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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풍납동 도시재생을 통해 풍납전통시장의 약화된 활력을 되찾는 방안 필요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

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풍납동 일대가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풍납동 일대

는 풍납동 토성이 위치해 있는 사적지 지역으로, 존치 지역과 보존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송파구는 풍납동 일대를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수도 풍납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풍납전통시

장은 풍납동 토성 안쪽에 위치해 있다. 풍납전통시장은 사적지 보상 등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 시장 활력이 약화되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풍납전통시장의 시장 활력을 되찾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사업들의 유형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는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수립된다. 도

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에 수립된 단위사업 중 상권 관련 사업들을 분류 및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H/W 사업으로 특화거

리·특화공간 구축 유형과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이 있으며, S/W 사업으로 상인 서비스 개선 유형과 시장 홍보 활동 

유형이 존재한다. 각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와 새로운 이용자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

풍납전통시장의 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풍납시장 이용에 만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인근 거주 여성이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대에서는 풍납시장의 이용이 저조

하였다.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용자인 중장년 여성들의 구매 편의성을 확대시켜야 한다. 2시간 내 배송서

비스 도입, 인도폭 개선, 쇼핑 카트 운용 등 도보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물품 구매를 편하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대, 입간판 교체 등의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풍납시장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백제라는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고, 청년창업 등을 활용한 핵점포 

유치, 축제와 야시장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들을 유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사업과 정책을 바탕으

로 풍납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풍납동의 도시재생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서론 1

1_연구개요 3

도시재생사업과 풍납시장 현황 7

1_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현황 9

2_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32

3_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서의 풍납동 현황 67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83

1_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85

2_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적 시사점 107

결론 123

1_연구결론 125

부록 129

참고문헌 162

01

02

03

04



[표 1-1] 연구내용 및 흐름도 5

[표 2-1]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지원 현황 9

[표 2-2]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현황(‘14년도, 13개 지역) 10

[표 2-3] 도시재생 일반지역 선정 현황(‘16년도, 33개 지역) 11

[표 2-4]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유형 13

[표 2-5]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선정(‘17년도, 68개 지역) 14

[표 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8년도, 99개 지역) 15

[표 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9년도 상반기, 22개 지역) 18

[표 2-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9년도 하반기, 76개 지역) 18

[표 2-9]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성 23

[표 2-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표 24

[표 2-1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19.05월 기준) 25

[표 2-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19년 5월, 37개) 26

[표 2-13] 지역별 전통시장 현황(‘18년 기준) 29

[표 2-14]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63

[표 2-15] ‘14년∼‘18년 송파구와 풍납동의 인구 변화 69

[표 2-16] ‘14년과 ’18년 사이의 연령 변화 70

[표 2-17] 풍납동 도시쇠퇴현황(‘18.12월 기준) 77

[표 2-18] 도시쇠퇴현황 지표 78

[표 2-19] 송파구 전통시장 현황(2017년 기준) 79

[표 2-20] 송파구 전통시장의 시장 규모 79

[표 3-1]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0

[표 3-2] 풍납시장에서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1

[표 3-3] 풍납시장 이용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2

[표 3-4]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3

[표 3-5]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5

[표 3-6]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116

[표 3-7] 풍납시장 인근 거주지의 성별 인구 비율(‘18년 기준) 118

[표 3-8] 풍납시장 인근 거주지의 연령별 현황(‘18년) 120

표



그림

[그림 2-1]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21

[그림 2-2]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 지역 24

[그림 2-3]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7

[그림 2-4] 송파구 위치 68

[그림 2-5] ‘14년∼‘18년 송파구와 풍납동의 인구 추이 69

[그림 2-6] 풍납동 인구의 ‘14년과 ’18년 연령 비중 변화 70

[그림 2-7] 풍납동 토성 발굴 조사 현황도 72

[그림 2-8]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역 74

[그림 2-9]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로서의 풍납동 일대 76

[그림 2-10] 서울시 동남권 도시재생 기본 구상 77

[그림 2-11] 풍납시장 전경(2019.08.30.) 80

[그림 2-12] 풍납시장 복원과 존치 지역 81

[그림 3-1]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상인의 성별과 연령대 85

[그림 3-2]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상인의 거주지와 점포 소유 형태 86

[그림 3-3]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 86

[그림 3-4]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이용자 거주지 87

[그림 3-5] 풍납시장 상인들의 점포 종류 응답 88

[그림 3-6] 풍납시장 상인들의 점포 운영 만족도 응답 88

[그림 3-7] 풍납시장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응답 89

[그림 3-8] 풍납시장 상인들의 풍납시장의 도시재생사업지 포함 인지 응답 89

[그림 3-9] 풍납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조직 구성에 대한 참여 의사 응답 90

[그림 3-10] 풍납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응답 91

[그림 3-11] 풍납시장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91

[그림 3-1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92

[그림 3-1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93

[그림 3-1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93

[그림 3-1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94



[그림 3-1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95

[그림 3-1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96

[그림 3-1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97

[그림 3-1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97

[그림 3-20]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98

[그림 3-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99

[그림 3-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99

[그림 3-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100

[그림 3-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101

[그림 3-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102

[그림 3-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102

[그림 3-27]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103

[그림 3-28] 상권 관련 단위사업 유형 109

[그림 3-29]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0

[그림 3-30] 풍납시장에서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2

[그림 3-31] 풍납시장 이용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3

[그림 3-32]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4

[그림 3-33]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5

[그림 3-34]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116

[그림 3-35] 풍납시장과 인근 시장 위치 117

[그림 3-36] 풍납시장 인근 지역의 연령별 분포 119

[그림 부록-1]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성별 비율 138

[그림 부록-2]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138

[그림 부록-3]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139

[그림 부록-4]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139

[그림 부록-5]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140

[그림 부록-6]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140



[그림 부록-7]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141

[그림 부록-8]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141

[그림 부록-9]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142

[그림 부록-10]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142

[그림 부록-11]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143

[그림 부록-12]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143

[그림 부록-13]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144

[그림 부록-14]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144

[그림 부록-15]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145

[그림 부록-16]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145

[그림 부록-17]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연령별 비율 146

[그림 부록-18]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146

[그림 부록-19]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147

[그림 부록-20]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147

[그림 부록-21]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148

[그림 부록-22]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148

[그림 부록-23]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149

[그림 부록-24]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149

[그림 부록-25]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150

[그림 부록-26]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150

[그림 부록-27]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151

[그림 부록-28]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151

[그림 부록-29]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152

[그림 부록-30]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152

[그림 부록-31]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153

[그림 부록-32]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153

[그림 부록-33]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거주지별 비율 154



[그림 부록-34]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154

[그림 부록-35]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155

[그림 부록-36]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155

[그림 부록-37]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156

[그림 부록-38]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156

[그림 부록-39]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157

[그림 부록-40]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157

[그림 부록-41]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158

[그림 부록-42]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158

[그림 부록-43]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159

[그림 부록-44]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159

[그림 부록-45]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160

[그림 부록-46]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160

[그림 부록-47]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161

[그림 부록-48]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161





01

서론

1_연구개요





01. 서론 3

01 연구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을 통한 지역의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19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하여 47개 지역이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등 순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사업을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7년에는 68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및 지원하였으며, ‘18년 8월에는 99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19년 4월에

는 22개 지역, 하반기에는 61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분

류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을 포함한 상권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활성화계획에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풍납전통시장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

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 풍납동의 도시쇠퇴 현황은 인구사회 부문과 물리환경 부분에 적합하며, 이러한 쇠퇴 현황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풍납1동 풍납동 토성 옆에 위치한 풍납전통시장(이하 풍납시장)은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 안

에 포함된 전통시장으로써 1960년에 개설되었으며, 중형시장으로, 근린상권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형 시장임

‐ ‘19년에 송파구 풍납동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는 활성화지역

으로 선정됨에 따라 활성화지역 내에 존재하는 풍납시장 역시 활성화 대상 지역이 됨

‐ 풍납시장은 ‘19년 기준으로 농산물(10개), 수산물(5개) 정육(8개), 잡화(30개), 식료품(84개), 기타(23

개) 등 약 160여개의 점포가 등록되어 있으나 사적지 보상,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 사업 등으로 주변 

인구 감소와 상점 폐점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지역 정주성 향상과 함께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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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약화된 풍납시장의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

식 조사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낙후된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 개발과 보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

으며, 도시재생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한 시장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자

체들은 다양한 단위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

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함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3) 연구 목적

◦ 풍납시장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백제 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하

고 풍납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력 확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활성화계획에서의 상권 관련 사업들을 분류 및 분석하여 풍납시장에 맞는 상

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 풍납시장의 현황 및 이용자 조사를 통해 풍납시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에 맞는 사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풍납시장만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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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바탕으로 현황 분석과 사업 분석을 진행하고, 풍납시장 이용자와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국책사업으로써의 도시재생사업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어느 지역에서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 시범지역의 활성화계획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을 분류 및 정리

하여 상권 관련 단위사업의 특징과 유형을 도출하고자 함

‐ 풍납시장 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풍납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과 이용자들

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함

‐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도

시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 이를 종합하여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

문헌조사-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 시범지역 현황 분석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분석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 시범지역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정리

- 상권 관련 단위사업의 유형 분류 및 분석

▼
풍납동 활성화지역 현황 분석

문헌조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서의 풍납동 현황 분석
- 풍납시장의 현황 분석 및 진행 중인 사업 분석

▼

풍납시장 이용자와 상인 대상 인식 조사

설문조사- 풍납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 대상 풍납시장 인식 조사 실시
- 풍납시장 이용자 대상으로 풍납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설문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 상권 관련 단위사업 유형 적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풍납시장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

▼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

[표 1-1] 연구내용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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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현황 

1 ∙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

1)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과 지역에 맞는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재

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3년도 6월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하였으

며,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도시 정책을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도시

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토대로 쇠퇴한 도시의 원도심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지역을 공모 및 심의, 선정 중임

‐ ‘14년도 4월 공모를 토대로 13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생

략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음

‐ ‘16년 4월 공모를 토대로 도시재생 일반지역 33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후 활성

화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함

‐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에는 국가 재정을 통한 마중물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경제기반형은 1개

소 당 250억원, 근린재생형은 중심시가지형은 100억원, 일반형은 50억원 등 관문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하였음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비  고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선도지역(‘14년 선정) 2개 지역, 250억원 11개 지역, 100억 4년 (5:5 매칭)

일반지역(‘16년 선정) 5개 지역, 250억원 9개 지역, 100억원 19개 지역, 50억원 4∼6년 (5:5 매칭)

[표 2-1]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지원 현황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시하였으며, ‘17년 12월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

역을 선정하였으며, 매년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18년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뉴딜 시범지역 68개 지역 중에 51개 지역

의 활성화계획을 심의 후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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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4월에는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8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활성

화계획을 승인하였음

2)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및 추진

◦ 도시재생 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및 관리 등 도시재생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후속 사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장소중심적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 및 연계하여 통합적으

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활성화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

형(이하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지원함

‐ 경제기반형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거나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으로 선정함

‐ 근린재생형은 근린 주거지역과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로 

원도심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선정함

◦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14년도에 13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경제기반형은 부산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로 2개 지역이 선정되었음

‐ 근린재생형은 일반규모 6개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 전라남도 목포, 

경상북도 영주, 경상남도 창원)과 소규모 5개 지역(대구광역시 남구, 강원도 태백, 충청남도 천안, 충

청남도 공주, 전라남도 순천)이 선정됨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비전

경제기반형(2)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2․3․6동 일원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도심의 가치와 

활력 재창조

충청북도 청주
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수곡1동, 모충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등 11동 일원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 Culture Business 
Park 형성

근린재생형
(11)

일반규모(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원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숭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일원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전라북도 군산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일원
창조적인 도시재생 근대역사문화경관 조성과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전라남도 목포 목원동 일원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목포의 원도심 복원동의 활력 증진

경상북도 영주 영주1․2동 일원 "역전(驛前)의 역전(逆轉), 영주의 전성시대"

경상남도 창원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일원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심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표 2-2]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현황(‘14년도, 1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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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일반지역 선정 및 추진

◦ 도시재생 일반지역은 선도지역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입지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도시재생 사

업의 추진과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 특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유형을 다양화함

‐ 경제기반형 유형에서는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 부지, 역세권, 노후산단, 폐항만 등을 경제 거점으로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거점확산형 사업을 선정함

‐ 근린재생형 유형에서는 과거 행정․상업․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적 처방

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사업, 주민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생을 반영하여 추

진하는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을 선정함 

◦ 도시재생 일반지역은 ‘16년에 33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인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기반형 5개 지역,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개 지역, 일반 근린재생형 19개 지역을 선정함

‐ ‘19년 7월 기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23개 지역이며, 10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비전

소규모(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3․5동 일원
계층 간 어울림과 문화가 함께하는 

대명문화복지마을

강원도 태백 통동 일원 빛나는 삶이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통리

충청남도 천안 중앙동, 문성동 일원 복합문화특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천안원도심

충청남도 공주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일원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주 원도심 재생

전라남도 순천 향동, 중앙동 일원
순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에 기반하여, 

정원도시(Garden City)를 넘어서 
인간중심(Human City, 情園)의 도시재생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lead/statusInfo/link.do)

유형 지자체 비전

경제기반형(5)

서울특별시 노원․도봉구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와 동북4구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 동북구 320만의 

일자리‧문화 중심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대구광역시 서․북구 New Daegu Gate, 서대구 재창조

인천광역시 중․동구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천 가치 재창조

대전광역시 중․동구 관광 MICE산업 및 4차 도심형산업 육성

경기도 부천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9)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역사·문화·관광자원)와 기술(전통산업과 상권활성화)로 융합된 영도가치 창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 원도심 상징축 바로 세우기, 원도심 재창조 플랜 구축

충청북도 충주
소비문화 중심의 원도심을 문화 생산 중심의 원도심으로 전환하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都城)으로 도약

충청북도 제천 응답하라 1975! 힐링재생 2020!

전라북도 전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

[표 2-3] 도시재생 일반지역 선정 현황(‘16년도, 3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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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재생 뉴딜지역 선정 및 추진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함

‐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 철거, 정비의 도시개발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약하였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

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노후주거지, 구도심,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의 성격, 대상 지역의 특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사업 유형으로 분류되며, ① 우리동네살

리기(소규모 주거), ② 주거지지원형(주거), ③ 일반근린형(준주거), ④ 중심시가지형(상업), ⑤ 경제기반형

(산업) 등으로 분류하여 선정 및 지원

‐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유형별 균등 선정, 국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50억원∼250억원 정

도의 금액을 지원

‐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방식 등을 통해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함

유형 지자체 비전

경상북도 김천 자생(自生)과 상생(相生)으로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평화동

경상북도 안동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공적 재생을 위해서 원도심 재생 및 지역 상생 거점 안동웅부 

재창조

경상남도 김해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제주도 제주 오래된 미래, 모관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

일반 
근린재생형(19)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산아래 첫 마을 

오(五)감(感)오(五)락(樂)문화예술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Plus : 마이너스(늙고, 낡고, 위험하고, 문 닫는)보수동에서 플러스(젊고, 살맛나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보수동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 재생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장로 전원 교향곡

대구광역시 서구 내일을 향해 비상하는 희망 원고개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통한 살기좋은 강화 가꾸기

광주광역시 서구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100년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문화역세권 1913송정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동양의 알렉산드리아, 방어진항 재창조

울산광역시 북구 역사를 품에 안고 노사민이 함께하는 지역활성화

경기도 수원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경기도 성남 어질고 뜻있는 주민들이 함꼐 만드는 언덕 위의 태평성대

경기도 부천 성주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마을, 성주산을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

강원도 춘천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문화마을 만들기

충청남도 아산 문화가 풍요롭고 소통으로 어우러지는 행복한 배방

전라북도 남원 예! 루원 교! 용성(루원과 루트로 되살아나는 남원 원도심)

전라남도 나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전라남도 광양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 광양의 일상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광양읍 도시재생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general/statusInfo/lin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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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사업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커뮤니티시설, 무인택배함 등) 공급 등

주거지지원형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도로 등 인프라 개선 + 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표 2-4]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유형 

◦ ‘17년부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지

원을 추진하고 있음

‐ ‘17년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으로 68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광역지자체 44개 지

역, 중앙정부 15개 지역, LH 등 공공기관 제안 9개 지역 등을 선정하였음

‐ 지역별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

남(4),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

‐ 사업유형별 : 우리동네살리기(17), 주거지지원형(16), 일반근린형(15), 중심시가지형(19), 경제기반형(1) 

‐ ‘18년도 8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99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

대 규모 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20개 지역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 기반을 회복하도록 지원함

‐ 지역별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

(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 ‘19년 4월에는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중

규모 사업이 7개 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이 15개 지역 선정됨

‐ ‘19년 10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76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바이오 허브 구축·해양산업 혁

신기지 조성·일자리 복합 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이 15개 지역 선정되었음

‐ 또한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은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이 61개 지역이 선정되었음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는 “사업구상서 제출 → 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 제출 → 국

비 지원 심의 → 사업 착수”라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활성화계획 제출 → 사업 선정 및 국비 지

원 심의 → 사업 착수”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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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 유형

부산
(4)

북구 구포 이음 중심시가지형

영도구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복덕방 우리동네살리기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주거지지원형

동구 래추고(來追古)! 플러싱 일반근린형

대구
(3)

서구 원(院)하는 대(垈)로 동(洞)네만들기 우리동네살리기

북구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주거지지원형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일반근린형

인천
(5)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중심시가지형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서구 서구 상생마을 주거지지원형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일반근린형

광주
(3)

서구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우리동네살리기

광산구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주거지지원형

남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일반근린형

대전
(4)

대덕구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중심시가지형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우리동네살리기

동구 가오 새텃말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중구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일반근린형

울산
(3)

북구 화봉 꿈마루길 우리동네살리기

남구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주거지지원형

중구 군계일학(群鷄一鶴), 학성 일반근린형

세종 조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중심시가지형

경기
(8)

수원시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하다 중심시가지형

안양시 Upgrade+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우리동네살리기

광명시 광명 도시재생 씨앗, SUSTAINABLE GREEN VILLAGE 주거지지원형

남양주시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중심시가지형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중심시가지형

고양시 함께 만드는 삶터 놀터 “당당한 원당 사람들” 우리동네살리기

안양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주거지지원형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일반근린형

강원
(4)

강릉시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중심시가지형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우리동네살리기

태백시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주거지지원형

춘천시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일반근린형

충북
(4)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중심시가지형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우리동네살리기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주거지지원형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일반근린형

충남
(4)

천안시 新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중심시가지형

보령시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우리동네살리기

공주시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주거지지원형

[표 2-5]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선정(‘17년도, 68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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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 유형

천안시 남산지구의 오래된 미래_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일반근린형

전북
(6)

군산시 다시열린“군산의 물길”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중심시가지형

익산시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중심시가지형

정읍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중심시가지형

군산시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완주군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東窓)마을 주거지지원형

전주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일반근린형

전남
(5)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중심시가지형

순천시 몽미락(夢味樂)이 있는 청사뜰 중심시가지형

나주시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우리동네살리기

목포시 보리마당 주거지지원형

순천시 비타(vita)민(民), 갈마골 일반근린형

경북
(6)

영천시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중심시가지형

영양군 일·삶·꿈의 중심 “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일반근린형

포항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중심시가지형

영주시 남산선비마을 인의예지 우리동네살리기

경산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주거지지원형

상주시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 일반근린형

경남
(6)

사천시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 중심시가지형

김해시 포용과 화합의 무계 중심시가지형

통영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경제기반형

하동군 넉넉하고 건강한 하동라이프 우리동네살리기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주거지지원형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일반근린형

제주
(2)

제주시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우리동네살리기

서귀포시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주거지지원형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newDeal/statusInfo/link.do)

시도 대상지 읍면동 사업명 사업 유형

서울
(7)

중랑구 묵2동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일반근린형

서대문구 천연동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일반근린형

강북구 수유1동 함께사는 수유1동 주거지지원형

은평구 불광2동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주거지지원형

관악구 난곡동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주거지지원형

동대문구 제기동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금천구 독산1동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부산
(7)

부산도시公 금사동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주거지지원형

동래구 온천1동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중심시가지형

해운대구 반송2동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일반근린형

사하구 신평1동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일반근린형

[표 2-6]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8년도, 99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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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영주동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주거지지원형

연제구 거제동 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 마을 주거지지원형

서구 동대신2동 닥밭골, 새바람 우리동네살리기

대구
(7)

LH 산격동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중심시가지형

대구도시公 복현1동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우리동네살리기

중구 포정동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중심시가지형

중구 동산동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일반근린형

달서구 죽전동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일반근린형

서구 비산동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 주거지지원형

남구 이천동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우리동네살리기

인천
(5)

서구 석남동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지형

중구 신흥동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주거지지원형

계양구 효성1동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주거지지원형

강화군 강화읍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주거지지원형

옹진군 백령면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우리동네살리기

광주
(5)

광주광역시 중흥동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경제기반형

북구 중흥2동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중심시가지형

동구 동명동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주거지지원형

서구 농성동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주거지지원형

남구 사직동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주거지지원형

대전
(3)

대덕구 오정동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일반근린형

서구 도마동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주거지지원형

동구 대동 하늘은 담은 행복 예술촌 … 골목이 주는 위로 우리동네살리기

울산
(4)

울산도시公
(단위사업)

옥동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우리동네살리기

동구 서부동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일반근린형

울주군 언양읍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일반근린형

중구 병영2동 깨어나라! 성곽도시 우리동네살리기

세종
(2)

LH/한전 조치원읍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일반근린형

세종특별시 전의면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일반근린형

경기
(9)

LH 일산동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일반근린형

경기도시公 신천동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일반근린형

LH 석수2동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주거지지원형

평택시 팽성읍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 일반근린형

안산시 월피동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하나되어 흐르다 일반근린형

광주시 경안동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일반근린형

고양시 삼송동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주거지지원형

화성시 화산동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樂)서(書)마을 주거지지원형

시흥시 대야동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강원
(7)

광해관리공단 장성동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경제기반형

LH 철원읍 평화지역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花地)마을, 지화(地花)자" 주거지지원형

