20.3) 서울(16.8) 충남(11.1)

2016 경기(18.3) 서울(11.1) 충남(9.7) 경기(16.6) 강원(12.4) 충남(10.2) 경기(19.9) 서울(15.8) 충남(9.2)

2017 경기(18.9) 서울(12.3) 충남(9.4) 경기(16.2) 강원(12.2) 충남(10.2) 경기(21.2) 서울(17.4) 충남(8.8)

2018 - - - 강원(15.4) 경기(13.5) 경남(11.2) - - -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한국관광공사(2018), 「2017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39. 내용 재구성

<표 2-10> 연도별 국내여행 방문지 상위 3
(단위: %)

[ 관광 전체 ] [ 숙박 관광 ] [ 당일 관광 ]

※ 복수 응답, 상위 5위, 단위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7 

[그림 2-5] 2018 내국인 여행 방문지 상위 5위

4) 내국인 국내여행 방문지 선택 요인

◦ 2018년 내국인은 국내 여행지 선택 시 ‘여행지 지명도’, ‘볼거리 제공’, ‘음식’ 순으로 우선 

고려함

‐ 숙박여행에서는 ‘여행지 지명도’가, 당일여행에서는 ‘볼거리 제공’이 보다 우선 고려되었음  

◦ 여행지 선택 시 ‘볼거리 제공’의 중요도는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5년과 2017년 비교 시 전체, 숙박, 당일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

며, 2018년 중복 질문 시 당일 여행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2015/2017년과 비교하면 2018년 국내 여행지를 선택 시 ‘음식’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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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TV 프로그램의 흥행과 먹방의 인기에 힘입어 2015년에는 순위권 밖이었던 음식이 

2018년에는 3위권 내 진입

구분
관광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2015 2017 2018 2015 2017 2018 2015 2017 2018

1순위
여행지지명도

(68.4)

여행지지명도
(71.5)

여행지지명도
/

볼거리 제공
(43.4)

여행지지명도
(75.5)

여행지지명도
(79.0)

여행지지명도
(47.6)

여행지지명도
(62.7)

여행지지명도
(65.9)

볼거리 제공
(42.5)

2순위
볼거리 제공

(58.5)
볼거리 제공

(64.3)
볼거리 제공

(64.8)
볼거리 제공

(69.5)
볼거리 제공

(44.1)
볼거리 제공

(53.5)
볼거리 제공

(60.4)

여행지지명도
(38.4)

3순위
동반자 유형

(39.7)

동반자 유형
(35.6)

음식
(29.2)

동반자 유형
(37.9)

동반자 유형
(35.8)

음식
(27.8)

이동거리
(41.7)

이동거리
(38.0)

음식
(30.8)

4순위
이동거리
(35.3)

이동거리
(31.6)

동반자 유형
(25.0)

이동거리
(27.2)

여행가능시간
(23.4)

동반자 유형
(24.9)

동반자 유형
(41.2)

동반자 유형
(35.4)

동반자 유형
(29.1)

5순위
저렴한 경비

(22.3)

저렴한 경비
(24.1)

여행가능시간
(23.9)

여행가능시간
(19.7)

이동거리
(22.9)

여행가능시간
(24.3)

저렴한 경비
(25.3)

저렴한 경비
(25.3)

여행가능시간
(25.0)

※ 2018년 조사방식의 변경으로 2015/2017년과 2018년의 수치 비교는 부적절하고, 수치는 해당연도 내 비교만 유효함
2015/2017년은 1순위+2순위+3순위, 2018년은 복수 응답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국민여행조사 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표 2-11> 2015/2018 여행지 선택 요인
(단위: %) 

5) 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

◦ 내국인은 국내 여행지에서 주로 사진 촬영과 관련된 ‘자연 및 풍경 감상’을 가장 많이 함

‐ 숙박 관광에서는 ‘휴식/휴양’ 활동이, 당일 관광에서는 ‘음식 관광’이 2순위로 많이 하는 

활동임  

[ 관광 전체 ] [ 숙박 관광 ] [ 당일 관광 ]

※ 복수 응답, 상위 5위, 단위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12 

[그림 2-6] 2018 내국인 여행에서의 활동 상위 5위

6) 참고 여행 정보원 및 인터넷 사이트

◦ 여행지 선택 시 참고하는 정보원으로는 ‘주변인’과 ‘과거 방문 경험’,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 순이며, 당일여행의 경우 ‘정보 없이 방문’이 3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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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참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앱으로는 ‘구글’,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여행 블로그’와 ‘SNS’는 비슷하게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수 응답, 단위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8 

[그림 2-7] 2018 여행 정보 획득 경로

※ 인터넷사이트/모바일 앱 이용자 대상, 복수 응답, 단위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p.8 

[그림 2-8] 2018 참고 인터넷 사이트

7) 내국인 국내여행 시기

◦ 내국인은 숙박여행, 당일여행 모두 ‘주말’ 여행률이 가장 높으며, 주된 목적이 ‘출장․업무’가 

포함된 기타여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일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명절연휴

국내 관광 기타 국내 관광 기타 국내 관광 기타 국내 관광 기타

전체 37.2 36.2 33.7 73.8 78.4 47.7 8.2 7.9 6.8  9.6 4.4 26.5

숙박 50.1 52.9 36.0 74.1 81.8 39.9 7.7 8.3 4.7 13.9 5.7 45.0

당일 20.5 15.8 31.4 69.9 74.3 53.8 8.0 7.4 8.5 4.6 2.9  9.2

※ 관광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인 ‘관광 ․ 휴양’인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출장 ‧ 업무’, ‘단순 귀성, 단순 
친구 ‧ 친지 방문’인 경우로 여행 방문지에서 관광‧휴양 활동이 병행되었다면 관광여행으로 분류함(복수 응답, 단위 %)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2018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분석편」, 재구성

<표 2-12> 2018년 내국인 여행 시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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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련 계획 검토

1) 관련 계획 검토 기준

◦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시 상위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획의 기조 및 

전략 내용을 검토함 

수립 주체 도시 관광

중앙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광역지자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2019~2023)

종로구
종로구 중장기 기본계획(2011~2020)

 – 도시․교통편
종로관광 마스터플랜(2019~2023)

종로구 중장기 기본계획(‘11~‘20)- 문화․관광편

<표 2-13> 검토 관련 계획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2019)9)

￭ 계획 기조, 목표 및 발전전략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균형국토 만들기: 특색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매력 공간 창출

‐ 지역문화자산 기반으로 광역관광루트 육성, 지역자원 공동 브랜드화

‐ 노후관광지 재생, 유휴공간·시설의 문화적 재생으로 지역 활력 거점 활용

9) 국토계획연구단(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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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국토 만들기

‐ 적정 개발과 관리를 통한 집약적 도시공간 조성: 미이용·저이용 토지/유휴부지 복합 활용

‐ 도시재생 활성화로 활력 제고: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활용 

◦ 첨단국토 만들기: 교통약자, 취약지역을 배려한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동수단 개발·상용화

‐ 교통취약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대책 강화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14, 2010~2030)

￭ 2030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

￭ 핵심이슈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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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글로벌 상생도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특화산업 보존 및 육성

◦ [글로벌 상생도시] 경제 주체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중점 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확대

‐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 지원체계 구

축, 골목경제 활성화

‐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 [즐거운 문화도시] 생활 속에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 시민의 역사자원 접근성 개선: 현장 교육 확대 및 역사문화 안내 홍보체계 마련 – 표지석, 

안내판, 스마트폰 앱 등

‐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자연요소, 근현대 생활문화유산 관리방안 마련

◦ [즐거운 문화도시] 도시경관 관리

‐ 자연경관의 보호: 내·외사산 및 구릉지의 경관특성 관리

‐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 회복,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 보호

‐ 가로경관과 시가지 경관의 관리: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 디자인,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 [즐거운 문화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문화적 재생과 활성화

◦ [안심도시]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실현

‐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재활용·자원화 및 자원순환 확대, 물품 재사용 문화 정착

◦ [안심도시] 녹색교통환경 조성

‐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로 공간 재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행 친화적 생활권 조

성, 녹색(Green) 도로 조성, 단절 없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4)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지역생활권계획(종로구)

￭ 창신·숭인 지역 미래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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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지역성장 기반 구축] 동대문 일대와 연계하여 패션산업 메카로 육성 및 지원

‐ 패션 및 봉제산업 관련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체험관광 사업 추진 검토

◦ [지역성장 기반 구축] 도매상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다양성 확보

‐ 청계천 일대 패션잡화는 동대문과 연계하여 활성화

‐ 창신동문구완구거리와 수족관조류골목은 기존 상업특성 보전

◦ [보전관리 방안 마련] 저층형 주거지에 대한 보전형 환경정비 방안 검토

‐ 마을안길(골목)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유도

‐ 성곽마을과 인접한 특화거리의 접근성 강화(유도 사인물 설치 등)

◦ [보전관리 방안 마련] 안전 취약 주거지는 주거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 창신동 내 절개지 주변의 위협적인 도시경관 해소, 주거안정성 확보

‐ 절개지의 특수 경관성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 적용

◦ [보행편의 도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를 통해 걷기 편한 마을 조성

‐ 배리어프리 도보환경 조성, 노후보도, 동절기 노면 결빙 등 경사면 안전사고 예방책 검토

◦ [보행편의 도모] 근린생활가로 주변의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편의성 확보

‐ 골목시장, 근린생활가로 주변의 보행가로 정비를 통해 도보통행 활성화

◦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권으로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소형버스) 등 확충 검토: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기

존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체계 확충 검토

◦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주차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 생활편의 도모

‐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한시적 이용 방안 검토

‐ 공영주차장 확보로 부족한 주차장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5) 종로구 중장기 기본계획(2011~2020)-도시·교통

￭ 도시·교통 부분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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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는 도시 구축

‐ 보행자중심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심활성화 추진, 보행네트워크 형성

‐ 노후 시설물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정비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신규 노선 발굴, 맞춤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 확대 실시

◦ 교통부문의 ‘Barrier-free’ 확립

‐ 장애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개선: 대중교통의 접

근성, 이동성, 환승 용이성 향상, 안내체계 계선

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비전, 목표 및 전략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산업관광 활성화: 테마 공원 조성 및 산업 관광 코스 개발을 통한 활성화 유도, 지역별 산

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전략적 거점 개발 및 산업관광 벨트 조성

◦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보유 기본 인프라, 문화시설, 콘텐츠 등의 가치 발굴 및 극대화, 관광활동과 활동 편의성 

확보된 명품 관광도시 창출: 기존 도시구조에 경관적 요소 가미, 특색 있는 프로그램 도입

‐ 인문경관과 지형적 특이성을 형성하는 지역경관자원의 가치 보전·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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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 대안형 숙박시설과 전통한옥 등의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확충

‐ 관광객의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 도로와 주변경관의 패키지화를 통한 도로교통시설의 관광

자원화 확대

‐ 생활공간 내 문화 및 여가 공간 확충, 가상공간을 활용한 간접 관광 체험 인프라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7)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2019~2023)

￭ 비전, 목표 및 전략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과제

◦ [시민행복 관광도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관광 환경 조성

‐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 확충: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콘텐츠 풍부 관광매력도시]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 시공간 결합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야간관광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추진

‐ 유·무형 문화유산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추진

‐ 에스닉 투어리즘(Ethnic Tourism) 활성화: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 환경 개선 및 민족문화 

보존 지원을 통한 관광 콘텐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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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풍부 관광매력도시]  서울관광 20대 M.V.P(Must Visit Place) 코스 개발

‐ ‘M.V.P Seoul 코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체계 정비: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 코

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시인성 강화를 위한 코스 내 지점별 BI적용 안내마크 부착

‐ 서울 대표 관광 명소로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도심 속 도보관광 활성화로 보행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규 코스 

개발, 도보관광코스 안내체계 개선 

◦ [콘텐츠 풍부 관광매력도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인기드라마 촬영지, 한류 스타 운영 명소 등 한류 명소 정보 

체계적 제공

‐ 프리미엄 관광 개발 지원: 희소성 있는 고소비형 관광상품(콘텐츠) 개발-한복 만들기 체험 

◦ [편리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ICT 기반 게임형식의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방탈출게임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언어불편 해소를 위해 디지털 스마트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 [편리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관광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관광 환경 조성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편의 도모: 다국어 표기 모바일·실물 음식 메뉴판 

보급 및 음식 재료 정보 제공

‐ 다문화 관광객 친화 숙박업소 육성·지원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지역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

‐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발족 및 운영: 지역관광 PD 발굴 및 역량 강화, 주민사업체 운영

8) 종로구 중장기 기본계획(2011~2020)-문화·관광

￭ 문화·관광 부분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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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전략

◦ 구민 주도의 공정관광 시스템 구축

‐ 주민 주도의 공정관광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문화 기반 관광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확충

‐ 관광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종로관광지도 구축, 인터넷과 앱을 활용한 문화해설

9) 종로관광 마스터 플랜(2019~2023)

￭ 문화·관광 부분 비전 및 목표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세부 추진 과제 및 공간 체계 개발 전략

◦ 이야기를 담은 관광 공간 조성

‐ 근대산업 창의 공간: 근대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관광체험 프로그램 마련

‐ 특별관광 관리 공간: 한양도성 성곽길

◦ 구민 주도의 공정관광 시스템 구축

‐ 주민 주도형 관광협동조합

‐ 장소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 지역인재 육성과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03

창신･숭인 지역 현황 분석

1_일반 현황

2_관광자원 현황

3_관광 관련 시설 현황

4_주변 관광지 방문객 관광활동 분석

5_창신·숭인 지역 관광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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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창신･숭인 지역 현황 분석

1 ∙ 일반 현황

1) 입지 여건

￭ 위치

◦ 창신･숭인 지역은 종로구의 동단에 위치하며, 한양도성을 서측 경계로 이화동과 구분되며, 청

계천을 남측 경계로 중구와 인접 위치함 

◦ 행정구역으로는 동, 남, 북측으로 각각 동대문구, 중구, 성북구와 접하고 있음

‐ 창신동은 북단에서 성북구(삼선동)과, 남단에서 중구(신당동, 황학동)과 접함

‐ 숭인동은 북단에서 성북구(보문동)과, 동단에서 동대문구(용신동), 남단으로 중구(황학동)과 

접함

￭ 교통

◦ 지하철 1, 4, 6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역사의 연결선이 지역 내 주요 도로를 형성하는 창신․숭
인 지역은 대체로 교통이 좋은 편이나 일부 경사지역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동대문역(①, ④), 동묘역(①, ⑥), 창신역(⑥)이, 동측 단부에 우이신설역(①, ◯우 )이 위치함 

‐ 교통축: 동서축(종로), 중앙 남북축(지봉로), 동단 남북측(보문로-난계로) 

[ 종로구 행정구역도 ] [ 창신･숭인 지역 위치 ]

 

[그림 3-1] 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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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세

◦ 창신·숭인지역은 타락산 또는 낙타산이라고 불리던 현재의 낙산과 이어지는 동망봉이 있는 

현 숭인근린공원이 북측에 있어 전반적으로 북고남저 지형을 이룸 

‐ 과거 동서방향으로 서울 한양도성의 능선과 이와 마주보는 높이의 능선이 솟아있는 모습이 

낙타의 혹을 뒤집은 형태로 보인다하여 타락산(낙타산)이라 불리움

◦ 경성부 직영 채석장이 된 1924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 돌산의 화강

암이 채석된 자리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곳곳에 급경사 주거지를 형성하게 됨

[ 1936년 창신․숭인 지역 필지 분할 현황] [ 낙산아파트 부지와 1983년 낙산아파트 모습]

[ 1960년대 낙산아파트 건립 당시 모습 ] [ 2019년 11월 현재 모습]

이미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11), 『창신동』, p.43, 대경성정도(1936)(좌), p.88, 그림1(우상), 2(좌하)

[그림 3-2] 창신･숭인 지역 지형 변천사

[그림 3-3] 창신･숭인 지역 지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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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창신･숭인 지역 지형 단면도

◦ 창신･숭인 지역은 북쪽에 M자 형태의 산맥이 형성되고, 그 사이 골짜기를 따라 평평한 지형

이 펼쳐져 전체적으로 북고남저의 지형을 가짐 

‐ 창신2동, 창신3동 일부 북측 지역은 표고가 100m이상이며, 전체 대상지 면적의 10% 이

상 지역의 표고가 80m 이상임

‐ 과거 채석장 시절 형성된 경사각 60도 이상의 급경사의 절개지가 창신2동에 1개소, 창신3

동에 6개소, 숭인1동에 1개소가 위치함

[ 창신･숭인 지역 표고분석도 ] [ 창신･숭인 지역 경사도 ]

구분 면적(㎡)
면적비
(%)

20m 미만   220,029  16.08

20-40m   678,436  49.58

40-60m   177,506  12.97

60-80m   153,892  11.25

80-100m    97,657   7.14

100m 이상    40,950   2.99

합계 1,368,470 100.00

구분
면적(㎡)

면적비
(%)색 경사각(%)

10°(17.6%) 미만   917,117  67.02

10°-20°(36.4%)   265,987  19.44

20°-30°(57.7%)   116,938   8.55

30°-45°(100%)    47,589   3.48

45°-60°(173%)    12,058   0.88

60°-70°(275%)     4,374   0.32

70°-80°(566%)     4,031   0.29

80°(566%) 이상       377   0.03

합계 1,368,470 100.00

[그림 3-4] 창신･숭인 지역 표고 분석도/경사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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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현황

￭ 인구 변화

◦ 2018년 12월 기준 창신·숭인 지역의 인구는 37,382명으로 종로구 전체 인구의 24.4%를 차

지함 

◦ 최근 5년간 창신·숭인 지역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2.3%로 종로구 전체 인구변화율  -0.9%

의 2.5배임

‐ 지역 내 공동주택 세대수가 가장 적은 창신2동이 –3.8%로 가장 큰 인구감소폭을 보임

‐ 그 다음으로는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평균 건축연한이 41년인 창신1동의 인구 감소폭(–
3.3%)이 큼

◦ 최근 5년간 동별 평균연령 변화는 창신1동과 창신2동이 +4.4세로 상승폭이 높은 반면, 숭인

2동은 +2.0세로 상대적으로 작음

￭ 인구 구성 

◦ 종로구 전체 인구의 성비는 95.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반면, 창신․숭인 지역 내 성비는 

103.5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 창신1동과 창신2동의 외국인 비중은 종로구(5.8%)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창신3

동, 숭인동 지역은 외국인 비중이 낮음

◦ 창신1동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1.6%로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창신2동(18.8%)과 

숭인1동(17.9%)도 초고령사회10)로 진입이 목전임

구분
인구*(명) 

세대수
(세대)

세대당
인구

(인/세대)

외국인
비중**
(%)

평균
연령***(세)

‘14~‘18
연평균
증가율

계 남 여 성비
고령자
비중 2013 2018

창신1동   5,364  2,913  2,451 118.8 21.6%  2,996 1.89 12.2 42.5 46.9 -3.3%

창신2동   8,780  4,485  4,295 104.4 18.8%  4,167 2.15 10.6 39.9 44.3 -3.8%

창신3동   7,254  3,571  3,683  97.0 15.6%  2,889 2.57  2.3 38.2 41.4 -2.4%

숭인1동   6,376  3,155  3,221  98.0 17.9%  2,996 2.18  4.4 39.4 42.9 -2.4%

숭인2동   9,608  4,895  4,713 103.9 16.6%  5,716 1.72  4.9 41.0 42.9  0.1%

소계  37,382 19,019 18,363 103.5 17.9% 18,764 1.99  6.9 40.1 43.5 -2.3%

종로구 153,065 74,825 78,240  95.6 17.4% 73,735 2.10  5.8 39.8 41.9 -0.9%

*인구 2018년 12월말 기준, 외국인 미포함.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임
**외국인 비중은 통계연보(2018) 2017년 말 기준 작성
***5세 구간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100세 이상은 102세로 일괄 처리 산정한 값임
자료: 종로구(2019), 「2019 구정현황」, 종로구(2018), 「2018 종로통계연보」 

<표 3-1> 창신･숭인 지역 인구 현황

10)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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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 지역의 핵심생산인력(25세~49세)은 지난 5년간 종로구의 전체 감소분의 과반인 

3,187명이 감소함

‐ 특히 창신2동은 지역 내 감소의 41.6%를 차지하며, 연령층 전체 인구 감소율도 –3.8%로 

가장 높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근 5년 증감

창신1동  2,340  2,262  2,121  1,979  1,841  1,685 -  655

창신2동  4,284  3,907  3,674  3,454  3,245  2,958 - 1,326

창신3동  3,238  3,081  2,941  2,825  2,724  2,690 -  548

숭인1동  3,018  2,824  2,729  2,685  2,551  2,409 -  609

숭인2동  4,096  4,110  4,047  4,072  4,075  4,047 -   49

소계 16,976 16,184 15,512 15,015 14,436 13,789 -3,187

종로구 63,882 61,559 59,927 58,376 58,888 57,669 -6,213

자료: 서울특별시(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2018, “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표 3-2> 동별 핵심생산인력(25세~49세) 추이
(단위: 명)

3) 산업 현황

￭ 사업체, 종사자수

◦ 창신·숭인 지역 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종로구의 14.2%, 6.7%를 차지함