삼척시 정라동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중심시가지형

원주시 학성동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일반근린형

삼척시 성내동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일반근린형

영월군 영월읍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주거지지원형

정선군 사북읍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우리동네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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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

충주시 문화동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多)세대를 잇다 일반근린형

청주시 내덕1동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주거지지원형

음성군 음성읍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주거지지원형

제천시 화산동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아카이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충남
(6)

LH 온양1동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일반근린형

보령시 대천동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중심시가지형

논산시 화지동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 일반근린형

당진시 읍내동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 일반근린형

부여군 부여읍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주거지지원형

홍성군 홍성읍 꿈을 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전북
(7)

LH 수성동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중심시가지형

전주시 우아동3가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중심시가지형

김제시 요촌동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 “세계축제도시 김제” 중심시가지형

남원시 동충동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일반근린형

부안군 부안읍 부안 매화풍류마을 일반근린형

고창군 고창읍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주거지지원형

전주시 서완산동1가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전남
(8)

LH 금남동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중심시가지형

LH 문수동 스마트하게 通通通 문수동 주거지지원형

광양시 광영동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중심시가지형

나주시 영산동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일반근린형

화순군 화순읍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일반근린형

강진군 강진읍 강진읍 위대한 유산 일반근린형

광양시 태인동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주거지지원형

보성군 벌교읍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경북
(8)

포항시 송도동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경제기반형

경주시 황오동 이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부활 중심시가지형

구미시 원평동 도시재생: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중심시가지형

영천시 완산동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일반근린형

경산시 서상동 서상길 청년뉴딜문화마을 일반근린형

의성군 의성읍 "마늘을 사랑한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일반근린형

성주군 성주읍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듦] 성주 일반근린형

포항시 신흥동 함께 가꾸는 삶터,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경남
(8)

한국관광公
(기획안)

남해읍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중심시가지형

창원시 대흥동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중심시가지형

김해시 삼안동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중심시가지형

창원시 구암동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 일반근린형

함양군 함양읍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일반근린형

통영시 정량동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주거지지원형

사천시 대방동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苀 굴항 주거지지원형

산청군 산청읍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우리동네살리기

제주
(2)

서귀포시 대정읍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일반근린형

제주시 삼도2동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주거지지원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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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 금천구 산업·우시장·문화 지역자산 기반의 독산동 재생프로젝트 “독산 3樂” 중심시가지형

부산 (2)
부산진구 바위동산이 숨트는 신선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수영구 도시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도도한 수영” 일반근린형

대구 (1) 달서구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주거지지원형

광주 (1) 남구 부도심 상권활성화路 사람중심 행복도시路 중심시가지형

경기 (4)

평택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중심시가지형

안산시 구전(口傳)마을 상동(上洞),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 행복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고양시 토당토당 살기 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일반근린형

강원 (1) 춘천시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주거지지원형

충북 (1) 음성군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음성 중심도시! 일반근린형

충남 (2)
공주시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공동체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예산군 함께 이어가는, H₂0 공동체 “배다리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전북 (1) 정읍시 일과 육아를 함께, 행복한 삶터 “연지뜰” 주거지지원형

전남 (3)

순천시 생태(ECO) 비즈니스 플랫폼, 순천역전(展) 중심시가지형

여수시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百年再生 일반근린형

구례군 뉴카터로 살릴레오 일반근린형

경북 (3)

문경시 점촌C!! RE:Mind 1975 중심시가지형

상주시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행복 계림 주거지지원형

고령군 삶을 잇다, 역사를 잇다 “新 대가야 승람” 일반근린형

경남 (2)
밀양시 밀양의 문(門), 상상을 펼치다 중심시가지형

양산시 최초에서 최고로, 신기한 마을 고고씽 우리동네살리기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2019.04.08.

[표 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9년도 상반기, 22개 지역)

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 유형

서울 (7)

동대문구 글로벌 바이오 산업혁신의 심장 경제기반형

양천구 활기넘치는 시장길을 중심으로 한 목3동  마을활력 프로젝트 일반근린형

동작구 3세대가 100년 사람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도봉구 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주거지지원형

관악구 주민이 함께 가꾸는 은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동대문구 재기(再起)하라! 고대앞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동작구 한강과 역사를 품은 River Hill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인천 (4)

미추홀구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2080 일반근린형

연수구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주거지지원형

옹진군 평화의 섬 연평 치유프로젝트 우리동네살리기

미추홀구 수봉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

경기 (10)

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 경계를 넘어,  문화와 상권을 잇다.' 중심시가지형

수원시 마을만들기 10년, 함께 가는 동행마을  세류2동 일반근린형

양주시 어울림, 되살림, 터불림 사람모이는  덕정 일반근린형

[표 2-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선정(‘19년도 하반기, 76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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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 유형

광주시 송정동 열린 마을 만들기 주거지지원형

안산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네 삶의  여정. 보니동행(同行) 주거지지원형

평택시 다인다색(多人多色) 국제도시, 신장동 일반근린형

포천시 새로운시작, 신(나는) 읍(邑) 만들기 일반근린형

부천시 '펄벅의 숨결 그대로'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행복마을 일반근린형

수원시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 주거지지원형

광주시 송정동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우리동네살리기

강원 (7)

원주시 지나 온 기억을 공유하는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중심시가지형

춘천시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중심시가지형

동해시 동쪽바다 묵호 풍물화첩 4080 중심시가지형

영월군 연결과 소통 그리고 활력, 덕포 애  잇다 일반근린형

강릉시 살맛나는 중앙동 일반근린형

동해시 감성문화 중심의 홍도마을 공동체 만들기 일반근린형

원주시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주거지지원형

대전 (2)
중구 버들잎 공동체의 뿌리 깊은 마을 만들기 일반근린형

서구 살기 좋은 도마실, 기분 좋은 마실길 일반근린형

충남 (6)

논산시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 중심시가지형

예산군 일생을 행복하게 동행(同行)하는 예산! 주거지지원형

당진시 당진2동(채운동), 행복 채운 삶터 주거지지원형

보령시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일반근린형

논산시 강을담다 산을닮다 강경고을 일반근린형

서산시 400년 고목과 함께하는 양유정마을의  다시 쓰는 400년 도전기 주거지지원형

충북 (5)

충주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중심시가지형

옥천군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 옥천다움(옥천化)으로 피어나는 옥천(花) 일반근린형

괴산군 모으고 머무르고 나누는 희망의 삶  괴산, 괴산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청주시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주거지지원형

충주시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를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 우리동네살리기

세종 (2)
세종시 살맛나는 부강, 행복플러스 일반근린형

세종시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사람들의  뻔하지만 재미난 뻔펀한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경북 (5)

김천시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중심시가지형

청도군 청도민이 만들어가는 청도만의 이야기  청도의 사(四)생활 일반근린형

울진군 청죽미미항 일반근린형

안동시 새로운 용오름을 위한 원기회복, 용상 일반근린형

의성군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안계세요?  아! 安溪 가셨구나!) 일반근린형

경남 (8)

진주시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중심시가지형

거제시 신(新)ㆍ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 중심시가지형

양산시 양산 원도심, 양주골의 미래혁신을  양산하다 중심시가지형

김해시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 중심시가지형

거제시 옥포의 땀,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푸른항구 일반근린형

합천군 왁자지껄 삼가삼심(三嘉三心) 일반근린형

창원시 소계동에서 만나요 다함께 소계팅 주거지지원형

함양군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대구 (1) 달성군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 일반근린형

울산 (2)
남구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주거지지원형

북구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부산 (4) 영도구 근대조선산업의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경제기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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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 중에서 51개 지역의 활성화계획을 승인하여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함(‘18년도 기준)

‐ 중심시가지형 15개, 일반근린형 12개, 주거지지원형 10개, 우리동네살리기 14개 사업이 활성화계획

이 승인되었음

‐ 중심시가지형(15) : 부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강릉, 충청남도 천안, 전라북도 군산, 전라북도 익산, 전라북도 정읍, 전라남도 

순천, 경상북도 영천,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사천, 경상남도 김해

‐ 일반근린형(12) : 부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고양, 강원도 춘천, 충청남도 천안, 전라남도 순천,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 밀양, 경상

북도 영양

‐ 주거지지원형(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광명, 경기도 안양, 강원도 태백, 충청남도 공주, 경상북도 경산, 경상남도 거제

‐ 우리동네살리기(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안양, 경기도 고양, 강원도 동해, 충청북도 제천, 충청남도 보령, 전라북도 

군산, 전라남도 나주, 경상북도 영주, 경상남도 하동

‐ 51개 지역에 대하여 2022년까지 4조 4,160억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시도 대상지 사업명 사업 유형

사하구 커뮤니티케어 다시 그린(GREEN)  대티까치 고개마을 주거지지원형

남구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우리동네살리기

사상구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전북 (5)

군산시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하는  해신(海神)도시, 군산 중심시가지형

익산시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일반근린형

익산시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일반근린형

김제시 미래의 삶터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 서로 어우러져 꿈꾸는 새원 우리동네살리기

전남 (4)

무안군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무안 일반근린형

담양군 문화생태로 새로운 천년을 디자인하다. 일반근린형

장흥군 칠거리 시대 골목르네상스 일반근린형

함평군 나비 국화축제와 함평천지한우의 만남 일반근린향

광주 (3)

동구 함께하는 새 도약!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조성 중심시가지향

광산구 월곡2동도시재생뉴딜사업-더불어상생(相生)하는 일반근린형

북구 행복 공간, 버드리 야구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제주 (1) 제주시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일반근린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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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일반지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 중앙 선정, 공공기관 제안>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 광역자치단체 선정>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그림 2-1]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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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형 도시재생

◦ 서울은 1960년대 이후 전후 복구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도시의 확장 및 성장을 이루었고, 2000

년대 이후, 대규모 정비 사업이 과열됨에 따라 공동체 해체,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정비 사업의 한계

가 여실히 드러났음

◦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 성장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

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을 기반으로 기존 정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지적인 쇠퇴지역의 재생활성화와 도시 활력의 창출을 도모

하고자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형 도시재생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기반 구축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도시재생

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두 사업 간의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소규모 재생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단위 사

업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일자리거점 육성형(서울형 도시재생)-경제기반형(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중심지 특화형(서울형 도시

재생)-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재생형(서울형 도시재생)-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우리

동네살리기(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연계가 가능함

◦ 서울형 도시재생은 사업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자리거점 육성형 : 대규모 이전적지, 광역교통 역세권, 산단 등의 신산업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저이용) 면적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50만㎡ 내외)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철도, 일

반 국도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을 목표로 함

‐ 생활중심지 특화형 : 도심산(상)업지역, 역사문화특화지역, 대학가 혁신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기존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20

만㎡ 내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의 산업·상업·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의 특화요소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중심지 특화형은 ①  혁신산업 활성화형, ②  역사문화지역 특화형, ③  대학가 혁신형, ④  전통

시장 연계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거점확산형 :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거점확산형은 작은 규모의 촉매사업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활성화지역 선정은 불필요하지

만 뉴딜사업 신청 등이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적정 유형의 법정 활성화지역을 확정하도

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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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특징

역세권, 산단, 항만, 
공공기관이전적지 등 

기반시설 기능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특화산(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특화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저층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사업규모
산업,

국가(지역)경제
지역특화 산(상)업, 

지역상권
주상혼재, 
골목상권

주거 소규모 주거

권장면적
50만㎡ 
내외

20만㎡ 
내외

10~15만㎡ 
내외

5~10만㎡ 내외
5만㎡ 
내외

서울시
마중물 예산 규모

500억 200억 100억 50억

뉴딜사업 선정시
국토부 가이드라인 
준용 (2019기준)

서울시 375억
국비 250억

서울시 225억
국비150억

서울시 150억
국비100억

서울시 75억
국비 50억

마중물
예산
사업 
(예시)

공통
계획수립 및 공동체 역량강화 비용

도시재생유형별 목표실현을 위한 초기 
붐업사업비용(공모사업, 앵커시설확보 등)

계획수립 및 공동체 역량강화 비용
도시재생유형별 목표실현을 위한 초기 

붐업사업비용(공모사업, 앵커시설확보 등)

유형
핵심기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지역특화 산(상)업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

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파급범위 서울시전체 서울시 전체 또는 권역단위 자치구 또는 지역단위

선정방법 서울시 차원의 공모 선정 자치구(주민) 공모 선정

계획수립주체 서울시 자치구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2019 후보지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2019.02.19.

[표 2-9]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성

◦ ‘15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13개 지역을 포함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은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이며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신 광역경제

중심지 육성), 쇠퇴·낙후 산업(상업) 지역(쇠퇴·낙후 지역 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특화 지역(자연·

역사·문화정체성 강화), 노후주거지역(노후 쇠퇴주거지역 활성화)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함

‐ ‘18년 7월 서울시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활성화지역 운영 기준, 실행 및 

지원체계의 3부분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함

‐ 도시재생사업을 계획과 사업 단계를 통합한 3단계 프로세스로 개편 : 거버넌스 및 구상 단계 → 계획 

및 실행 단계 → 자력재생단계

‐ 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차별화 및 구체화하였으며, 도시재생위원과 부

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활성화지역을 최종 선정하도록 함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확립함

‐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계획 확정과 시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자치구에서는 근린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구예산과 매칭하여 협력예산을 투입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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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이용·저개발 지역
일자리거점 육성형

쇠퇴산업·역사 지역
중심지특화형

저층주거지역
근린재생형

쇠퇴기준
쇠퇴기준 30%

(법정기준)

쇠퇴기준 40%
(법정기준+핵심산업 집적도, 주요 

역사자산 유무)

쇠퇴기준 50%
(법정기준+ 지적불부합, 
위법건축물(10% 이상), 

범죄율·안전·재난 등 주거환경 여건,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초인프라 여건)

거버넌스 
역량

거버넌스 역량 20%
(공공/민간, 관계 부처 간 행정 거버넌스)

거버넌스 역량 30%
(상생협약 체결 여부, 

공공-상인-소유자 참여 및 협력 정도, 
외부 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참여 현황)

거버넌스 역량 40%
(주민, 자치구의 의지, 지역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역량,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정도)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

잠재력 및 실행가능성 50%
(일자리 창출, 광역 파급 효과, 광역/지역 
교통망(계획)과의 관련성, 가용부지 등 
토지 여건 상 활용가능성, 도시계획사업 

연계 가능성)

잠재력 및 실행가능성 30%
(명확한 핵심산업, 역사자산 유무, 
특화가능성, 상위계획, 시책 등과의 

연관성)

지역 잠재력 10%
(역사, 경관, 환경 등 지역 특성 강화)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19년도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019.04.11.

[표 2-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표

◦ ‘19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은 163개 지역임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37개소(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지역 포함), (거점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4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84개, (거점확산형)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13개,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 11개, 새뜰마을사업 지역 2개,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2개 등이 추진 중임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19년도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019.04.11.

[그림 2-2]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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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개소 추진 현황 관련법

도
시
재
생 
활
성
화
지
역

경제기반형 4
(‘15)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17) 영등포·경인로

도시재생 
특별법

근
린
재
생
형

중심시가지형 9
(‘15) 세운상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정동
(‘17)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안암동, 4.19사거리, 독산우시장

일반근린형 18

(‘15)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장위, 상도4동
(‘17) 창3동, 천연·충현동, 묵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8) 송정동, 인수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19) 중화2동, 응암3동

주거지지원형 6
(‘17) 수유1동, 불광2동,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9) 신월3동, 구로2동, 사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84 연남동, 정릉동1, 미아1 등 84개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도시활력증진사업 11 필동 서애길 활성화계획 등 11개소 국가균형발
전특별법새뜰마을사업 2 금천구 암탉 우는 마을, 돈의동 쪽방

우리동네살리기 2 제기동, 독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법정
(개별사업별

에 따라 
시행)

(거점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4

광운대역, 상암·수색,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서남권 G-Valley, 
세종대로, 석유비축기지, 노들섬,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서촌,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예장지락, 백사마을, 현대 미래연구소, 
동부제강부지(*성곽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

(거점확산형) 골목길 
재생사업

13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후암동, 종로구 운니익선동, 중구 장충동2가, 성동구 
용답동, 강북구 수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천연동, 마포구 합정동, 
마포구 연남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신길3동, 강남구 대치동

10대 사업 163

[표 2-1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19.05월 기준)

‐ ‘19년 5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37개 지역으로 경제기반형 4개 지역, 중심시가지형 9개 지

역, 일반근린형 18개 지역, 주거지지원형 6개 지역이었으며, ‘19년 11월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근린형 2개 지역(강서구 공항동,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과 중심사기자형 6개 지역(북촌 가회동·

호창공원·구의역·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홍제역·풍납동 토성 등)이 선정되었음

‐ ‘19년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동대문구 홍릉(경제기반형), 양

천구 목3동(일반근린형)을 포함하여 47개 지역(경제기반형 4개, 중심시가지형 15개, 일반근린형 20개, 

주거지지원형 6개)이며, 1단계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모두 수립되었으며, 2단계 활성화

지역은 7개 지역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7개 지역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1월

에 선정된 활성화지역은 ‘20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일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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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면적(m²) 지역 산업 특성

경제기반형(4)

서울역
172.5만 (기존 산업) 봉제업

12.3만 (신규 도입) 서울로 등 보행활성화, 관광

창동·상계 98.0만 서울 아레나

장안평 50.0만 도심 산업 육성 (자동차 재제조, 모빌리티)

영등포 경인로 78.0만 금속 등 도심 산업과 핀테크 육성

중심시가지형(15)

세운상가 44.0만 도심 산업 육성 (공구 등 제조업, 4차 산업)

낙원상가 34.0만 역사문화특화 (창덕궁)

정동 60.0만 역사문화특화 (덕수궁 등)

용산 전자상가 21.0만 도심 산업 육성 (전자산업, 창업 및 로봇산업 등)

마장동 55.0만 시장활성화형 (축산물 유통)

청량리·제기동 49.0만 시장활성화형 (약령시 등 11개 종합시장)

4.19 사거리 63.0만 역사문화특화 (4.19 묘지 등)

독산동 우시장 49.0만 시장활성화형 (축산물)

안암동 17.0만 대학가활성화형 (고려대 캠퍼스타운)

북촌 가회동 27만 한옥밀집구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효창공원 20만 효창원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명소 조성

구의역 18만 침체된 미가로 활력 도모와 첨단업무지구 조성으로 지역 상생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29만 패션 봉제산업 기반의 활력 도모 및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

홍제역 17만 유진상가 및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서북권 활력 중심 육성

풍납동 토성 26만 주민과 함께 만드는 백제 역사문화체험 마을 조성

근
린
재
생
일
반
형

(24)

일반
근린형(20)

종로구 창신·숭인 83.0만 뉴타운 해제 지역, 봉제산업 특화

성동구 성수동 88.6만 주거·산업 혼재 지역, 수제화 특화

성북구 장위동 31.8만 뉴타운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서대문구 신촌동 43.2만 대학-지역 연계 도시재생 추진

동작구 상도4동 72.6만 구릉지 노후주거지 대한 주거환경개선

강동구 암사동 63.4만 자연·역사·사회적 자원 요소 활용

용산구 해방촌 33.2만 남산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

구로구 가리봉 33.2만 구로공단 배후지로 연변거리 등 중국동포 밀집

도봉구 창3동 33.9만 침체된 창동 골목시장 등 활성화

중랑구 묵2동 53.0만 ‘15년 뉴타운 해제 노후 저층주거지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0만 영천시장, 근대역사자원 주변 저층주거지

성동구 송정동 20.3만 중랑천 송정제방변 저층주거지

강북구 인수동 36.6만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도봉구 도봉2동 9.6만 재개발, 재건축 해제한 저층주거지

동작구 사당4동 38.0만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강동구 성내2동 42.0만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은평구 응암3동 14.8만 ‘70년대 자력재개발로 형성된 노후 주택단지

중랑구 중화2동 14.0만 ‘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노후 저층주거지

강서구 공항동 14.9만 고도제한 저층주거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15.5만 지역의 역사성 및 장소성에 대한 보존 필요

[표 2-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19년 5월,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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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권활성화 사업 현황 분석

1) 전통시장 현황

◦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하였으며, 상업시설 기반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의미함(김성현 외, 

2019)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유형 지역 면적(m²) 지역 산업 특성

주거지
지원형(6)

강북구 수유1동 51.4만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및 쇠퇴 중인 저층주거지

은평구 불광2동 58.6만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관악구 난곡·난향동 27.0만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성동구 사근동 10.0만 청계천변 구릉지 노후 저층주거지

양천구 신월3동 10.0만 김포공항 인접한 ‘70년대초 형성된 노후 주거단지

구로구 구로2동 10.5만 과거 구로공단 배후주거지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19년도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019.04.11.

자료: 북촌 가회동‧효창공원 등 6곳 ‘중심지형 도시재생’(http://mediahub.
seoul.go.kr/archives/1259393?tr_code=snews), 2019.11.25.

2019년 5월 기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019년 11월 기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그림 2-3]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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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인정시장)

‐ 전통시장의 유형은 시장 및 상점가 크기별 구분, 소유 형태별 구분, 상권 크기별 구분, 시장형태별 구

분, 개설주기별 구분, 소재지별 구분으로 구성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

‐ (시장 및 상점가 크기별 구분) 시장 내 영업 점포수가 1,000개 이상인 시장(대형시장), 500개 이상∼

1,000개 미만인 시장(중대형시장), 100개 이상∼500개 미만인 시장(중형시장), 100개 미만인 시장(소

형시장)

‐ (소유 형태별 구분)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장(법인시장), 개인이 시장을 소유

하고 관리하는 시장(개인시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장(공설시장), 법

인·개인·공설시장이 아닌 곳으로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 (상권 크기별 구분) 전국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전국상권형 시장), 1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

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광역상권형 시장), 시장이 소재한 시·군·구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지역상

권형 시장), 시장이 소재한 읍·면·동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근린상권형 시장)

‐ (시장형태별 구분) 대형 단일 건물 도는 건물들이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장(건물형 시장), 노점상으로만 

구성된 시장(노점형 시장),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

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장옥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과 같

이 1개 이상읙 건물의 집합으로 구성된 시장(상가주택복합형 시장)

‐ (개설주기별 구분) 상시적으로 영업하는 시장(상설시장), 일정 주기로 개설되거나 영업을 하는 시장 또

는 노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점포가 일정 주기로 영업하는 곳(정기시장),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성격

을 동시에 갖는 시장(상설+정기 시장)

‐ (소재지별 구분) 대도시(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중소도시(시 단위)·농어촌지역(군 단위)

◦ 상권활성화는 상권의 쇠퇴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주민, 전문가, 시민단

체 등의 협력으로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 전략 수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정진호 

외, 2015)

‐ 도시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도시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심부의 쇠퇴가 진행되고, 도심

의 공동화 현상과 이로 인한 중심시가지 상권의 쇠퇴가 발생하게 됨

‐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 문화, 예술 등의 우위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별 특화 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상업·산업·환경 등 전(全) 분야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

로 재생시키려고 하는 구체화된 체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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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특별시 216 216 211

부산광역시 169 167 176

대구광역시 109 109 118

인천광역시 46 46 45

광주광역시 26 26 27

대전광역시 27 27 28

울산광역시 40 39 39

경기도 130 134 138

강원도 58 58 60

충청북도 59 59 60

충청남도 58 58 57

전라북도 60 60 58

전라남도 108 106 104

경상북도 149 147 143

경상남도 155 160 158

제주도 25 25 24

세종특별자치시 4 4 4

합계 1,439 1,441 1,450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 「2017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코리아리서치센터.

[표 2-13] 지역별 전통시장 현황(‘18년 기준)
(단위: 개)

2) 상권활성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하

여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시장 정비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 2019)

‐ ‘19년도 전통시장 지원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시장), 청년

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

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이 존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

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430개 시장이며 시장당 평균 2.9억원을 

지원하여 총 1,237억원을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근처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45개 

사장으로 1,424억원을 지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

별 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 전통시장 57개를 지원하며 91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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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바우처 한도 내에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

로 선택 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개 시장을 대상으로 1개 시장에 최대 6천만원

을 지원

‐ (온누리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을 발생하여 전국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 

청년몰 조성과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지원 중인 청년몰의 사후 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 지원, 청년몰과 대학(생)의 청년몰 수익모델 발굴 등을 통해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합 청년몰 조성은 

5개 지역으로 37억원 지원, 기존 청년몰 활성화·확장 지원 13개 지역으로 37억원 지원, 청년상인 도

약 지원 270명·27억원 지원, 전통시장 대학 협력 지원 13개 시장, 16억원 지원 등이 있음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전통시장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비용을 정

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

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안전 교육 실시, 사

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500개의 시장을 지원, 3년 단위 주기적 점검을 실시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 알람 시설을 지원하

여 조기에 발화 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증시 대응체계를 마

련하고자 함

◦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시장)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자 함1)

‐ 100여개의 시장을 지원하며 예산은 361억원 지원하고자 하며, ‘18년도에는 신규 91개 시장을 포함하

여 163개 시장, 409억원의 국비를 지원함

‐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컨설팅) 사업 

‐ (지원 우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곳,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총액이 적은 곳(주자장 및 시설현대

화사업 10억원 미만, 특성화시장 및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사업 5억원 미만),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희망사업 프로젝트 중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1개 시장에 2년 동안 10억원을 지원

1)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사업 프로젝트(http://www.sbiz.or.kr/sup/ssup_c01/1213083_146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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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 지원

1.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2.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3. 노후 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재생
4.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 상권활성화 사업은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변 환경 개선, 테마공

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중소벤처기업부, 2019)

‐ 개별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확대하여, 시장 상권을 연계 및 활성화하여 면·권역 단위 지원을 통해 

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적 지원 사업(이삼수 외, 2017)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 구역의 조건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4.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 및 사업체수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 기준)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소비자·지역 사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지역 커뮤니티·인큐베이팅·힐링(지역문화, 예술)이 한 곳에

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상권 조성

‐ 상권 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

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지역 상권 특색에 따라 구성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콘텐츠 구성

‐ (사업 내용)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

동 사업,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 관리 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 사업,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부처 사업 등에 선정되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상권활성화 사업 신

청 후 평가 시 가점 부여

‐ (의무사항) 상권대표 조직(상인회, 협의회 등) 구성,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 ‘14년∼‘16년 동안 6개 상권을 선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재단 구성 및 지원(이삼수 외, 2017)

‐ 경기도 성남, 경기도 의정부, 충청남도 부여, 전라남도 순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을 선정하여 상권 구역 당 연 6억원, 3년 간 총 18억원 지원

‐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시장과 상권을 구역화 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을 승인 신청 및 지정 후 상권관리

기구(상권활성화재단 등)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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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시장 및 상권에 대한 단위사업 수립이 진행되었음

‐ 낙후된 활성화지역에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다양한 방면에서 모색되고 있음

‐ ‘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중앙정부 관계 부처의 협력사업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대시키려고 하였으며, 중앙부처 연계사업 중 상권활성화 사업 등과의 협업을 추진함

1 ∙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1) 부산광역시 동구(경제기반형)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시경제 활성화사업)(부산광역시, 2015)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의 초량전통시장의 일원

‐ (필요성) 초량전통시장, 초량돼지갈비골목은 상권이 쇠락하여 규모가 축소, 단편적인 정비사업으로 특

유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근대건조물·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온라인 마을장터·초량전통

시장·거점시설사업 등 산도지역 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성 존재

‐ (사업 내용) 지역 관광 투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야시장 조성, 상인과 소비가 모두가 만족을 얻는 

판촉행사 및 특산품 개발, 지역문화 동아리·주민·상인·관광객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스토리텔링 사업·상업지구 문화관광 기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동구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2) 충청북도 청주(경제기반형)

◦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청주시, 2016)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안덕벌로 일원(내덕칠거리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 (필요성) 구 연초제조창의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안덕벌 

문화·예술 특구 조성을 통한 도심공동화 해소 및 도시재생으로 상권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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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안덕벌로 및 인근 지역에 포켓공원 조성, 자연시장 주변 주차장(60면) 조성, 연초제조창 

담장허물기 사업, 젊은이의 광장 조성, 어린이 공원 조성 등 가로 환경개선 사업 시행, 유휴공간 신탁

업무 및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 서울특별시 종로구(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창신골목시장 활성화 사업(지역경제활성화 사업)(서울특별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창신골목시장 일원000

‐ (필요성) 지역 내 대표 시장의 낙후, 상인역량 감소 등으로 상권 활력 저하

‐ (사업 내용) 창신골목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 상인들의 내부 역량 강화, 먹거리 특화상

품 개발 등

4) 광주광역시 동구(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문화산업 활성화 사업)(광주광역시, 2014)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동 좋은식단 음식문화거리 일원

‐ (필요성) 광주 최초 영화촬영지 오가헌, 원각사 등 전통한옥과 박인천 생가 등 근대양옥 등을 활용하

여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토속음식거리 조성

‐ (사업 내용) 친환경 석재로 바닥재 교체, 가로등·음식거리 상징 맨홀뚜껑 등으로 가로시설물 설치, 한

식 담장·명물 간판 조성(상가의 민간자본 일부 투자)·포켓파크 등 가로환경정비, 플랜트박스 설치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방지 등의 시설사업(H/W)과 좋은 식단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줄이

기 등 음식문화 컨설팅을 통한 깨끗한 음식문화거리 조성(S/W) 등으로 문화의 전당-예술의거리-대인

예술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음식문화관광벨트 조성

5) 전라북도 군산(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음식명가 발굴사업(영화시장 활성화 사업)(군산시, 2014)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영화시장 일원(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 (필요성) 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해왔으나 상권 쇠퇴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지구 내 

명품명가의 재발견 필요, 지역의 대표 명가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전

통을 방문자에게 재현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음식문화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지역의 음식특화를 차별활 수 있는 소재로 상징물 설치, 

음식명가 안내시설 설치), 음식명가 발굴사업(지역의 대표 음식명가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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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명가명품 선정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설정, 명가 명판 제작, 체계적인 홍보프로그램 운영(약 

30개 점포), 명가명품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북 기획 제작, 명가 명품 패키지 상품권 도입), 음식

점 경영컨설팅 사업(음식점 경영 측면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지역대학과의 음식 명가

명품 프로젝트 산학협력 추진, 공동 브랜드 개발·공동 마케팅·메뉴 개발·서비스 교육 등 약 100개 점

포 대상)

‐ ‘17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보고서에서는 영화시장 활성화사업과 곱창골목 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영화시장 내의 낡고 빈 점포를 활용한 자립형 도시재생 창업모델 및 엑티브 

로컬 프로그램 추진, 곱창 특화 골목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모델 구축 

6) 전라남도 목포(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목포특화장터사업(목포시, 2015)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88번지 일원 중앙식료시장, 가구거리 일대

‐ (필요성) 목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업종 유치를 통해 지역 명소화 및 관광네트워크 조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음식문화축제 개최(먹거리 장터 조성, 음식경연대회, 음식품평회 개최, 축제 홍보 등), 야

시장 운영(먹거리장터 조성,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 공간 제공, 판매 및 전시부스 제작, 홍보, 공연 

등),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음식점 창업 지원, 기존업종 활성화, 상가환경개선)

7) 경상북도 영주(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중앙 역전 경제 활성화 사업(역전 경제활성화사업)(영주시, 2014)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중앙시장권역

‐ (필요성) 편리한 교통 및 인접한 재래시장의 시작지점이라는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외부공간

과 편의시설에 대한 방문이용객이 매우 적으며, 건물형 시장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인근 재래시장의 

편의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도심 재래시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모색

‐ (사업 내용) 어울장터(중앙시장 중정특화사업), 월요일창업지원센터, 유휴지하주차장 활성화사업, 화수

먹거리(먹거리골목 조성사업), 목금토공방(창작공간 지원 사업), 목금토문방구(목금토공방 제품판매장 

조성사업), 역전마트 서비스(재래시장 편의서비스사업), 역전 목수(집수리 마을기업)

◦ 후생 역전경제 활성화 사업(역전 경제활성화사업)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후생시장권역

‐ (필요성) 미등록시장인 후생시장의 새로운 지역 발전 방향성 필요, 기존 점포의 소상인 경쟁력 미흡 

및 열악한 소득 수준, 새로운 임대점포 입주자를 위한 창업아이템 개발 필요, 기존 (옛날가게)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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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임대점포주에 대한 차별화 전략 수립

‐ (사업 내용) 후생 신가게 사업(임대점포 창업지원사업), 군것질거리(길거리 먹거리 개발사업), 옛날가게

(기존 점포 역량강화사업), 소백여관(게스트하우스)

8) 경상남도 창원(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창원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로

‐ (필요성)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중심 상권들을 연결하는 특화거리 조성, 보행 위주의 특화거리 

조성으로 집객효과 극대화

‐ (사업 내용) 오동동 문화광장-상상길-문화의거리-창동예술촌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560m), 창동지역과 오동동 지역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 핵심구간은 차도 및 보도의 단차를 없애는 

등 광장화하여 향후 대규모 행사(또는 축제)시 활용하도록 조성, Park&Walk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 확보로 접객력 극대화, 보행로 확장·상점가 간판정비 사업 등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

성, 기조성된 테마거리(오동동 문화의거리-창동 젊음의거리) 연계, 특화거리 조성시 오동동 문화광장, 

교방천 생태하천과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명물 야시장, 노천카페 등 동

적가로 조성

9) 대구광역시 남구(근린재생형, 소규모) 

◦ 대명공연 문화거리 활성화사업(대구광역시, 2014)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계명중앙1길, 명덕로 일원

‐ (필요성) 공연거리문화 내 예술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활동 공간이 부족

‐ (사업 내용) 예외상설무대 조성, 테마(연극)가 있는 골목길 조성, 공연박물관 및 무대제작소 건립, 공

연·예술 연습실 리모델링(대명공연문화거리 소공연장 집적화사업) 등 

10) 강원도 태백(근린재생형, 소규모) 

◦ 통리 상권활성화(태백시, 2014)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강원도 태백시 통동 통리장 일원

‐ (필요성) 도로 위 주차된 차들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도보 어려움 해소, 통리 장터 입구에서 모든 차량

이 회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위험하며 장터 상징성 및 환경개선 요구가 증가, 젊은 세대들의 재래시

장에 대한 관심 증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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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통리 장터 도로 확장 및 입구 개선(장터 확장 및 환경개선, 도로 부지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 통리장터에 차없는 거리 조성, 통리 이미지에 맞는 상징조형물 조성), 통리 장터 서비스 시설 

개선(방문객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 조성, 방문객 쉼터 등 설치), 빈 점포 특화상점 만들기(로컬푸

드 상점 조성·시장 타당성 분석·유통 네트워크 구축·홍보 마케팅, 로컬푸드 안테나 1개소 신설)

11) 충청남도 천안(근린재생형, 소규모)

◦ 특화거리 조성사업(천안시, 2016)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공설시장 및 명동거리 일원

‐ (필요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정기적인 활동과 특화 요소의 도입 모색 필요, 쇠퇴공

간에의 환경정비 및 다양한 축제 등 개최와 정기적인 주민조직 활동으로 시민의식 변화 유도

‐ (사업 내용) 특화거리 조성 실시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전통

시장 등 환경개선사업(간판재정비, 아케이드 조명시설 정비 등), 특화거리 인프라 조성사업, 한마음 축

제 개최

12) 충청남도 공주(근린재생형, 소규모)

◦ 산성시장 공주문화 프리마켓(공주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공주산성시장 문화공원

‐ (필요성)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인과 예술가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성시

장 내 다양한 상품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 주민의 관심 촉발·교류 확대·주민 인

식 전환계기를 마련, 문화예술촌·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이 요구됨, 기존 고마

장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축제, 생활문화축제와 결합된 형태의 프리마켓이 요구되며 산성시장을 원

도심 교류 거점 공간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매년 3월∼10월, 1∼2회, 주말 및 백제문화제 기간 중 산성시장상인, 문화예술인, 지역주

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리마켓 콘텐츠를 발굴 

및 활용하여 다양한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부스와 기본 행사를 지원, 명물장터·공예 및 전시·체험, 역

사문화, 청소년 대상 행사, 먹거리장터·직거래장터 등 운영

13) 전라남도 순천(근린재생형, 소규모)

◦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순천시, 2014)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및 향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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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원도심은 6개 시장·상점가가 밀접된 순천의 최대 상권이었으나 신도심의 새로운 상권이 상승

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 상권이 지속적으로 쇠퇴되고 있음

‐ (사업 내용) 사업 용역, 관리기구 운영, BI 개발, 공동마케팅, 원도심 랜드마크 사업, 원도심 페스티발, 

사회공원 프로그램 등 운영, 원도심 둘레길, 원도심 열린마당, 순천 부읍성 복원 등

2 ∙ 도시재생 일반지역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1) 부산광역시 영도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영도구,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봉래동 3가 봉래시장 일원

‐ (필요성) 생활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상품 특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사업 수행, 향토기업 삼진어

묵과 봉래시장 상생협력 추진, 특화상품(거리) 발굴·조성 추진,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영도구,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봉래동 3가 봉래시장 일원

‐ (필요성) 문화와 관광이 가능한 복합전통시장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골목형시장 사업(2016년 완료)을 통해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이 가능한 복

합시장으로 향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영도구,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봉래동 3가 봉래시장 일원

‐ (필요성) 특화시장 활성화, 일자리 찰출 등 시장활성화 필요, 목도전수방 기술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

‐ (사업 내용) 청년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역 대표 먹거리인 어묵을 특화

한 어묵기능인을 양성하여 취·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전문기업과 연계, 양질의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2) 울산광역시 중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상점연합 아케이드공간 클럽형야시장 조성(울산광역시 중구,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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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젊음의거리 내 포차거리

‐ (필요성) 원도심에 인접한 태화강변은 주차의 목적으로만 수변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태화강 제방

도로에 의한 공간적 단절과 성남지하도 및 성남나들문 시설의 노후화로 접근성이 저하됨, 기 추진 상

버인 야시장과 연계한 인프라 확산 방안으로 야간상권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사업 내용) 기존 아케이드를 활용한 클럽형 야시장 조성, 삼인회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트리트 클럽 

운영(힐펍, 프린지 페스티발, 아케이드 댄스클럽 등 개최, 도깨비 야시장, 어반마켓 운영)

◦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울산큰애기 야시장)(울산광역시 중구,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중앙시장 아케이드

‐ (필요성) 비활성화된 시장 활용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 필요

‐ (사업 내용) 야간의 비활성화 되어 있는 기존 전통시장에 야시장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

3) 충청북도 충주(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충주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젊음의거리 일원

‐ (필요성) 성내·성서동은 예성로(4차선)가 중앙을 관통하여 상권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상권들이 비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가 밀집도가 낮게 나타남

‐ (사업 내용) 마중물사업의 청년가게 조성사업(빈점포 리모델링,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청년창업가 육

성)과 보행친화 원도심 조성사업(충주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 충주읍성상징화가로 조성 등)의 사업과

의 연계를 통해 원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비활성화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4) 충청북도 제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중앙로지구 「전통시장 청년·상인 상생」 사업(제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내토시장 일원, 동문시장, (구)중앙극장 폐업점포 등

‐ (필요성) 상인 주도 3개 전통시장 통합 운영을 통한 인접 시장간 교류 증진 및 연계 유도 필요, 전통

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구매 후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 필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상품 연구 및 개발 필요

‐ (사업 내용) 상인 주도 활성화센터 건립(신규 복합주차타워 건립을 통한 1층부 상인 주도 활성화센터 

통합 운영 공간 조성 및 건축물 상층부(2층 이상) 고객 전용 주차 공간 추가 확보), (구)중앙극장 식도

락 영화관 조성((구)중앙극장 내부 기존 영화상영관, 매점, 휴게 공간 리모델링 등 먹거리 시식공간 조

제공, 영화 상영 등 맞춤형 이벤트 프로그램 제공), 청년 바우하우스 조성(동문시장 2층 빈점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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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바우하우스 조성, 지역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판매용품 및 홍

보물 관련 브랜드 개발 지원 등)

◦ 중앙로지구 「상인주도 제천음식 특화가로 조성」 사업(제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 테마가로 일원(문화의거리, 명소화거리 등)

‐ (필요성) 기 조성 테마가로를 활용한 주민·상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공간 조성 필요, 인근 전통

시장과의 기능 연계 및 제천음식 활용 관광기반 역량강화 필요

‐ (사업 내용) 주민·상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대 조성을 위한 중앙분수대 축소 정비, 주민·상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가로 케노피 설치 및 보도포장 정비, 테마거리 가로경관 

상징성 강화를 위한 가로시설물(포토존)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상인회 협약을 통한 주민·상인 참여형 

프리마켓 행사 개최 및 행사기간 내 할인행사 진행, 특정일 야간시간대 활용 이동식 점포 창업지원을 

통한 제천음식특화 야시장 개설 지원

◦ 중앙시장 현대화사업·동문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제천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중앙시장, 동문시장 일원

‐ (필요성)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필요

‐ (사업 내용) 옥상 방수 공사, 화재예방시설 공사, 중앙시장 LED 전등 교체,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ICT 디자인, 자생력 강화, 이벤트 행사 등),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점포 및 공동 공간 조성,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동문시장 대상 특성화 상품개발 및 진열·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5) 전라북도 전주(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남부 문화창의센터(전주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남부시장 일원

‐ (필요성) 도심 토지이용의 고도화 필요, 쾌적한 경관 조성, 전통문화 거점시설 필요, 둥지내몰림 현상 

완충지대 필요

‐ (사업 내용)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의 유효 활용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상가·아뜰리에·전

통시장 활성화 지원센터 등이 입지하는 한옥형 문화창의센터를 지상에 조성하고자 함(지하주차장은 마

중물사업으로 지상의 한옥형 남부 문화창의센터는 지자체사업으로 추진)

6) 경상북도 김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전통시장 매력공간화 사업(김천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평화시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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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수요층이 한정된 평화시장에 청년층 상업문화 공간 조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회

복, 2층 빈점포 활용 주요 거점시설(지역 대학연계) 도입 및 청년 창업 프로그램 연계 운영, 김천역에

서 평화시장으로 연결되는 메인 가로를 다양한 문화공연 및 전시를 위한 거리로 조성, 보행친화 매력

적인 상업가로 조성으로 상권 내 유동인구 유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평화시장 청장년 친화거점 조성(대로변에 광장을 조성하고 오픈 스페이스 확보, 상가 건

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 주요 공간의 입면 정비 및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2층 연계 강화, 무상 임대 받

은 2층 빈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커뮤니티) 공간 및 창업 공간 조성 및 활용), 평화시장 상업문화

거리 조성(김천 대표 상업지역으로서의 장소성 및 상징성을 갖는 상업문화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이

벤트 광장과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가로정비 및 경관개선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테마

가 있는 특화공간으로 활성화)

◦ 원도심 접근성 개선 및 보행친화 쇼핑거리 조성(김천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중앙초교∼국민은행 구간, 김천역 내 부지, 평화시장 주차장 부지 등

‐ (필요성) 김천의 중심가로를 전선자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경관 개선, 정체성 있는 도시 경관 

조성,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원도심 이미지를 개선하고 원도심 진입부 보행 친화 환경 조성 및 거리 

활성화

‐ (사업 내용) 김천로 보행친화 쇼핑거리 조성(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보행자 친화공간 

조성 등 걷기 좋은 김천길 만들기, 프로그램형 포켓주차장 설치·가로변 이벤트 촉발 공간으로 활용 

등 김천길 즐길거리 만들기, 김천로 맞춤형 시설물 도입 등), 골목길 특화가로 조성(지역 내 연계 프

로그램을 발굴하여 활성화 도모, 경관특화사업을 통해 골목문화특화가로로 조성, 김천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외부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가로 공원 제공 및 보행환경 개선), 상업지 거점 주차장 조성(김천

역 거점 주차장 조성, 평화시장 주차장 복합화 및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7) 경상북도 안동(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테사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안동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중구동 태사길, 태사2길, 서동문로, 웅부공원, 문화공원 일원

‐ (필요성) 우수한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중구동 일대의 역사적 정체성 및 상징성을 확립, 안동역사 이전