◦ 종로구 전체와 비교하면 창신·숭인 지역 내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음   

‐ 종로구의 사업체 비중 상위 3 산업은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순임

‐ 창신·숭인 지역은 도매·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순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1 2 3 1 2 3

창신·숭인
도매·소매업

(31.1%)
제조업

(21.8%)
숙박·음식점업

(12.5%)
도매·소매업

(29.4%)
제조업

(20.4%)
숙박·음식점업

(10.7%)

종로구
도매·소매업

(42.0%)
숙박·음식점업

(16.6%)
제조업

(11.0%)
도매·소매업

(16.5%)
건설업

(11.4%)
숙박·음식점업

(9.9%)

자료: 종로구(2019), 「2019 종로통계연보」 

<표 3-3> 종로구/창신･숭인 지역 사업체수/종사자수 비중 상위 3 산업

◦ 창신·숭인 지역 내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1명/개, 종로구 평균 사업체당 종사자수 6.6명/개

의 50%로 창신·숭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세업자 비중이 높음

◦ 창신·숭인 지역 내 대표 제조업은 봉제산업임

‐ 봉제산업은 지역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0.2%, 제조업 종사자수의 86.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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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섬유 제품 제조(의복 외) 의복/액세서리 등 제조 가죽/가방/신발 제조 합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창신1동  30  100   136   568 23  37   189   705

창신2동  59  161   322   951  1   7   382 1,119

창신3동   2    3    38    95 - -    40    98

숭인1동  24   52   135   367 - -   159   419

숭인2동  34   85   150   641 52 105   236   831

소  계 149  401   781 2,622 76 149 1,006 3,172

종로구 555 1,288 1,519 4,965 99 193 2,173 6,446

자료: 종로구(2019), 「2019 종로통계연보」 

<표 3-4> 창신･숭인 지역 봉제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단위: 개, 명)

산업대분류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소계 종로구

제조업
사업체 348 405   45 173 284 1,255 4,450

종사자 1,006 1,157 121 446 940 3,670 13,07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체    1     -    1     -     - 2 6

종사자   49     -   38     -     - 87 136

건설업
사업체    9   10    8    6   25 58 339

종사자   22   12   17   10 261 322 30,754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1,284 125   48   91 241 1,789 17,025

종사자 2,506 216 124 770 1,683 5,299 44,263

운수업
사업체 45 38 47 42 58 230 1,350

종사자 140 51 87 67 112 457 6,818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262 120 28 52 259 721 6,724

종사자 810 302 57 131 635 1,935 26,57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체 12 5 3 8 22 50 883

종사자 41 5 6 16 56 124 18,628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4 4 1 2 50 91 551

종사자 546 32 7 14 946 1,545 21,6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 61 17 22 20 84 204 1,301

종사자 208 20 65 42 239 574 7,2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27 6 3 12 38 86 1,499

종사자 106 19 13 37 270 445 20,3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체 23 8 1 9 33 74 1,242

종사자 366 11 1 41 655 1,074 18,6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체 1 2 2 1 3 9 90

종사자 19 81 63 20 82 265 16,504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 12 7 14 13 28 74 852

종사자 98 20 126 51 320 615 13,3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44 27 8 23 25 127 732

종사자 330 267 75 212 92 976 15,9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43 19 4 6 36 108 926

종사자 210 33 8 17 185 453 6,1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 96 78 29 49 97 349 2,506

종사자 277 106 43 88 181 695 8,275

합계
사업체 2,302 871 264 507 1,812 5,756 40,490

종사자 6,734 2,332 851 1,433 6,657 18,007 268,702

자료: 종로구(2019), 「2019 종로통계연보」 

<표 3-5> 산업대분류별/동별 사업체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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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관

◦ 2019년 4월 기준 창신·숭인 지역 내 교육기관은 창신동 소재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숭인동 소재 각종학교 2교뿐임

◦ 지역 내 전체 초등학생수는 933명이고, 고등학생수는 267명이며, 지역 내 각종학교 학생수

가 660명임

◦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구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에서는 관광 산업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 중임

‐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는 2019년 상업고등학교에서 예술고등학교로 전환, 2019년 입학생부

터 외식 베이커리과와 뮤지컬 연기과 과정을 개설․운영 중임

구분 학교명 설립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위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초등학교
서울창신초등학교 공립 30 1 541 6 18.0 창신1동

서울명신초등학교 공립 20 2 392 6 19.6 창신3동

고등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사립 15 - 267 - 17.8 창신3동

각종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공립 20 - 548 - 27.4 숭인2동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공립 6 - 112 - 18.7 숭인2동

*구정현황 2018.12. 기준
자료: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2019년 4월 기준, 종로구(2019), 「2019 구정현황」 

<표 3-6> 창신･숭인 지역 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명, 명/학급)

학교 학과(과정)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도제과, 서비스마케팅과, 유통경영과 ⇒ 외식 베이커리과, 뮤지컬 연기과 과정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자료: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표 3-7> 창신･숭인 지역 고등학교 관광 관련 학과 운영 현황

5) 문화체육시설

◦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로는 문화․체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창신1동)과  동부여

성문화센터(창신2동)가 있음

학교 운영프로그램

종로구민회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웨이트로빅, 에어로빅, 배드민턴, 서예, 미술, 베이커리, 문인화, 암산 등

동부여성문화센터 헬스, 에어로빅, 어린이 복싱 클럽, 라인댄스, 요가/필라테스

자료: 종로구시설관리공단(https://www.ijongno.co.kr)

<표 3-8> 창신･숭인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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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광자원 현황

1) 역사 문화 자원 

◦ 창신·숭인 지역에는 보물 1건, 서울시 유형문화재 2건, 서울시 전통사찰 3개소가 소재함

◦ 단종 비(妃) 정순왕후 관련 유적만 정업원구기, 자주동천, 원각사 터, 청룡사, 동망봉, 영도교 

등 6개소에 이름

구분 역사 문화 자원 설명 소재지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동묘)  - 중국 촉한의 장수 관운장을 모신 사당(1601년 완공)

 - 앞면 5칸, 옆면 6칸의 T자형 지붕을 구성, 익공계 양식 

 - 사도세자 자작·친필의 “무안왕묘비명” 동무 비석 

 - 영조 자작·친필의 “현덕소덕무안완묘” 서무 비석

 - 동묘 주변에 만물시장이 형성, 관광객 꾸준히 증가

<숭인2동>
난계로27길 

84

서울시 
유형

문화재
제5호

정업원구기(정업원 터)*  - 단종 폐위 후 폐서인이 된 정순왕후가 살았던 집터

 - 훗날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곳임을 알게 된 영조가 “정업원구기
(淨業院舊基)”란 비석을 세워 추모함

 - 실제 정업원은 사대문 안에 소재했었고, 정순왕후가 정업원 주
지로 있었던 사연이 잘못 전해져 ‘정업원구기’가 됨 

<숭인1동>
숭인동 산3

서울시 
유형

문화재
제122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 마애관음보살상은 190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커다란 화강암 
바위의 동쪽 면을 파서 얕게 양각함

 - 마애관음보살상 위로 목조 가구의 전각이 세워져 있음

<창신1동>
창신5길 61

서울시
전통사찰

안양암  - 안양암은 성월대가가 1889년에 창건함

 - 안양암은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금륜전, 천오백불전, 영각, 
삼신각, 칠성각, 요사채 등으로 구성 

 - 현재는 한국미술박물관의 별관으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7
점과 문화재 자료 12점이 소장되어 있음

<창신1동>
창신5길 61

미지정

비우당  - 비우당은 ‘비를 피할만한 집’이라는 뜻임

 - 조선 중기 실학자 지봉 이수광이 우리나라 최초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지은 곳 

 - 아파트 공사 및 낙산공원 조성으로 쌍용2단지 아파트 내에서 
현 위치로 이전됨

<창신3동>
낙산길 

202-15

*정순왕후 관련 역사문화 관광자원
자료: 문화유산채널(http://www.k-heritage.tv), 종로구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jongno.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http://encykorea.aks.ac.kr)

<표 3-9> 역사 문화 자원 현황



34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구분 역사문화 관광자원 설명 소재지

미지정

자주동천*  - 정순왕후가 폐위 후 생계를 위해 염색 일을 하였는데 이곳의 
우물물과 자지초를 이용했다고 함

 -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비단을 빨면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짐

<창신3동>
낙산길 

202-15

미지정

원각사 터*  - 원각사는 과거 정순왕후가 단종의 3년 상을 치른 사찰로 비우당 
옆에 위치했었음

 - 현재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별관을 증축하여 2020년 
여성역사샘터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임

<창신3동>
낙산길 

202-15

서울시
전통사찰

청룡사*  - 과거 왕실의 여인들이 비구니로 출가하던 곳으로 정순왕후가 
단종 죽음 후 유배되어 지낸 곳

 - 도선국사의 유언에 따라 922년 고려 태조 때 창건, 1036년(정
종 2), 1158년(의종 12), 1299년(충렬왕 25)에 중건

 - 1954년 대부분의 건물을 새로 지어 현재에 이름 

<숭인1동>
동망산길 65

미지정

동망봉*  -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던 곳

 - 훗날(1771년) 영조가 친히 ‘동망봉(東望峯)’이란 글자를 써서 
이 곳 바위에 새기게 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되면서 
글씨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음

<숭인1동>
숭인동 

58-587

미지정

영도교*  - 세조4년 단종이 왕위를 세조에게 빼앗기고, 귀양 갈 때 정순왕후
와 마지막 이별한 곳

 - ‘영이별교’, ‘영영건넌다리’로도 불림

종로구 
숭인동과 중구 
황학동 사이 

청계천 다리

서울시
전통사찰

묘각사  - 일제강점기(1942년)에 이홍선이 창건한 사찰

 - 대한불교관음종의 총본산

<숭인1동>
종로63가길

31

미지정

원흥사 터  - 광무 6년(1902년) 대한제국의 황실 보제사(菩提寺)로 조선 전
체의 사찰을 총괄하는 총본산으로 창건됨

 - 1904년 원흥사 폐지, 1906 명진학교(동국대학교 전신) 개교

 - 1912 능인학교, 1916 창신공립보통학교→현 창신초교

 - (좌)1919년에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창신공립보통학교

<창신1동>
지봉로 73

*정순왕후 관련 역사문화 관광자원
자료: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이미지 출처: 템플스테이 묘각사 소개(https://www.templestay.com)

<표 3-9> 역사 문화 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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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신·숭인 지역 관련 인물

￭ 근현대 문화예술인

◦ 창신·숭인 지역 출신이거나 한 때 생활하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영화, 미술, 음악 등 대부분 각

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인사임

‐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대한민국 영화의 선구자 나운규, 서민풍의 대표 서양화

가 박수근, 「돌아가는 삼각지」로 20여주 연속 1위한 배호, 현재까지 사랑받는 김광석 등

◦ 창신동에서의 생활은 일부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감을 심어 줬으며, 그들은 자신 

작품에 창신동의 생활을 담아내곤 함

‐ 박수근은 창신동 거주 시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함

구분 생활시기 문화예술인 관련 내용 주소

미술
1937
~1950

백남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5살 때부터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살았던 “큰대문집”에 
대한 애착을 가짐  

1990년 큰대문집이 있던 장소를 찾아가는 영상 

종로53길 일대
(창신동 
197번지

일대)기록을 남겼으며, <서울에서 부다페스트까지(1990)>와 같은 주요 
작품에 삽입함

미술
1952
~1963

박수근

1950년대~1960년대 초 「우물가(집)」, 「노상에서」, 「빨래터」, 「풍경」, 
「절구질 하는 여인」, 「세 여인」, 「앉아 있는 여인」, 「귀로」, 「시장 
사람들」 등 창신동 거주 시 가장 활발한 미술활동을 펼침 

창신동 일대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이 다수임 

지봉로 11

빨래터(1954) 풍경(산) (1959)

소설가 1923~? 김유정 1923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입학. 한 때 숭인동 80번지에서 생활함 
숭인동 80

(76로 통합)

영화
제작자

1927
~1929

나운규
 1927년 “나운규프로덕션”과 “조선배우학교”를 창신동에 설립

 「옥녀(玉女)」, 「사나이」, 「사랑을 찾아서」, 「벙어리 삼룡」 등을 발표
창신길 41*

(창신동 651)

싱어송
라이터

1946
~1955

배  호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난 배호는 광복 후 잠시 인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1946년 4월부터 창신동의 적산가옥에서 거주
창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부산으로 이주

지봉로5길 8*
(창신동 81)

싱어송
라이터

1968
~1990

김광석

5살 때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결혼할 때까지 창신동에서 거주

1975년 1990년까지 창신동 130-54에서 거주

거주 기간 동안 노찾사 1집 참여, 동물원 1, 2집 보컬 활동
1989년 솔로 1집 발표

창신동 
130-54

*필지 통폐합으로 현재 정확한 해당 필지를 알 수 없으나 가장 유력 주소지로 작성
자료: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 김유정문학촌(http://www.kimyoujeong.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 

encykorea.aks.ac.kr), 이미지 출처: 현대화랑(http://www.galleryhyundai.com), 
박수근미술관(http://www.parksookeun.or.kr)

<표 3-10> 창신･숭인 지역 관련 근현대 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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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미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11), 『창신동』, p.43, 대경성정도(1936)

[그림 3-5] 창신･숭인 지역 관련 문화예술인의 거주지(생활지역)

￭ 독립운동가11)

◦ 손병희와 천도교<상춘원>

‐ 상춘원은 천도교의 3대 기념일 행사 및 주요 모임을 개최했던 모임장소로 1912년 박영효

의 별장(숭인동 157, 현 72번지 일대)을 매입하여 조성함

‐ 상춘원은 1919년에는 손병희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천도교 지도부들이 독립

운동 도모를 위해 모여 전략을 짰던 곳이며 천도교 출신 다수의 독립운동가와 관련됨

‐ 3·1운동 주도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출옥한 손병희가 상춘원에

서 요양하다가 타계함

◦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1923년)한 의열단 단원 김상옥 열사

‐ 김상옥 열사는 1912년 창신동에서 ‘영덕철물점’을 운영했음이 전해짐

￭ 기타

◦ 개화파이자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효가 유년시절 살았던 박영효의 옛집(현 롯데캐슬)은 일제 

강점기에는 귀족회관이라 불리며, 구 황실 귀족이나 일본 관리만 출입함

11) 서울역사박물관(2011), 「창신동：공간과 일상」 내용과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전시물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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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관광 자원

￭ 신발 산업 권역: 신발상가와 신발재료/임가공업체

◦ 창신동 신발상가는 청계천을 따라 입지한 동대문신발상가 A, B, C동과 동문시장, 청계상가 

등이 그 주변 골목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

‐ 신발 전문 도매상가인 동대문신발상가 A, B, C동, 동문시장 등은 대부분 1968~1971년 

건립·신발상가로 조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 창신동의 신발상가는 도매전문점이 대부분이고, 동대문신발상가 A동 1층만 소매를 취급함

‐ 도매상가 영업시간: 오전 2-3시 ~ 오후 2-3시 

◦ 신발 재료 및 임가공업체군은 동대문신발상가 B, C동 북쪽에 위치함

￭ 수족관 상가 골목

◦ 창신동 신발상가 D동과 그 북측 일대에 청계천 수족관 상권이 형성됨

◦ 청계천이 복원되고 청계천의 시냇물 이미지와 금붕어가 어울려 2005년부터 수족관 업체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족관 상가 골목이 형성됨  

￭ 창신문구·완구거리

◦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출발,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시장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 형성 초기에는 문구류가 주를 이루다가 점차 문구·완구 전문거리로 확장됨

‐ 문구, 완구 이외에 판촉용품, 미술·서예용품, 파티용품, 체육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됨

◦ 1990년대부터 상점들이 천호동으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과거에 비해 상권이 많이 축소됨

‐ 창신동에서 천호동으로 이전한 가게들은 2008년 기준 40여개에 달하며 천호 문구·완구거

리를 조성함12)

￭ 창신동(동대문) 인장골목

◦ 창신동 인장골목은 동대문역 4번 출구에서부터 종로54길 북단 사이 지역에 조성됨

◦ 창신동 인장골목은 1950년대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에는 도장가게가 80여 개소에 

달하였지만13) 서명 문화가 확산되고 도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장골목 상권도 차츰 축소됨

‐ 현재는 10여 개 업체가 운영 중임

￭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 2015년 5월 창신동 647번지 일대에 ‘봉제인 기억의 벽과 벤치’ 등을 설치하는 봉제거리 박물

관 조성이 완료됨

12) “[수도권/그 골목엔 뭔가 있다] <19> 천호동 문구-완구거리”, 동아일보, 2009.4.13., 사회면

13) “[수도권/그 골목엔 뭔가 있다] <14> 서울 창신동 인장골목”, 동아일보, 2009.3.2.,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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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상대 음식점 및 식료품점

◦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 종로 양 측과 그 사이 골목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 식당과 식료품

점, 환전소 등이 입지함

‐ 북측: <동대문역 근처> 베트남 음식점, <동대문역~동묘앞역 중간지역> 네팔/인도 음식점

‐ 남측: <동대문역 6번 출구 ~ 인장골목> 중국 음식점

￭ 창신골목시장

◦ 창신골목시장은 낙산에서 발원하는 복자천을 복개한 도로를 따라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할인

마트, 생활용품점, 반찬가게, 음식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매운 족발’ 음식점이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창신골목의 대표 맛집이 됨

￭ 동묘시장

◦ 동묘시장은 동묘와 청계천 주변 골목 및 빈터에 노점상과 소규모 점포로 구성

◦ 동묘 벼룩시장은 2008년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이전 시 이전하지 않은 구 황학동 시장 상인들

에 의해 동묘 주변에 새롭게 형성됨14) 

◦ 2013년 TV 프로그램에서 동묘시장이 소개되고, 이후 자주 언급되면서, 일대 구제 시장 상권

이 널리 알려져 패션 피플15)도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함

배경 이미지 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3-6] 창신･숭인 지역 전문 상권 및 봉제골목

14) 동묘 벼룩시장(동묘 구제시장, https://hablife.tistory.com/463) 

15) 패션 피플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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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광 자원

￭ 드라마/영화 촬영지

◦ 동대문아파트(지봉로 25)

‐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모델, 영화 「세븐데이즈(‘07)」, 「숨바꼭질(‘13)」 등 다수

◦ 주택(창신6나길 17): 다수 드라마 촬영

‐ 드라마 「도깨비(‘17)」, 「시크릿가든(‘11)」, 「날 녹여주오(‘19)」 

◦ 건축학개론 촬영지

‐ 영화 「건축학개론」 납득이 키스신(지봉로13길 72 앞 계단), 비디오 가게(창신6가길 70)

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캡처) 드라마 「날 녹여주오」(영상 캡처)

[그림 3-7] 드라마/영화 촬영지

￭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낙산5길 51)

◦ 시야가 탁 트여 창신·숭인 지역의 채석장 및 주변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2019년 11월에 개장함

‐ 2층은 2019년 12월 현재 화/금 오후 1시~6시 갤러리를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망 카페 운영 예정임

‐ 3층 옥상 전망대 

￭ 골목길 투어 코스

◦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길 탐방 코스가 창신동 3개(2개), 숭인동 1개가 운영 중임

‐ 창신동: 봉제마을, 창신예술혼길, 안양암~청계천로(3코스), 실제로는 일부 구간 통합(2코스) 

‐ 숭인동: 단종애사 정순왕후의 숨결길(2시간)

년도
창신동 숭인동

건수(건) 인원(인) 인원/건 건수(건) 인원(인) 인원/건
2018 32 244 7.6 44 168 3.8

2019* 12 158 13.2 13 117 9.0
*2019년 11월까지 현황
자료: 종로구 내부자료

<표 3-11> 창신동/숭인동 해설사 프로그램 실적 현황

￭ 리얼월드의 The Lost Finale

◦ 이음피움봉제역사관과 봉제골목, 동대문 지역 일대를 무대로 하는 야외 방탈출게임

이미지 출처: 서울사랑

[그림 3-8]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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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 관련 시설 현황

1) 주차시설

◦ 창신·숭인 지역 내 등록차량은 총 8,347대이며, 지역 거주 세대당 0.44대의 차량을 보유함

◦ 창신·숭인 지역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는 종로구 1.78면(/대)의 2/3 수준인 1.19면임

◦ 창신2동과 창신3동의 주차 환경이 특히 열악함

‐ 창신2동은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0.6면으로 종로구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노상

주차가 전체 주차면수의 17.1%에 이름

‐ 창신3동 역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0.9면으로 1보다 작음

‐ 창신2동, 창신3동 주차장은 대부분 거주자 전용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임

구분
세대수
(세대)

등록차량대수
(대)

세대수 대비
등록차량대수

주차면수(면)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전체 부설
노상 주차

면수 %

창신1동  2,996  1,211 0.40 2,214 2,010    47  2.1 1.83

창신2동  4,167  1,581 0.38  945  747   162 17.1 0.60

창신3동  2,889  1,747 0.60 1,602 1,358    67  4.2 0.92

숭인1동  2,996  1,554 0.52 1,683 1,556    59  3.5 1.08

숭인2동  5,716  2,254 0.39 3,505 3,235    67  1.9 1.56

소  계 18,764  8,347 0.44 9,949 8,906   402  4.0 1.19

종로구 73,735 50,545 0.69 90,099 79,455 2,719  4.4 1.78

※ 주차장 및 차량 관련 자료 2017년 12월 기준
자료: 「2018 종로통계연보」, 재구성

<표 3-12> 창신･숭인 지역 현황

2) 관광숙박업

◦ 창신·숭인 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은 평탄 지형인 창신1동과 숭인2동 남측 지역에 집중됨

‐ 창신1동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청계천변에, 숭인2동은 동묘와 난계로 사이 지역에 위치함

구분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합계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업체수 객실수

창신1동 2 102 2  29 4 131

숭인2동 3 399 2 110 5 509

계 5 501 4 139 9 6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현황”, 재구성

<표 3-13> 창신･숭인 지역 관광숙박업 현황
(단위: 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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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역 시설

◦ 창신·숭인 지역은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14년 도시재생 선

도지역 지정 이후 마중물 사업과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다수의 커뮤

니티 자원을 확보함 

‐ 봉제산업 재생: 봉제골목길 및 봉제역사관 조성

‐ 마을탐방로, 백남준기념관,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관광자원) 조성

구분 시설명 시설 현황 운영프로그램 비고

지역
거점
시설

백남준기념관
(2017.3.)