부지 활용계획(복합환승센터 등)과 연계한 도심재생·재창조 축 형성, 도심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주

민주도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거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 주도 태새로 특화거리 유지·관리 및 정기축제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내용) 태사로 특화거리 조성(태사로 및 웅부공원 일대 환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실시계획 수

립, 태사길·태사2길·서동문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 및 웅부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태사로 마을기업 

운영 지원(태사로 축제 발굴·운영 지원, 태사로 마을기업 컨설팅·지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원) 

◦ 음식·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안동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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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동 문화의거리, 음식의 거리 일원

‐ (필요성) 보행자 전용도로인 ‘문화의거리’, ‘음식의 거리’ 등 보행 동선의 효율적인 연계부족으로 쇼핑 

및 관광객의 보행 단절화 심각, 영가로∼문화광장의 길은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미관 저

해, 기존 정비구간 가로등, 스트리트퍼니처 등 공공시설 노후화, 문화의거리, 음식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활력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운영 필요, 최근 ‘음식의 거리’ 특구 해제에 의한 지역 

상인들의 결집력 약화 및 공동체 의식 약화, 상권 침체에 의한 특화상점 부족 및 잦은 폐점에 의한 

특성화 부족

‐ (사업 내용) 거리환경 정비사업(문화광장길, 음식의 길 일원 등 보행동선 연계사업, 가로시설 정비사업 

등),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컬쳐플로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마케팅, 문화콘텐츠 및 축제 프로그램 발

굴 및 지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안동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구시장 일원

‐ (필요성) 상권인근의 문화관광자원과 관광지 연계를 통해 시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동 구시

가지의 부흥과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한류공연체험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상품개발, 기반시설 조성(글로벌 관광활성화, 글로벌 

쇼핑환경 구축, 글로벌 한류문화특화(야시장,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등))

8) 경상남도 김해(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월드 누들 빌리지 조성(김해시, 2016)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김해전통시장 일내 칼국수 밀집 지역

‐ (필요성) 김해 전통시장 내 칼국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칼국수 촌이 형성되어 있으나 매장별 특색

이 드러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김해 전통시장 내 나라별 식재료 상점이 다수 분포하여 

식자재가 풍부함 

‐ (사업 내용) 월드 누들 빌리지 조성(다(多)어울림 광장 연계한 칼국수촌 공간 확장 및 환경 정비), 월

드 누들 빌리지 프로그램 운영(월드 누들 콘테스트 개최 등)

9) 제주도 제주(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야시장(지역경제재생)(제주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 일원

‐ (필요성) 관덕정광장∼칠성로∼탐라문화광장을 연계한 문화야시장 조성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불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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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를 연계한 지역 명소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 및 외부 관광객 유인)

‐ (사업 내용) 문화야시장 조성(매대 입주자 모집, 매대 제작 및 조명 정비, 빈점포를 활용한 문화야시장 

조성 지원),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야시장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지원,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교통주차혁신재생)(제주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제주도 제주시 원도심 동문시장 일원

‐ (필요성)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난 심화로 기존 노상 공영 주차장에서 복층화 주차장을 신축하

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 

‐ (사업 내용) 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중앙로 사점가 복층화 주차장 신축

◦ 동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지역경제재생)(제주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동문시장 일원

‐ (필요성) 동문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등 확충으로 제주지 

원도심 상권의 중심인 동문시장 방문객 증가를 통해 원도심 내 칠성로, 지하상가 등 상권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시장 입구 지주간판, 노후 전기 및 하수관 교체, CCTV 설치 및 보수, 아케이드 방수 및 

도색,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 등

10) 서울특별시 용산구(일반 근린재생형)

◦ 신흥시장 활성화(서울특별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신흥시장 일대

‐ (필요성) 해방촌 오거리 중심지에 입지한 신흥시장의 시설낙후로 인한 상권 약화에 따라 도시미관 훼

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 슬레이트 지붕아래 노후 불량한 환경으로 발길이 뜸한 시장으로 전락, 시장 

환경개선 및 시장 재활성화에 대한 주민민원 발생

‐ (사업 내용) 신흥시장 시설환경 개선(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행로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공적 공간 

정비), 신흥시장 콘텐츠 발굴(문화·예술, 교육이 복합화된 핵심 콘텐츠 도입, 앵커공간 구축, 문화예술

인의 집적화와 안정적 정착 유도 등 ‘해방 아트마켓’ 구축)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서울특별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신흥시장 일대

‐ (필요성) 낙후된 시장시설 환경개선 및 남산과 해방촌, 멀리 이태원까지를 연결하는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인 시장의 예술적 변화 유도

‐ (사업 내용) 신흥시장의 지붕 교체, 예술공간 설치, 휴식시설 설치, 벽화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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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일반 근린재생형)

◦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서울특별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우마길

‐ (필요성) 침체된 가리봉 대표상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사업 내용) 도로 패턴포장, 상징조형물 설치, 주변경관개선, 간판정비, 스토리 발굴 및 홍보

12) 부산광역시 중구(일반 근린재생형)

◦ 보수창작 플랫폼(부산광역시 중구,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 (필요성) 비어있는 보수시장으로 인해 보수시장의 활용도 및 경쟁력 저하, 지역 내 청년을 위한 거점

공간과 일자리 부족, 보수시장의 주 이용객이 인근 거주민으로 수요층의 한계가 존재

‐ (사업 내용) 보수창작 플랫폼(보수창작 플랫폼 운영단과 연계하여 빈 점포 신탁 및 창업컨설팅 추진), 

보수창작 플랫폼(동아대 링크사업단, 보수종합시장 번영화외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간 활용 방안 

논의 등)

13) 부산광역시 서구(일반 근린재생형)

◦ 근린상권 활력사업(부산광역시 서구, 2016)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민간투자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초장동 3개소

‐ (필요성) 고지대 약국 0개, 상점 등 편의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필요, 감천문화마

을의 160만 관광객 출입 동선으로 이용되는 아미로의 과거 활기 재생 가능성, ‘아미골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근린 상점 복원,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신규 창업자를 유

도하여 근린경제 활성화

‐ (사업 내용) 현장지원센터의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근린상점 운영 방안 및 먹거리 발굴과 컨설팅 진행 후 점포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지역 내 

주민의 상인화, 외부인의 신규 창업을 유도하여 마을경제 활성화 도모

14) 부산광역시 강서구(일반 근린재생형)

◦ 사덕시장 24·365 사업(전원 공동체 사업)(부산광역시 강서구, 2016)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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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사덕시장 일원

‐ (필요성) 사덕시장(섬장)은 70년대 농업·상업 중심지로서 번성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인구 감소 및 인

근 지역 대형마트 조성 등으로 경쟁력이 약회되었으며, 사덕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사덕시장 현

대화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되어 근본적인 침체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음

‐ (사업 내용) 시장 내 공간개선 방안 구상 및 실행(H/W, 사덕시장 내 설치된 간이 판매대 개선을 위해 

VMD(상업 환경 디스플레이) 기법을 도입하여 사덕시장의 여건에 맞는 이미지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을 구상), 사덕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S/W, 일주일 주기로 기존 장날인 1일과 6일 

장날을 운영하고 장날이 열리지 않는 날은 요일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사덕시장 활성화 모색)

◦ 오감톡톡거리 조성사업(전원타운사업)(부산광역시 강서구, 2016)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강서구청∼강서고교 구간

‐ (필요성) 대상지인 대저로 273번길은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교를 잇는 지역의 주요 남북축을 형성하

고 있으나 보차혼용도로이면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조성되어 있는 금수현 음악

거리 1단계(대저로)와 이질적인 가로경관이 연출되고 있고, 거리에 면한 노후건축물, 빈점포 등으로 

인한 상권 침체 및 가로경관 훼손으로 정비가 필요함

‐ (사업 내용) 강서구청∼강서고교 구간 가로경관 개선(S/W, 가로경관 연출, 경관협정 가이드라인 마련), 

빈점포 활용·점포 개설 활성화(H/W, 빈점포를 활용한 주민동아리방, 청년가게 등 조성)

15) 대구광역시 서구(일반 근린재생형)

◦ 원고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대구광역시 서구,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원고개시장 일대

‐ (필요성) 근대 대구의 경제를 이끌던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소통을 간직한 시장이지만 대형

마트의 증가로 인하여 침체 위기, 지역의 상점 중심지로 시장 활성화 필요

‐ (사업 내용) LED 조형물·조명환경 개선, 시장 브랜드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전자 홍보판 설치, 프리

마켓·직거래 장터 운영, 시장 축제 및 공동 쿠폰제 등

16) 인천광역시 강화군(일반 근린재생형)

◦ 강화 중앙시장(B동) 청년몰 조성사업(인천광역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중앙시장 일원

‐ (필요성) 구도심 중심상권 재생사업, 중앙시장 B동 2층에 “청년몰”을 조성 및 활성화시켜, 침체된 중

앙시장 및 주변 상권의 활력과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필요

‐ (사업 내용) 특색음식, 수공예, 농산물 6차 가공식품, 카페 등의 청년 창업 유도, 내부시설 정비,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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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인테리어 및 점포를 정비, 마케팅·교육·컨설팅 등 실시

◦ 강화 심도길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인천광역시, 2017)

‐ (단위사업) 지자체사업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성일약국∼뉴욕뉴욕

‐ (필요성) 관광지와 연계하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먹거리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 (사업 내용) 강화 심도길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상징 조형물 설치, 소공원 및 주차

장 정비, 도로 덧씌우기, 파사드 설치 등,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개장 행사 및 홍보 활동 실시 

◦ 중앙시장∼새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인천광역시, 2017)

‐ (단위사업) 지자체사업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중앙시장∼새시장 구간

‐ (필요성) 도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 이동 편의성 제고 및 도로 교통 

환경 개선 필요

‐ (사업 내용) 도로 정비 및 우오수관로 정비

17) 광주광역시 서구(일반 근린재생형)

◦ 숙성홍어1번가 먹자골목 조성(광주광역시 서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양동시장 일원

‐ (필요성) 양동시장의 숙성홍어와 연계한 지역 경제기반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숙성홍어1번가 먹자골목(H/W, 양동시장 가는 길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공·폐가를 활용한 

숙성홍어 슬로우푸드 골목상권 형성, 숙성홍어1번가 먹자골목의 숙성홍어 먹거리 만족을 통하여 방문

객의 재방문을 유도함)

18) 광주광역시 광산구(일반 근린재생형)

◦ 1913송정 상가활성화 사업(재생인프라 구축사업)(광주광역시 광산구,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역시장, 광산로 쇼핑의 거리 일원

‐ (필요성) 활성화계획 대상지 일원 유휴자원(공점포·공폐가)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 지역 고유의 자원

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차별화된 활성화 동력 마련

‐ (사업 내용) 1913송정 창업지원(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존 상가 및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실

시), 상가 가로환경 디자인(1913 송정역시장의 확장 구간 및 광산로, 송정 떡갈비골목 등 기존 강가

가로 디자인 및 정비), 버스킹 미니광장 조성, 구청구멍가게(구청사 1층 내 기존 무인 로컬푸드 직매

장의 시설 및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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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울산광역시 동구(일반 근린재생형)

◦ 글로벌 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울산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및 중진길

‐ (필요성) 1962년 울산시가 특정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내진길과 중진길은 방어진항의 배후 상가거리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기업 종사자를 위한 상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나 조선업의 

침체와 상가가리의 정체성 상실로 배후 상가거리의 기능이 쇠퇴되고 있음

‐ (사업 내용) 글로벌 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S/W, 디자인거리(내진길+중진길)에 적합한 글로벌 문화 및 

방어진 역사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내진길 글로벌 문화축제거리 조성(H/W, 내진길에 ‘국제문화거리’ 

조성, 동양의거리·화합의거리·서양의거리로 특화된 상가 입면 개선), 중진길 방어진 역사거리 조성

(H/W, 중진길을 ‘역사의 거리’로 조성, 삼한∼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대화·현재 및 미래의 방어진 역

사를 흔적으로 특화된 사가 입면 개선) 등

◦ 특화상권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울산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및 중진길

‐ (필요성) 글로벌 문화기반 특화 상가거리로 조성되고 관련 운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도, 운영할 조

직과 계획이 없을 경우 그 효과와 지속성은 신뢰할 수 없으며, 추진 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다문화

가족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문화축제 실행 사업(S/W, 특화상권 업그레이드를 통한 글로벌 문화축제의 운영과 조직체

계 마련), 마을기업 설립(S/W, 마을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20) 울산광역시 북구(일반 근린재생형)

◦ 통(通)쾌(快)한 시장 조성(근린상권활성화)(울산광역시 북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

‐ (필요성) 동지역 내 유일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음. 시장 내 가로막힌 도시계획도로를 개통시킴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재생사업으로 조성하게 될 소금포역사관으로의 진입로 환경

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사업 내용) 신전시장 환경개선(H/W, 간판 정비, 차양막 설치, 시장BI 개선, 저층부 입면 개선 등), 

소통의 시장길 조성(H/W, 진입광장 조성 2개소,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시장 뒷도로 정비)

◦ 상점가 활성화(근린상권활성화)(울산광역시 북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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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 및 양정중앙로 일원

‐ (필요성) 신전시장과 양정중앙로 지역은 지역 내 상권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음. 상권에 대한 홍보 및 상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가 홍보, 개별 컨설팅 강화 등 상가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사업 내용)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S/W, 염포양정 상점가 홍보사업, 골목상권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21) 경기도 부천(일반 근린재생형)

◦ 특화시장 만들기 사업(부천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종합시장 일원

‐ (필요성) 소사종합시장 내 도로 폭 2∼2.5m로 협소하여 보행 이동이 어려우며, 시설 노후로 방문객 

편의시설이 미흡, 시장 내 방문객이 이용 가능하도록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재생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사업 내용) 소사종합시장 환경개선(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연계하여 상인과 방문객의 요구에 대응

하는 휴게·커뮤니티 공간(소사종합시장 내 휴게 공간 2개소, 커뮤니티 공간 4개소) 조성), 소사종합시

장 특성화(소사종합시장 BI 개발, 시장 내 특화 상품 개발, 창업 및 마케팅 교육)

◦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부천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종합시장 일원

‐ (필요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소사종합시장 내 노후 아케이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22) 강원도 춘천(일반 근린재생형)

◦ 번개시장 문화장터 만들기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번개시장길 일원

‐ (필요성) 시장 시설환경 개선 및 시장 특성화를 위한 물리적·프로그램 기반 마련 필요, 노후 전통시장

의 환경개선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근린생활 핵심거점 조성, 청년 유입·호반관광자원 

연계 및 박사마을과의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문화 기능 강화

‐ (사업 내용) 번개시장 활성화사업(노후상점 리모델링, 번개시장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호반

맛길 조성 사업(호반∼번개시장∼봉의산에 이르는 소양정길 주변 특화거리 조성), 전통시장 야시장 육

성사업(부처협업사업), 일당백 프로젝트·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지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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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청남도 아산(일반 근린재생형)

◦ 모산로 중심상권활성화(아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중심상권

‐ (필요성) 중심상권(L:790m)의 가로의 특색 없는 환경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빈 점포 발생 지속, 야

간 보행환경의 불편 지속으로 보행자 편의 제고 필요, 무분별한 광고물 및 상가 외벽의 개선 필요, 상

권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전무 및 인구유입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스토리가 담긴 모산로 중심상권 외벽 색채 개선, 야간 조명 및 보행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상가 파사드 및 간판 정비), 할인쿠폰제도 시행, 동네지도 및 홍보물·블로그 운영, 가족사랑 별빛

축제 개최 등

24) 전라북도 남원(일반 근린재생형)

◦ 놀다街(문화골목투어)(남원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구역사∼하늘중학교∼고샘골목∼공설시장

‐ (필요성) 대상지역 내 막자거리골목은 흑돈먹자거리, 막걸리거리, 고샘골목이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거

리 내 관련 업종 입지가 저조하며, 각 거리 간의 연계 부족, 도심 내 주요 맛집과 주요 사업지 등 명

소 간 연계로 광한루원 방문객의 돋심 확산을 통한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자 함

‐ (사업 내용) 특화거리, 골목 맛집 등 지역의 숨은 명소 발굴과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루트를 조성, 문

화탐방로 조성(구시청∼명문제과∼하늘중학교∼흑돈먹자거리∼예촌길∼막걸리골목),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문화탐방 홍보물 제작

25) 전라남도 나주(일반 근린재생형)

◦ 상권활성화(나주시, 2017)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중심상가 일원

‐ (필요성) 상권 쇠락으로 지역 내 빈점포 다시 존재, 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상가거리 조성 필

요, 고객 및 보행관광객을 위한 그늘, 특색 있는 경관 조성 필요, 먹자골목 및 야간 상가 활성화 방안 

필요

‐ (사업 내용) 상가기반 구축사업(아트 파사드 1식, 경관 특화사업(상가보행자를 위한 그늘 조성, 야간경

관 특화사업 등), 도로활용 특화사업), 상가활성화 프로그램(빈점포 신탁 프로그램, 전통명가 발굴 및 

인증, 나이트마켓 운영, 도시규모 변화 및 혁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업종 전환 역량 강화, 상가특화

축제 연중 개최 및 거리 상설무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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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성음식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나주시, 2017)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전라북도 나주시 성북동 상가 일원

‐ (필요성) 내·외부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골목 조성 필요, 기 형성된 음식점 골목의 정비를 통한 맛집

거리 조성, 곰탕의거리와 네트워크를 통한 음식문화거리로서의 시너지 효과 도모

‐ (사업 내용) 부지 매입 및 주차타워 3층 조성으로 주차 공간 확보, 곰탕의 거리 및 중심 상가 차없는 

거리 조성

3 ∙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1) 부산광역시 북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구포시장 가는 길 조성 사업(부산광역시 북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역 ∼ 구포만세길 ∼ 구포시장

‐ (필요성) 경부성 선로에 의해 구포시장과 구포역 일원이 단절됨으로써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이 떨어지

고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의 바닥 패턴 및 가로경관이 상이하여 인지적 단절을 초래하며, 보행로 

및 야간 안전시설 부재로 인해 보행 안정성이 취약함

‐ (사업 내용) 구포시장 ∼ 만세거리 일원 가로환경 개선(구포만세길과 구포시장 일원의 바닥 패턴을 통

일시켜 가로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교통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폭원 

축소 후 보행로를 개설하여 야간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등 및 CCTV 설치), 구포1치안센터 일원 지하

연결부 확장(지자체사업인 구포1치안센터 부지의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연결부 확장을 

통해 선큰광장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2) 인천광역시 부평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먹거리타운 일원 

‐ (필요성) 배후인구와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조성 필요, 굴포먹거리타운의 분위기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유치 필요, 푸드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벨루체인 형성 필요

‐ (사업 내용)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마중물사업, 굴포먹거리타운 내 활용이 저조한 어린

이공원을 가로일체형 중앙광장으로 조성하여 공간 조성, 광장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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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거리타운 이용객에서 주차편의 제공, 푸드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및 청년창업 유

도), 먹거리타운 가로환경개선(지자체사업, 굴포먹거리타운의 오래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내사인 및 

옥외광고물, 쇼윈도 등 정비, 푸드플랫폼을 통한 청년창업 희망자들이 굴포먹거리타운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대전광역시 대덕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대

‐ (필요성) 경쟁력을 잃은 기존 점포 상인들에게 상권 변화에 따른 전략적 업종 변경과 시설 개선 방안

을 제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신규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

‐ (사업 내용) 골목점포 특화 교육·컨설팅(S/W,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과 자발적 도시재

생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H/W, 연간 5개소를 대상으로 총 5년 간 

지원하여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

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전통시장 상품고도화 및 선진화 지원(세종특별자치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일대

‐ (필요성)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 및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전통시장의 

새로운 신규 사업 프로그램 필요, 상권활성화를 위한 핵점포 시설 확충 필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조치원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목표 설정

‐ (사업 내용) 지역 거점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점 시설 구축, 지역 상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

육장 구축 개발과 핵점포 구축, 지역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한 프

로그램 운영, VMD 상품 개발과 관련한 핵점포 시설 운영, 상품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LAB 구축 운영

◦ 지역상권활성화 인프라 조성(세종특별자치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일대

‐ (필요성) 노후화된 거리 환경과 상권의 부족으로 인해 중심상업가로의 파급력이 쇠퇴, 일부 유휴점포, 

가로환경정비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역 상권 쇠퇴 가속화, 주민-경제공동체 부족으로 지역상권 쇠퇴, 지

역을 대표하는 특화거리 등 지역상권 경쟁력 부족,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도

심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인프라 조성 목표 설정

‐ (사업 내용) 상징게이트 등 가로환경개선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지역상권 및 경제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주민 플리마켓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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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수원(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살리기 프로젝트)(수원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역전시장, 매산시장 일대

‐ (필요성) 매산로에서 남측 골목상권으로 연결되는 골목길 보행환경개선, 안전환경개선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테마거리에 머물러 있는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시도

‐ (사업 내용) 골목상권 보행환경 개선(역전시장 먹거리타운, 매산시장으로의 보행환경 개선, 골목상권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별도로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매산동 상가 간판개선사업 시행), 거리문화 활성화

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사업(거리문화 아이템 기획 및 발굴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사업 및 참여형 플

랫폼 사업 진행), 수원역 동부역세권 골목마켓 운영(골목상권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조성되는 역전·매

산시장 일대에 골목마켓 운영)

6) 강원도 강릉(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원도심 지역상권활성화 사업(강원도 강릉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일원

‐ (필요성) 중앙시장 편의시설 개선 및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시장 환경개선 및 빈점포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도적 역할 수행, 쾌적한 상업지 조성을 

위한 녹지 공간 및 보행환경 개선, 상업지 활성화 및 보행 중심 개발을 통한 상권 및 지역경재 활성화

‐ (사업 내용) 중앙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역량 강화·상점가 빈점포 연계(중앙시장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상업특화가로 조성(보행환경 개선), 상업문화가로 조성(보행친화거리 조성)

7) 충청북도 청주(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청춘특화거리 조성(도시재생 경제 활성화)(충청북도 청주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중앙로 일원

‐ (필요성) 특색 없는 가로환경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빈점포 발생 지속, 차량 중심의 좁은 도로폭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사업대상지 내 공원 및 녹지시설 부족

‐ (사업 내용) 중앙로 특화경관 사업(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

업(유휴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및 지역주민 소통 공간 조성을 통한 테마거리 활력 제공, 공원 기능과 

함께 버스킹 등 문화예술 공간, 창업 공간, 플리마켓 등 복합 조성)

◦ 청년특화시장 조성(도시재생 시너지 확산)(충청북도 청주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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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북부시장 일원

‐ (필요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

는 청년들을 위한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청년들이 떠나고 북부시장에 대한 이미지 하락

‐ (사업 내용) 청년 점포(청년특화구역) 확대 운영 및 활성화(지역의 젊은 인력 자원과 청주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와의 협약을 통해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 점포 확대 운영, 북부시장 주차장 확

대 조성 시 5개 점포를 추가하여 청년창업 특화구역에 활기를 더함), 전통시장 특화경관 및 편의시설 

조성(침침한 노후공간의 리모델링으로 시각적 환경 개선 및 새롭게 창조하는 젊은 전통시장 이미지 

창출을 통해 방문고객 유입 유도, 북부시장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북부시장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상품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제작, 시장 벽화 등 상품 및 공간·환경 디자인 재설계), 

북부시장 정기 축제 운영(북부시장 가을 문화축제 ‘와우 페스티발’ 확대 운영“ 

◦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충청북도 청주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북부시장 일원

‐ (필요성) 지역의 역사 및 문화, 특산품 등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

‐ (사업 내용) 시장 내부 아케이드 설치 및 골목 벽화 조성, 야시장 프라이데이나잇 파티 및 우암골거리

예술단 ‘쌩쇼’ 운영, 청년창업 특화구역 선정 및 창업 지원, 전체 입간판 번호간판으로 신설 교체

8) 전라북도 군산(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군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동 신영시장 일원

‐ (필요성) 신영시장의 빈점포를 이용하여 청장년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성공률 제고

‐ (사업 내용) 랩실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청년상인 육성지원의 랩실 활

용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통시장 공가 활용 및 도시공원(공공창업 공간 조성)의 판매 공간 활용 

지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군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동 신영시장 일원

‐ (필요성) 신영시장의 환경 개선으로 고객 유인, 상가 지원으로 식재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하여 매출 

증대 기여, 상인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업체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식자재 바우처 프로그램(잠재 거래처, 청년 창업 등에 바우처를 제공하여 신영시장 매출

로 연계), 공동 환경 개선 사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협력구도 구축(신영시장 상인회와 주기적인 

회의 개최)

◦ (전통시장) 공동시설구축(군산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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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동 신영시장 일원

‐ (필요성) 재래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공동창고 구축으로 동선 청결 유지, 가격 등락폭에 의한 손실 최

소화, 공동 포장센터 구축으로 고객서비스 제고 및 공동체의식 함양

‐ (사업 내용) 신영시장 상인의 수요가 높은 공동창고 구축(냉동·냉장·일반 창고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 공동포장시설 구축)

9) 전라북도 익산(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역사가문화로 시장길 조성(익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길 일대

‐ (필요성) 전통시장의 이미지와 철도문화의 융합을 통한 상징 공간 마련, 공공서비스 공간 확대로 전통

시장 가치 향상

‐ (사업 내용) 역사가문화로 전통시장 입구 개선(시장 게이트 디자인 특화로 진입 게이트, 공공 휴게 공

간 조성, 시장 입구 사인시스템 구축), 경관협정을 통한 역사가문화로 전통시장 입면 특화시설 구축

(열차테마 적용 입면 개선, 판매 공간 특화, 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적용), 공공 열차 카페 조성(시장 

2층 활용 열차테마 카페 조성), 테마 관광코스 마케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철도 테마가 있는 시장

길, 문화관광이 있는 시장길 조성)

◦ 교복문화거리조성(익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일원

‐ (필요성) 익산 유일의 교복매장거리로서 다양한 교복문화가 북적이던 원도심 추억 재현, 유휴 공간 활

용한 플리마켓 운영 및 교복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한 가로 활성화 방안 마련, 교복문화 이미지 조성 

및 교복문화 행사를 통한 젊은 방문객 유입 경로 확보, 교복특화문화 형성으로 집창촌 일대 불량 이

미지 개선

‐ (사업 내용) 경관협정을 통한 교복거리 가로환경 특화디자인(교복과 학창시설을 테마로 하여 특색 있

고 안전한 베리어프리 개념의 바닥 페이빙 개선, 불량경관 및 무단 주차개선, 일방통행 인지로 보행쇼

핑공간 확보를 통한 상권활성화, 추억의 교복 문화를 체험하는 교복 체험 포토존 및 체험시설 설치), 

청춘 교복길 플리마켓 및 축제 운영(교복 외 추억의 상품 교환·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운영, 익산 

교복을 테마로 한 교복 문화재를 개최하여 방문객 접객 효과 향상)

◦ 글로벌푸드거리(익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일대

‐ (필요성)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과거 유흥주점이 발달하고 먹거리촌이었

던 골목이 쇠퇴하였으나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 여전히 맛집으로 성행하고 있고, 고기축제 등 음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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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존재, 문화예술의거리와 직교하는 골목으로 문화예술의거리에서 이뤄지는 토요상설문화행사 등을 

연계하여 문화에서 먹거리로 이어지는 거리환경 조성 필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음식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골목활성화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수단으로 활용

‐ (사업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음식특화거리 조성(문화주차장, 문화예술의거리와 이어지는 보

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접목한 상점의 옥외

광고물 개선 및 가로 경관 정돈), 글로벌 푸드축제 사업과의 연계

◦ 꿈꾸는 시장 청년몰 조성(익산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전통시장 2층, 익산대로 20길 일대

‐ (필요성) 전통시장의 일자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쇼핑환경 개선 추진, 시장 주변 

다문화 유동인구(1,000명/주)에 비해 유동시설 미비로 다문화를 위한 코워킹 공간 제공으로 창업 유

도, 고객 휴게 공간·협업 공간 등이 어우러진 문화·쇼핑·놀이 등 집합 개념의 Mall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다문화와 청년창업몰 거점 공간 및 코워킹 공간 조성(익산역 일대 전통시장 2층 시설 리

모델링,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 조성, 공동 전시 및 판매 공간 설치), 시장 주변 안전한 가로환경개

선(시장 주변 특색있고 안전한 베리어프리 개념의 바닥 페이빙, 사인, 조명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거버넌스(상인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운영 지원

10) 전라남도 순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아랫장 야시장 운영(전라남도 순천시, 2018A)

‐ (단위사업) 지자체사업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로 아랫장 일대

‐ (필요성)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 환경 조

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운영

‐ (사업 내용) 먹거리 야시장 운영(매주 금, 토요일에 대학생·청년창업가, 상인 등이 참여하는 야시장 운영),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1) 경상북도 영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영천시장 업그레이드 사업(경상북도 영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영천시장 일대

‐ (필요성) 영천시장의 대부분의 고객층이 고령자층으로 몰려 있어 젊은 층 대상의 상품이 부족하고 이

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 구조, 엷은 고객층으로 시장 성장의 한계가 존재, 시장 2,3

층에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장 입구가 시장 안쪽에 위치하여 주차차량과 고객 동선이 혼잡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 영천시장 옥상에 조성된 상영관 1개의 ‘별빛극장’이 유일한 영화관이지만 여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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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지 못하고 규모의 경제가 진행되지 않음

‐ (사업 내용) 영천시장 레벨업 사업(주차장 복합화, 편의시설 확충, 상인 편의시설 확충, 고객 확보를 

위한 어린이·젊은 층 대상 문화시설 확충), 영천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기존 주차장 활용 다목

적 상영관 설치, 어린이 대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상영)

12) 경상남도 사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개방공간 조성(열린 해안 공간 재생)(경상남도 사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일대

‐ (필요성)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특성을 살린 관광객 체험 콘텐츠 발굴, 바다 전망이 가능한 개방형 

휴게 공간 조성 필요

‐ (사업 내용) 재래시장 환경개선(전통시장 낙후 공간 어시장 상업 환경 개선)

◦ 어시장길 특성화(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경상남도 사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삼천포어시장 일원

‐ (필요성) 관광객 및 어시장 상업 종사자에게 쾌적한 상업 활동 공간 조성, 삼천포 어시장 특산품의 가

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전략 필요

‐ (사업 내용) 재래시장 환경개선(용궁수산시장 인접 어시장길 일원 400m 구간 상인들의 판매 공간과 

더불어 시장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상점 활성화를 도모)

◦ 시장지원 거점 조성(콘텐츠 특화 상권 재생)(경상남도 사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일원

‐ (필요성) 수산시장 중심 공간에 공공 공간 조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보행 우선 공간으로 조

성하여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 향상, 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거점으로

서의 시작부 상징성 부여

‐ (사업 내용) 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 공간 조성(시장 중심부 휴식과 이동시설 연결을 지원하는 공간 조

성, 삼천포구항과 케이블카 등 관광거점 간 연계를 위한 티켓 판매 및 안내 기능 수행, 사천 바다케이

블카 ∼ 수산시장 ∼ 인포메이션 거점 구간 셔틀버스 운행)

13) 경상남도 김해(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신문장터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포용과 무계, 상권활성화 사업)(김해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신문장터 일원

‐ (필요성) 과거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다 상권 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5일장으로 축소 운영 중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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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터는 물리적 개선 및 상인 역량 강화, 기능 다변화 추진을 통한 찾고 싶은 시장 조성이 필요

‐ (사업 내용) 장유전통시장 환경개선(H/W, 간판·판매시설 정비, 부처 간 연계), 주차환경개선사업(H/W, 

주차타워 조성, 부처 간 연계), 신문장터 축제 개최(S/W, 야시장·플리마켓 운영), 상인대학 운영(S/W, 

상인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S/W, 시장 기능 다변화, 부처 간 연계)

◦ 원도심 중심가로 테마거리 조성(포용과 무계, 상권활성화 사업)(김해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일원

‐ (필요성) 사업 대상지 내 중심가로(Y형)의 보행환경 및 안전·범죄 취약 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체감 만족도 향상 필요, 주거지역-중심상권-행정복지센터 간 여결기능 강화(개선)을 

통한 민간·경제·행정 축 확보로 유동 및 유입인구 증가에 의한 지역 상권활성화 추진 필요, 사업 대

상지 내 중심가로 및 거점 사업 간 물리·환경적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업 내용) 보행거리 조성(H/W, 가로정비), 보도교 설치(H/W, 포용과 화합의 다리 설치), 청년 창업 

지원 컨설팅(S/W),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 및 안전 캠페인(S/W), 시장-중심지 연계 차없는 거리 페스

티벌(S/W) 

14) 부산광역시 동구(일반 근린재생형)

◦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부산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일원

‐ (필요성) 전통산업 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가 대상지 원도심 쇠퇴로 이어짐에 따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여 원도심 재생 필요

‐ (사업 내용) 자성대 특화거리 조성(상가 밀집지역 정비, 노후 상점 리모델링 지원), 자성대 한복문화관 조성

(자성대 안내소, 한복체험관, 교육장), 자성대 재봉틀 공방 조성(재봉틀 전시장, 교육장, 작업장 조성)

15) 대구광역시 동구(일반 근린재생형)

◦ 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대구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일대

‐ (필요성) 효목2동 주변 대형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거대 상권의 출현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이 필

요, 거리 가판대와 상점 판매대 무단 확장에 따른 가로환경 개선방안과 상인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주행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의 혼잡성 

개선책 필요, 특별한 마을거리를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와 차별된 가로 청년문화환경 조성이 필요

‐ (사업 내용) 효목로 블루문화로드 조성(H/W, 보행로 확장 정비 사업, 효목로 보행로 폭 확장, 창의적 

패턴을 적용한 보도블럭 조성, 패턴 디자인 적용한 횡단보도 설치, 스마트형 가로등 정비 등),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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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및 간판·가판대 정비(H/W, 상가주변 경관 및 환경 개선,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파사드 및 

환경 정비), 소골목 진입로 마을게이트 및 안내사인 설치(H/W, 마을 특성화 메인게이트 2개소, 골목

진입게이트 3개소, 안내사인 10개소 등 설치)

◦ 동구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대구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동구시장 내 

‐ (필요성) 주변 교통순환체계의 미비와 함께 시장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장 접근

성이 어려워 주위 대형마트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시장 이용 불법주차로 비상시 소방안전에 대

한 대처가 크게 요구됨, 주차장 활용으로 지역 특화 랜드마크적 시설 효과를 위한 시장활성화가 필요, 

한국전략 동대구지사의 주차장과 지역민 경제 환경을 위한 상생 노력 필요

‐ (사업 내용) 동구시장 주차 공간 조성(H/W, 동구시장의 배달, 승하차 문제 등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 위

한 공영주차장 설치, 골목경제 활성화와 주변 교통 환경에 따른 차량 주차면수 확보, 지상2층 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조성), 동구시장 파사드 및 문화행사 공간 활용(H/W, 주차장 앞면 활용 시장 파사드 및 

시장상가 주변 간판 정비, 시장 축제 등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고려한 공간 활용 방안 구축)

◦ 동구시장 청년 인큐베이팅 존(대구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동구시장 내 

‐ (필요성) 쇠퇴한 시장과 단합되지 못한 상인회 문제점 개선, 동구시장 2층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혹은 방치하고 있어 시장의 노후화 가속, 젊은 청년의 유입이 부족한 시장에서 다양한 가능성의 활성

화가 요구됨

‐ (사업 내용) 청년 인큐베이팅 존 구성(H/W, 동구시장 2층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전략 활성화(S/W,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

적 지역사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 창업지원자들의 저비용, 저리시크의 효과적 통합 마케팅 지원), 청

년 파란 옥상마켓 애뉴얼 축제(S/W, 청년 파란 옥상마켓 애뉴얼 축제- 랩 블루나이트 개최(야간 장터 

활성화), 청년 창업자 제품 판로 개척 및 전문가 및 주변인 소개를 위한 옥상 파티마켓 개설)

16) 인천광역시 동구(일반 근린재생형)

◦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인천광역시 동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

‐ (필요성) 가로상권에 테마를 부여하여 장소 연결 및 집객 기능 활성화

‐ (사업 내용) 닭알탕거리·물텀벙이거리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인 닭알탕, 아구찜 등 기존 먹자거

리 미관 및 가로환경 개선(닭알탕거리 주변 ‘활터’와 관련된 역사적 이미지 고려), 송림풍물거리를 대

상으로 가로미관 개선 및 볼거리·즐길거리 제공(현대시장, 사계마당, 아뜨렛길 연계), 포장마차거리에

서는 노상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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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주광역시 남구(일반 근린재생형)

◦ 골목상권 살리기(광주광역시 남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로, 정율성로 일원

‐ (필요성)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주말을 이용한 토요장터 및 지역축제공간으로 활용, 

신인 청년 작가 발굴 및 창업 유도

‐ (사업 내용) 가로경관 개선(역사문화길 디자인 설계 반영 조성사업·테마별 문화지도 안내판 제작 및 

이정표 정비·양림오거리∼양림떡볶이 구간 일방로 지정 및 옛길 조성·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곡선형 

도로 설계·시민예술학교에서의 주민과 지역 작가 참여), 골목경제 활성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신규 창

업자에게 업종, 장소, 운영 등 커설팅 지원, 건축주와 창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자 상가 리모델링 10% 

지원), 플리마켓 운영 프로그램(양림오거리에서 진행되는 플리마켓 운영비 지원, 월 2회씩 4년 간 지

원) 버들숲양림 청년창작소(1층 오픈스튜디오·2층 청년작가작업장·3층 작가거주공간 운영(H/W), 양림

버들숲 청년창작소 운영프로그램·시민예술학교(S/W)

◦ 거리책방 조성(광주광역시 남구,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원

‐ (필요성) 천변좌로의 효율이 적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광주천과 이를 활용한 테마중심거리가 필요하

며, 주말을 이용한 플리마켓 및 지역축제공간으로 활용 가능

‐ (사업 내용) 가로경관 개선(가로책방 디자인 설계 반영 조성사업·테마별 문화지도 안내판 제작 및 이

정표 정비·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곡선형 도로 설계·시민예술학교에서의 주민과 지역 작가 참여), 거리

책방(거리책방 랜드마크 조성, 펭귄마을 스토리 콘텐츠화, 도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거리책방의 거

리’를 조성,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사림(사직·양림) 노천 문화의거리 조성(보행자 도로 정비, 테마 중

심거리 조성, 양림 폴리사업(거리전시장, 판매장), 주말을 이용한 지역축제공간으로 ‘걷고 싶은 양림길’ 

조성)

18) 울산광역시 중구(일반 근린재생형)

◦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국토교통부, 2018A)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가구거리 일원

‐ (필요성) 노상주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로가 좁아 보행환경 열악, 가구특화거리라는 장점을 활성화

시키지 못함

‐ (사업 내용)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편의성 증진 및 주차공간 확보, 가구거리 간판 및 입면 정비, 

교통영향 검토 및 주민협의를 통한 사업 시행, 향후 전선지중화(한전) 및 우수관로 재정비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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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쇼룸 운영을 통해 가구거리 상품 판매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등 운영, F-스트리트 마켓 운영을 

통해 학생 현장 활동, 예술 전시 및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증진

◦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사업(국토교통부, 2018A)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가구거리 일원

‐ (필요성) 가구거리를 특색있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출할 필요성 존재

‐ (사업 내용) 가구매장 내 숍인숍 리모델링, 가구매장의 가구를 활용한 숍인숍 운영(청년창웝 지원 및 

임대료 지원), 인테리어 소품숍·커피숍·플라워숍·북숍 등 소규모 점포 임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다

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업 시행

19) 강원도 춘천(일반 근린재생형)

◦ 육림고개 상권활성화(춘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육림고개 일대

‐ (필요성) 명동상권 및 주변상권의 지속적인 경쟁력 상실, 원도심 상권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필요, 육

림고개 청년몰 조성사업과 마을연계 필요, 춘천 도심 전통시장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점 육

성, 고갯길 특성화 등을 통해 방문객 유입 유도

‐ (사업 내용) 육림고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개선, 상점 환경개선 지

원 및 특성화(노후상점 개선 및 특화점포 운영, 특화거리 조성 및 환경 개선), 상권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육림고개 상권컨설팅단 운영,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로 개발, “1스토리-1브랜딩”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 청년창업 활성화(춘천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육림고개 일대

‐ (필요성) 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업 기반 부족, 청년 중심 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활력 생태계 

구축 및 이용자 유입 중대. 청년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플랫폼 조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사업 내용) 청년 창업 지원(소규모 청년창업공간 조성, 청년창업자 모집 및 운영 방안 발굴, 청년 창업 

활성화, 춘천 메이커스 센터 조성, 창업경진대회 운영,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춘천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육림고개시장 일대

‐ (필요성) 대상지 내 낙후된 육림고개시장 일대에 대한 특화시장 육성 필요, 춘천 도심 전통시장의 독

특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점 육성, 고갯길 특성화를 통해 방문객 유입 유도, 육림고개 청년몰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사업 내용) 특화거리 조성(상점 리모델링, 간판개선사업, 파머스마켓 조성, 아케이드 설치 공사, 도로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 60

정비, CCTV 설치, 이벤트·휴식공간 홍보조형물 설치 등), 육림고개 시장거리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

팅 지원(상점가 활성화 및 기반시설 공급 타당성 검증, 시장 컨설팅 및 상인 마케팅 지원, 시장 문화

축제·약사리 문화마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상권활성화 사업(춘천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육림고개시장 일대

‐ (필요성) 대상지 내 낙후된 육림고개시장 일대에 대한 상권활성화 필요, 육림고개시장뿐만 아니라 중

앙시장, 제일시장 등 인접한 상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춘천 원도심 상권의 종합

적인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특화거리 조성(상점 리모델링, 간판개선사업, 파머스마켓 조성, 아케이드 설치 공사, 도로 

정비, CCTV 설치, 이벤트·휴식 공간 홍보조형물 설치 등), 빈점포 활용 사업(청년상인 유치, 모두의 

가게(시범가게) 운영, 공동 마케팅·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상인 교육·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 

원도심 상권 통합 축제 개최, 전통시장·명동상권 등 통합 디자인 및 마케팅 등

20) 충청남도 천안(일반 근린재생형)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천안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일대

‐ (필요성)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통해 인구 유입 유도

‐ (사업 내용) 주차장 조성 사업(주차타워 건립,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주차 문제 해결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천안시, 2018)

‐ (단위사업) 부처협업사업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일대

‐ (필요성) 중앙시장의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능 필요

‐ (사업 내용) 남산 중앙시장 연계 육성 방안(천안역부터 시작하여 남산마을에 이르는 역사문화관광 루

트를 발굴, 청년 야시장 운영, 대표 상품 개발 및 판매, 체험장 조성 등)

21) 전라남도 순천(일반 근린재생형)

◦ 골목상권 특화사업(전라남도 순천시, 2018B)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일원

‐ (필요성) 남교오거리 ∼ 순천여고 저전길의 빈점포 증가 및 상권 쇠퇴·슬럼화, 상업특화가로 조성 및 

창업 지원,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저전골 기술장인 활용을 통한 특색 있는 상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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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공간개선 특화거리 조성, 통학로 생

활골목상권의 특성을 활용한 밝고 재미있는 환타지거리 컨셉, 골목길 환경정비·건축물 입면 개선·야간

경관 도입·보행자 편의 개선·캐노피 등 상권 환경개선 시설물 설치), 저전골 장인가게 육성사업(저전

골 기술장인들의 장인가게 특화 지원(교복사, 사진관, 전파사 등), 스토리텔링 공간 개선, 조형물·간판 

설치 등 지원), 빈점포 활용 창업 지원 사업(빈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조성, 청소년 친화업

종, 장인X청년 콜라보레이션 창업, 주민경제조직 지원), 골목상권 커뮤니티 디자인 및 경관협정 추진

(골목상권 환경개선 커뮤니티 디자인,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참여 지속 관리), 창업지원 교육 및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상인역량강화 교육, 장인대학 운영, 맞춤형 1:1 컨설팅, 상인회 구성 및 행사 추