1F(연면적 87.84㎡)
1층 (카페1, 기념관2)

 백남준 카페 운영(마을카페) 창신1동
종로53길 12-1 

<서울시립미술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2018.4.)

B1~4F(연면적 499.12㎡)

B1: 안내/봉제체험실

1F: 단추가게

2F: 봉제역사관/기획전시관Ⅰ

3F: 기획전시관Ⅱ

4F: 바느질카페

무료: 싸개단추 만들기, 시대의 아이콘 의상 만들
기, 단추달기, 이니셜 새기기(컴퓨터 자수), 열전
사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봉제스탬프 찍기 등  

유료: 키링, 인형, 스카프 만들기 
개량한복 저고리, 민소매원피스, 코트, 가방(크로
스백, 에코백, 클러치), 브로치 만들기 등 

기타: 한복 허리치마 만들기, 도슨트 양성과정

창신2동
창신4가길 26

<야외방탈출> 
리얼월드 출발지

산마루놀이터
(2019.5.)

B1~1F(연면적 205.49㎡)

대지면적: 2,184.04㎡
정글짐, 황토/모래 놀이터, 열린 

광장, 골무홀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전망공원
 :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 하는 움직이는 놀이터
 - 산마루 어린이 놀이기획단, 산마루놀이터 
   운영협의체

창신2동

창신동23-350

창신소통
공작소

(2015.10.)

2F(연면적 81.6㎡)

1F: 사무실, 목공실, 창고

2F: 다목적실(회의/강의실 등)

의상 패턴, 자유 봉제, 고급 봉제, 가죽클러치 만
들기, 식탁 소품 만들기, 그림 기초, 글라스페인
팅, 손공작&목공작, 그림 창작 등 

공구도서관 운영

창신2동
창신6가길 47

토월

B2F-3F(연면적 1,256㎡)
B2: 다목적 강당, 기계실

B1: 재생센터사무실, 요리교실

1F: 구립 당고개경로당

2-3F: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드림스타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창신1동

종로53길 29

공동
이용
시설

<주민의 집> 
수수헌

2F(연면적 81.6㎡)
연습실, 공유주방, 동아리방, 
휴게공간

기초 영어, 한자, 기타, 캘리그라피 수업 진행
생활문화지원센터 선정: 마을합창단, 주민 낭독
극, 자유창작놀이터, 신세계벤처강좌 등

숭인1동
지봉로12가길 

56-4

회오리마당
(2018.9.)

2F(연면적 130.36㎡)
1F: 다목적실

2F: 사무실, 라디오 방송국 <덤>

라디오 교실, 주민 음악 아카이빙과 음반제작,  
동네멍석 공개방송, 동아리 모임(창창-창작곡 
만들기/글쓰기 모임 등)

창신1동
창신5다길 15-6

자료: 이음피움 봉제역사박물관(http://www.iumpium.com), 서울시립미술관(https://sema.seoul.go.kr), “낙산과 동망봉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숭인」”, 수수헌 홍보물, 라디오덤 홍보물 

<표 3-14> 창신·숭인 지역 거점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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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변 관광지 방문객 관광활동 분석

◦ 주변 관광지와 창신․숭인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낙산공원과 이화동 방문

객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설문 개요

￭ 설문 조사 및 분석 개요

◦ 2019년 11월 6일 ~ 13일 중 주중 오후 시간대 낙산공원과 이화동 방문객을 344명을 대상으

로 관광 행태 및 창신 ․ 숭인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함(빈도/교차/기술 분석 시행)

◦ 설문 내용은 크게 설문 장소였던 낙산공원과 이화동 방문 시 관광 행태, 주변 창신 ․ 숭인 지역 

내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 연계 관광 고려 이동거리 등으로 구성됨

‐ 관광 행태: 조사 당일을 포함한 총 방문 횟수, 일행 규모(본인 포함), 일행 유형, 방문지에

서의 주된 활동, 방문지를 오갈 때 주요 이용하는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 방

문 결정 시 참고한 방문지에 대한 정보원

‐ 창신 ․ 숭인 지역 내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 관광자원 인지 정도와 방문 의향

‐ 각 이동수단에 대한 방문 의향을 결정하는 이동 한계시간

◦ 설문 목적이 외부 방문객들의 해당 지역 내 관광 행태와 창신 ․ 숭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측정

이므로 창신 ․ 숭인 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창신·숭인 지역 및 인근 거주자로 분류함

① 도담도담도서관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Q9-1-11), 서울 거주자(P3)

② 창신소통공작소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Q9-1-2), 도보로 이동한 서울 거주자(P3) 

③ 동망봉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Q9-1-16), 도보로 이동(Q4)한 응답자 중 방문지에서의 주요 활동(Q4)이 

산책/운동인 서울 거주자(P3) 

④ 4번 이상 방문(Q1), 도보로 이동(Q4)한 응답자 중 방문지에서의 주요 활동(Q4)이 산책/운동인 서울 

거주자(P3)

‐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지역 주민은 총 79명이고, 나머지 관광객은 265명임

￭ 응답자 특성

◦ 낙산공원과 이화동 방문객 응답비는 외부 방문객 7:2, 지역 주민 6:4로 조사됨  

◦ 낙산공원과 이화동 방문객 전체 응답자 남녀 비율은 약 4:5임

‐ 지역 주민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5:8이며, 외부 방문객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약 4: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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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방문객은 전체 응답자 중 20대 비중이 28.3%를 가장 높은 반면 지역 주민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45.6%로 가장 높음

    

[그림 3-9] 응답자 특성 - 연령대

◦ 외부 방문객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약 85.6%를 차지함

‐ 서울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지역이 19.3%를 차지함

‐ 경기권 다음으로는 해외와 세종 ․ 대전 ․ 충청권이 4.5%로 비중이 높게 조사됨

구분
관광객 지역 주민 전체

유효응답 N* 유효응답률 유효응답 N* 유효응답률 유효응답 N* 유효응답률

설문지역

낙산공원 206  77.7 47  59.5 253  73.5 

이 화 동  59  22.3 32  40.5  91  26.5 

전    체 265 100.0 79 100.0 344 100.0 

성   별

남    성 118  45.0 30  38.5 148  43.5 

여    성 144  55.0 48  61.5 192  56.5 

전    체 262 100.0 78 100.0 340 100.0 

연   령

16~20세  23   8.7  4   5.1  27   7.8 

21~30세  75  28.3  6   7.6  81  23.5 

31~40세  28  10.6  6   7.6  34   9.9 

41~50세  37  14.0 12  15.2  49  14.2 

51~60세  54  20.4 15  19.0  69  20.1 

61세 이상  48  18.1 36  45.6  84  24.4 

전    체 265 100.0 79 100.0 344 100.0 

거주지역

서    울 175  66.3 79 100.0 254  74.1

인천/경기  51  19.3

- -

 51  14.9

부산/경남/울산   7   2.7   7   2.0

대구/경북   3   1.1   3   0.9

광주/전남/전북   1   0.4   1   0.3

대전/세종/충남/충북  12   4.5  12   3.5

강    원   1   0.4   1   0.3

제    주   2   0.8   2   0.6

해    외  12   4.5  12   3.5

전    체 264 100.0 79 100.0 343 100.0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응답 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3-15>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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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산공원·이화동 방문객 관광 행태

￭ 방문 횟수

◦ 지역 주민은 낙산공원·이화동 지역에 ‘10회 이상’ 방문 응답이 79.7%로 가장 많은 반면, 외

부 방문객은 첫 방문이 48.7%로 가장 많았고,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그 응답률은 낮아짐  

    

[그림 3-10] 낙산공원･이화동 방문 횟수

￭ 방문 일행 규모 

◦ 지역 주민은 ‘혼자 방문(1인)’ 응답률 높고, 일행 규모와 응답률은 반비례함

◦ 외부 방문객은 방문객 자신을 포함한 ‘2인’의 응답률이 과반을 차지하며, ‘3~9인’도 전체 응

답의 1/4이상을 차지함  

<지역 주민 일행 규모> <외부 방문객 일행 규모>

 

[그림 3-11] 방문 일행 규모

￭ 방문 일행 유형

◦ 방문 일행 유형은 전체적으로는 ‘친구(34.6%)’, ‘가족/친지(24.7%)’, ‘연인(16.9%)’ 순으로 

그 응답 비중이 높음 

◦ 지역 주민은 ‘혼자’ 방문의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외부 방문객은 ‘연인’과 ‘동료’의 응답 비

중이 지역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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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주민 외부 방문객 전체

유효 N 유효응답률 유효 N 유효응답률 유효 N 유효응답률

혼자 옴*** 26 32.9 26   7.5  52 15.1

친구 26 32.9 93 35.1 119 34.6

연인***  1  1.3 57 21.5  58 16.9

동료*  4  5.1 42 15.8  46 13.4

단체/모임  4  5.1 11  4.2  15  4.4

가족/친지 19 24.1 66 24.9  85 24.7

기타  1  1.3  3  1.1   4  1.2

※ ***: P ≤ 0.001. *: P ≤ 0.05 (복수 응답 허용)

<표 3-16>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 일행 유형
(단위: %)

  

              

￭ 방문지 내 주요 관광활동

◦ 지역 주민의 낙산공원/이화동에서의 주요 관광활동은 ‘산책/운동’과 ‘풍경/전망 감상’임

◦ 외부 관광객은 ‘풍경/전망 감상’, ‘산책/운동’, ‘사진 찍기’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구분
1 순위 2 순위 1 + 2 순위

1순위 % 2순위 % 1+2순위 %

풍경/전망_감상 22  27.8 27  42.2 49  34.3

사진_찍기  1   1.3  6   9.4  7   4.9

맛집_탐방  2   2.5  4   6.3  6   4.2

휴식  5   6.3  6   9.4 11   7.7

산책_운동 45  57.0 15  23.4 60  42.0

공연_관람  0   0.0  4   6.3  4   2.8

기타  4   5.1  2   3.1  6   4.2

전체 79 100.0 64 100.0 143 100.0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3-17> 지역 주민의 방문지 내 주요 관광 활동

구분
1 순위 2 순위 1 + 2 순위

1순위 % 2순위 % 1+2순위 %

풍경/전망_감상 180  67.9  45  18.0 225  43.7

사진_찍기  23   8.7  66  26.4  89  17.3

맛집_탐방   3   1.1  11   4.4  14   2.7

휴식  11   4.2  33  13.2  44   8.5

산책_운동  36  13.6  80  32.0 116  22.5

공연_관람   7   2.6  12   4.8  19   3.7

기타   5   1.9   3   1.2   8   1.6

전체 265 100.0 250 100.0 515 100.0

*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3-18> 외부 방문객의 방문지 내 주요 관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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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정보원 

◦ 외부 방문객은 지역 주민과 비교할 때, ‘인터넷’과 ‘방송/기사/영화/드라마’ 참고 비중이 높음

‐ 지역 주민은 이번 방문 결정 시 ‘가족/친구/동료/지인’ 등 주변인들의 추천, ‘과거 방문 경

험’, ‘인터넷’ 순으로 주로 참고한 것으로 조사됨 

‐ 외부 방문객은 ‘가족/친구/동료/지인’ 등 주변인들의 추천, ‘인터넷’, ‘방송/기사/영화/드라

마’ 순으로 주로 참고한 것으로 조사됨 

구분
1 순위*** 2 순위* 1 + 2 순위

지역 주민
(N=79)

외부 방문객
(N=265)

지역 주민
(N=51)

외부 방문객
(N=237)

지역 주민
(N=130)

외부 방문객
(N=502)

가족/친구/동료/지인  39.2  45.7  23.5  21.1  33.1  34.1

인터넷  11.4  32.8  25.5  30.4  16.9  31.7

관광 안내 서적   2.5   2.6   3.9   7.6   3.1   5.0

방송/기사/영화/드라마   2.5   9.1   5.9  17.7   3.8  13.1

과거 방문 경험  30.4   7.2  25.5  12.7  28.5   9.8

기타(모바일 어플 포함)  13.9   2.6  15.7  10.5  14.6   6.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P ≤ 0.001, *: P ≤ 0.05 (복수 응답 허용)

<표 3-19> 이번 여행 정보 참고 정보원
(단위: %)

◦ 외부 방문객이 이번 방문 시 주로 참고한 인터넷 매체는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임 

‐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여행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한 응답률은 5.0%에 불과함

구분
1 순위 2 순위 1 + 2 순위

1순위 % 2순위 % 1+2순위 %

포털사이트_네이버/다음 107  56.3  33  19.1 140  38.6

블로그  34  17.9  68  39.3 102  28.1

인스타그램  14   7.4  37  21.4  51  14.0

페이스북  15   7.9   8   4.6  23   6.3

카페   9   4.7   9   5.2  18   5.0

공공기관 홈페이지   6   3.2  10   5.8  16   4.4

트위터   2   1.1   6   3.5   8   2.2

여행사 홈페이지   1   0.5   1   0.6   2   0.6

기타   2   1.1   1   0.6   3   0.8

전체 190 100.0 173 100.0 363 100.0

*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3-20> 외부 관광객 참고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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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동 수단(외부 관광객만)

◦ 낙산공원/이화동 방문 시 주요 이동 수단은 올 때와 갈 때 모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함 

‐ 전체 응답자의 85.3%는 올 때와 갈 때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함

‐ 올 때, 갈 때 모두 전체 응답자의 약 51%가 지하철을 이용함

‐ 지하철 > 시내/마을버스 > 도보 순으로 이용률이 높음

 

[그림 3-12] 주요 이동 수단(외부 관광객만)

￭ 이용 대중교통역사(외부 관광객만)

◦ 이화동·낙산공원 오고 갈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70%가 혜화역과 동대문역을 이용함

◦ 전체 응답의 2/3가 올 때와 갈 때 같은 대중교통역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올 때 갈 때 올 때, 갈 때

같은 곳 이용N % N %

지하철

혜화역  99  46.5 102  47.2  80.6

동대문역  53  24.9  47  21.8  58.5

한성대역*  10   4.7   5   2.3 100.0

마을버스 낙산공원 정류장  18   8.5  17   7.9  66.7

버스 

마로니에공원   7   3.3  14   6.5  85.7

이화동/이화장   2   0.9   4   1.9 100.0

통신대/이화장   4   1.9   5   2.3  75.0

혜화동로터리   4   1.9  10   4.6  75.0

동성중고   1   0.5   0   0.0   0.0

기타  15   7.0  12   5.6  66.7

전체 213 100.0 216 100.0  68.3

※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기타 상세 응답 중 한성대역 따로 기입한 응답을 별도로 정리하여 작성함

<표 3-21> 외부 관광객 이용 대중교통역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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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단별 연계 방문 결정 이동시간

◦ 전체 응답(도보+대중교통이용+차량이동)의 59.3%가 방문지 주변에 평소 관심 있던 관광지가 

있을 경우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유형별로는 지역 주민은 응답자의 49.4%가, 외부 방문객은 응답자의 62.3%가 연계 방문 

의향을 밝힘

◦ [외부 방문객] 이동수단별로는 ‘도보’(71.4%) > ‘대중교통 이용’(70.8%) > ‘차량 이동’(44.4%)

으로 갈수록 연계 방문의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 주민의 경우 ‘도보’ 시 79.7%가 연계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교통과 차량 이용 

시 연계 방문 의사는 각각 39.7%, 28.2%로 현저히 떨어짐

‐ 외부 방문객의 경우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 이동 시 연계 

방문 의사 응답률은 크게 떨어짐 

‐ 차량 이동 시 연계 방문 의향이 낮은 것은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즉흥적으로 

관광지를 결정․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외부 방문객] 연계 방문 의향을 밝힌 응답자의 평균 방문 결정 이동시간은 대중교통(33.0분) > 

도보(22.1분) > 차량 이동(19.0분) 순임

[그림 3-13] 이동수단별 연계 방문 의향

구분

연계 방문 의사 이동시간(분)

있음 없음
평균

1사분위
25%

2사분위
50%

3사분위
75%

최소 최대
N % %

도보
지역 주민 (N=79)  63 79.7 20.3 26.2 10 20 30 0 120

외부 방문객 (N=262) 187 71.4 28.6 22.1  0 20 30 0 120

대중교통 
이용***

지역 주민 (N=78)  31 39.7 60.3 12.9  0  0 20 0  60

외부 방문객 (N=264) 187 70.8 29.2 33.0  0 30 60 0 120

 차량  
이동**

지역 주민 (N=78)  22 28.2 71.8  9.0  0  0 10 0  60

외부 방문객 (N=261) 116 44.4 55.6 19.0  0  0 30 0 120

합/평균
지역 주민 (N=235) 116 49.4 50.6

외부 방문객 (N=787) 490 62.3 37.7
※ 2시간(120분) 이상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3-22> 이동수단별 연계 방문 결정 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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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신 ․ 숭인 지역 관광자원 관심도16)

￭ 관광자원별 인지도

◦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중 16개 모두를 모른다는 응답률이 42.6%를 차지하며, 가장 인지

도가 높은 관광자원인 ‘동묘_동묘벼룩(구제)시장’을 안다는 응답률이 35.1%에 불과함

‐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위 3은 연구 대상지 남쪽 지역(창신1동, 숭인2동)에 위치한 ‘동묘/

벼룩(구제)시장’, ‘동대문문구·완구거리’, ‘백남준기념관’임

‐ 상위 3은 창신·숭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대로변 인근에 입지함

◦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위 3 관광자원도 인지도 측면에서 전국권 관광지라고 보기 보다는 수

도권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음

‐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동묘_벼룩(구제)시장’은 수도권 내에서 비교적 알려진 반면, ‘동대문완

구거리’는 서울에 비교적 알려져 있음

‐ 2017년 3월에 개관한 백남준기념관의 수도권 이외 지역 관광객 인지율은 0%로 조사됨

[그림 3-14] 인지도 상위 3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객 거주 지역별 인지도

◦ ‘드라마/영화 촬영지’에 대해서 30-40대가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30-40대의 ‘드라마/영화 촬영지’ 인지율이 20.0%인 반면, 50대 이상의 인지율은 30-40

대의 1/3 수준인 6.9%임

[그림 3-15] 드라마/영화 촬영지에 대한 방문객 연령별 인지도

16)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관광 활성화이므로 외부 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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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자원별 방문 의향

◦ 방문 의향의 상위 3은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동묘/벼룩(구제)시장’, ‘백남준기념관’이며, 도

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이 그 뒤를 따름 

‐ 인지도 상위 3 관광자원 중 ‘동대문문구완구거리’를 제외한 ‘동묘/벼룩(구제)시장’, ‘백남준

기념관’이 방문 의향 상위 3에 포함됨

◦ 특히 50대 이상 관광객은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비우당_자주동천’ 등 단종 비 정순왕후 관

련 관광자원에 방문 의사를 밝힘

[그림 3-16]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구분
(N=265)

인지
(%)

방문 의향 인지도 대비 방문 의향

% 순위 % 순위

모두 모름 42.6 - - - -

1. 동묘_동묘벼룩(구제)시장 35.1 14.3  2  0.4 15 

2. 동대문문구완구거리 21.9  4.9 12  0.2 16 

3. 백남준기념관 12.5 11.7  3  0.9 13 

4. 드라마영화_촬영지 11.7 17.7  1  1.5 12 

5. 동대문아파트  4.2  2.6 16  0.6 14 

6.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3.8 10.9  4  2.9  9 

7. 봉제골목_김광석 옛집  3.8 10.6  6  2.8 10 

8. 산마루놀이터  3.0 10.9  5  3.6  8 

9. 창신소통공작소  2.3  4.2 14  1.8 11 

10.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1.9  8.3  7  4.4  6 

11. 동망봉_숭인재  1.5  6.4  8  4.3  7 

12. 비우당_자주동천  1.1  5.7  9  5.0  3 

13. 이움피움봉제박물관  1.1  5.3 11  4.7  5 

14. 지장암  0.8  3.8 15  5.0  4 

15. Lost_Finale(동대문지역 야외방탈출)  0.4  5.7 10 15.0  1 

16. 안양암  0.4  4.5 13 12.0  2 

평균  6.6  8.0 -  4.1 -

최소  0.4  2.6 -  0.2 -

최대  35.1 17.7 - 15.0 -

※ 도담도담한옥도서관은 생활 SOC에 해당하며, 인지도 대비 방문의향 값이 평균값에 4배 이상이어서 이 분석에서는 제외함

<표 3-23>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인지 및 방문 의향(외부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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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도 대비 방문 의향 및 전략

◦ 홍보를 통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인지도 대비 방문 의향이 높은 관광자원

상위 3은 ‘The Lost Finale’, ‘안양암’, ‘지장암’임

◦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관광자원(⑤, ⑥, ⑧, ⑩, ⑪, ⑫, ⑬, ⑭, ⑯)은 온라인 홍보를, 방문 

의향이 높은 관광자원(①, ③, ④, ⑥, ⑧, ⑩)은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필요  

◦ ‘앎 & 방문의향’이 ‘0’인 관광자원은 재방문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관광자원

의 활성화를 위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동묘_동묘벼룩시장
동대문문구완구거리
백남준기념관
드라마영화_촬영지
동대문아파트
봉제골목_김광석옛집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산마루놀이터
창신소통공작소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동망봉_숭인재
비우당_자주동천
이움피움봉제박물관
지장암
Lost_Finale
안양암

[그림 3-17]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별 인지도-방문의향

관광자원
인지도

(%)
모름 & 방문의향

(%)
앎 & 방문의향

(%)

전체 방문 의향

응답수 %

드라마영화_촬영지 11.7 18.4 12.9 47 17.7

동묘_동묘벼룩(구제)시장 35.1 14.0 15.1 38 14.3

백남준기념관 12.5 12.5  6.1 31 11.7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3.8 11.3  0.0 29 10.9

산마루놀이터  3.0 11.0 10.0 29 10.9

봉제골목_김광석 옛집  3.8  9.8 30.0 28 10.6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1.9  8.5  0.0 22  8.3

동망봉_숭인재  1.5  6.5  0.0 17  6.4

Lost_Finale  0.4  5.7  0.0 15  5.7

비우당_자주동천  1.1  5.3 33.3 15  5.7

이움피움봉제박물관  1.1  5.3  0.0 14  5.3

동대문문구완구거리 21.9  4.3  6.9 13  4.9

안양암  0.4  4.5  0.0 12  4.5

창신소통공작소  2.3  4.2  0.0 11  4.2

동대문아파트  4.2  2.8  0.0  7  2.6

평균  6.6  9.1 10.3 -  9.1

<표 3-24>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인지 여부에 대한 방문 의향(외부 관광객)



52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5 ∙ 창신·숭인 지역 관광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S: Strengths W: Weakness

‐ 역사문화 자원 다수 보유: 단종 비

(妃)인 정순왕후 및 이수광 관련

‐ 각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지

역 출신 예술인이 다수임

‐ 봉제역사관, 채석장전망대, 산마루

놀이터, 드라마/영화 촬영지 등 이

색 관광자원 보유

‐ CRC* 중심 커뮤니티 활동 활발

‐ 청색자원: ‘창신, 데님연구소’

‐ 보행 환경 열악: 급경사 구간 많음, 

주 보행로 도로 오토바이 운행 빈번

‐ 주차 환경 열악: 대부분 거주자 우

선 또는 전용 주차

‐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임 

‐ 지역 정체성 담은 관광 상품 미개발

‐ 기존 네팔인/중국인 음식점 상권 

축소

O: Opportunities S·O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보강 W·O 지형 활용 관광자원 개발/지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확대, 워라

밸 문화 확산으로 관광 수요 증가 

추세

‐ BTS를 비롯한 한류 확산으로 한국

에 대한 관심 증대 

‐ 음악 콘텐츠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확인(김광석, BTS) 

‐ 단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의복 체험 관광 상품 인기(한복, 개

화기 의복)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 지역 출신 예술인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 내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

발: 역사문화관광 개발, 안내체계 개선

‐ 급경사 지형을 활용한 보행로 전망

대 공원 조성(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마을버스 

03-1 노선 신설 검토)

T: Threats S·T 지역 자원 활용 확대 W·T 지역 내 유휴 자원 활용

‐ 타 지역 봉제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

생사업 추진 

‐ 국내 봉제산업의 침체

‐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 인구의 지속적 감소

‐ 지역 자원 활용 관광 상품 개발

‐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 조성

 

‐ 동묘시장 관광 지원 마을 기업 육성 

*CRC: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그림 3-18] 창신･숭인 지역 관광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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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도시재생 사례 연구

1 ∙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 사례

1)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 개요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은 2009년, 2012년, 2014년 3차례 걸쳐 김광석의 삶과 노래를 주제로 

다양한 벽화 및 조형물, 공연장 등이 조성됨

◦ 시장 환경 개선사업(‘별의별 프로젝트’)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등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임 

명    칭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명    칭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위   치  대구광역시 중구 방천시장 내 신천둑길 따라 위   치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14-3

규   모  김광석 다시그리길 길 약 350m

규   모
 지하 1~지상 2, 연면적 180㎡
 1층(95.8㎡): 메모리얼존, 유품전시존 MD존 
 2층(68.3㎡): 스토리존, 트리뷰트존, 전시존 등

주차대수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총 81면(08~24시 운영)

스탬프투어
 김광석길 스탬프 5개 완료 시 특혜 
 300원~5천원 또는 10% 할인
 대백프라자주차장 평일 2시간 무료 주차

관람요금
어른 2,000원, 경로･청소년 1,000원, 유아 무료

 20인 이상 단체 1,000원

주요연혁

2009.2.∼6.  방천시장 예술 프로젝트인 ‘별의별 시장 프로젝트’ 추진

  · 빈 상가를 지역작가 예술창작공간으로 제공, 시장 환경 개선, 상인 일촌 맺기, 시장나들이 마중길 만들기, 

주말야시장 등 13개 사업 추진

 2009.10.∼2011.12. ‘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337백만원, 대구광역시 후원>

   · 총 사업비 6억 9천 여 만원

  · [1단계] ‘09.10. ~ ‘10.5.: 가판대 디자인 개선, 시장게이트 설치 등 13개

  · [2단계] ‘10.6 ~ ‘11.3.: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조성[90M] 등 18개

  · [3단계] ‘11.5 ~ ‘11.12.: 상인교육, 토요 오! 오시장 등 4개 사업

 2012년 이후  ‘문전성시 프로젝트’ 이후 <중구>
  · 2012: 잔여 구간 110M 벽화 마무리 작업, 쌈지공원 조성, 김광석 조형물(입상) 설치

  · 2013: 김광석길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벽화 리뉴얼, 골목 방송국 설치, 야외공연장 조성, 화장실 신축, 

김광석 노래부르기대회, 추모행사, 50주년 기념 거리콘서트 등 추진 <히든싱어로 김광석 재조명>

         향토자원 베스트30 선정,

  · 2014: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4 베스트 그 곳’ 선정, 김광석길 전면 재단장

  · 2014년 이후: 김광석길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조직 활발

  · 2017년 6월 김광석스토리 하우스 개관

*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준말
자료: 대구 중구 문화관광, http://www.jung.daegu.kr/new/culture,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표 4-1>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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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시사점

◦ 끊김 없이 이어지는 볼거리가 풍부한 벽화 거리와 방문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 

‐ 350m 구간 한 쪽 벽면을 ‘김광석 삶과 노래’를 테마로 벽화 조성(매스 투어 표시)

‐ 벽화와 조화롭게 중간 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전 보행구간이 평탄함 

‐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거리 끝(초입)에 각각 ‘노래 부르는 김광석’과 ‘기타’ 조형물을 설치, 입구를 표시함 

 

첫 조성
당시

재정비
조성

  

초입 입구 표시 곳곳에 설치된 벤치(위 표시 부분)
이미지 출처: 벽화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리플릿

<표 4-2>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벽화 재정비

◦ 거리가 레트로 풍과 김광석 테마로 조성되었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편임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스탬프 5개 찍기 완료 시 할인 및 무료 주차 인센티브 제공

‐ 참여상점: 카페, 분식점, 핫도그, 사진관, 교복 대여점, 반지공방 등 15개 상점 

‐ 혜택: 할인(10%, 300원~5,000원) 및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주말 제외)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스탬프 투어 이외에 서문시장 포함 인근 지역 스탬프 투어 별도 진

행, 서문시장 곳곳에 김광석 콘텐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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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적극 활용하는 방천시장

◦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체계

‐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약 500m) 앞부터 안내시설 설치

‐ 길 주변 바닥 포장에 벽화 방향 적극적 안내

‐ 드라마 촬영지 안내 표지판 설치 

지하철역사 출입구 인근 방천시장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방향 드라마 촬영지

<표 4-3>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의 적극적인 안내시설

◦ 지역 고유 특색을 입힌 관광 상품 판매

‐ 김광석을 연상시키는 기타 모양의 빵과 

아이스크림 판매

￭ 김광석스토리 하우스 시사점

◦ 이전 무료 개방 시 화장실 이용 목적 단체 

관광객 집중 방문 문제를 유료화로 해결 

‐ 유료화 전환 후 관람 목적 관광객만 방문 관람 적정 인원 유지

◦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와 청라버스 MOU를 통해 화장실 유지 ․ 관리 문제 해결 및 청라버스 탑

승객 유치의 Win-Win 전략 

‐ 김광석스토리 하우스 입장권 제시 시 “청라버스” 승차권 할인(3,000원→1,000원, 66% 할인) 

◦ 입장료 및 MD상품, 기념품 판매 등 수익금 일부를 소외된 이웃과 사회에 환원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sunnny1231

[그림 4-2] 기타 모양의 빵과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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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감천문화마을

￭ 개요

◦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2010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등  

골목길, 빈집 재생을 통해 마을 곳곳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빈집을 관광 앵커시설로 조성함  

◦ 마을 조성 시 ‘뒷집을 가리지 않게 건립한다.’는 원칙을 지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됨  

◦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영화, 드라마, TV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노출되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임

명    칭  감천문화마을
체험프로그램

 도자기, 금속공예, 캐리커처, 목공예, 퍼즐 페인트,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위   치  부산 사하구 감천2동

규   모  0.62㎢ 입주작가
공방

체험프로그램

 손수건 만들기, 판화, 나무집  만들기, 옷 꾸미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종이벽화 그리기, 염색 
 체험, 도자기 체험, 나만의 노트 만들기 등주   차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 81면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31면  

스탬프투어  12개소(3개소는 느린우체국 운영) 수익사업  마을지도 판매(2,000원), 카페, 기념품숍 운영

주요연혁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마을 미술 프로젝트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 당선･추진 
 2010년 사하구 전담 조직 신설, 주민공동체 육성(운영협의회 결성), 마을계획가․활동가 위촉, 지역 예술인

   참여 독려,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선정 – 빈집/골목길 재생 
   : 아트숍과 공동작업장 조성, 쉼터 조성, 예술작품 설치, 관광안내소, 전망대(하늘마루), 작은 박물관 

(주민소장품 전시), 공방 5개소(빈집), 공동우물 2개소 복원, 동네 곳곳에 벽화 및 예술작품 총 43점 설치

 2012.3. 운영협의회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로 사업단 확대 개편  

 2012.11.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3.3.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회원 127명)

 2014.8.~10.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공모전 실시

 2014.10. ‘엄마손 협동조합’ 마을기업 선정(행정자치부), 2014.11. ‘감천아지매밥집’ 개점   

 2014.12. 공동체 조직 사회적 기업 인증 

 2016.5. 황토가마소금 출시

 2016.9. “20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상)” 수상

 2017.11. 감천문화마을 먹거리 상품 개발 공모전 실시

 2018.12.3. 감천문화마을 ‘감천달빛도너츠’ 출시, 2019.06. 사업 중단·

 ※현재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마을공동체):110명(회장 1, 부회장 2, 감사 2, 사업단장 6)

 ※‘15,‘17,‘19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자료: 감천문화마을(https://gamcheon.or.kr), 부산스토리텔링 원형(http://story.busan.go.kr), 김형균 외 3, 『도시재생사업지역
의 주민생활 및 상권변화』, 부산연구원, 부산도시재생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burtis.or.kr), 네이버지도

<표 4-4> 부산 감천마을 개요

￭ 주요 시사점

◦ 마을입구에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81면)과 감천2동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수

요에 미치지 못하며 대신 대중교통(마을버스) 이용이 편리한 편임

‐ 괴정역 6번 출구: 마을버스 사하1(10분 배차), 사하1-1(12~15분)

‐ 토성역 6번 출구: 마을버스 사하1-1(12~15분), 서구2(7분), 서구2-2(20분, 18.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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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구간 상황에 맞는 차량 구분 운행17) 

‐ 일부 길이 협소하고 급경사 구간을 운행하는 서구2는 소형차(카운티)를 운행

‐ 감천문화마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를 수용하기 위해 서구2-2는 운행 구간을 변경하고  

중형차를 새로 투입함

<서구2> 소형 카운티

<서구2-2> 중형 뉴BS090

이미지: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나무위키(https://namu.wiki)

[그림 4-3] 감천문화마을행 마을버스 서구2, 서구2-2 운행노선 및 차량

◦ 주민협의회와 마을기업에서 주요 앵커시설 운영

‐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 골목투어 지도 판매, 물품보관소 운영, 마을해설사 소개

‐ 주민생활: 마을지기 사무소, 감내골 행복발전소 등

‐ 전시시설: 작은 박물관, 하늘마루(전망대), 감내어울터(카페,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식음료: 감내카페 1, 2호점, 감내맛집, 감천아지매밥집 

‐ 기념품판매점: 소행성 B612 기념품숍, 미니숍

<감천 황토가마 소금> <김스낵, 조리김> <북클립> <티셔츠> <엽서>

이미지: 감천문화마을

[그림 4-4]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17) 나무위키, https://namu.wiki, ‘부산 버스 서구2-2’, ‘부산 버스 서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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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7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관광기념품과 대표 식품 개발·판매 

‐ 2017년 11월 감천문화마을 대표 먹거리 공모전 실시

‐ 2018년 3월 김스낵, 조미김 출시, 12월 감천 달빛 도너츠 출시

‐ 2019년 6월 대표 먹거리 사업 중단(계약 문제), 11월 리뉴얼 주민 주도 재오픈 

‐ 공모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시 상표권 및 권리 관계 명확화 필요

◦ 스탬프 지도 판매 및 마을기업 운영 수익금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 제공

‐ 집수리사업, 감내작은목간 및 감내빨래방 운영 

‐ 방학급식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교 지원사업 실시

‐ 경로당 난방비, 경로잔치 지원, 감천2동 전 거주세대에 종량제봉투, 황토가마소금 배부

◦ 예약 취소 없는 안정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

‐ 신청자가 1명이여도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 스탬프 지도에 40분, 1시간 20분, 2시간 코스로 3가지 추천 코스 안내 

‐ 메인도로 왕복코스(40분), 알짜코스(1시간 20분), 스탬프코스(2시간, 12개 스탬프)

◦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이 60%를 차지하는데18), 아시아권 관광객에게 띠별 운세 보기 

+ 박 깨기 체험이 융합된 운세마차가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다양한 기록 관광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전 방문의 흔적을 찾아 재

방문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됨

‐ 다이어리(감천카페), 평화 염원 기록(평화의 집), 사랑의 자물쇠, 느린&일반우체통 등

운세마차 + 박 깨기 체험 감천카페-다이어리 평화의 집

사랑의 자물쇠 + 어린왕자 느린 우체통 이색사진관

<표 4-5> 감천문화마을에서의 다양한 관광활동

18) 연합뉴스, 2019-01-26, “감천문화마을 2년 연속 200만명 방문…60%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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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초량이바구길

◦ 원도심 도보관광 코스 초량이바구길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 산복도로 1차년도 사업으로 영주․초량 지역 일대에 30개 단위사업(총 132억원)이 추진됨

‐ 공공전시시설: 장기려기념관, 이바구공작소, 유치환의 우체통

‐ 주민커뮤니티시설: 이바구정거장, 마실 한바쿠, 죽림 공동체, 팔남매의 단칸방, 산복사랑방

‐ 마을경제거점시설: 천지빼까리, 까꼬막, 김민부전망대, 625막걸리, 168도시락국, 이바구충

전소

명    칭  초량이바구길

위   치

 부산 동구 초량1, 2, 6동 일대(소요거리 1.5km)
 ① 남선창고(터) ~ ② (옛)백제병원 ~ ③ 담장갤러리 및 동

구 인물사 ~ ④ 168계단･모노레일 ~ ⑤ 김민부 전망대 ~
⑥ 이바구 공작소 ~ ⑦ 장기려박사 기념 더 나눔 ~ ⑧ 유
치환의 우체통 ~ ⑨ 까꼬막

이바구자전거
운행코스

 운행시간: 10시~16시(정각) 
 요금: 일반 10,000원(초등학교 7,000원)

이바구
버스투어

 오전 10:00~12:30 / 오후 14:00~16:30 
 요금 20,000원 
 스토리텔러(해설사), 전용차량(보험가입), 엽서집 포함 

체   험
 까꼬막카페: 바리스타, 펄러비즈, 커피클레이, 젤리캔들
 마실한바쿠: 쿠키 만들기
 죽림공동체: 한과 만들기, 막걸리 빚기 

연   혁

 2011년: 이바구공작소(동구 생활자료관 + 마을카페), 초량이바구길 정비(L=700m), 
김민부 전망대, 장기려 더나눔 센터, 까꼬막(동구 산복도로 종합체험센터) 건립

          - 대한민국 향토자원 베스트30 선정
 2012년: 유치환의 우체통, 산복도로 생활자료관 콘텐츠 구축
 2016년: 168계단 모노레일 설치(L=61m)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자료: 김형균 외 3, 『도시재생사업지역 의 주민생활 및 상권변화』, 부산연구원, 이바구길(http://www.2bagu.co.kr)

<표 4-6> 부산 초량이바구길 개요

￭ 주요 시사점

◦ 구간 내 입지한 초량초등학교 담장을 활용하여 초량이바구길 안내 및 동구 인물사를 소개함

‐ 초량초등학교 출신 한류스타로 나훈아, 이경규, 박칼린, 강호동 등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

[그림 4-5] 초량이바구길 골목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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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주요 거점센터의 옥상층과 산책로를 지역 여건과 맞게 전망대를 조성함

‐ 유치환 안내센터 옥상(유치환 느린 우체통 전망대), 이바구공작소(선박 모양)

‐ 김민부 전망대(주거지 내 위치), 전망데크(산책길 연결), 까꼬막 전망대(스토리텔링)

유치환 느린우체통 전망대 이바구공작소

유치환 느린우체통 전망대 전망데크(작은 도서관 운영)

모노레일 정거장 전망대 김민부 전망대 까꼬막 전망대

<표 4-7> 다양한 초량이바구길 내 전망대

◦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관광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

‐ 이바구정거장: 관광안내소, 카페, 캐리어 보관소 운영

‐ 이바구충전소, 까꼬막, 이바구 캠프: 게스트하우스 운영 

◦ 초량이바구길 상표권 등록 및 “이바구 여행 캡슐(이바구길 지도 + 관광상품)” 자판기 운영

‐ 관광상품: 마그네틱 북마크, 기념 자석스티커(이바구 공작소/이바구자전거/168계단 모노레

일/백제병원 등)

이바구정거장 모노레일 정거장

<표 4-8> 초량이바구길 이바구정거장과 모노레일 정거장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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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 2013년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2014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역 선정,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골목길/마을 재생 사업이 시행됨

명    칭  흰여울문화마을 마을공동체  마을사랑방(민박집), 흰여울 점빵(커피/분식)

위   치  부산 영도구 영선2동(15~16통) 관광상품  배지, 엽서, 손거울

규   모  67,545㎡(절영해안산책로 갈맷길 3-3구간) 
공간임대

 작업실, 체험 및 전시판매(오픈마켓), 전시공간 
 (흰여울 안내소) 등축   제 흰여울문화마을 골목축제, 국밥데이

주요연혁

 2011년 지역 예술가 벽화 조성
 2013년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알려지지 시작
 2014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역 선정(1억 5천만원): 건물 칠하기, 공․폐가 5채 리모델링→작업실 
   /갤러리, 절영방송국 운영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흰여울문화마을 만들기” 선정(3년간 33억원 지원): 공․폐가 리모델링 

→작업실, 친환경 골목길 조성, 전망
 2018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부산시>

자료: 김형균 외 3, 『도시재생사업지역 의 주민생활 및 상권변화』, 부산연구원, 흰여울문화마을지도, 흰여울문화마을(http://huinn
yeoul.co.kr)

<표 4-9>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개요

￭ 주요 시사점

◦ 쉐어 빌리지(공간 임대) 사업: 공방, 마을기록관 등 마을시설을 지역민에게 저가로 오픈 

‐ 단기: 2주, 장기: 1개월(최장 3개월 연속 지원 가능), 단 오전 10시~오후 5시 의무 사용

◦ 주요 지점에 안내지도 설치, 효과적인 정보 전달로 지역민 생활공간에 관광객의 진입 예방 

‐ 막다른 골목길을 표시로 관광객의 지역민 생활공간으로의 진입을 예방함

‐ 각 전봇대를 알파벳으로, 각 골목길을 숫자로 표시하여 길 찾기를 도움 

‐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안내시설 설치로 정보 전달력을 높임 

[그림 4-6] 정보 전달력이 우수한 안내체계도



04 도시재생 사례 연구 / 63

◦ 전망대 인근 지역 안내시설 설치로 연계 관광 유도 

[그림 4-7] 연계 관광 유도하는 안내체계도

◦ 관광객 친화적 공간 조성: 관광객이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 빈터에 평상 및 단을 조성하여 전망 감상 및 휴식 공간 조성, 곳곳에 개방화장실 설치