진 등)

22) 경상북도 상주(일반 근린재생형)

◦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경상북도 상주시, 2018)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일원

‐ (필요성) 왕산공원 ∼ 중앙시장 연결 중심가로는 좁은 도로 폭으로 차량과 보행 혼재, 4차선도로로 인

해 왕산역사공원에서 중앙시장 연결성이 방해받고 있음

‐ (사업 내용) 왕산골목 경관개선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상주읍성을 테마로 한 공공디자인사업 및 비

가림시설 설치, 상주읍성을 테마화하여 간판 정비, 건축물 입면 성곽 재현),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

업(서문사거리∼왕산로와 중앙로 사거리를 대상으로 기존 4차선도로를 광장형 도로로 개선, 대규모 이

벤트와 다양한 교유활동을 위한 다목적 광장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

23) 경상남도 밀양(일반 근린재생형)

◦ 밀양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국토교통부, 2018B)

‐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상설시장1길 일대

‐ (필요성) 상설시장1길은 아케이드가 없는 시장길로 천막 및 어닝이 통일성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

돈되지 않은 간판 및 매대 등이 가로변에 돌출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함

‐ (사업 내용) 바닥 포장 공사(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포장), 가로변 상가 어닝 및 매대 정비

(20개소 대상, 특색 있는 가로변 간판디자인 사업 및 색채를 활용한 정비), 상설시장1길 내 입면 및 

어닝 등을 관리하는 경관 협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동가리 신작로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거리 이

벤트 운영, 시장 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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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특성

◦ ‘19년 7월 기준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일반지역·뉴딜 시범사업 지역의 활성화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전통시

장과 상권, 테마거리 등 상권활성화2) 관련한 사업을 정리 및 분석함

‐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인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중에 전통시장, 상권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계획(변경)을 바탕으로 분석3)하였고, 61개 지역에서 99개 사업이 계획되었음

‐ ‘14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1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 및 변경되었으며, 

수립된 활성화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

‐ ‘16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일반지역은 33개 지역 중 경제기반형 5개 지역4)(서울 노원·도봉,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경기 부천)과 일반 근린재생형 3개 지역5)(경기 수원, 경기 성

남, 전남 광양)을 제외한 25개 지역의 활성화계획의 전통시장 및 상권 관련 단위사업을 정리

‐ ‘18년 6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의 활성화계획6)으로 

일반근린형 13개 지역, 중심시가지형 14개 지역의 활성화계획을 분석하여 전통시장 및 상권 관련 단

위사업이 없는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1개 지역(전북 정읍)와 일반 근린재생형 3개 지역(경기 고양, 

충북 청주, 전북 전주)을 제외한 23개 지역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함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통시장, 상권, 테마거리 등에 대한 사업은 상권이 밀집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마케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을 유입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계획됨

‐ 마중물사업은 71개, 부처협업사업은 22개, 지자체사업은 3개, 마중물사업·지자체사업 1개, 마중물사

업·민간투자사업 1개, 마중물사업·부처협업사업·지자체사업 1개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장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사업이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청년몰사업 등)과의 부처협업사업을 

계획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에 포함된 전통시장과 문화의거리·먹자골목·테마거리 등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음

‐ H/W 사업으로 공간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인 가로 환경 정비, 경관 개선, 골목길 환경 정비, 입간

판 교체, 파사드 설치, 안내판·안내소 설치, 주차장 설립 등의 시장과 골목상권의 환경 개선 사업이 

기반으로 계획된 특화거리, 특화공간 구축 등이 있으며, 46개 지역에서 계획됨

‐ 또한 29개 지역에서 계획된 H/W 단위사업으로 공원·광장·상인 편의시설 구축, 게스트 하우스 운영, 

2) 청년 창업에 관련한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청년몰,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관련 사업만 정리함(창업센터 설립, 청년 문화가로 사업 등 일반 주거지역, 생활지역에서의 
청년 창업 관련 사업은 정리하지 않음

3) 예산 또는 비용과 사업기간의 경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리·분석하지 않음

4) 도시재생 일반지역 경제기반형 중 서울특별시 노원·도봉구, 인천광역시 중·동구, 대전광역시 중·동구, 경기도 부천의 활성화계획은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북구 활성화계획엔느 시장, 상권 관련 단위사업 계획이 없음

5) 도시재생 일반지역 근린재생형(일반) 지역 중 경기도 수원은 활성화계획 안에 시장, 상권 관련 단위사업 계획이 없으며, 전라남도 광양은 활성화계획 보고서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경기도 성남은 활성화계획 보고서를 2019년 7월 기준으로 미수립 상태임

6)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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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를 활용한 앵커시설·거점시설 구성, 공동창고 구축 등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시장 내에 

앵커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음

‐ S/W 사업으로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마케팅·컨설팅·상인대학 운영 등의 상인 교육을 통한 상인 역

량 강화 교육으로 상권 트렌드·경영 노하우, 아이템 발굴, 경영 개선과 경영 현대화, 청년 창업 상담, 

상인 관리기구 운영 등의 상인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인 서비스 개선 

등의 방안이 계획되었고, 35개 지역에서 계획되었음

‐ 또한 31개 지역에서 계획된 S/W 단위사업으로 야시장, 플리마켓, 축제, 체험 행사 등의 상인회를 포

함하여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 안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시장의 개성을 

알릴 수 있는 시장 홍보 활동 사업이 있음

‐ 이렇듯 H/W 사업과 S/W 사업을 중심으로 상권 관련 단위사업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중심으로 활성화지역 안에 있는 특화거리, 전통시장, 상권 등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유형

지역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유형
단위사업 대상지

선도
지역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마중물사업 초량전통시장

충청북도 청주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부처협업사업
안덕벌로(내덕칠거리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활성화 사업 부처협업사업 창신시장

광주광역시 동구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충장동 음식문화의거리 

일원

전라북도 군산 음식명가 발굴사업 마중물사업 영화시장

전라남도 목포 목포특화장터사업 마중물사업 중앙식료시장, 가구거리

경상북도 영주
중앙 역전 경제 활성화사업 마중물사업 중앙시장

후생 역전경제 활성화사업 마중물사업 후생시장

경상남도 창원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불종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 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마중물사업 대명공연 문화거리

강원도 태백 통리 상권활성화 마중물사업 통리장

충청남도 천안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중물사업 공설시장, 명동거리

충청남도 공주 산성시장 공주문화 프리마켓 마중물사업 산성시장

전라남도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동 및 향동 일대

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부처협업사업 봉래동2가·봉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부처협업사업 봉래동2가·봉래시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부처협업사업 봉래동2가·봉래시장

울산광역시 중구
상점연합 아케이드공간 클럽형야시장 조성 마중물사업 젊음의거리 내 포차거리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시장 아케이드

충청북도 충주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부처협업사업 성서동 젊음의거리

[표 2-14]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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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지역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유형
단위사업 대상지

충청북도 제천

중앙로지구 「전통시장 청년·상인 상생」 사업 마중물사업
내토시장 일원, 동문시장, 

(구)중앙극장 폐업점포 

중앙로지구 「상인주도 제천음식 특화가로 조성」 사업 마중물사업
테마가로 일원(문화의거리, 

명소화거리 등)

중앙시장 현대화사업·동문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 부처협업사업 중앙시장, 동문시장

전라북도 전주 남부 문화창의센터 마중물사업 남부시장

경상북도 김천

전통시장 매력공간화 사업 마중물사업 평화시장

원도심 접근성 개선 및 보행친화 쇼핑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중앙초교∼국민은행 구간, 
김천역 내 부지, 평화시장 

주차장 부지

경상북도 안동

태사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중물사업
태사길, 태사2길, 서동문로, 
웅부공원, 문화공원 일원

음식·문화의거리 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문화의거리, 음식의 거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부처협업사업 서부 구시장

경상남도 김해 월드 누들 빌리지 조성 마중물사업 김해전통시장 내 칼국수 밀집촌

제주도 제주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야시장 마중물사업 칠성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처협업사업 동문시장 등 원도심

동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처협업사업 동문시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시장 활성화 마중물사업 신흥시장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부처협업사업 신흥시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 마중물사업 우마길 일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창작 플랫폼 마중물사업 보수동3가

부산광역시 서구 근린상권 활력사업
마중물사업, 
민간투자사업

아미·초장동 3개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덕시장 24·365 사업 마중물사업 사덕시장

오감톡톡거리 조성사업 마중물사업 강서구청∼강서고교

대구광역시 서구 원고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부처협업사업 원고개시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부처협업사업 강화 중앙시장

강화 심도길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지자체사업
강화읍 

성일약국∼뉴욕뉴욕

중앙시장~새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자체사업 중앙시장∼새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숙성홍어1번가 먹자골목 조성 마중물사업 양동시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 상가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송정역시장, 쇼핑의거리

울산광역시 동구
글로벌 문화 특화상권 조성사업 마중물사업 내진길, 중진길

특화상권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 마중물사업 내진길, 중진길

울산광역시 북구
통(通)쾌(快)한 시장 조성 마중물사업 신전시장

상점가 활성화 마중물사업 신전시장, 양정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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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지역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유형
단위사업 대상지

경기도 부천
특화시장 만글기 사업 마중물사업 소사종합시장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부처협업사업 소사종합시장

강원도 춘천 번개시장 문화장터 만들기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번개시장

충청남도 아산 모산로 중심상권활성화 마중물사업 모산로 중심상권

전라북도 남원 놀다街 마중물사업
구역사∼하늘중학교∼고샘

골목∼공설시장

전라남도 나주
상권활성화 마중물사업 나주로 중심상가

읍성음식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부처협업사업 성북동 상가 일원

뉴딜 
시범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가는 길 조성 사업 마중물사업
구포역 ∼ 구포만세길 ∼ 

구포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먹거리타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신탄진동 일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전통시장 상품고도화 및 선진화 지원 마중물사업 원리 일대

지역상권활성화 인프라 조성 마중물사업 원리 일대

경기도 수원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역전시장, 매산시장

강원도 강릉 원도심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중앙시장

충청북도 청주

청춘특화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중앙로 일원

청년특화시장 조성 마중물사업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부처협업사업 북부시장

전라북도 군산

청년상인 육성사업 마중물사업 신영시장

전통시장 환갱개선사업 마중물사업 신영시장

공동시설구축 마중물사업 신영시장

전라북도 익산

역사가문화로 시장길 조성 마중물사업 중앙로3길

교복문화거리조성 마중물사업 중앙로

글로벌푸드거리 마중물사업 중앙로

꿈꾸는 시장 청년몰 조성 마중물사업 전통시장 2층

전라남도 순천 아랫장 야시장 운영 지자체사업 아랫장

경상북도 영천 영천시장 업그레이드 사업 마중물사업 영천시장

경상남도 사천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개방공간 조성 마중물사업 삼천포 전통시장

어시장길 특성화 마중물사업 삼천포 어시장

시장지원 거점 조성 마중물사업 동동 일대

경상남도 김해
신문장터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신문장터

원도심 중심가로 테마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무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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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지역 단위사업명
단위사업 

유형
단위사업 대상지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 상권 살리기 사업 마중물사업 자성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마중물사업 효목로

동구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마중물사업 동구시장

동구시장 청년 인큐베이팅 존 마중물사업 동구시장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 마중물사업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살리기 마중물사업 양림로, 정율성로

거리책방 조성 마중물사업 양림동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마중물사업 학성동 가구거리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사업 마중물사업 학성동 가구거리

강원도 춘천

육림고개 상권활성화 마중물사업 육림고개

청년창업 활성화 마중물사업 육림고개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부처협업사업 육림고개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부처협업사업 육림고개시장

충청남도 천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시장

전라남도 순천 골목상권 특화사업 마중물사업 저전길

경상북도 상주 중심상가 거리환경개선사업 마중물사업 남성동

경상남도 밀양 밀양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마중물사업 상설시장1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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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서의 풍납동 현황

1 ∙ 풍납동 토성 현황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의미로 ‘송파(松坡)’라고 불리었으며, 풍납·방이·문정·송파 

일대와 잠실·신천 일대로 이루어졌음

‐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에 속해 있었으며, 1963년 성동구에 편

입되었으며, 천호출장소(풍납동, 송파동, 삼전동, 가락동, 이동, 방이동, 오금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

동, 마천동 등), 영동출장소(잠실동, 신천동)가 관리하였음

‐ 1975년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폐지되었으며,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천호출장소가 편입되었음

‐ 1979년 강동구로 천호출장소, 영동출장소가 분리 신설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분리·신설되었음

‐ 송파지역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부터 21대 개로왕까지 약 493년 간 백제의 수도였으며, 풍납동 토성

과 몽촌토성에 유적이 남아있음

◦ 풍납동 동명은 마을에 바람드리성, 즉 풍납리 토성이 있으므로 '바람드리', 한자음으로 '풍납리(風納里)'에서 

유래7)되었음

‐ 풍납동 토성은 사성(蛇城)이라고도 하는데, 사(蛇)는 '배암'으로서 '바람'과 음이 유사하고, 또 '드리'는 

납(納)의 뜻이 아니라 평야의 뜻인 '들'로서 고대에는 취락의 성읍(城邑)을 뜻하였음

‐ ‘바람드리’는 사성(蛇城)을 말하는 '배암드르' 혹은 '배암드리'의 와전이며, 백제시대에는 한자로 사성

(蛇城)이라 썼지만 구두(口頭)로 방음을 사용한 것이 '바람드리'로 되어 풍납으로 표기되었음

‐ 조선시대 이후에는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에 속하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경기도 내 각 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할 때, 지역명이었던 ‘웃바람드리ㆍ아랫바람드리’ 등 자연부락을 병합하여 풍납리라

고 칭하게 되었음

‐ 1986년 강동구 풍납1,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에 속하게 되었음

7) http://pungnap1.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BC2701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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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송파구 위치 

◦ 풍납동 토성은 풍납1,2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백제 유적지들이 인접해있음

‐ 풍납동 토성은 행정구역 상 풍납1동과 2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강동구 성내2동과 천호2

동, 송파구 잠실4동에 인접해 있음

‐ 토성 북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이 있으며, 4km 이내에는 백제 방이동 고분군과 석촌동 고분군이 있음

‐ 주변 교통으로는 5·8호선 천호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올림픽로, 서쪽으로는 올

림픽대로, 남쪽은 강동대로, 북쪽으로는 천호대로로 이어져 있음

‐ 풍납1,2동 안에는 풍납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 영파여중·고교 등과 같은 

학교가 있으며,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가 풍납동 토성 내부에 소재하며, 인근에 아산병원이 있음

◦ 풍납동의 인구는 송파구 안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층 분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계

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14년 송파구의 인구는 664,738명이었으며, 풍납1,2동의 인구는 45,931명으로 송파구 인구의 6.9%

를 차지하였음

‐ ‘18년 송파구의 인구 666,635명 중에 풍납동의 인구는 40,379명으로 6.1%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18년을 기준으로 풍납1동의 인구는 15,440명이며, 풍납2동의 인구는 24,939명으로 풍납2동의 인구

가 풍납1동의 인구보다 약 9,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송파구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풍납동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송파구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납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적지 보상 문제가 

존재하면서 송파구 내에서의 풍납동이 거주 환경으로 매력적이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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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송파구 664,738 660,302 657,831 664,496 666,635

 풍납동 45,931 44,785 42,677 41,271 40,379

송파구 내 풍납동 비중(%) 6.9% 6.8% 6.5% 6.2% 6.1%

풍납1동 18,055 17,722 17,031 16,079 15,440

풍납2동 27,876 27,063 25,646 25,192 24,93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2-15] ‘14년∼‘18년 송파구와 풍납동의 인구 변화
(단위 : 명)

[그림 2-5] ‘14년∼‘18년 송파구와 풍납동의 인구 추이

‐ 풍납동의 인구 구성은 ‘18년에 0∼19세 6,250명(15.5%), 20∼39세 12,428명(30.8%), 40∼59세 

12,771명(31.6%), 60∼79세 7,917명(19.6%), 80세 이상은 1,013명(2.5%)임

‐ ‘18년 20∼59세의 인구는 서울시는 6,135,888명(62.8%), 송파구는 422,822명(63.4%), 풍납동 

25,199명(62.4%)으로 풍납동의 20∼59세 인구는 서울시 비중과 비슷함

‐ ‘14년 0∼19세 8,460명(18.4%), 20∼39세 14,969명(32.6%), 40∼59세 14,860명(32.4%), 60∼79

세 6,840명(14.9%), 80세 이상은 802명(1.7%)으로 14년 대비 18년에는 0∼59세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함

‐ 풍납동의 노동 가능한 생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풍납동 사적지 보상 문제, 풍납동의 낙후된 환경 등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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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은 위치한 건축물 대부분이 단독주택인 주거 지역이며,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24.91%를 차지하

고 있는 지역임(송파구청, 2019)

‐ 풍납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25.8%), 제2종 일반주거지역(67.5%), 제3종 일반주거지역(4.4%), 한강

변 자연녹지지역(2.3%)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지구 미관지주 중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올림픽로, 

강동대로, 토성로 일부가 해당되고 있음

‐ ‘17년 기준 풍납동 내 건축물은 2,165동으로 단독주택 1538동(71.1%), 다세대 246동(11.4%), 주상

복합건물 126동(5.8%), 상가건물 117동(8.2%) 아파트 22개 단지(1.0%), 기타 건물 56개동(2.5%, 학

교·공공청사·노인정 등)이 있음

서울특별시 비중(%) 송파구 비중(%) 풍납동 비중(%)

2014

계 10,103,233 100% 664,738 100% 45,931 100%

0-19세 1,838,505 18.2% 132,594 19.9% 8,460 18.4%

20-39세 3,171,617 31.4% 211,387 31.8% 14,969 32.6%

40-59세 3,333,629 33.0% 220,665 33.2% 14,860 32.4%

60-79세 1,549,068 15.3% 88,822 13.4% 6,840 14.9%

80세 이상 210,414 2.1% 11,270 1.7% 802 1.7%

2018

계 9,765,623 100% 666,635 100% 40,379 100%

0-19세 1,545,489 15.8% 117,093 17.6% 6,250 15.5%

20-39세 2,998,560 30.7% 209,280 31.4% 12,428 30.8%

40-59세 3,137,328 32.1% 213,542 32.0% 12,771 31.6%

60-79세 1,803,240 18.5% 111,870 16.8% 7,917 19.6%

80세 이상 281,006 2.9% 14,850 2.2% 1,013 2.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2-16] ‘14년과 ’18년 사이의 연령 변화
(단위 : 명)

2014 2018

[그림 2-6] 풍납동 인구의 ‘14년과 ’18년 연령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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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성 내부에는 단독주택 1,265동(76.0%), 다세대 175동(10.5%), 주상복합건물 74동(4.4%), 상가건물 

111동(6.7%), 아파트 15개 단지(0.9%), 기타 건물 24동(1.5%) 등으로 총 건축물이 1,664동이 존재함

‐ 토성 내부 1,664동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보면 20년 미만 건축물이 226동(13.48%), 20년 이상 건축

물이 1,024동(61.61%).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254동(15.28%), 40년 이상인 건축물이 160동(9.63%)

로 조사됨

2)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 발굴 과정

◦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 풍납동 토성은 백제 초기에 건설되어 웅진으로 도입이 옮겨질 때까지 500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초기의 성곽임(김철주, 2018)

‐ 풍납동 토성은 한강 연안의 평지에 축성된 타원형에 가까운 성으로 남·북·동(일부 제외)벽 2km가 존

재하며, 유실된 동·서성벽을 포함하면 총 둘레가 3.7km였지만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었음(송파구청, 2019)

‐ 풍납동 토성은 한강변에 위치한 배 모양의 형태를 띤 토축 성곽으로, 백제시대의 생활면 2개 층과 풍

납리식무문토기·조질유문토기·김해식토기·신라식토기·풍납리흑도 등의 토기와 도제 그물추·물레가락바

퀴·개와·철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건국 초기 시대의 토성으로 확인됨

‐ 1997년 풍납동 토성 성벽 실측조사를 실시하던 선문대학교에 의해 풍납동 231-3번지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백제 토기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음

‐ 1999년 풍납동 토성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들이 다수 출토됨에 따라, 서울 풍납동 토성의 복원사업

계획에 의거, 학술 및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를 획득, 활용 목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동쪽 성벽

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함

‐ 2000년 5월 국무회의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에 대한 보존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보존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토성 내부 전체 45.5%에 해당하는 1,366필지 389,809m²가 사적으로 지정

되었고 사적 지정의 64.6%가 매입되었으며 총 6,873억원이 투입되었음(송파구청, 2019)

‐ 풍납동 토성의 규모를 가늠해보면, 성벽의 폭이 약 40m, 높이 9m가 넘는 규모로 추정되며, 조사구간

이 협소하여 내외부로 확장하여 조사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하부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커질 것이라

고 예상됨

‐ 출토유물은 고식(古式)의 깊은바리모양토기를 비롯하여, 판축도 내부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 회(흑)색 무문양토기, 토루 상단부와 퇴적토와의 경계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동이편 등이 있음

‐ 토루의 축조방식은 판축법에 준하는 원시적인 기법으로 흙을 쌓아올렸고, 쌓아올린 각 토루들이 중심 

토루 쪽으로 일정 경사를 유지하며 비스듬히 쌓았는데, 이는 중국의 신석기시대 이후의 토루 축조방

식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삼국시대의 발달된 산성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되었음

◦ 풍납동 토성은 백제 이전부터 고대인의 생활근거지였으며, 고대의 발달된 토축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초기 백제

시대의 생활상을 밝혀줄만한 중요한 유구들과 토기, 기와, 철기 등의 방대한 양의 유물이 출토됨(김철주, 2018)

‐ 199년 풍납동 231-3번지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백제토기 등 유물다수가 출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사하였으며, 그 결과 서기 전후의 경질문무토기가 주로 출토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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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환호유구와 평면 형태 6각형에 20평 내외의 초기 백제시대 집자리 19기, 토기가마 1기, 기타 

토기산포유구 4기, 수혈유구 40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줄만한 중요한 유구들과 토기, 기와, 철기 