‐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의자와 음료수 자판기 설치

[그림 4-8] 관광객 친화적인 시설 조성

◦ 흰여울 형상화와 그 색채 유지를 통한 정체성 확보

‐ 지역 디자인 콘셉트와 조화로운 벽화 및 공공디자인 조성

[그림 4-9] 흰여울문화마을 정체성을 띤 벽화 및 조형물

◦ SNS 업로드 용 사진 촬영 장소 조성

[그림 4-10] 주변과 조화로운 공공디자인

   

[그림 4-11] SNS 업로드 사진 촬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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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폐채석장 재생 사례

1) 국내: 서울 용마폭포공원

￭ 개요

◦ 용마폭포공원은 과거 골재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임

◦ 1993년 용마산공원으로 최초 개장하였고, 1997년에 용마, 청룡, 백마의 세 갈래 폭포와 700

여 평의 연못을 조성하면서 현재의 용마폭포공원으로 개칭됨

◦ 7호선 용마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입지, 인근에 2500세대의 아파트지구가 입지

명    칭  용마폭포공원 <중규모 시가지 인접형>

주요연혁

·1961년~1988년: 골재 채취장으로 활용

·1993년 5월 용마돌산공원 조성 개장

·1997년 당대 아시아 최대 높이로 인공폭포 조성

·2007년 11월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2015년 10월 암벽경기장 조성(10억원, 4개월 공사) 

·2017년 야간 조명 설치

·2019년 10월 전국체전 클라이밍 경기 개최

·2019년 11월 연못 내 시민 공모 공공미술품 설치 

위   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산 1-4번지

운영주체  【조성 시】 시립공원→【현재】 구립공원

폭포높이  백마-21.4, 용마-51.4, 청룡-21

면   적  167,172(축구장 13,304)

주차대수  119대*

폭포가동
 5~8월(4개월간)- 성수기 야간 가동
 평일(3번) : 11시/13시/15시
 휴일(4번) : 11시/13시/15시/17시

축  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제4회), 

 중랑스포츠클라이밍 페스티벌(제2회) 개최
클라이밍

 관리주체: 중랑구청 
 운영주체: 서울시산악인연맹

‘19
용마폭포

공원

‘97
용마공원
조감도

*중랑구시설관리 공단 웹사이트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 기준
자료: 중랑구 웹사이트. http://jungnang.seoul.kr, 중랑구시설관리공단. http://www.jungnangimc.or.kr

이미지: 동아일보, 1997-03-30. “동양최대 인공폭포 내달 개장”

<표 4-10> 용마폭포공원 개요
(단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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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세권, 주차 용이의 편리한 교통과 양호한 시설로 체육공원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인조 잔디 축구장, 국제규격 클라이밍장, 다목적광장(트

랙 조성), 족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 클라이밍장은 제100회 전국체전 스포츠클라이밍경기를 개최하였으며, 국제경기를 준비하는 

클라이밍 동호인의 연습장소로 인기

용마폭포공원 입구 삼거리 주차장 입구 주차장

축구장 다목적광장 / 클라이밍장 휴게공간

책깨비 도서관 화장실 간이매점 / 야간조명

야간조명 산책길 산책길 야간조명 장치

용마폭포 야간조명 산책길

<표 4-11> 용마폭포공원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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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의 ‘타원본부’가 조성 완료됨

‐ ‘타원본부’는 시민스토리 당선자 이원복 씨의 유년시절 ‘태극13단’과 이들의 아지트였던 용

마채석장(용마폭포공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획됨 

 

이미지 출처: 서울시, 2019-10-09, <보도자료> “시민 이야기로 용마폭포공원에 30m 타원형 작품 탄생…서울시, 공공미술작 개막”  

[그림 4-12] 용마폭포공원 ‘타원본부’- 시민공모스토리 입힌 공공미술작품

￭ 시사점

◦ 인공폭포 조성 당시 당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함으로써 명소화에 성공

‐ 1997년 인공 폭포 조성 당시 기준 아시아 최대 높이 51.4m로 조성

◦ 클라이밍 시설을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조성하여 국제경기 준비하는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

용되고 있음

‐ 2015년 클라이밍 시설 조성 당시 서울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클라이밍 경기 유치, 2020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스

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 클라이밍 시설을 관련 전문 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폭 넓게 활용,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

에 홍보 효과를 얻음

‐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서울시산악인연맹임

◦ 인공폭포와 휴게데크, 산책로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연중 내내 사랑 받는 공원으로 

거듭남

‐ 2017년 10월, 2018년 7월 2회에 걸쳐 인공폭포와 공원 내 곳곳에 야간 조명 시설 설치

‐ 2019년 7월 ‘제8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시공분야 ‘최우수상’ 수상함

◦ 영화 및 스포츠 경기에서의 노출(촬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조되는 ‘클라이밍’에 대한 관

심을 용마폭포공원으로 유도하고자 노력

‐ 중랑구는 용마폭포공원이 2019년 여름 흥행 영화 「엑시트」 두 남녀 주인공이 클라이밍 연

습하던 곳임을 언론과 블로그 홍보단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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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포천 아트밸리 포아르

￭ 개요

◦ 포천 아트밸리 포아르는 화강암 폐채석장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경기 유망 관광 10선”에 2017년, 2018년 연속 선정됨

◦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9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2

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됨19)

‐ 시티투어 상품 개발, 관광박람회 참가, 해외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 여행업계 관계자 팸 

투어 추진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 천주호, 주말 야간 미디어파사드 공연, 드라마 촬영지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포천시 소

재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유료 관광객 유치

‐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화유기’ 등 촬영

명    칭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주요연혁

‣ [1차 조성] 2005~2009: 아트밸리 기반 구축기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카페 조성,  

 모노레일(민자유치-㈜포천모노레일 총 58억원),  

·공연 관람석 편의시설 확충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카페 조성,  

·2009년 10월 개장

·사업비: 155억원(도비 100억원) 

‣ [2차 조성] 2010~2013: 아트밸리 지속 발전기

·교육전시센터 건립

·문화예술, 공연, 전시 콘텐츠 개발 운영

·무한상상 별나라여행 천문과학문화관 건립   

·사업비: 53억원(국비 26.5억원, 시도비 26.5억원)

‣ [3차] 2013 이후 브랜드 확장

·문화예술/공연/전시/체험 콘텐츠 지속 개발

·2018 경기북부 야간 활성화 사업 

위   치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입지유형  중규모 산간형 사업주체  포천시

대지면적  101,063㎡(건물 7동)

주요건축
규   모

 천문과학관: 지상 3층(연면적 1,926.1㎡)
 교육전시시설: 지상 2층(연면적 1,459㎡)

주차대수  114대*(옥외자주식)-무료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9시~22시(20시 입장마감)
 동절기(11~2월): 9시~21시(19시 입장마감)
 [공통] 월요일: 9시~19시(18시 입장마감) 
       교육전시센터 운영: 9시~17시 

입장료
 어른: 5,000원(단체 3,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2,000원), 
 어린이: 1,500원(천원)

주요시설
 돌문화전시관 - 전시장, 교육실 2, 창작체험실 4, 수장창고 등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천체투영실(4D영상관), 전시실 3, 휴게실, 천체관측실(야외) 등
 전망카페, 식당, 모노레일, 전망대(돌음계단), 조각공원, 호수공연장(220㎡) 등

모노레일
 주행거리: 418m(47인승 2량 운영)   시설: 승하차장 건물 3동  
 요금[관외]: 어른 ◯왕 4,500원/◯편 3,500원, 청소년 ◯왕 3,500원/◯편 2,500원, 어린이 ◯왕 2,500원/◯편 1,800원

창작체험  플라워아트, 허브&아로마, 인테리어&소품DIY, 꼬매&나무공예, 스톤페인팅, 서예캘리/전각, 마리오네트  

기   타
 2018년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공중퍼포먼스, 불꽃놀이 등 운영
 ․ 미디어파사드 공연: 약 50m 화강암 직벽 활용  금/토/일 오후 8시 30분 (10분 공연) 
 ․ 주말공연: 야외공연장 4월 ~ 10월(토/일, 공휴일) - 음악/연극/댄스/퍼포먼스 등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포천아트밸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김두현, “운영업체만 배불리는 ‘포천 아트밸리’”, 
경기일보, 2019.5.13., 12면 

<표 4-12>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개요
(단위: m, ㎡)

19) 김두현, “포천아트밸리, 올해 한국관광 100선 선정, 허브아일랜드, 산정호수에 이어 세 번째”, 경기일보,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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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2011~2018)」, https://know.tour.go.kr

[그림 4-13] 포천아트밸리 유료 관람객수 추이 2011~2018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시설안내도

천문과학관 천문과학관 - 4D영상관 제2전시실
이미지 출처: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웹사이트. https://artvalley.pocheon.go.kr, 경기인터넷뉴스, http://m.ginnews.kr/34690

<표 4-13>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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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조각공원/야간 조명 돌음계단 돌문화홍보전시관

전망카페 교육전시센터 모노레일

호수공연장과 미디어파사드

천주호 소원의 하늘정원(전망대)

이미지 출처: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웹사이트. https://artvalley.pocheon.go.kr, https://ggtour.or.kr/

<표 4-13> 포천아트밸리 포아르 시설 현황(계속)

￭ 시사점

◦ 기존 채석공간을 그대로 활용, 폐채석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색 경관을 형성함

◦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람시간 확대와 관광객수 증대 효과

를 얻음

◦ 촬영한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제2, 제3의 방송 촬영지가 되어 내․외국인의 지속적인 관

심을 끌 수 있음

‐ 대만에서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대만 방송국에서도 인기 예능 방

송 프로그램을 포천아트밸리 포아르에서 촬영, 대만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됨

‐ 대만 관광객이 포천아트밸리 포아르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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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스페인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Parc de la Creueta del Coll)

￭ 개요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은 한 때 시멘트 채석장이었던 곳을 주민 레크리

에이션 활동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임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은 1976년 공공공원으로 개장하였고, 1987년 

Martorell-Bohigas-Mackay 설계로 현재의 모습으로 리뉴얼됨

‐ 당초 시 의회는 아파트와 주차장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 참여로 현재의 시민의 휴식․
위락 공간으로 조성됨 

◦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의 중심부에는 6,000m² 규모의 다용도 광장과 여름철 한시 수영장으

로 활용하는 수경시설이 조성됨

◦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 인근 주민들의 주요 만남의 장소이자 레포츠 장소임

‐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장, 보체경기장(어르신 공놀이), 농구장, 탁구대 등 많은 시민이 다양

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음 

‐ 종종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콘서트, 축제의 장으로 활용됨

‐ 공원 내 ‘거리의 피아노’를 설치하여 시민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함

명    칭  Parc de la Creueta del Coll

주요연혁

‐ 최초 개장: 1976년 근린공원 개장 
‐ 리뉴얼 완공년도: 1987년

  ·조경설계: MBM(Martorell-Bohigas-Mackay)
  ·설계자: Josep Martorell, Oriol Bohigas,  
          David Mackay

위   치
 스페인 바르셀로나, 
 Passeig de la Mare de Déu del Coll, 77

입지유형  소규모 시가지 인접형

사업면적  1.68ha

여름
수영장
운영

 개장기간: 6월 13일 ~ 9월 25일
 오픈시간: 10시 ~ 20시 30분
 이용요금: 개인 2.35유로(한화 3,051원) 
          (매매 기준 환율, 기준일 2019.11.29.)

사업주체  Novalia Obres I Serveis (토목사무소)

운영시간
 11월~3월: 10시 ~ 19시
 4월~10월: 10시 ~ 21시

주요시설  분수대, 어린이 놀이터, 카페, 화장실, 주차장, 피크닉장, 농구장, 보체게임장, 탈의실, 수영장(여름) 등

정   기
프로그램

 [화 12~13시] 태극권과 틱쿵      [금 12~13시] 기억 운동
 [토 18~20시 30분] 오후 6시 ~ 오후 8시 30분  ‘상술의 마법’: 나달 크로마키

자료/이미지: 위키백과, https://ajuntament.barcelona.cat/gracia/ca/el-districte-i-els-seus-barris/el-coll, 
https://es.wikipedia.org/wiki/Parque_de_la_Creueta_del_Coll, https://miesarch.com/work/1379, Picnik yolanda 
p님의 여행자 사진

<표 4-14> 스페인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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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와 수변 공간 등에 예술작품을 배치하고 중심부에는 야자수로 이국적 분위기를 조성함 

‐ 공원의 양 출입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공원의 입구를 강조

‐ 수변 공간 상부에 50톤의 콘크리트 작품을 설치하여 공원의 랜드마크를 형성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 설계도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 전경

수영장(여름철 한시 운영) Elogio del agua(물의 찬양) 농구장 / 놀이터

놀이터 음악회 이벤트 거리의 피아노

이미지 출처: https://www.barcelona.cat, http://totgracia.com/musica-als-parcs-de-barcelona-durant-aquest-trimestre,
https://oldgardens.wordpress.com/2013/07/10/parc-de-la-creueta-del-coll-barcelona-spain/#jp-carousel-687

<표 4-15> 스페인 라 크루에타 델 콜 공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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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기존의 채석장 지형을 최대한 살려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영장과 전망대 기능 획득

‐ 기존 채석장 지형 중 가장 깊은 공간을 수변 공간으로 조성

‐ 북측 일부 경사를 조정하여 단을 형성한 식재 공간에서 다양한 전망 감상 가능

◦ 대상 부지의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 각각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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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오방색으로 본 창신·숭인 지역 관광

2_창신･숭인 지역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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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창신･숭인 지역 관광 기본구상

1 ∙ 오방색으로 본 창신·숭인 지역 관광

1) 전통색과 오행·오방

￭ 오방색 기원 음양오행설

◦ 음양오행사상은 동·서·남·북·중앙의 방위에 따라 오색과 오행을 배정함  

◦ 음양오행사상은 색채, 사회적 제도, 풍속, 전통 건축 등 우리 민족의 다양한 전통 문화에 영향

을 끼침

  

“오방색(五方色)의 시원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다. 음양오행설은 하늘과 땅의 기가 합해지면 하나가 

되고, 나누어지면 음과 양이 되며, 다시 나누면, 춘(春)･하(夏)･추(秋)･동(冬) 사계절이 되고, 줄지어 놓으

면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 오행이 되고, 이것이 세상의 만물의 근본이다.”

 - 금동원(2012), 『전통색, 오행과 오방을 내려놓다』, p.10 -

[그림 5-1] 음양오행사상과 전통 색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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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방색으로 본 종로 및 창신·숭인 지역 관광

￭ 오방색으로 본 종로구의 대표 관광자원

◦ 동: [청색] 청(Denim) 패션 ▶ 동대문 패션(뱅뱅어패

럴, TBJ, 버커루 등) ▶ 봉제 산업

◦ 서: [백색] 제례 공간 ▶ 사직단, 저항 시인 윤동주(윤

동주문학관(백색), 작품 「흰 그림자」, 「슬픈 족속」)

◦ 남: [적색] 붉은 치마(한복), 육회 ▶ 광장시장

◦ 북: [흑색] 검정 기와 ▶ 종묘,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북촌 한옥마을

◦ 중앙: [황색] 황금, 귀금속 ▶ 종로 3~4가 귀금속 상가 

￭ 오방·오행으로 본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및 개발 컨셉

◦ 지역 출신 예술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쪽의 시인의 언덕과 대비되는 예술가의 언덕 조성

‐ 시인(문인) VS 예술가(예인) 

◦ 봉제 산업의 전성기, 지역 출신 예술인의 활동 시기 및 작품, 청(Denim) 유행의 70~90년대 

레트로 풍 관광 콘텐츠 개발

◦ 한복 + 봉제의 결합, 생활한복(개량한복). 봄→새싹→어린이→산마루놀이터

[그림 5-3] 오방색으로 본 종로와 창신･숭인 지역 관광 자원 및 개발 컨셉

슬픈 족속

- 윤동주 -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그림 5-2] 윤동주 시 <슬픈 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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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신･숭인 지역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1)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

◦ 창신·숭인 지역 현황 및 관광산업 환경 분석을 토대로 창신·숭인 지역 관광 비전과 핵심가치, 

목표 및 4대 전략 등을 설정함

‐ 창신·숭인 지역 현황 및 인근 관광지 방문객 관광활동 분석

‐ 국내외 관광 트렌드 및 국내외 관광객 관광활동, 관련 계획

◦ 창신·숭인 지역 관광의 비전은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한 관광지 창신·숭인’으로 설정함

◦ 핵심가치는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갖춘 정체성 ‘Glocal Identity’, 누구에게나 열린, 차

별 없는 ‘Universal’,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Together’임

◦ ‘지역 자원 활용 확대’, ‘지형 활용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보강’, 

‘지역 내 유휴 자원 활용’ 등을 창신·숭인 지역관광 활성화 4대 전략으로 함

[그림 5-4] 창신･숭인 지역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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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지역 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2_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3_보행로 전망대 공원(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조성

4_종로03-1 마을버스 노선 신설 검토

5_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6_지역 출신 예술인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

7_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8_안내체계 개선사업

9_동묘시장 관광 지원 마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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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과제

1 ∙ 지역 자원 활용 관광 상품 개발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관광객은 방문지의 추억을 회상하고 기념하기 위해 또는 지인에게 여행 선물용으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상품을 구매함

◦ 관광기념품은 기 방문객에게는 재방문 유도의 기능을, 미 방문객에게는 관광지 홍보의 기능

을 가짐

◦ 국내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항목별 여행 지출액 중 기념품 및 쇼핑비의 구성비가 증가 추세임

‐ 2017년 내국인 국내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중 기념품 및 쇼핑비 비중은 2015

년 대비 전체적으로 1.8%p 증가했으며, 당일여행객의 증가폭은 2.3%p임

◦ 외래 관광객의 방한기간 중 참여활동 중 전통문화 체험 활동 비중이 다소 높아짐

◦ 창신·숭인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분석편」, p.45, 내용 발췌 정리 

[그림 6-1] 1회 평균 항목별 지출액 중 기념품 및 
쇼핑비 비중 변화(국내 여행 경험자)

     

연도 1순위 중복응답

2015 0.9% 5.2%

2016 0.9% 4.9%

2017 1.1% 5.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연도별 방한기간 중 참여 
활동」, p.45, 내용 발췌 정리

<표 6-1> 방한기간 참여 활동 중 전통문화체험 
비중 변화(외래 관광객)

￭ 사업 목표

◦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기념상품 개발 및 제품화

◦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체험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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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

◦ 박수근 화백의 ‘아이 업은 소녀’를 모티브로 한 ‘단지’는 마을 캐릭터 역할을 하고 있음 

◦ 창신소통공작소에서 다양한 손공작·목공작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임

‐ 공간이 협소하여 소수정예로 운영,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으며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됨

◦ 이음피움봉제역사관 이웃에 젊은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창신. 데님연구소’ 입지

◦ 이음피움봉제역사관은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유료 원데이 

클래스도 신청 당일에 마감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좋음

◦ 이음피움봉제역사관은 자체 교육이 없을 시 교육실을 개방하며, 현재 지역 개량한복 전문가

가 외국인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한 ‘개량 한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에어비앤비 <봉제 장인의 한복 허리치마 원데이 클래스> 리뷰 43, 평점 4.88(5점 만점)20)

구분 창신소통공작소 단지스토리/달커피 이음피움봉제역사관

건물

위치 창신6가길 47(창신동 23-313) 창신6가길 48(창신동 23-715) 창신4가길 26(창신동 647-50)

개관년월 2015년 10월 - 2018년 4월

운영주체 종로문화재단 민간 서울시

유형 문화예술 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박물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가죽클러치 만들기/ 의상 패턴/ 자
유봉제, 유리 크리스마스 리스, 그
림 기초, 글라스 페인팅/나무 식기 
만들기/ 방과 후 손공작&목공작/ 
우드 카빙/디저트 캔들 만들기/식
탁 소품 만들기 등

가죽 시장 투어  

[유료 체험] 
봉제인형/동화책/에코백 만들기 등

 

 

[무료 체험] 싸개단추 만들기/ 시대 
아이콘 의상 만들기/ 양말로 백조인
형 만들기/ 열전사 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봉제스탬프 찍기/ 컴퓨터 
자수기로 이니셜 새기기/ 단추달기 

[유료 체험] 나만의 키링/쁘띠스카
프/애착인형 만들기 등

[유료 원데이 클래스] 컵 슬리브/두
루마기/코트/크로스백/린넨 7부 플
레어/개량한복 저고리/치마/철릭
원피스 만들기 등 

그 외 
공구도서관 운영　

씨앗회원(교육자 + 수강생)

미싱 바느질로 창신동 지도 제작, 이
를 활용해서 도서 「어디만큼 왔니?」 
제작, ‘달커피’ 운영 

교육실 대여(외국인 관광객 대상 개
량 한복 만들기 체험 수업)

비고
회원제 운영(씨앗/일반/아동/단체) 
비회원은 프로그램 당 수강료

‘단지’를 소재로 한 벽화, 조형물 창
신동 곳곳에 설치(마을캐릭터)

옥상카페 운영, 절개지 조망이 좋음

<표 6-2> 관광 상품 개발 시 활용 가능한 창신･숭인 지역 문화･산업 자원 현황

20) https://www.airbnb.co.kr/experiences/3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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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한 관광기념품 제작 및 체험 관광 사업 운영 마을기업 설립·운영

◦ 박수근 그림에서 모티브 한 지역 캐릭터 ‘단지’와 퀼트로 창신동을 형상화 한 이미지를 활용

하여 관광 상품 개발·제품화

‐ 에코백, 열쇠고리, 책가위, 티코지, 손거울, 핸드폰케이스, 여행가방 커버 등 관광 상품 

‐ 파리바게트의 뽀로로 빵 시리즈처럼 ‘단지 카스테라’ 출시

    [ 단지 캐릭터 활용 ] [ 창신동 퀼트 이미지 활용 ]

 원본 이미지 출처: 단지스토리(이진영 작가)

[그림 6-2] 단지 캐릭터 및 창신동 퀼트 이미지를 이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예시

◦ 창신소통공작소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손공작 

DIY 키트 개발·제작 및 해당 체험 관광(교육) 상품 개발

‐ 외국인 관광객 및 어린이 교육 교구용 한복 카드 키트와 글자 토퍼 제작

‐ 인근 봉제 공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투리 천이나 동묘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옷

의 업사이클링 강좌 운영 

‐ 오방색의 ‘청(靑)’ 이미지를 활용한 청(데님) 소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체험 강좌 개설<지역 

내 창업 공간인 ‘창신. 데님연구소’ 활용>: 열쇠지갑, 앞치마, 책가위, 여권 케이스, 컵받침, 

오거나이저, 식탁보, 에코백, 클러치 등 

[ 한복 카드와 한복 복주머니 ] [ 모자이크 한복 만들기 키트 ] [ 글자 토퍼 만들기 ]

이미지 출처: http://www.e-redpoing.com, 디자인이룸인 https://irumin.tistory.com/

[그림 6-3] 외국인 관광객 및 어린이 교육용 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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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코지 ] [ 책가위 ]

이미지 출처: http://auctions.yahoo.co.jp/jp/

[그림 6-4] 창신소통공작소 교육용 키트 완제품 예시

  

nancyzienman.c
om/blog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rich4206

[그림 6-5] 데님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강좌 예시

￭ 기존 생활(개량)한복 체험 관광 확대

◦ 생활한복 만들기 기존 강좌 확대 및 전용 공간 마련

‐ 창신소통공작소 내국인 중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외국인 중심 교육을 통합·운영

‐ 유휴 커뮤니티 시설 또는 빈집 활용하여 교육 공간 마련 

◦ 생활한복 대여 사업

‐ 고궁 주변 한복, 익선동 개화기 의상, 이화동 교복 대여에 맞추어 창신·숭인 지역에서는 

생활한복 대여 사업을 추진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민간: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창신소통공작소, 이음피움봉제관, 창신·숭인 커뮤니티 시설

￭ 재원

◦ 비예산 사업(민간)

5) 기대효과

◦ ‘청(靑)’을 지역 색채로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소재 마련과 지역적 특색 가미

◦ 자투리천이나 벼룩시장 상품 활용의 업사이클링으로 자원 활용의 효율화 및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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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동대문 일대 중국 및 네팔 음식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됨

‐ 중국의 한한령 이후 최근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동대문역과 동묘앞역 사이 종로대로

에 위치하던 중국인 상대 음식점 상권이 크게 축소됨

‐ 창신동네팔음식거리는 주말에만 네팔 사람들이 붐비는 편이며, 인터넷 지도에 별도로 표기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팔 음식점 거리 인지가 어려움

◦ BTS를 비롯한 K-POP의 성장·확산으로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외국인 관광

객 국적 다각화 추세 

‐ 최근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신한류 지역인 동남아의 베트남(31.4%), 대만(15.4%), 말레

이시아(13.0%) 순으로 높음

◦ 동대문역 주변에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전문음식점이 하나둘씩 입지하기 시작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장률
(18/17)

2018
기준

구성비

14~18
연평균
성장률

베트남 117,070 141,504 162,765 251,402 324,740 457,818 41.0 3.0 31.4 

대만 544,662 643,683 518,190 833,465 925,616 1,115,333 20.5 7.3 15.4 

말레이시아 207,727 244,520 223,350 311,254 307,641 382,929 24.5 2.5 13.0 

러시아 175,360 214,366 188,106 233,973 270,427 302,542 11.9 2.0 11.5 

홍콩 400,435 558,377 523,427 650,676 658,031 683,818 3.9 4.5 11.3 

태국 372,878 466,783 371,769 470,107 498,511 558,912 12.1 3.6   8.4 

인도네시아 189,189 208,329 193,590 295,461 230,837 249,067 7.9 1.6 5.7

필리핀 400,686 434,951 403,622 556,745 448,702 460,168 2.6 3.0   2.8 

중국 4,326,869 6,126,865 5,984,170 8,067,722 4,169,353 4,789,512 14.9 31.2   2.1 

일본 2,747,750 2,280,434 1,837,782 2,297,893 2,311,447 2,948,527 27.6 19.2   1.4 

전체입국* 11,996,572 14,064,146 13,129,842 17,158,877 13,284,442 15,333,521 15.4 100   5.0 

주: 전체 입국자수는 이전 표의 전체 외래관광객수의 차이는 연중 다수 입국의 중복을 불인정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9), “1984-2018년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재구성 

<표 6-3> 주요 아시아 지역 국적별 관광객수 추이
(단위: 명, %)

￭ 사업 목표

◦ 해당 국가 외국인 거주민·관광객 외 한국인 및 타국 관광객도 찾을 수 있는 아시아 음식 특화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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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

◦ 동대문 역 인근 창신길과 낙산성곽길 베트남 음식점과 식료품점 등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음

◦ 2010년 초반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네팔 사람들이 동대문역과 네팔음식거리 주변

을 방문함

◦ 종로 북측 대로변과 네팔음식거리는 네팔/인도 음식점이, 종로 남측 대로변은 중국 음식이, 

동대문 지하철역 인근 골목길 초입에는 베트남 음식점이 국지적으로 입지함

◦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매운족발’이 창신골목시장에 본점과 복수의 분점을 운영 중임

◦ 북측 종로대로변에 수 개의 반찬가게 노점이 운영 중임

  

[그림 6-6] 창신동 아시아권 음식점 운영 현황

3) 사업 내용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안내시설 설치 및 거리 정비

◦ 누구나 쉽게 거리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종합안내도, 테마 거리 이정표 설치

‐ 동대문역 지하철 역사 내, 버스정류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입구 등에 음식점 안내도 설치

‐ 각 해당 음식점 입구에 아시아음식점 표시 스티커 부착

◦ 도시비우기 사업과 연계한 거리 정비

‐ 보행 유효폭 확보, 환경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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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운영 협의체 조직･운영

◦ 스탬프 투어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할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운영 협의체 조직

◦ 창신·숭인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지도 제작·배포

◦ 외국인 운영 음식점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활용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 창신·숭인 주요 관광자원 스탬프 투어 그랜드 슬램 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음식점 할인제도 

협의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안내시설 설치 및 거리 정비: 종로구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운영 협의체 조직·운영: 민간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동대문역~동묘앞역 사거리 종로대로변, 창신골목시장, 창신동네팔음식거리 등 기존 상권 형

성지

￭ 재원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안내시설 설치 및 거리 정비: 종로구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운영 협의체 조직·운영: 민간

￭ 관련 사업

◦ 종로 도시비우기 사업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 안내체계 개선사업

5) 기대효과

◦ 기존 음식점 상권 확대·육성과 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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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행로 전망대 공원(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조성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 가치 공유: 서울시 2018년 2월부터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 낙산공원에서 계단 이용 없이 걸어서 창신소통공작소, 드라마 촬영지, 산마루놀이터 등을 방

문할 수 있는 길인 낙산5길과 창신6가길은 경사가 급함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18)의 종단경사 설치기준은 지형 상 곤란한 경우가 8.3% 이하임

‐ 낙산삼거리에서 269~319m 떨어진 구간 최대, 평균 경사도는 각각 –32.2%와 –19.7%임

[그림 6-7] 낙산삼거리~산마루놀이터(낙산5길~창신6가길) 이동거리에 따른 고도 변화

 

낙산삼거리
~총 이동거리(m)

0.0 50.1 101.0 151.0 201.0 251.0 269.0 319.0

해당
지점

고도(m) 108 111 115 111 107 104 103 93

(종단)경사 9.5% 6.3% 2.3% -5.1% -12.0% -5.9% -8.0% -19.3%

구간

이동거리(m) 49.9 50.0 50.1 50.2 50.1 17.6 50.3
고도 증감(m) 3.18 3.45 0.64 0.41 0.83 0.54 -10.00

최대 (종단)경사 10.7% 11.0% 7.2% -20.1% 0.5% 2.6% -32.2%
평균 (종단)경사 6.3% 6.6% 4.0% -7.7% 0.4% 1.1% -19.7%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2018)

 보도 종단경사(이동거리 방향 경사) 설치기준: 18분의 1(5.6%) 이하 | 횡단경사: 50분의 1이하
                   <지형 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8.3%) 이하 | 횡단경사: 25분의 1이하

※ Geo Tracker와 Google Earth Pro를 활용한 분석 내용 정리

<표 6-4> 낙산삼거리~산마루놀이터 이동거리 구간별 보행 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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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삼거리로부터
총 이동거리(m)

319.0 376.0 442.0 491.0 556.0 600.0 614.0

해당
지점

고도(m) 93 89 79 71 65 60 58

종단경사 -19.3% -7.4% -16.8% -7.9% -7.8% -12.5% -16.6%

구간

이동거리(m) 56.8 65.7 50.0 64.2 44.4 13.6

고도 증감(m) -4.86 -10.20 -7.52 -5.89 -5.99 -2.00

최대 종단경사 -19.3% -27.0% -21.7% -11.9% -18.7% -18.7%

평균 종단경사 -8.3% -15.3% -14.8% -9.0% -13.2% -13.8%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2018)

보도 종단경사(이동거리 방향 경사) 설치기준: 18분의 1(5.6%) 이하 | 횡단경사: 50분의 1이하
                   <지형 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8.3%) 이하 | 횡단경사: 25분의 1이하

※ Geo Tracker와 Google Earth Pro를 활용한 분석 내용 정리

<표 6-4> 낙산삼거리~산마루놀이터 이동거리 구간별 보행 환경 현황(계속)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낙산5길과 창신6가길 일부 구간의 입체적 보차분리 필요 

‐ 낙산5길과 창신6가길은 도로 폭이 좁고, 봉제공장간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통행량이 많음

‐ 낙산5길과 창신6가길을 이용하는 창신2동과 창신3동 거주자의 교통약자 인구 비중이 높

음: 고령자 인구비(창신2동 18.8%, 창신3동 15.6%21))

◦ 낙산5길과 창신6가길은 좁은 도로폭에 노상 

주차장 설치로 주차와 보행 환경 모두 열악함22)

￭ 사업 목표

◦ 보행경사로 + 전망대 + 주차장 + 공원 + 문화

교육시설의 기능을 통합한 입체도시계획시설 

설치<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창신숭인

형 서울로 7017> 

2) 사업 여건

◦ 공영주차장 근처에서부터 경사도 급해지며 커

브 구간이 발생함

◦ 창신소통공작소 북측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

나 이용률이 낮음

◦ 공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물리적 창신동 봉

제기지의 중심에 해당함

21) 낙산5길 창신6가길 이용하지 않는 창신3동의 창신쌍용2단지아파트 거주민을 제외한 고령자 비율을 창신2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2) 낙산5길과 창신6가길 일부 구간이 포함된 창신2동의 전체 주차면수 대비 노상주차면수율은 17.1%임(창신·숭인 평균 4.0%)

[그림 6-8] 낙산5길과 창신6가길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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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5길과 창신6가길 곳곳에 거주자 우선 주차의 노상주차장이 위치함

◦ 공원, 창신소통공작소, 산마루놀이터 등 일대는 중점경관리구역임

3) 사업 내용

￭ 도로 정비 및 (노상)주차장 이전·신설

◦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유효폭 확보가 필요하므로 시공 가능한 구역 도로 확폭 

◦ 노상주차장 폐지, 해당 주차 수요는 보행로 전망대 공원 하층부 신설 주차장에서 수용

￭ 보행로 전망대 공원(입체도시계획시설) 조성

◦ 보행로 전망대 공원 구조물의 상·중·하 높이(층)를 구분하

여 시설을 달리 조성함(‘지형차를 이용한 시설 조성’ 참고)

‐ 상층부: ‘예술가의 언덕’을 테마로 한 공원

‐ 중층부: 창신소통공작소와 연계된 문화복합시설과 관광

지원 시설

‐ 하층부: 주차장 및 기타서비스 시설

◦ 한양도성과 유사하게 지형에 순응한 형태로 조성하여 구조

물 자체의 경관미를 살림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보행경사로 설치

‐ 구조물 전 구간에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경사로 설치

‐ 보행로 자체가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

려하여 조성(미국 LA ‘게티 센터’ 참고)

‐ 완만한 경사로 발생하는 단부의 높이차를 처리하기 위

한 계단과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 [예술가의 언덕] 상층 공원은 이화·혜화동에서 활동한 예술

가와 창신동 출신 예술가를 기억하는 장소로 조성

‐ 대학로 공연장 공연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던 배우, 가

수, 무대연출, 음향 등 스태프 등 예술가 및 전문기술자 

의 사인이나 글이 들어간 타일로 만든 벽이나 예술작품 

설치(‘신한양도성도’23) 참고)

23) 내·외국인의 염원을 담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염원을 담은 ‘신한양도성도’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기원 캠페인 서명’에 
참여한 18,627명의 내·외국인의 메시지를 아크릴판에 투명필름으로 부착해 제작함

마흔이 되면
 
마흔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다.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다. 멋진 
할리 데이비슨으로! 돈도 모아놓 
았다.

중략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일주 하고 
싶다. (이하 생략)

글: 김광석 에세이 <미처 다하지 못한> 
김광석 P.152

이미지 출처: 김광석 메모리하우스 
2층 전시물 사진 촬영

[신한양도성도]

이미지 출처: 우리문화신문
(http://www.koya-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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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의 언덕 + 봉제산업의 메카] 봉제산업의 메카 창신동의 중심부라는 지역색과 예술가 마

을임을 나타내는 오토바이 타는 김광석 조형물 설치

‐ 봉제공장이 집중된 종로(대로) 북측 창신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에 오토바이를 탄 김광석 

조형물 설치 

전망대와 보행경사로 참고 사례: 미국 LA 게티 센터(Getty Center) 

   

 위치: 산타모니카 산맥 브렌트우드 위
 규모: 약 30,000평 

 시설: 게티 연구소, 게티 보존과학연구소, 

      게티 재단, 게티 박물관, 폴게티 신탁

이미지 출처: Heliphoto.net, Flickr 계정 Eric Gardner, 이미지 및 자료: https://www.visitcalifornia.com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도로 정비, 예술가의 언덕 조성(상층부): 종로구

◦ 보행로 전망대 공원(입체도시계획시설): 서울시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쌈지마당 ~ 창신소통공작소 일대: [그림 6-9] 참고

￭ 재원

◦ 서울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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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업

◦ 종로03-1 마을버스 노선 신설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5) 기대효과

◦ 지역 주민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안전 증진<무장애 관광 가치 실현>

◦ 동대문 서울성곽과 쌍을 이루는 양호 경관 형성

◦ 인근 창신채석장전망대와는 또 다른 매력의 전망대 역할을 하여 지역 관광 매력도를 높임

◦ 예술가의 마을이라는 이미지 형성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형 높이차를 이용한 시설 조성 사례

 [전망대] 부산 유치환 우체통 (시인의 방 카페)

1F: 계단식 야외공연장
2F: 미술전시공간+카페
3F: 느린우체국+전망대

 [전망대] 부산 이바구공작소

 

 1-2F: 산복도로 전시관

 옥상: 전망대 

 ※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물이 선박 형 

태를 띰(지역 정체성 

형성)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gamrae007,
http://www.mandibus.kr[그림 6-9] 보행로 전망대 공원 위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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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로03-1 마을버스 노선 신설 검토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창신·숭인 지역은 종로구 유일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지난 2015년 낙산삼거리~현 산마루놀

이터까지의 마을버스 노선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불발됨

‐ 찬성보다 반대 시민의견이 많았음

‐ 반대 사유는 어린이 통학길 위험, 도로 폭, 경사 및 커브 구간의 지형 문제 등임

◦ 종로03 마을버스 이용객 중 최소 20%가 성북구민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많고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창신2·3동 주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불합리함

기간
종로03 

총 승차인원
종로03 

총 하차인원
낙산공원(1506) 종로구민 ＜ 성북구민* 종로구민 ≒ 성북구민*

총 승차인원 총 하차인원 총 승차인원 총 하차인원 총 승차인원 총 하차인원
1월~6월 1,399,508 1,346,425 33,499 53,795 109,237 159,377 148,762 266,472

7월~11월 1,228,465 1,182,245 32,991 50,861 101,394 185,418 129,847 165,640

합계 2,627,973 2,528,670 66,490 104,656 210,631 344,795 278,609 432,112 
*분류는 토지이용(주택 유형/정류장과 아파트 출입구 위치 등) 현황을 토대로 연구자 개인이 판단한 내용임
 종로구민 ＜ 성북구민: 마을버스 이용객이 종로구민보다 성북구민이 많다고 판단(그림 ○)
 종로구민 ≒ 성북구민: 어느 구 이용객이 많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버스정류장(그림 △)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버스노선별 정류장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표 6-5> 2019년 종로03 마을버스 정류장 승하차 인원
(단위: 명)

 

[그림 6-10] 창신･숭인 북측 지역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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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마루놀이터는 교통편이 나빠 재방문을 기대하

기가 어려움

‐ 2019년 11월 6일 기준 인스타그램 ‘#산마루놀이터’로 검색된 219개 산마루놀이터 후기를 

분석함

‐ 산마루놀이터 자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접근성을 지적하는 글이 상위 빈도를 보임

‘#가는길험난’으로 통합된 
실제 게시 내용

#험난#가는길험난#정말험난하죠
#택시타고가시길#마을버스도없음
#힘들었음#엄마땀범벅
#올라가는길대박#가는길이넘가파름
#비탈길#비탈길조심
#택시아저씨도거부
#가기힘든곳#가는길이고비
#걸어서등산#길핵좁고핵가파름
#고생끝에낙#올라가다죽는줄
#개언덕길#산중턱인듯중턱아닌그곳
#꼭베스트드라이버만가시거나
#저오늘사이드미러깼어효
#차로가는거비추#타다타고가길잘함
#회오리길빡세다 등

[그림 6-11] 산마루놀이터 해시태그 검색 게시물 219건 해시태그 워드 클라우드(2019.11.6. 기준)

  

◦ 관심  관광자원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교통수단별 연계 관광 의지 강도를 비교하면 대중교통 

이용 > 도보 > 차량 이동 순임 

‐ [이동거리 30분일 때 방문의향] 도보 25%↑, 대중교통 이용 50%↑, 차량 이동 25%↑

‐ [이동거리 20분일 때 방문의향] 도보 50%↑, 대중교통 이용 50 초과~75 미만%, 차량 이동 

25%↓

구분
연계 방문 의사 이동시간(분)

있음 없음
평균 25% 50% 75% 최소 최대

N % %

도보 (N=262) 187 71.4 28.6 22.1  0 20 30 0 120

대중교통 이용 (N=264) 187 70.8 29.2 33.0  0 30 60 0 120

  차량 이동 (N=261) 116 44.4 55.6 19.0  0  0 30 0 120

※ 2시간(120분) 이상 응답 3건은 결측치로 처리

<표 6-6> 낙산공원･이화동 외부 방문객 이동수단별 연계 방문 결정 이동시간

◦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들 중 창신동 일대 관광지에 10명 중 한 명이 방문 의향을 밝힘

◦ 낙산공원과 이화동의 방문객의 주변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 방문 의향과 창신·숭인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방문 의사 응답 분석을 고려하면 최소 20명 중 1명은 방문 의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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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각각 20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관광자원에 10명 중 5명 연

계 관광 의사를 밝힘 

‐ 드라마/영화 촬영지, 산마루놀이터,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봉제골목/김광석 옛집 등 방문

의향 상위권 관광자원은 모두 도보 15분 이내, 차량 이동 5분 이내 거리에 입지함

[그림 6-12]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의 해당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의향

구분

이동 거리 및 시간

이용도로
도보 차량

코스**
이동거리

(m)
시간
(분)

이동거리
(m)

시간
(분)

낙산공원 입구 → 

<건축학개론> 키스신 장소 2-2  616  9  609 2 낙산길-낙산5길-지봉로13길

산마루놀이터 4-2  784 11  731 2 낙산길-낙산5길-창신6가길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1-1  411  6  410 1 낙산길-낙산5길