등의 초기 백제시대 유물들이 방대하게 출토됨

‐ 1999년∼2000년에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토성 안쪽 경당연립아파트 재건축부지 출토 목탄 3

점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풍납동 토성이 서기 전후에 축조에 들어가 늦어도 서기 

200년쯤에 완성되고, 웅진 천도 이전까지 국가적 중요 시설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송파구청(2019), 서울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p.55

[그림 2-7] 풍납동 토성 발굴 조사 현황도 

◦ 풍납동 토성은 올림픽대로, 한강제방 설치에 따른 서성벽의 파편화 및 외형 왜곡, 불법도로 및 지역 간선도로 

조성 등으로 훼손된 성벽구간 방치, 한강과의 단절,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이난경, 2018)

‐ 1968년∼1992년 풍납동 토성은 한강개발 3개년계획에 따라, 풍납동 서남벽 일대에서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을 막아 신천으로 흐르는 물막이 공사가 시행되면서 풍납동 토성과 면하여 흐르던 한강의 유로

가 변화하였고, 성내천도 직강화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공하천으로 변하는 등 풍납동 토성 주변 하천의 

자연성이 훼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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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종합개발이 시행되면서 강변에 한강시민공원이 조성되었고, 1971년 가로재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간선도로 및 내부도로가 신설되었으며, 풍성로는 현상변경 허가조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성벽을 절단하여 개설되었음

‐ 풍납동 토성은 계획된 모든 간선도로가 정비되자 광폭도로에 둘러 쌓였으며, 도시고속도로인 올림픽대

로가 조성됨에 따라 풍납동 토성과 한강이 완전히 분리되었음

‐ 1993년 풍납동 토성은 성벽을 중심으로 미복원 구간의 불법 건축물을 정비했으며, 성벽을 보수하였

고, 한강변의 서벽 추정지를 제외한 풍납동 토성의 대부분 공간이 정비되었음

‐ 풍납동 토성 보존 및 관리, 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나 왕궁추정지 등 풍납동 토성 내부 지

역에 대한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풍납동 토성 성벽에 대한 정비 방안도 현상 유지 또는 현

재의 도시 형태에 근거한 서벽잔존 구간, 동벽해제 구간, 해자 구간에 대한 매입 및 정비 방안에 머물

러 있음

3) 풍납동 토성 관련 문화재 보존 정책 현황

◦ 풍납동 토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세 번의 변화가 존재(김철주, 2018)

‐ 2002년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풍납리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수립

◦ 2002년 문화재청은 1997년과 1999년에 진행된 풍납동 토성의 발굴과 결과에 따른 조치로 발굴된 곳을 추

가 지정하고 향후 풍납동 토성의 내·외부를 보존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김철주, 2018)

‐ 매장문화재 측면에서의 면적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 방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권역 구분 및 권역

별 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화시킴(이난경, 2018)

‐ (기본원칙) ① 풍납동 토성 내·외부 지역 전체를 매입·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성벽 구

간과 내부·외부 해자 추정지역을 사안별(단계적)로 보존·정비함

‐ (기본원칙) ② 풍납동 토성 지역 보존정비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

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성벽구간) 현재 사적지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성벽 조사·정비, 추정 성벽 잔존지역 매입·정비

‐ (내부지역) 사적 지정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사적공원화, 외환은행 연수원 건물은 한성역사전시관 등으

로 활용 등을 통해 역사교육 관광자원화하고자 함

‐ (해자 추정지역) 학술조사를 통해 보존가능 범위 설정 및 매입·정비

◦ 2009년에는 풍납동 토성 전 구역에 걸쳐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으며, Ⅰ∼Ⅵ 권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이며 

별도의 보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김철주, 2018)

‐ 2002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발굴조사 후, 내외를 막론하고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답보 상태였음

‐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정하였으며, 1,2권역은 확실히 보존하는 구역으로, 3∼6권역은 소규

모 건축이나 중규모 이상은 발굴을 거처 개별로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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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송파구청(2019), 서울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p.75

[그림 2-8]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역

◦ 2015년에는 2009년의 기본계획 변경으로서 풍납동 토성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보상

(예산)에 집중하여 방향을 수정함(김철주, 2018)

‐ 2009년에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 성곽 내부에 대해서는 매매 의사에 따라 문화재청이 지정하여 매입

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였으며, 핵심구역만의 매입에 기존의 예산 투입으

로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예산규모도 8,000억∼2조원이 드는 등, 현실적인 정비방향에 제안되지 않고

는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상생을 이룰 수가 없음

‐ 기본방향의 전환으로 핵심구역인 2,3권역의 매입에서 2권역만 적극 매입하고, 3권역에 대해서는 발굴 

후 복토 보존 후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규모가 15m 5층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것으로 7층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함

◦ 풍납동 토성의 복원 및 정비 정책은 매년 예산 규모에 맞춰 사적 지정과 보상, 보상 건물 철거 등 정비, 발굴 

및 복원·정비로 진행되고 있음(송파구청, 2019)

·Ⅰ권역 : 현재 사적으로 지정·매입된 성벽·해자지역 및 내부지역, 국공유지(경당지구, 미래마을지구, 영어체험마을지구, 소규모주택지구 
일부)

· Ⅱ권역 : 향후 사적으로 지정·매입해야 할 지역(삼표레미콘부지 등 서성벽 유존지역, 동성벽 사적 해제구간)
· Ⅲ권역 : 내부지역 중 Ⅰ·Ⅱ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지역
· Ⅳ권역 : 내부지역 중 백제문화층이 파괴된 지역(고층 아파트 건축 지역)
· Ⅴ권역 : 풍납리 토성 인접지역(백제우물지 등 한성백제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역, 현 성벽 보호구역으로부터 외곽 100m 이내 지역)
· Ⅵ권역 : 성 외부지역으로 한성백제시대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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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한 서울시는 2015년 12월 조기보상과 핵심지역에 대한 우선 보상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은 조기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시행을 요구하

며 보상 기피가 증가하였음

‐ 사적으로 지정된 보상 후보지 대상은 신청 순서를 준용하되, 고령·질병자·노후주택 우선보상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에서 보상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2km의 성벽과 

2개의 역사공원, 보상 완료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상 관리를 하고 있음

‐ 보상이 완료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철거 전까지 경비 인력 등이 순찰 및 관리한 다음, 건물 철거는 연간단가,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을 

병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처리한 다음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함

‐ 철거 후에 발굴조사 전까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주차

장, 소공원, 운동 공간,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건축 부지 등 대규모 보상은 경당부지, 미래마을, 외환은행 합숙소, 삼표사옥부지로 발굴 조사 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보상이 완료되었음

◦ 풍납동 토성에서 약 1천여기가 넘는 유구와 수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초기 백제시대 생활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음(송파구청, 2019)

‐ ‘17년 기준으로 관리 중인 문화재 관련 시설은 총 20여종 475개임

‐ 미래마을 부지 발굴조사에서는 길이 41m 남북도로와 22m 동서도로가 발견, 또한 남북 잔존길이 

21m, 동서 너비 16.4m, 내부 잔존 면적 344.4m²(약 105평)의 초대형 수혈건물지와 백제시대 최초

의 지상식 건물지(초석 건물지, 지상식 건물지)를 발견함

‐ 경당지구에서 발견된 유구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주로 청자, 시유도기 

및 청동제 장식품 등이 있음

‐ 또한 경당지구에서는 여(呂)자형 신전으로 추정되는 유규가 확인되었으며, 독특한 양식의 건물지로 유

구의 발견으로 그 주변에 왕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

‐ 풍납동 토성에는 많은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었으며, 삼국 중 유잉ㄹ하게 출입구가 평면상에 돌출된 형

태로 축조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백제인들이 사용하던 밥그릇, 솥, 시루 등의 다양한 유물이 함께 발

견되었고, 2기의 목재 우물이 발견되었으며, 우물에서도 각종 토기가 출토됨

‐ 풍납동 326-4호 일대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하여 동성벽 해자를 발견하였고, 성벽 말단부

(기저부)의 규모는 최소 54m에 이르며, 말단부에 방어용 시설인 3개의 황(마른 못)이 확인되었으며, 

황으로부터 반대편 백제 문화층까지 약 22m의 거리가 있음을 파악함

4)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현황

◦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특화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

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송파구는 2014년, 2016년에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였고,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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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0년부터 5년 간 마중물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송파구 풍납1,2동 일대의 258,372m² 지역을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수도 풍

납」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됨

‐ Ⅲ권역을 중심으로 풍납동 토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재 가치와 복

원에 따라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역사관광자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풍납동 토성과 관련한 문화재 보존 정책이 변화하였기 때문임

‐ Ⅱ권역의 토성과 왕궁터 등은 연차적으로 집중 보상 및 발굴을 진행하지만, Ⅲ권역은 건축기준을 완화

하고, 보상을 중단하여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전환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자고 함

‐ ‘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선정되었고, 도시재

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 축제 등의 주민참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그림 2-9]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로서의 풍납동 일대 

◦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확대하여 역사문화특화지역으로 구축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백제 역사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동남권 관광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

시키고자 함

‐ 서울시의 동남권 도시재생의 기본 구상은 국제업무·관광·쇼핑과 문화가 융복합된 글로벌 도시 조성과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이며, ① 대도시권 중심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 쇼핑 및 여가·관광의 

중심으로 지속 활성화, ③ 안정된 주거문화 형성, 소형 도심 주거 공간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 핵심과제 중 “쇼핑 및 여가·관광의 중심으로 지속 활성화” 과제의 역사자원 및 주변 지역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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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의 비전과 맞음

‐ 송파, 강동 일대에 남아있는 암사선사주거지,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백제고분군 등의 역사문

화유적을 보전하고, 한강변 일대의 역사유적 및 한강공원, 잠실역 일대 상업문화시설, 올림픽공원 등 

관광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자 함

자료: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림 2-10] 서울시 동남권 도시재생 기본 구상 

◦ 풍납1,2동의 도시쇠퇴지수는 인구사회와 물리환경 부분에서 쇠퇴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개 이

상의 부문에서 쇠퇴지수가 부합되면 도시재생을 추진할 근거가 됨

‐ 풍납1동의 과거 대비 인구 변화는 –36.90%이며,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는 –3.54%, 노후 건축물 비율

은 89.98% 이며, 풍납2동의 과거 대비 인구 변화는 –18.79%이며,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는 10.67%, 

노후 건축물 비율은 74.69%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쇠퇴지수에 부합하는 것은 인구사회와 물리환경 부문으로 풍납동의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

가를 도시 쇠퇴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

지표 풍납1동 풍납2동

인구사회 부문 O O

산업경제 부문 X X

물리환경 부문 O O

부합 부문(개수) 2 2

2개 부문 이상 부합 여부 O O

과거 대비 인구 변화(%) -36.90 -18.79

[표 2-17] 풍납동 도시쇠퇴현황(‘18.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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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지표명 지표 설명 기준 요건

인구사회 부문 과거 대비 인구변화(%)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20%이상 감소지역(-100 ~  

-20)

인구사회 부문 최근 인구 변화(년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3년이상 연속감소(3 ~ 5)

산업경제 부문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
5%이상 감소지역(-100 ~ -5)

산업경제 부문 최근 사업체 변화(년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3년이상 연속감소(3 ~ 5)

물리환경 부문 노후건축물 비율(%)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50%이상(50 ~ 100)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4728)

[표 2-18] 도시쇠퇴현황 지표 

지표 풍납1동 풍납2동

인구총조사 인구수(‘15.12월 기준, 명)

1985년 23,719 22,838

1990년 26,885 27,549

1995년 26,025 30,331

2000년 23,911 32,969

2005년 21,099 29,687

2010년 18,737 27,991

2015년 16,964 26,774

최근 인구 변화(연속 감소년수) 5.00 5.00

주민등록인구 통계 인구수(‘18.12월 기준, 명)

2013년 18,547 28,169

2014년 18,055 27,876

2015년 17,722 27,063

2016년 17,031 25,646

2017년 16,079 25,192

2018년 15,440 24,939

과거 대비 사업체 변화(%) -3.54 10.67

전국사업체조사 총사업체수(‘17.12월 기준, 개)

2007년 3,462 2,737

2008년 3,220 2,517

2009년 3,164 2,661

2010년 3,197 2,815

2011년 3,523 2,958

2012년 3,646 3,150

2013년 3,761 3,166

2014년 4,451 3,423

2015년 4,572 3,541

2016년 4,473 3,434

2017년 4,410 3,919

최근 사업체 변화(연속 감소년수) 2.00 1.00

전국사업체조사  총사업체수(‘17.12월 기준, 개)

2012년 3,646 3,150

2013년 3,761 3,166

2014년 4,451 3,423

2015년 4,572 3,541

2016년 4,473 3,434

2017년 4,410 3,919

‘18 노후건축물 비율(%) 89.98 74.69

건축물대장(건축행정시스템) 기준(‘18.12월 기준, 개)
총 건축물 수 1,208 956

노후건축물 수 1,087 714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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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풍납시장 현황

1) 풍납시장 개요

◦ 풍납시장은 송파구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가 큰 시장에 속함

‐ 송파구는 마천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 방이시장, 마천중앙

시장 등 7개의 전통시장이 존재

‐ 마천시장이 등록시장,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가 상점가로 구분되며, 그 외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풍납

전통시장, 방이시장, 마천중앙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 송파구의 전통시장은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가 광역상권시장이며, 다른 6개 전통시장은 근린상권시장 

형태로, 점포수가 높지 않음

‐ 풍납시장은 1960년에 개설되었으며, 중형시장으로, 광역상권시장인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를 제외하고 

근린상권시장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송파구의 전통시장임

시장명 시장 구분 형태 위치 개설연도 상권크기 도시계획지역

마천시장 등록시장 건물형 마천로45길23(마천동140-2) 1968 근린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석촌시장 인정시장 골목형 송파대로37길52(석촌동274-8) 1970 근린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새마을시장 인정시장 골목형 백제고분로15길42(잠실동 207-4) 1970 근린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풍납시장 인정시장 골목형 바람드리길34(풍납동 142-1) 1960 근린상권시장
기타(문화재
보호지역)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상점가 상점가 동남로4길10(문정동41-5) 1993 광역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방이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백제고분로48길(방이동 137-8일대) 1980 근린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마천중앙시장 인정시장 골목형 마천로51가길23(마천동146-7) 1968 근린상권시장 일반주거지역

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전통시장 소개(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66052)(2017.01.11. 기준)

[표 2-19] 송파구 전통시장 현황(2017년 기준) 

시장명
건물형

(연면적, ㎡)
점포 수

(빈점포 제외, 개)
빈점포 수(개) 노점 수(개)  점포+노점(개) 종사자 수(명) 

마천시장 3,871 63 2 0 63 125 

석촌시장 17,833 60  16  0  60 62  

새마을시장 19,961 107  0  9  116 316  

풍납시장 23,670 160  8  1  161 340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45,850 309  43  0  309 1,174  

방이시장 35,625 128  6  6  134 298  

마천중앙시장 14,757 132  3  17  149  329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9)

[표 2-20] 송파구 전통시장의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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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은 ‘도깨비시장8)’으로 불리는 전통시장으로 풍납동 토성 내부의 풍납1동의 골목시장임

‐ 풍납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4 일원에 구축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농산물(10개), 수

산물(5개) 정육(8개), 잡화(30개), 식료품(84개), 기타(23개) 등 약 160여개의 점포9)가 등록되어 있음

‐ 2011년 10월 14일에 시장 등록을 하였으며, 골목형 인정시장이자(상인의 조합, 번영회 등) 공동개설

시장으로 근린생활형 시장(동 또는 지역사회 중심 단위)이자 종합시장임

‐ 풍납동 토성이 1963년 경기도 광주군 풍납리 토성이란 이름으로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후, 사적지 

주변의 넓은 농지에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유통하면서 토성 인근에 시장이 형성되

었으며 토성 주변 골목으로 시장이 활성화됨

‐ 풍납리 지역에 거주하던 농민들이 천막 및 벽돌로 집을 지어 단일마을을 형성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

하였고,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노점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구축되기 시작함

[그림 2-11] 풍납시장 전경(2019.08.30.)

◦ 풍납시장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Ⅱ권역과 Ⅲ권역이 혼재되어 있고 주변 사적 보상에 따

8) 과일 및 야채 가격이 오전 오후 가격차가 크다는 설(http://www.송파구소상공인회.com/xe/?mid=s2p2&document_srl=329), 1960년대 초부터 좌판을 벌리고 
옷이나 먹거리를 파는 보따리 상인들이 낮에 잠깐 모였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파장하는 ‘반짝시장’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유래한 설(오덕만, 2018)

9) 송파구 내부자료(2019.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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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구 감소로 인해 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송파구청, 2019)

‐ 1976~1978년 토성을 정비하면서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였고 풍납1동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70∼80년대의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적지 보상 이

후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쇠퇴하고 있음

‐ 복원 지역인 Ⅱ권역 시장 부분은 총 16필지이며, 이 중 14필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보상이 진행되

거나 진행 중인 필지가 4필지임

‐ 존치 지역인 Ⅲ권역도 7필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이 중 1필지 보상이 완료되어 있음

‐ 시장 입구 보상 토지를 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 라인을 보상 대상에서 제

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Ⅱ권역의 보상이 완료되어 모두 철거되면 주민의 감소와 함께 시장 상권 감소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됨

[그림 2-12] 풍납시장 복원과 존치 지역 

2) 풍납시장 관련 정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설현대화 사업) ‘09 노후 불량어닝 천막 정비, ‘10 여성화장실 개선, ‘12 고객 쉼터 및 상인회 사

무실 조성, ‘13 시장홍보용 상징조형물 설치·15면 고객주차장 조성·공동배송센터 설치·간판 정비, 

‘14 비상 소화전 호스릴 교체, ‘15 LED 전등, 매대, 어닝 정비 등 시설환경개선, ’16 소화전 맨홀·보

이는 소화기 설치, ‘17 고객 쉼터 및 체력단련장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 ‘18 시장 주차장 보조금 지

원·시장 내 바닥 포장 등 시설환경개선·방송시설 교체

‐ (경영현대화 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상인의식 개선 종합 교육·점포대학 등 상인 조직 역량 강화와 상

인대학 운영, 설·추석 이벤트·전통시장 가는 날 등 명절 이벤트 진행, 김장나눔 행사·바람드리골 한마

음축제 등 전통시장 이벤트 및 상점가 지원 사업, 요리교실, 공동마케팅, 장보기 배송 서비스 등 상인 

역량 및 시장 관련 행사 추진

◦ 서울시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든든마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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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 토성의 복원·정비사업으로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 마을의 공·폐가가 증가하였고, 시장이 문을 

닫은 야간의 생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9년 송파구는 ’서울시 2018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확보된 예산과 구비 예산을 투입

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목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든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든든’, ‘마음든든’ 등까지 총 3가지 

요소를 고려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추구

‐ (내용) 폐쇄회로(CCTV) 폴대가 잘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도포, 담장 정비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

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설계·적용

‐ (내용) 행복(센서)등,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낮에 충전하고 밤에 빛을 내는 바닥조명 장치인 쏠라이

트 표지 설치, LED경관조명에 필름을 입혀 바닥에 문구를 표출하는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보

행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 (내용)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지킴이선 도색, 보이는 공동소화기 설치를 통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

성과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쓰레기 배출 안내판 등 설치

‐ (내용) S/W 프로그램으로는 ‘내집·가게 앞 클린캠페인’, 어린이집 대상의 ‘어린이 범죄예방 안전교육’

을 실시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임

◦ 풍납동 토성과 풍납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한 축제를 매해 개최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소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문화콘텐츠

로 활용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임

‐ 송파구는 사적 제11호인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2014년도부터 생생문화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풍납동 토성의 생생문화재 사업은 백제 한성기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지역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임

‐ 2014년도부터 매년 6,9,10월 풍납동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송파구와 풍납시장 상인회 간의 상생협약을 진행함

‐ 풍납토성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송파구와 풍납시장 

상인회는 2019.10.31.에 상생협약을 체결함

‐ 한성백제시대 ‘체류형 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풍납시장 백제전통시장거리 조성), ‘주민주도 지역자생’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상생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

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이며, 송파구와 풍납시장 상인회 간의 상

생협약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상권의 회복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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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1 ∙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개요

1)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실시

◦ 풍납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풍납시장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인들의 풍납시장에 인식을 분석함

‐ 160개의 점포(종사자 340명)10) 중에 풍납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29명 응답(남성 20명·여성 4명·무응

답 5명), 연령대는 40∼49세가 가장 응답함(40∼49세 10명·50∼59세 8명·60∼69세 8명·70세 이상 

2명·무응답 1명)

‐ 풍납시장의 69.0% 정도가 남성 상인들이며, 연령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9세의 나이대가 

62.1%(40∼49세 34.5%, 50∼59세 27.6%)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상인들의 거주지는 풍납1동이 가장 많은 86.2%를 차지하였으며(풍납1동 25명·풍납2동 3명·성내1동 

1명), 점포 소유 여부는 임대가 86.2%(25명)으로 가장 많았음(자가 소유 1명, 무응답 3명)

‐ 이를 통해, 풍납시장의 상인들은 시장이 위치한 풍납1동에 거주하지만 건물을 본인이 소유하여 가게

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풍납시장 상인 성별> <풍납시장 상인 연령대>

[그림 3-1]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상인의 성별과 연령대

10) 서울시 내부자료 기준(2019.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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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상인 거주지> <풍납시장 상인 점포 소유 형태>

[그림 3-2]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상인의 거주지와 점포 소유 형태

◦ 천호역과 풍납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풍납시장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만족도조사

‐ 풍납시장 이용자는 370명 응답(남성 80명(21.6%)·여성 287명·무응답 3명)하였으며 여성이 77.6%로 

압도적으로 시장 이용을 많이 하였으며, 연령대는 40∼69세(65.4%)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20∼29

세 23명(6.2%)·30∼39세 38명(10.3%)·40∼49세 49명(13.2%)·50∼59세 78명(21.1%)·60∼69세 

115명(31.1%)·70세 이상 65명(17.6%)·무응답 2명)