김광석 옛집 5-2 1,150 15 1,200 5

[도보] 낙산길-낙산5길-창신
6가길-창신5다길-창신5길

[차량이동] 낙산길-창신길-창
신5길

* 출발점: 낙산공원 입구(창신동 615-40, 낙산성곽길과 낙산길 교차 지점), <부록 3> 출발점에서 약 50m 이동한 지점 
** <부록 3> 창신·숭인 지역 관광 보행 환경 조사표 코스 번호(계단 없는 코스) 
자료: 네이버 지도 검색

<표 6-7> 방문의향 10% 이상 관광 자원까지의 이동 거리 및 시간

◦ 2019년 11월 가오픈한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가 2020년 본격 운영할 예정

◦ 종로구 지역 주민의 보다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잠재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낙산5

길과 창신6가길 일부 구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입 필요

‐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관광으로 인한 창신·숭인 일대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됨

￭ 사업 목표

◦ 마을버스 03번과 환승이 가능한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마을버스 03-1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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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

◦ 2015년 검토 시 마을회사 측은 운행 환경이 열악하나 운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음

◦ 낙산삼거리~종로종합사회복지관 구간 중 가장 좁은 도로 폭(낙산5길 창신12길 20-10 앞 도로 

폭 5.1m) 보다 좁은 곳에서도 마을버스가 운행 중임

‐ 종로09 명륜3가 종점 인근 도로폭 4.8m(표고 99m, 지점경사 –19.8%(종점→성균관대)

3) 사업 내용 

￭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지형 측량 및 토공사 관련 용역 실시

◦ 보행 환경이 보다 우수한 장소를 찾기 위한 지형 실측 용역 실시

‐ 정확한 지형 파악과 보행 환경이 보다 우수한 지점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실 

측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는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Google Earth 

Pro의 분석 내용을 보정 없이 바로 사용하였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실측 필요)

￭ 노상주차장 폐쇄 및 대체주차장 마련

◦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낙산5길과 창신6가

길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쇄 및 대체 주차장 마련 

￭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및 주변 정비

◦ 가급적 직선 구간이면서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 마

을버스 정류장 설치

‐ 길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이라 정류장 간

격보다는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 정류장을 설치함

(부산 감천문화마을 마을버스 서구2번 운행 참고)

￭ 마을버스 운행

◦ 낙산삼거리~종로종합사회복지관 구간을 운영하는 마을버스 종로03-1(소형버스) 운행 

‐ 마을버스 종로03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종로03 버스 운행 축소 없이 종로03-1 노선을 추

가 신설(부산 감천문화마을 마을버스 운행 참고)

‐ 【왕복 6㎞】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낙산삼거리 ~ (종로03 노선 공유: 낙산삼거리 ~ 종로구민

회관/두산APT) ~ 동묘앞역(성동공고) ~ (흥인사거리 U턴) ~ 성동공고 ~ 《 회차 》

[그림 6-13] 종로03 운행 노선과 
종로03-1 운행 노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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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사례: 부산 감천문화마을 마을버스 노선 일부 분리 운행

감천문화마을행 마을버스 서구2, 서구2-2 운행노선 및 차량 <서구2> 소형 카운티

<서구2-2> 중형 뉴BS090

 ⁃ 토성역 6번 출구 경유 감천문화마을행 버스: 마을버스 사하1-1(12~15분), 서구2(7분), 서구2-2(20분)

 ⁃ 마을버스 운행 노선 일부 구간 분리 운행[서구2, 서구2-2]

   ․ 서구2: 소형차(카운티)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 구간을 운행, 

   ․ 서구2-2: 급증한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서구2-2는 신규 중형차를 투입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을 운행 구간으로 설정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나무위키(https://namu.wiki)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마을버스 운행: 종로03 마을버스 운행 운수업체 

◦ 지형 측량 및 토공사 용역 추진 + 노상주차장 폐지(대체주차장 마련) 및 도로 정비: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정류장 위치 참고(예시용, 실측 필요): [그림 6-16], [그림 6-17] 

￭ 재원

◦ 종로구, 서울시

￭ 관련 사업

◦ 보행로 전망대 공원(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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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보행 및 주차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이동 편의 증진

◦ 잠재 관광객 교통 서비스 수요 대비·충족(주변 관광지 방문객 연계방문 유도) 

[그림 6-14] 공원과 주변 보행환경 현황

[그림 6-15] 종로03-1번 마을버스 노선(안)

           

[그림 6-16] 종로03-1번 신설 버스정류장 위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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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타 자치단체 봉제 산업클러스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고유의 독특한 분위

기 조성으로 차별화 필요

￭ 사업 목표

◦ 봉제마을 특성 살린 조형물 및 관광 안내시설 설

치로 방문객들이 봉제마을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지역정체성 확립 

2) 사업 여건

◦ 봉제 도구를 형상화 한 건물과 조형물이 기 조성되어 있음

‐ 산마루놀이터(골무), 이음피움봉제역사관(미싱/가위/단추 등), 주변 전봇대(시침핀/바늘)

‐ 단추, 실, 실패, 가위 등의 벽화 골목길 조성

◦ 회오리길, 창신초등학교 지붕 등 지도로 보면 봉제 도구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 보유

3) 사업 내용

￭ 봉제 관련 도구 조형물 설치 및 공공디자인으로 지역 꾸미기24)

◦ 봉제 산업클러스터 마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조형물 설치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봉제마

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봉제 산업 특색 살린 조형물 및 관광 안내/휴게 시설 설치

‐ 조형물 설치 종류 및 위치 등은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토록 함 

‐ 벤치와 같은 관광 휴게시설 설치 시 봉제도구 디자인 요소 반영 고려

◦ [줄자] 회오리길

‐ 현 회오리길 외에도 유사 형태를 띤 창신8길을 큰 회오리길로 명명

‐ 작은, 큰 회오리길의 도로면을 미끄럼 방지 특수페인트를 사용하여 줄자를 표시

‐ 안내지도에 각 회오리길을 ‘줄자’로 표시

24) 안내체계 개선사업 내용 참고

골무: 산마루놀이터

바늘/시침핀/미싱/가위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그림 6-17] 기 조성 봉제도구 형상
건물과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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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스토리텔링 ‘붉은 실의 전설’ 또는 ‘운영의 붉은 실’25)

‐ 중국, 일본, 인도, 한국(홍실, 청실) 등 아시아 권역에 널리 알려진 ‘붉은 실의 전설’을 모

티브로 한 SNS 촬영용 장소 조성하기

‐ 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2012)」, SBS 「연애시대(2006)」, tvN의 「호텔 델루나(2019)」 등

‐ ‘붉은 실의 전설’ 조형물 입지는 동대문 서울 성곽 산책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낮에는 붉은 색을 띠지만 밤에는 다양한 색을 띠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알아

볼 수 있게 조성함

[그림 6-18] 회오리길 줄자 도로 표현 예시

 

[그림 6-19] ‘실’ 조형물 설치 예시(붉은 실 전설)

대만 Crystal Kung의 
<Red String(2018)>

일본 <너의 이름은
(君の名は, 2016)>

한국 SBS드라마
<신사의 품격(2012)>

한국 SBS드라마 <연애시대(2006)> 한국 tvN <호텔 델루나(2019)>

이미지 출처: 유투브(youtube.com), http://blog.naver.com/china_lab/221303070052, https://publicfr.tistory.com/4809

<표 6-8> ‘붉은 실의 전설’을 소재로 다룬 문화 및 방송 콘텐츠

25) 차아나랩, <문화 오딧세이> “하늘이 정한 인연, 월하노인 ‘붉은 실’ 이야기”, http://blog.naver.com/china_lab/221303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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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사례: 봉제산업 관련 도구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뉴욕 패션거리(관광안내소와 봉제사 조형물) 필리핀 세부 쇼핑몰

이미지출처: https://m.blog.naver.com/hyina, https://blog.naver.com/1967design 

￭ 설치한 조형물을 중심으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도입

◦ 스탬프 투어 시설 설치 및 지도 제작 배포

◦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 내 운영협의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주요 음식점에서 스탬프 

그랜드슬램 시 할인 혜택 제공

4)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시행주체와 해당 대상지 위치 선정

◦ 설치 조형물 및 위치 선정: 지역 커뮤니티, 산마루놀이터 이용 어린이, 종로구

￭ 재원

◦ 종로구, 서울시

￭ 관련 사업

◦ 보행로 전망대 공원 조성(예술가의 언덕) / 안내체계 개선사업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5) 기대효과

◦ 지역정체성 확립으로 지역 관광 매력도 증진 및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각인 효과

‐ 재밌는 표현으로 방문객의 지역 관광자원 위치인지와 인상 각인을 돕고, 연계 관광 유도

◦ 지역 방문객 안전 보행 도모

‐ 회오리길을 줄자로 표시,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미숙한 운전자나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해당 길을 피해 이동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아시아음식문화거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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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역 출신 예술인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지난 6월 발표된 「종로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에서는 창신·숭인 지역 개발전략으로 ‘산업

과 관광 융합 모색’을 설정함

‐ 봉제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체험활동과 산업형 주민사업체 추진을 통한 산업과 관

광 융합 모색

◦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된 중랑구 면목패션특구와 차별화 필요  

◦ 2010년대 중반부터 레트로 관광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레트로 유행에 부응하고 지역이미지와 봉제산업에 어울리는 분위기 조성으로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 목표

◦ 타 봉제 산업 특구와 차별된 독특한 관광 자원 조성

2) 사업 여건

◦ 봉제산업이 전성기였던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주목 받았던 문화·예술인 중 창신초등학교 

출신이 다수

구분 인물<졸업기수/활동시기(거주시기)/활동(그룹)명>

창신
초교

졸업생*

연기
남궁원 <16회/‘55 ~ ‘01>, 문희 <29회/‘65 ~ ‘73>, 남성훈 <25회/‘72 ~ ‘00>, 
윤여정 <29회/‘67 ~ 현재>

음악
배호 <24회/‘57 ~ ‘71>, 이장희 <29회/‘71 ~ 현재/쎄시봉>, 이승희 <36회/‘78 ~
‘00>, 김광석 <45회/‘84 ~ ‘96/노찾사, 동물원>, 박학기 <45회/‘89~현재), 종현
<72회/‘08 ~‘17/샤이니>

그 외 창신동 거주 문화예술인** 백남준 <미디어아트/‘36 ~ ‘49>, 박수근 <미술/‘52 ~ ‘63>, 김유정 <소설/1923~?> 

* 활동시기: 출연 또는 시연 작품 년도 기준, ** 예술가 거주 기준 
※ 졸업기수는 2019년 졸업생이 101회 졸업생임을 참고하여 각 예술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추산한 값으로 다를 수 있음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표 6-9> 창신초등학교 출신 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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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광석’ 테마는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의 성공으로 그 콘텐츠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관

내 ‘김광석’ 관련 관광 자원이 다수 소재 

‐ 김광석 옛집: 23년 동안 창신동 거주, 초등학교~결혼 전까지 살았던 옛집은 큰 변화 없이  

보존된 상태임

‐ 학전블루 소극장(대학로): 김광석 라이브 공연 1000회 공연 장소(기념비 설치)로 2012년부

터 매년 1월 6일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개최

‐ 2019년 12월 현재 대학로 공연장에서 김광석 관련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2012년부

터 매년 공연)’, ‘우리들의 사랑(2019)’이 공연 중

◦ 배호 역시 김광석 못지않은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님 

‐ 배호 추모비(전국 4곳에 서울 용산, 경주, 강릉, 묘지에 노래비), 가요제, 팬클럽(배호를 기

념하는 전국 모임) 활동

‐ 배호 인생을 담은 뮤지컬 ‘천변카바레(‘10, ‘11, ‘16, ‘17~‘18<지방순회 공연>)’

‐ 현 ‘낙산 냉면’ 건물에 ‘배호 집터’ 표시 명패 부착되어 있음

3) 사업 내용

￭ 창신초등학교 출신 예술인 소개 안내판 설치

◦ 창신초등학교 벽면에 창신초등학교 출신 예술인 소개 안내판 설치

[그림 6-20] 창신초등학교 출신 예술인 담장 거리 조성 예시

￭ 창신·숭인 지역 출신·거주 예술인 작품을 테마로 벽화 및 조형물 설치

◦ 창신·숭인 지역 출신·거주 예술인과 관련 있는 장소 또는 도시경관 미화가 필요한 장소에 작

품 테마 벽화나 조형물 설치

‐ 집, 학교, 학교 오가던 길, 산책길, 작품 속에 표현된 장소 등

‐ 빈집,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이면서 어디서든 잘 보이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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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화 및 조형물 테마 예시

‐ [싱어송라이터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아래 사례 참고)

‐ [싱어송라이터 이장희] 영화 <별들의 고향(1974년)> 주제가이자 2015년 개봉작 영화 <쎄시

봉> OST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와 ‘그건 너’, ‘한잔의 추억’, ‘자정이 훨씬 넘었네’ 등 

‐ [싱어송라이터 배호] ‘두메산골’, ‘안개속으로 가 버린 사람’ ‘마지막 잎새’

예술인 담장 거리 조성 참고 사례: 초량 이바구길 인물사 담장

∙ 초량 이바구길 인물사 담장은 안내지도와 산복도로의 삶과 애환(시 및 사진)등 지역 소개, 동구를 이어온 사람들 

소개, 초량초등학교 출신 한류스타 등으로 구성됨

‐ 초량초등학교 담장을 활용

∙ 초량초등학교 출신 한류 스타로서 가수 나훈아, 코미디언 이경규, 방송인 강호동, 음악감독 박칼린을 소개함

 이미지 출처: http://www.2bagu.co.kr/ 

노래 가사로 꾸민 벽화 사례: 김광석다시그리기 길

< 이등병의 편지 > < 기다려줘 > < 말하지 못한 내사랑 > < 일어나 >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안내판 설치 및 벽화 조성: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창신초등학교 및 주변 지역, 김광석 옛집, 봉제골목길, 공원, 빈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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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안내판 설치 및 벽화 조성: 구비

￭ 관련 사업

◦ 보행로 전망대 공원(창신숭인형 서울로 7017) 조성(상층부 공원: 예술가의 언덕 조성)

5) 기대효과

◦ 창신·숭인 지역만의 색깔 입히기(정체성 형성)와 지역 홍보 효과

◦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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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창신·숭인 지역 내 다수의 역사 ․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음

◦ 낙산공원 및 이화동 외부 방문자의 창신·숭인 지역 역사·문화자원 인지도가 매우 낮음

‐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1.9%, 동망봉_숭인재 1.5%, 비우당_자주동천 1.1% 

◦ 인지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방문 의향 응답률이 높은 편이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방문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청룡사_정업원구기비와 비우당_자주동천에 대한 방문 의향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음

구분
(N=265)

인지율
(%)

방문 의향(%)

전체 30세 이하 30~40대 50대 이상

청룡사_정업원구기비  1.9  8.3 4.1 6.2 13.7

비우당_자주동천  1.1  5.7 0.0 3.1 12.7

<표 6-10>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인지율 및 방문 의향 응답률(외부 관광객)

◦ 2015년 전후로 매스투어26)가 수학 교육자 모임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수개의 프로그

램이 운영 중이며 특히 대구에서 활발히 운영 중임

‐ 대구: 근대역사 Math Tour, 김광석과 함께하는 매스투어, 수목원 매스투어, 서문시장 매

스투어

‐ 그 외: 울산대공원 매스투어, 광주 폴리 매스투어, 제주 43 평화공원 매스투어, 전주 한옥

마을 수학 산책, 세종 매스투어

￭ 사업 목표

◦ 창신·숭인 지역 내 역사 ․ 문화자원 인지도 상승 및 방문 매력도 증대

◦ 창신·숭인 관광자원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방문 증대

26) 매스투어란 건축물, 자연, 역사 자원 등 지역 명소를 주제로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 스스로 원리 익힐 수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임[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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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

￭ 창신 ․ 숭인 지역 역사･문화자원 다수 보유

◦ 단종과 정순왕후 관련 역사･문화 자원 다수 보유

‐ 정업원 터･청룡사, 자주동천, 동망봉, 동망정, 영도교 등 

‐ 매년 정순왕후 추모 문화제 개최, 정순왕후 관련 만화 안내판 기 설치 

◦ 단종 관련 소재 영화･방송프로그램의 꾸준한 제작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임

‐ 2013. 9. 영화 「관상」 개봉, 누적 관객수 9,134,114명, 15개 영화상 수상 등 흥행27)

‐ 2019.11. JTBC 「방구석 1열」 ‘영화 <관상> VS <사도>’편 방영 

‐ 2019.12. MBC 역사 탐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 ‘리턴즈’ 16회 ‘단종로드’ 방영

￭ 어플과 QR코드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증대

◦ 2015년 전후 전국 지역 수학 교육자 모임이 주축이 되어 교육+관광의 융복합 체험 관광 프로

그램인 매스투어가 개발·활용되고 있음28) 

‐ QR코드 활용: 대구 「근대역사 Math Tour」, 대구 「김광석과 함께하는 매스투어(Math 

Tour)」 , 세종 「세종 매스투어」

‐ 어플 활용: 대구 「수목원 매스투어」, 「서문시장 매스투어」, 「울산대공원 매스투어」, 「광주 

폴리 매스투어」, 「제주 43 평화공원 매스투어」 등

◦ 지역 홍보용 모바일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야외 방탈출 콘텐츠 개발 활발, 야외 방탈출 

마니아 층 형성

‐ ‘도심추리게임 추리닝’, ‘리얼월드’ 중심으로 야외 방탈출 콘텐츠 개발

‐ 사례: ‘도심추리게임 추리닝’의 「독립의 시간」(서울 서초구/강남구 일대), 「강남역 살인사

건」, 「혜화동 더 테러 라이브」, 「조작된 도시」 등, ‘리얼월드’의 「청의 기록」, 「정동밀서」

(이상 서울 중구), 「Lost Finale」 (서울 중구/종로구) 등

￭ 서울시 ICT 기반 게임형식의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계획 발표

◦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 2019~2023 [6-1] 스마트 관광 체험 공간 조성

‐ 서울 도시공간에서 펼치는 방탈출게임29)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 2018년 10월 서울로7017 시범사업 실시 후 광화문·청계천 일대, 문화비축기지 등

‐ 프로그램 보완 후 내외국인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판매 예정

‐ 서울시 + 민간 + 서울관광재단 추진주체 설정

27) https://ko.wikipedia.org/wiki/관상_(영화)

28) 부록 매스투어 운영 현황 참고

29) 현실공간에 스토리를 입히고, 문제를 풀면서 지역 곳곳을 방문·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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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어플 개발 관련 교육기관 소재

◦ 종로 6가 소재 서울게임아카데미에서 AR/VR(증강/가상현실) 과목 전문심화과정을 개설·운

영 중이며, 동숭동 소재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게임개발스튜디오 운영 중임

3) 사업 내용

￭ 어플과 QR코드를 활용한 교육용 관광 콘텐츠 발굴·개발

◦ 1차 역사 콘텐츠 발굴: 역사학자, 국사 교육자, 종로 골목길 해설사, 교육용 관광 콘텐츠 개발

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활용 

◦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역사 관광 앱 개발 프로젝트’ 추진

‐ [관련 사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활용한 ‘마포구 서체 개발 프로젝트’ 추진  

‐ 관내 서울게임아카데미 MOU 체결, 우수 관광 콘텐츠 개발 인력 수급 및 교육 진행

∙ 우수 수료생 중 미취업자 우선 선발, 개발 과정 멘토 역할 협력 

◦ ‘역사 관광 콘텐츠 자체 개발 프로젝트’ 성과물로 한국관광공사, SK telecom, True 

Innovation이 주최하는 2021 스마트 관광 앱개발 공모전 참여(공모전 접수 6월 ~ 10월30))

관련 참고 사례: 마포구 서체 개발 프로젝트 

∙마포구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서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청년 취업 및 지역경제 활동 지

원이라는 일거양득의 결실을 얻음‐ 사업 참여자 50%가 취·창업에 성공, 관련 공모전 7명 수상 ‐ 마포서체 9종 개발·무료 배포: 지역 사업체 간판 등에 활용 

사업목표
‐ 마포의 지역적 특색을 글씨로 살린 서체 개발, 지역경제 활동 지원(간판 등 활용) 
‐ 디자인 분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경력 형성, 역량 강화 등 기회 제공

과 정

2018.12. ‐ 디자인 일반 참여자 선발 12명, 직무교육 실시

2019.1.
‐ 마포구 서체디자이너 양성 및 제작 프로젝트 발대식(장소: 마포창업복지관): 10명
; 디자이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훈련과정, 서체 및 서체활용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2019.9. ‐ 제27회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 7명 수상

2019.10.06.
~10.18. 

‐ 「마포형 제목서체 9종, 그 11개월 몫의 기록」 - 전시회 개최(장소: 윤디자인 엉뚱상상 
갤러리)

성 과 2019.11.
‐ 마포서체 9종 배포(마포구 누리집), 프로젝트 결실: 4명 취업, 1명 창업 예정
 ·Mapo금빛나루, Mapo당인리발전소, Mapo애민, Mapo꽃섬, Mapo마포나루, Mapo 

한아름, Mapo다카포, Mapo배낭여행, Mapo홍대프리덤 등 9종

자료: 박종일, “마포구 서체 개발 프로젝트 제 인생 바꿨어요,” 아시아경제, 2019.11.07., 변보경, “마포구, 전국 최초로 
청년일자리 ‘서체 개발 프로젝트’ 추진한다”, 인사이트, 2019.1.22.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활용 사례: 마포구 서체 개발 프로젝트 개요

30) 2019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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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방탈출게임형 창신·숭인 지역 체험 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 홍보용 관광 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 외주 제작 또는 역사 관광 프로젝트 확대 

‐ 콘텐츠 선정 및 개발: 종로구 관광과,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 활용 + 콘텐츠 제작 업체 협력

‐ ‘역사 관광 콘텐츠 자체 개발 프로젝트’ 참여 청년의 제작 과정 참여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콘텐츠 발굴: 골목길 해설사, 지역 주민, 종로구

◦ QR코드 관광콘텐츠 개발 교육 및 진행: 게임아카데미 또는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

◦ 야외 방탈출게임형 어플 제작: 민간 제작사, 해당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창신·숭인 지역 내 역사 ․ 문화 관광지(DDP, 청계천 등 주변 관광지 연계)

￭ 재원

◦ 콘텐츠 발굴 모임 진행비: 구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 뉴딜일자리 사업: 시비 

◦ 홍보용 관광 콘텐츠 개발비(제작사 외주비): 구비

￭ 관련 사업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 지역 출신 예술인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

5) 기대효과

◦ 지역 내 관광 자원 홍보 효과와 관광 활성화

‐ 창신·숭인 지역 내 역사 ․ 문화자원 인지도 상승 및 방문 매력도 증대

‐ 창신·숭인 관광자원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방문 증대

◦ 포트폴리오 제작 및 경험 기회 제공으로 선발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창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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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안내체계 개선사업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낙산공원, 이화동, 서울성곽은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는 관광지임

◦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가 도보로 20분 

거리 내에 관심 관광자원 있을 때 방문할 의사를 밝힘 

‐ 전체 응답자 중 79.7% 관심 있는 관광 자원 주변에 있을 때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방문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방문 거리한계 중위수는 20분 거리였음 

◦ 낙산공원, 이화동, 서울성곽 등의 방문객에게 창신·숭인 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창

신·숭인 지역 관광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 목표

◦ 낙산공원, 이화동, 서울성곽의 관광객 10%의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방문 유도

2) 사업 여건31)

◦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근처에 관심 관광자원이 있으면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 응답자 50%가 도보로 20분 이내 거리 일 때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낙산묘각사(23분), 동묘시장 초입(21분)을 제외한 모든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이 낙산공원 

입구에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함 

◦ 적절한 안내시설의 배치로 낙산공원 및 이화동과 동대문의 관광객이 창신·숭인 지역 관광지

로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홍보 유형 관광자원명 비고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병행

 The Lost Fine, 안양암, 지장암
 산마루놀이터, 봉제골목/김광석 옛집, 청룡사/정업원구기비

高 방문 의향/인지도
低 인지도-高 방문의향

온라인 홍보 중점
 동대문아파트, 동망봉/숭인재, 비우당/자주동천, 이음피움봉제역사관, 
 지장암, 안양암

低 인지도

안내시설 설치  드라마 영화/촬영지, 동묘/동묘벼룩시장, 백남준기념관 高 인지도-高 방문의향

<표 6-11>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31) 낙산공원과 이화동 관광객 중 외부 방문객 265명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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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묘/동묘벼룩시장
동대문문구완구거리
백남준기념관
드라마 영화/촬영지
동대문아파트
봉제골목/김광석옛집
창신숭인채석장전망대
산마루놀이터
창신소통공작소
청룡사/정업원구기비
동망봉/숭인재
비우당/자주동천
이움피움봉제역사관
지장암
Lost Finale
안양암

[그림 6-21]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별 인지도-방문의향

3) 사업 내용

￭ 주요 전망대 안내판 설치

◦ 낙산공원 전망대와 동대문 서울 성곽 공원 일대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안내시

설 설치  

‐ 현 위치에서 각 관광자원 정보와 길찾기 검색(도보) 결과 포함 QR코드 안내판에 부착/표시

[그림 6-22] 낙산공원 전망대 안내판 설치 예시

[그림 6-23] 서울 성곽 일대 설치 창신·숭인 지역 안내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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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행족32)을 위한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 안내판 설치33)

◦ 다수 드라마 촬영 주택(창신6나길 17)

‐ 드라마 「도깨비(‘17)」 써니(유인나) 집, 「시크릿가든(‘11)」 길라임(하지원) 집, 「날 녹여주오

(‘19)」 고미란(원진아) 집

◦ 영화 「건축학개론(‘12)」 

‐ 납득이 키스신(지봉로13길 72 앞 계단), 비디오 가게(창신6가길 70)

◦ 기타

‐ 드라마 「미생(‘14)」 장그래(임시완) 집 가는 골목길, 계단

‐ 동대문아파트(지봉로 25): 영화 「신비아파트」 모델, 영화 「세븐데이즈(‘07)」, 「숨바꼭질(‘13)」  

   

[ 영화 <건축학 개론> 납득이 키스 신 촬영지 ] 드라마 <도깨비> 써니 집

[그림 6-24] 영화/드라마 촬영지 안내시설 설치 예시

￭ 재밌는 안내판 설치

◦ 창신·숭인 지역을 오방 관점에서 ‘봄→새싹→어린이’로 의미 확장, 어린이를 위한 지역 스토

리텔링

◦ 산마루 놀이터 내방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포토존 테라스 공간에 재밌

는 안내도 설치

‐ 봉제마을의 특색을 살려 봉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창신·숭인 지역 안내도에 표시함

‐ [예시] 산마루놀이터(골무), 봉제역사박물관(재봉틀/바늘/시침핀/가위 2개), 회오리길(줄자), 

동대문(창신동)문구·완구거리(연필)  

‐ 주요 관광지가 봉제도구의 특정 부분에 위치하도록 봉제도구 배치

‐ [예시] 아래 곡선자 우측 상단 끝점(안양암), 위 곡선자 전체(축대마을) 등 

32) 혼행족이란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일컬음

33)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가장 높았음(17.7%)
    낙산공원 입구에서 ‘납득이 키스 신’ 촬영지와 ‘써니 집’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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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재밌는 지도 안내판 설치 예시

[그림 6-26] 재밌는 지도 사례(산마루놀이터 포토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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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산마루 놀이터 포토존 설치하는 재밌는 지도 예시

￭ 여행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안내시설 설치 

◦ 설문조사에서 인지도와 방문 의향 모두 높게 나타난 관광자원의 안내시설 설치 확대

‐ [대상 관광지] 동묘 벼룩(구제)시장, 백남준기념관, 드라마/영화 촬영지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설치한 다양한 안내시설 사례: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 길

∙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 길 안내물은 입구로부터 430m 떨어진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김광석다시그리기 길을 

다양한 형태/위치/방향 등으로 안내함(거리 표시)

초입 430m 전 초입 255m 전 초입 180m 전 초입 50m 이내 입구

 

￭ 기존 관광 안내시설 개선

◦ 안내 및 홍보 효과의 실효성을 위해 ‘면’형 지양, ‘선’형 안내 추구

‐ 안내시설의 방향성 제시로 관광객을 목표 관광지로 유인(선-방향성을 띰→이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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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기념관 길안내 공공디자인 개선

‐ 지하철역사 내부 안내시설은 거리 표기, 거리에 따른 주기적 안내 등 정보 전달이 명확하

고 효과적인 반면, 정작 백남준기념관 영역 권에서는 안내 실효성이 떨어짐

‐ 2017년 서울문화재단 시행 공공미술 프로젝트 안내가 현 안내표시보다 길 안내 및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이었음  

‐ [ 개선안 1 ] 진입로부터 백남준기념관까지 선형 길안내 공공디자인 요소 도입

                     [참고]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바닥면 안내 표시  

‐ [ 개선안 2 ] 시인성 강화를 위해 진입로 바닥면에 새긴 글씨를 흰색으로 도색

백남준기념관 진입로 [ 알아보기 힘든 길 안내 ]
 물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길안내2017년 공공미술프로젝트 현재

[ 개선안 ]

<표 6-12> 백남준기념관 안내시설 문제점과 개선안

관광객의 이끄는 길안내 공공디자인 사례 :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방천시장에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로 향하는 대부분의 길을 색을 다르게 하면서 

김광석 다시그리기의 대표 상징물인 ‘기타’를 이용하여 길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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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창신·숭인 지역 내 역사·문화 관광지

‐ 낙산공원 전망대, 산마루놀이터(재밌는 안내지도)

◦ 주요 영화·드라마 촬영지(본문 참고)

‐ 지봉로13길 72 앞 계단, 창신6가길 70, 창신6나길 17, 지봉로 25 등

￭ 재원

◦ 낙산공원 전망대 안내시설 설치: 시비

◦ 그 외 지역 안내시설: 구비

￭ 관련 사업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 봉제마을 특색 살리기

5) 기대효과

◦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 유발

◦ 연계 관광 유도로 지역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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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동묘시장 관광 지원 마을기업 육성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동묘시장은 2013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후 자주 언급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새로

운 관광 명소로 부상

‐ 남녀노소, 내외국인 등 동묘를 찾는 방문객 층이 두터워짐

‐ 동묘벼룩시장과 그 주변 늘어선 구제 상점들로 패션 리더를 자처하는 젊은 층과 외국인 관

광객이 찾는 힙한 명소가 됨 

◦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이므로 짐이 많은 방문객을 위한 물품 보관시설 필요

◦ K-POP 중심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권의 한류 문화 소비와 내방객이 증대되고 있음

◦ 열대·아열대의 따뜻한 날씨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겨울 시즌 내방 시 저렴하게 옷을 구매하거

나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사업 목표

◦ 동묘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편의서비스 제공 마을기업 설립 ․ 운영(지원)

‐ 제공서비스: 세탁(코인 빨래방) + 임시 물품 보관(락커) + 간단 수선(지역 유휴 인력 활용) 

+ 겨울철 외국인 상대 대여

2) 사업 여건

◦ 낙산공원 및 이화동 외래 방문객 설문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묘 벼룩(구제)시장은 창신․숭인 

지역 관광자원 중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방문의향도 2위로 높은 편임

◦ 창신1동과 동묘시장이 입지한 숭인2동의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지역 내 다른 동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창신1동: 동대문신발상가, 동대문문구완구거리 등 입지, 남단 청계천 위치(등록 관광숙박업

체 4)

‐ 숭인2동: 동묘시장, 남단 청계천 위치(등록 관광숙박업체 5)

◦ 동묘시장이 위치한 창신·숭인 지역은 봉제 산업 밀집지역으로 현업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간단한 수선은 할 수 있는 과거 종사자들 등 유휴 인력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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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2019), “빅데이터 활용 종로 관광통계 분석 보고”

[그림 6-28] 외지인 관광객수 추이(2017.1.~2019.4.)

 자료: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2019), “빅데이터 활용 종로 관광통계 분석 보고”

[그림 6-29] 외국인 관광객수 추이(2017.1.~2019.4.)

연도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계

외지인*

2017 4,081,286 802,610 363,862 1,046,906 2,955,720  9,250,384 

2018 6,175,525 1,084,593 387,425 1,407,383 4,533,372 13,588,298 

2019* 6,506,938 1,392,221 539,717 2,678,818 6,083,774 17,201,468 

외국인

2017   251,362    39,564    3,012    34,760   218,663    547,361 

2018   272,269    30,044    3,118    36,353   290,856    632,640 

2019*   358,552    56,101    4,488    61,833   309,389    790,362 

* 외지인: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 외국인: 해외에서 로밍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

※ 2019년 관광객수(C)는 다음 산식에 의해 추정한 값임  C = c / c′

2017년 전체 관광객수(A), 2018 전체 관광객수(B), 2019년 1~12월 관광객수 추정값(C)

2017년 1월~4월 관광객수(a), 1월~4월 관광객수(b), 2019년 1~4월 관광객수(c)

당해연도 전체 관광객수에 대한 1~4월 관광객수의 비중(a′, b′, c′)  a′= a/A   b′= b/B   c’= (a′+b′)/2 

원자료: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2019), “빅데이터 활용 종로 관광통계 분석보고” 

<표 6-13> 연도별, 동별 창신･숭인 지역 외지인/외국인 관광객수 추이
(단위: 명)



116 / 창신･숭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3) 사업 내용

￭ 동묘시장과 연계한 빨래방-수선집 운영하는 마을기업 육성

◦ 제공서비스

‐ [따뜻한 지역 외국인 관광객] 의류 대여/판매

‐ [짐 많은 관광객] 임시보관서비스(락커)

‐ [주변 투숙 외국인 관광객/동묘벼룩시장 옷 구매자] 코인빨래방 세탁/건조

‐ [코인빨래방 이용객 및 관광객] 무인 카페 

‐ [동묘벼룩시장 옷 구매자] 간단수선/재료판매

4)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주체

◦ 마을기업 설립·운영: 민간(지역 주민)

◦ 마을기업 설립 절차 지원 및 마을기업 홍보 지원: 종로구

￭ 해당 사업 대상지 위치

◦ 창신1동 또는 숭인2동

[그림 6-30] 동묘시장과 연계한 마을기업 제공 서비스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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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마을기업 초기 투자비용: 민간

◦ 종로구 융자 지원 비용 및 준비비

‐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 시, 구비 매칭<근거법: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최대 8천만원(1차년: 5천만원, 2차년: 3천만원) 

5) 기대효과

◦ 지역 내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틈새시장 개척

‐ 코인빨래방의 세탁·건조 대기시간 동안 주변 지역에서의 2차 소비 기대 

◦ 환경 보호

‐ 폐·미사용 자원의 리앤업사이클링(Re&Up-cycling)으로 CO2 저감 및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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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낙산공원 및 이화동 방문객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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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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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신･숭인 지역 지형 분석 - 단면도

￭ 단면도 및 경사분석도 작성

◦ 원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수치지형도 1:1000 창신·숭인 지역

◦ 사용 프로그램: Autodesk 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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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창신･숭인 지역 관광 보행 환경 조사표

￭ 보행 환경 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11월 7일 ~ 2019년 11월 19일

◦ 사용 프로그램: Google Earth Pro, Geo Tracker, 네이버(Naver) 지도 길찾기

◦ 조사 및 작성 방법

‐ 낙산공원 및 이화동 특정 지점에서 해당 관광지까지 네이버 지도 길찾기(계단 유무 구분, 

총 이동거리 참고)

‐ Geo Tracker로 이동경로 기록

‐ Google Earth Pro에서 표고 및 경사 분석

‐ 주의: 총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의 편의상 네이버지도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고

도변화 그래프는 현장 조사 시 실제 이동거리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

인 현황 파악용으로 활용하고, 정밀한 내용 필요 시 제 작성 필요

◦ 작성 내용

‐ 낙산공원 입구/이화동 계단에서 주요 창신·숭인 지역 관광지 이동경로 보행환경 기초조사표

‐ 각 구간별 세부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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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공간 구성

대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1F
 안내데스크, 추모조약돌존, 노래이야기존,

 내거실존, 서연존, 기념품 스토어

 2F
 여행이야기존, 빅북존, 청음존, DJ존,

 인생이야기존, 마틴기타존, 스튜디오존,

 웹북존

1F

기념품 스토어 추모조약돌 존 & 노래이야기 존

2F
빅북존 청음존 & 인생이야기존 웹북존

DJ존 & 스튜디오존 마틴기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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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스 투어 프로그램 사례

1) 매스 투어 개요

◦ 매스 투어란 건축물, 자연, 역사 자원 등 지역 명소를 주제로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 스스로 원리 익힐 수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임

◦ 매스 투어 어플은 안내 표지판에 있는 QR코드를 찾아 각각의 테마 속에 숨겨진 수학 원리를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 체험 어플

◦ 교육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사업”으로 ‘지역 문화와 함께 하는 수학산

책(Math Tour)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플명 개발자
대상지

설치수
<크기>

최신
업데이트
<버전>

비고
지역 주제/장소

근대역사 
Math Tour

대구매스투어연구회
(대구 Math Tour)

대구 대구 근대골목 2코스 - -
QR코드 활용
11개 미션

김광석과 함께하는 
매스투어

(Math Tour)
대구 Math Tour 대구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 - QR코드 활용

수목원 매스투어 
매스투어(Math_tour) 

체험수학연구회
대구 대구 수목원

1000+
<5.0M>

2017.6.
<Ver.3>

(Ver2)2017.6.
GPS

16개 미션

서문시장 매스투어
매스투어(Math_tour) 

체험수학연구회
대구 대구 서문시장

500+
<4.2M>

2018.2.
<Ver.1>

울산대공원 
매스투어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 

Math-Tour연구회
울산 울산대공원

500+
<9.5M>

2018.10.
<Ver.1.0.5>

광주 폴리 매스투어
영재(FUN FUN)

교과연구회
광주 광주 폴리

100+
<12M>

2017.12.
<Ver.1>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지원

광주비엔날레 
촬영 협조

제주 43 평화공원
매스투어 

2018 제주 학생중심 
수학교육 연구회

제주 제주 4·3 평화공원
100+
<42M>

2019.6.
<Ver.2>

전주 한옥마을 
수학 산책

전주 수학교육 전주 전주 한옥마을 - -
현재 구글플레이
에서 검색 안됨

세종 매스투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 세종 - 2017.11.

QR코드 활용
8개 테마

다양한 교구 활용

자료: 구글플레이, https://play.google.com/store/apps, 김정옥, 2018.4. 「내일교육」, 856호, “교과서 밖 수학 찾아보는 
매스 투어”

<표 부-1> 매스 투어 프로그램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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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역사 Math Tour34) - 대구

￭ 개발 개요

◦ 개발 관계자: 대구 중등수학교육 연구회, 중구청 문화관광 골목 투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 대상지: 대구 근대골목 2코스 

◦ 대구 첫 사과나무 → 화교소학교

[그림 부-1] 대구 근대 역사 Math Tour 코스

￭ 개발 목표 및 기대효과

◦ 역사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수학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스스로 탐구하여 원리를 깨우치는 자발적 배움 유도

◦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통해 서로 듣고 배우는 관계 형성

◦ 실생활 속 수학의 유용성 체감

￭ 추진 내용

◦ 매스투어 대상 지역 선정 및 답사 

◦ 기 개발 매스투어 자료 분석 

◦ 대상지 내 콘텐츠 발굴 및 선정

◦ QR코드 활용할 웹 사이트 구축 

34) 서미나(2019), “수학으로 만나는 우리 고장의 근대역사”,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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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및 테스트

◦ 각 미션 장소 QR코드 설치: 안내판 스티커 부착

◦ Math Tour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관광안내 
표지판 
부착 

QR 코드

대구
근대역사 

Math Tour 
리플릿

이미지 출처: 서미나(2019), 발표자료, “수학으로 만나는 우리 고장의 근대역사” 

<표 부-2> 대구 근대역사 매스 투어 안내 QR 코드 및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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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원 매쓰 투어 - 대구35)

￭ 콘텐츠 구성 : 12개 미션과 장소

35) 김정옥, 201804, 「Weekly Education Magazine」 , “교과서 밖 수학 찾아보는 매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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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사용 절차

◦ 구글플레이에서 “수목원 매스투어” 다운로드·설치·실행

◦ 휴대폰 번호 입력·인증 후 매스투어 등록: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입력 후 동의 체크

◦ GPS 연동되어 장소 인지, 각 단계 미션 수행

◦ 문제 → 정답 입력 → 정답 확인 및 해설

  

4) 세종 Math Tour – 세종

￭ 테마 : 8개 수학 원리와 장소36)

◦ 1: ‘지오데식 돔’ 이해 

‐ 구에 가장 가까운 정이십면체 구조 

◦ 2: 한두리 대교 속 ‘텐세그리티 구조’ 발견하기

‐ 한두리 대교(대평리~첫마을) ‘밀고 당기기’의 원리 응용 구조 텐세그리티 학습

◦ 3: 세종 호수 공원의 둘레에서 알아보는 ‘프랙탈 구조’

‐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인 프랙탈 구조를 활용하여 세종 호수공원의 둘레 길이를 쉽게 

정확히 구하기

◦ 4: ‘클리노미터’를 활용한 세종 호수 공원의 나무 높이 재기(삼각비 적용)

‐ 세종 호수 공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초화류와 나무들을 

클리노미터를 활용해 높이 재기

◦ 5: 물놀이 섬의 은빛 모래로 ‘삼각형 내심 탐구’

36) 서미나(2019), “수학으로 만나는 우리 고장의 근대역사”, 발표자료, 오희룡, 중도일보, 2017.11.28., “세종교육청-중도일보 
공동 캠페인] 공원 전체가 수학체험장”,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71128010006186#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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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호수 공원 물놀이섬 모래를 이용해 삼각형 내접원 탐구

◦ 6: 국립 세종도서관 지붕 능선의 비밀로 알아보는 ‘사이클로이드’

‐ 원의 한 점을 잡고 직선 위로 원을 굴렸을 때 그려지는 그 원 위 정점인 사이클로이드를 

쉽게 알아보기: 매스투어 웹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활용

◦ 7: 세호교를 통해 ‘다빈치 다리 구조의 원리’ 알아보기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판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을 이용하여 아치형 다리 구조를 

만들며 다빈치 다리 구조의 규칙성 찾기

◦ 8: 물놀이섬으로 가는 다리 길이 어림하기

‐ 자전거 둘레를 활용한 거리 측정 활동과 자신의 발 길이를 활용한 거리 측정 활동을 통해 

어림 측정 원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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