<풍납시장 이용자 성별> <풍납시장 이용자 연령대>

[그림 3-3]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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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들은 풍납1,2동 거주자(48.7%)가 많았으며, 인근의 성내동 거주자(13.2%)가 있으며, 기타에서

는 길동·명일동·암사동 등 송파구와 강동구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응답함(풍납1동 115명(31.1%)·

풍납2동 65명(17.6%)·천호1동 8명(2.2%)·천호2동 10명(2.7%)·천호3동 12명(3.2%)·성내1동 12명

(3.2%)·성내2동 29명(7.8%)·성내3동 8명(2.2%)·기타 100명(27.0%)·무응답 11명)

[그림 3-4] 풍납시장 설문조사 대상 이용자 거주지

2)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상인)

◦ 풍납시장의 상인들은 풍납시장에서 15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과 

미용 관련 점포들을 비롯한 생활서비스 관련 가게가 대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가게들은 대부분 철거 후 복원

되는 Ⅱ구역에 위치했으며 상인들의 가게 운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응답한 상인들의 풍납시장에서의 가게 운영 기간은 평균 18년으로 15년 이상의 가게 운영이 58%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20.7%임

‐ 상인들의 운영하는 점포 종류로는 식당(빵집, 맛집 등)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미용(미장원, 이발

소, 마사지샵 등) 관련 가게가 13.8%, 생활용품(화장품, 의류, 그릇, 이불, 커튼 등) 가게와 슈퍼마켓·

편의점·마트 등의 가게가 10.3%로 응답하였음

‐ 풍납동 토성이 위치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제 관련 기념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시

장 내에 존재하지 않음

‐ 가게의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상인들 중 65.5%가 응답하였는데, 월평균 약 258,000원의 매출을 올

리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한 상인들 중에서 20.7%가 존치 지역인 Ⅲ권역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원 지역 Ⅱ권역에 

포함된 가게는 72.4%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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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한 상인들의 가게 운영 만족도는 보통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 27.6%, 매우 불만족

이 6.9%였고, 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3.4%으로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3-5] 풍납시장 상인들의 점포 종류 응답

[그림 3-6] 풍납시장 상인들의 점포 운영 만족도 응답

◦ 풍납시장 상인들은 풍납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

해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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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33.3%로 가장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시장 축제·마을 행사 등의 주민 참여 행사(30.3%)가 도시재생사업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앙정부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20.0%)과 풍납동 토성 관

련 역사문화재 사업(13.3%) 순으로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이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82.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3%, 모른다는 응답이 6.9%로 시장 

상인들의 대부분은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그림 3-7] 풍납시장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응답

[그림 3-8] 풍납시장 상인들의 풍납시장의 도시재생사업지 포함 인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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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 상인들은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조직 구성과 활동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백제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개발보다는 풍납동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도시재생사

업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고 이에 대한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으로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55.2%,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24.1%로 사업 참

여 의지가 79.3%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조직이 운영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풍납시장만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조직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백제·풍납동 토성 관련 서비스 제

공하는 조직이 23.3%로 그 다음으로 응답하였고, 백제 관련 상품 개발과 판매와 풍납동 토성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응답이 16.7%임

‐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시장 지원정책이 26.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시장 환경 개선과 야시장·차없는 거리 등의 행사 개최가 16.7%로 응답하였음

‐ 이를 통해 상인들은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한 화장실, 간판 개선, 시장 

입간판 설치 등의 환경개선과 시장 축제와 마을 행사 등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통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인들

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질문에 69.0%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함

[그림 3-9] 풍납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조직 구성에 대한 참여 의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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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풍납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응답

[그림 3-11] 풍납시장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이용자)

◦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를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함

‐ 성별의 특징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풍납시장을 이용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집 근처에 있

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

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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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의 특징으로는 50∼70대의 중장년층이 풍납시장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20∼29세의 응답이 다른 

연령의 응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9세 연령대가 맛집 

발굴과 상품의 다양화에 대하여 응답하였음

‐ 거주지의 특징으로는 풍납시장의 소재지인 풍납1,2동의 응답보다 주변 지역인 성내1,2,3동의 응답이 

두드러졌으며,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풍납시장이 개선된다면 이용한다는 응답이 성내1,2,3

동에서 높게 나타났음

◦ 풍납시장 이용자 성별 특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풍납시장을 이용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응답은 유사한 

응답을 한 경유가 많았으며, 풍납시장의 이용 비율, 구매물품, 활성화 방안에 원하는 대답 등이 모두 유사함

‐ 풍납시장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은 87.5%, 여성은 82.2% 등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 이용에 대해서는 남성의 64.1%가 이용한 적이 없거나 월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응

답하였고, 여성은 52.6%가 이용한 적 없거나 월 1∼2회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의 기타 응답은 13.8%였으나 대부분 “일 년에 1∼2회”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기타 응답은 

24.0%였으며, “매일 이용”이 주된 응답이었음

[그림 3-1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의 월평균 구매 금액은 남성은 1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또

한 10만원 미만이 32.8%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의 금액은 비슷한 형태를 보임

‐ 풍납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거나 이용한 물품에 대한 응답으로는 남성은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이 

32.5%, 수·축산물(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이 18.8%,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이 17.5%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이용하였음

‐ 여성 역시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이 43.5%, 수·축산물(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이 18.9%, 슈퍼

마켓·편의점·마트 등이 15.6% 등으로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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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이 높았고, 전체 35.1%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

에 대한 응답이 남성은 15.0%, 여성은 17.1% 등 여성이 근소하게 높게 응답함

[그림 3-1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남성은 

59.6%, 여성은 52.9%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이 남성은 28.8%, 여성은 25.5%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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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건이 신선하고 다양하다는 응답이 남성은 5.8%, 여성은 10.8%였음

‐ 풍납시장 이용 방법에 대한 응답은 남성(69.4%), 여성(80.5%) 모두 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남성

의 경우 자전거의 비중이 16.3%로 여성의 자전거 이용 비중인 8.6%보다 약 2배 정도임

‐ 풍납시장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응답에서는 남성은 보통의 응답이 21.3%로 높았고, 편리하다는 응답

이 20.0%이지만 여성은 편리하다는 응답이 31.4%이며, 보통이 11.3%로 여성이 남성보다 풍납시장 

이용에 편리함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1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19.6%,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다는 응답이 18.7%, 물건이 다양하지 않

고 오래되었다는 응답이 15.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여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23.7%,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

이 19.4%,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다는 응답이 18.9% 순으로 응답하였음

‐ 남성과 여성 모두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려

우며,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다는 응답이 높음을 확인함

‐ 풍납시장과 천호역 인근에 있는 상점가 중에서는 남성(63.8%)과 여성(71.7%) 모두 현대백화점과 이마

트 천호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이 전통시장거리(백제 역사문화거리)로 특화되어 변화한다면 시장을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

문에는 남성은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3.8%, 가끔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0.0%로 높았으

며, 여성 또한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고 가끔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27.2%로 높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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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에 풍납동 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성(87.5%)과 여성(89.9%) 모두 알

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므로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대부분 풍납통 토성에 대해 알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은 지역특화사업(29.5%), 모른다는 응답(26.9%), 환경개선

사업(23.1%)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은 지역특화사업(39.3%), 환경개선사업(20.4%), 모른다는 

응답(19.3%)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1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

리 조성(21.7%),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18.2%), 가격 표시 등 신용카드 활성화(16.1%) 순으로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20.6%),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

화(16.8%),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15.5%) 순으로 응답함

‐ 풍납시장을 비롯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을 통한 풍납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남성

(57.5%), 여성(59.2%) 모두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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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 이용자의 연령별 특징으로는 풍납시장 이용은 50∼70세 이상의 주민들이 풍납시장을 자주 이용하

며 생필품을 구매하고, 또한 시장 이용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풍납시장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0∼59세가 85.9%, 60∼69세가 89.6%, 70세 이상

이 92.3% 등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풍납시장을 인지하고 있음

‐ 풍납시장 이용에 대해서는 20∼29세 73.9%, 30∼30세 73.7%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장년으로 갈수록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적어짐

‐ 50∼59세에서 월 5∼6회 이용이 16.7%, 60∼69세가 월 3∼회 이용이 13.9%, 월 5∼6회 이용이 

15.7%, 70세 이상에서 월 5∼6회 이용이 12.3% 등 중장년의 이용자들이 풍납시장을 자주 이용함

‐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의 월평균 구매 금액은 전 연령층에서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60∼69세

에서 10만원 미만이 29.6%, 20만원 미만이 17.4%, 30만원 미만이 10.4%, 40만원 미만이 7.0% 등 

가장 고르게 물품을 구매하였음

‐ 풍납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거나 이용한 물품에 대한 응답으로는 20∼29세에서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 구매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연령층에서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이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0∼49세가 62.5%로 가장 많이 구매하였음

‐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과 수·축산물(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 슈퍼

마켓·편의점·마트 등을 많이 구매하였으며, 30∼39세에서는 미용(미장원, 이발소, 마사지샵 등)과 식

당(빵집·맛집 등)이 14.3%로 생활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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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그림 3-1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전 연령층에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에 대한 응답이 50

∼59세는 19.2%, 60∼69세는 21.7%, 70세 이상은 21.5% 등으로 중장년층이 풍납시장 이용에 만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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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20∼29세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

동이 편리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0∼29세는 가격의 저렴하다는 응답이 50.0%임

[그림 3-20]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 이용 방법에 대한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도보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80.9%, 

70세 이상이 89.1%로 가장 높았음

‐ 풍납시장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응답에서는 20∼29세가 매우 불편함(8.7%), 불편함(8.7%)이 가장 많

았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특히 60∼69세가 풍납시장 이용의 편리함이 40.9%, 매우편리함이 11.3%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 연령대에서 모든 이유에 고

르게 응답하였으며, 40∼49세가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와 60∼69세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25.0%, 26.8%로 높았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전 연령대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

는 응답과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함

‐ 풍납시장과 천호역 인근에 있는 상점가 중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천호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20∼29세에서는 26.1%가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풍납시장이 전통시장거리(백제 역사문화거리)로 특화되어 변화한다면 시장을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

문에는 전 연령층에서 대부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60∼69세와 70세 이상이 자주 이

용할 것이라는 응답에 각각 47.0%, 53.8% 응답하여 이용에 긍정적이었으나 반면 20∼29세는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4.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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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 풍납동 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 연령층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40∼49세부터 70세 이상이 80% 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응답한 것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69세의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림 3-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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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응답을 보였으나 

천호역 홍보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 20∼29세에서는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

화에 대해 3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풍납시장을 비롯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을 통한 풍납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

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40∼49세가 67.3%로 가장 높게 응답함

◦ 풍납시장 이용자 거주지별 특징으로는 풍납시장이 위치한 풍납1동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풍납시장을 알고 있으며,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풍납1,2동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인 성내1,2,3동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내동과 천호동 등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풍납시장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성내3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풍납시장 이용에 대해서는 천호1,2동, 성내1,2,3동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풍납1동은 기

타가 43.5%이지만 이 응답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납2동보다 풍납1동

이 풍납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의 월평균 구매 금액은 1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풍납1동의 경우 30만원 

미만이 16.5%, 20만원 미만이 13.9%로 응답함

[그림 3-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거나 이용한 물품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이 가장 많

았으며 풍납1동은 39.4%, 풍납 2동은 46.2%로 높게 응답하였음

‐ 인근 거주지에서는 천호2동과 성내3동에서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비중이 각각 66.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슈퍼마켓·편의점·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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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풍납1,2동 거주자들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지역은 보통

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성내2동이 만족 20.7%, 성내3동이 만족 12.5% 등으로 응답함

‐ 풍납시장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풍납1동

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천호1동 거주자는 가격의 저렴함에 66.7%가 응답하였음 

‐ 성내1동과 성내2동 거주자들은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각각 66.7%, 

57.9%로 높았으며 성내3동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이 66.7%임

‐ 풍납시장 이용 방법에 대한 응답은 모든 동에서 도보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호1,2동의 경

우 자전거 이동이 22.3%, 성내1·3동 거주자들은 지하철·버스 이용이 33.3%로 응답함

‐ 풍납시장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응답에서는 풍납1동 거주자들은 54.8%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성내2·3동 거주자들이 편리하다고 응답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풍납1,2동에서는 시설이 노

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천호1동에서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45.5%로 높았음

‐ 풍납시장과 천호역 인근에 있는 상점가 중에서는 모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천호점을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성내1,2,3동에서는 성내시장 이용을 한다고 응답함

‐ 풍납시장이 전통시장거리(백제 역사문화거리)로 특화되어 변화한다면 시장을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

문에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내1동과 성내2동에서는 각각 41.4%, 

37.5%가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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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림 3-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에 풍납동 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지역에서 80% 넘게 알고 있다

고 응답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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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풍납1,2동, 천호3동, 성내1,2,3동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응답이 높음

‐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

과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풍납1동에서는 특화거리 구축과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 간판·시장 거리 등 환경 정비에 대한 응답

이 높았고, 풍납2동은 간판·시장 거리 등 환경 정비가 가장 높게 나왔음

[그림 3-27]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 풍납시장을 비롯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을 통한 풍납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천호3동이 83.3%으로 가장 높았으며, 풍납2동이 64.6%, 성내2동이 

62.5%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4)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 풍납시장 구매 물품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때,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1순위 농산물, 2순위 수·축산물, 

3순위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이용 목적이 쌀과 생선, 야채 

등 가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을 이용하는 등 생활밀착형 시장 이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 이용자들 중에서 농산물 구매가 가장 높은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수·축산물 

구매가 18.8%,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 이용이 15.9%를 차지함

‐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월평균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이 전체 32.2%였으며, 풍납시장 이용 

횟수가 월평균 1∼2회가 17.8%, 5∼6회가 13.0%, 기타가 21.6%로 가장 높았고, 기타 중에서는 매일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일상적으로 풍납시장을 오가며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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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 이용자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농산물 구매는 43.5%이며, 수·축산물 구매

가 18.9%,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이 15.6%임

‐ 이용자의 연령대를 살펴보았을 때, 40∼49세가 농산물 구매에 62.5%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많은 연

령대를 차지하고 있는 50∼59세는 농산물 구매가 42.9%, 수·축산물 구매가 16.3%, 슈퍼마켓·편의

점·마트 등 이용이 18.8%였고, 60∼69세는 농산물 구매가 42.9%, 수·축산물 구매가 19.4%, 슈퍼마

켓·편의점·마트 등이 19.0% 등으로 이용하였음

‐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풍납1,2동 모두 농산물 구매가 각각 

39.4%, 46.2%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축산물 구매가 풍납1동 19.9%, 풍납2동 24.6% 등이었고, 슈

퍼마켓·편의점·마트 등 이용이 풍납1동은 17.6%, 풍납2동은 10.8% 등으로 응답하였음

‐ 농산물 구매 비중을 살펴봤을 때, 천호2동은 66.7%, 천호3동은 54.5%, 성내2동은 58.3%, 성내3동은 

66.7% 등으로 인근 지역에서도 풍납시장에서의 농산물 구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천호1동에서는 화장품, 의류, 그릇 등의 생활용품 구매와 김치, 양념게장 등의 반찬류 구매가 각각 

40.0% 등으로 응답하였고, 천호2동에서는 빵집, 맛집 등의 식당 이용에 33.3%로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었으며, 그 다음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으로,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전체 응답에서 보통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이 

16.5%, 매우만족이 2.7%로 19.2%가 시장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도보를 통한 접근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성별·연령별로도 

도보가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음

‐ 거주지별 시장 이용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동에서의 이동 방법이 도보였으며, 이 중에서 풍납1동이 

89.7%, 천호3동이 87.5%, 성내2동이 100% 등으로 도보를 통한 접근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 이용자 중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각각 59.6%, 52.9%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가격의 저렴하다는 응답

에는 남성 28.8%, 여성 25.5%가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 이용자의 연령대를 확인했을 때,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30∼39세

가 41.7%, 50∼59세가 51.7%, 60∼69세가 57.9%, 70세 이상이 59.6% 등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다는 응답은 20∼29세가 50.0%로 가장 높으며, 30∼39세가 33.3%,  

40∼49세가 39.1%, 50∼59세가 32.8%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별로 응답한 것을 살펴보면,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풍

납1동은 71.8%, 풍납2동은 37.7%, 천호1,2동은 33.3%, 천호3동은 22.2%, 성내1동은 66.7%, 서내2

동은 57.9%, 성내3동은 33.3%로 풍납시장이 위치한 풍납1동과 풍납2동, 성내1,2동이 시장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응답한 거주지는 풍납2동이 37.7%, 천호1동이 66.7%, 천호2동이 33.3%, 

천호3동이 55.6%, 성내1동이 33.3%, 성내3동이 66.7%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거주지에서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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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원인은 싼 가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풍납시장의 접근과 이용에 대해서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으며, 

중장년층의 편리하다는 응답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 이용자 전체 응답 중에서는 풍납시장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28.9%,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7.6%로 풍납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성별의 경우, 남성은 편리하다는 응답이 20.0%,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11.3%였지만 여성은 편리하

다는 응답이 31.4%,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6.6%로 여성이 남성보다 풍납시장 이용에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대 응답에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60∼69세에서 40.9%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33.8%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50∼59세가 28.2%로 높았으며 젊은 층인 20∼29세는 4.3%로 가장 낮게 응답함

‐ 중장년층에서의 시장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시장 이용이 저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주지별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풍납1동

이 54.8%, 풍납2동이 35.4%, 성내2동이 31.0%, 성내3동이 25.0%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주지에서

는 풍납시장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의 불편한 점이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적인 것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음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집에서 멀고 이동·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19.5%,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다는 응답이 18.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 응답을 설펴보면 남성은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에 19.6%, 시설이 노후화되

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에 18.7%,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오래되었다는 응답이 15.9%였으며, 여성

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성적이라는 응답이 21.8%,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19.4%,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다는 응답이 18.9%로 시장의 노후화와 이용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령대 응답을 설펴보았을 때,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은 60∼69세가 26.8%, 50∼

59세가 25.0%, 40∼49세가 21.1%로 이용 빈도가 높은 중장년층에서 시설의 노후화와 시장의 위생

적이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불편이 존재함

‐ 20∼29세는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20.7%였으며 30∼39세는 24.6%, 40∼49

세는 29.6%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과 주차에 대한 불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있음

‐ 거주지별 특징으로는 천호1동이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렵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으

며,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풍납1동은 28.8%, 풍납2동이 30.3%, 천호2동과 성

내1동이 27.8%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에 대한 특화거리 구축 방법에 대한 응답이 제일 높았

으며, 풍납시장의 특화거리화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음

‐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체 응답으로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이 20.9%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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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가 17.2%, 가격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가 15.6%로 응답함

‐ 백제 전통시장 거리로의 특화거리화 되었을 때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주 

응답할 의사가 있다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 이용할 의사가 있다가 27.6%, 이용할 의사가 있

다는 응답이 17.6%로 풍납시장의 특화거리화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성별 응답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유사한 응답을 

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이 각각 21.7%, 20.6%로 높게 응

답하였고,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가 각각 18.2%, 16.8%로 응답하였으며,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기 필요하다는 응답이 16.1%, 15.5%로 나타났음

‐ 풍납시장이 특화거리화 되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남성 33.8%, 여성 38.3%가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시장 이용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령별 응답으로는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가 20∼29세가 32.6%, 30∼39세가 23.6%로 가장 높았

으며, 40∼49세는 천호역 홍보 입간판 설치가 27.6%로 가장 높았음

‐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에 대한 응답은 50∼59세가 21.5%, 60∼69세가 20.0%, 70세 

이상이 25.9%로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맛집과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한 한편, 중장년층은 특화거

리 구축에 응답하였음

‐ 풍납시장이 특화거리화 되었을 때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40∼49세가 26.5%, 50∼

59세가 33.3%, 60∼69세가 47.0%, 70세 이상이 53.8% 등으로 기존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연령

대에서의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9세는 특화거리 이용에 대해 가끔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할 의

사가 있다는 응답도 34.8%였고, 30∼39세도 가끔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6.8%, 이용할 생각이 있

다는 응답이 23.7%로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이용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거주지별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에 대한 응답이 풍납1동은 21.6%, 

천호2동이 26.3%이 높게 나타났으며,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에 대해 응답한 거주지는 성내1동 

34.8%, 성내3동이 40.0%로 높게 응답함

‐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에 높게 응답한 거주지는 천호1동, 천호3동, 성내2동 등이 있으며, 간

판·시장 거리 등 환경정비에 대해 높게 응답한 지역은 풍납2동 22.8%, 천호1동 21.4% 등임

‐ 풍납시장의 특화거리화에 이용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풍납1동 64.3%, 천호3동 58.3% 등이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풍납2동은 38.5%, 성내1동은 33.3%, 성내2동은 41.4%, 

성내2동은 37.5%로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가끔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은 천호1동이 50.0%, 천호2동이 40.0%, 천호3동이 58.3%, 성

내3동이 50.0%로 기존의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거주지보다 먼 거주지에서 이용할 의사가 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풍납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대답(59.2%)을 보였으며, 풍납시장이 특화거리로 변화한다면 

방문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음

◦ 풍납시장의 이용 편의 개선과 함께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로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풍납시장

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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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적 시사점

1 ∙ 풍납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

1)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단위사업 유형화를 통한 상권활성화 방안

◦ 활성화계획에서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은 각 지자체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H/W, S/W 사업으로 분류

하였으며 사업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제2장에서 상권 관련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시범지역 활성화계획에서의 단위사업을 분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61개 지역에서 99개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99개 사업들 중에서 사업 유형은 마

중물사업은 71개, 부처협업사업은 22개, 지자체사업은 3개, 마중물사업·지자체사업 1개, 마중물사업·

민간투자사업 1개, 마중물사업·부처협업사업·지자체사업 1개 등으로 마중물사업이 가장 많음

‐ 각 단위사업들의 사업의 대상이 시장 거리·건물·시설물 등 시장의 물리적 환경이 대상이면 H/W 사

업으로, 상인·이용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업을 S/W 사업으로 분류함

‐ 각 사업들은 사업의 방법에 따라 H/W 사업 안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과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S/W 사업들은 사업의 대상이 시장 내부의 사람인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유형과 시장 외부의 사

람들은 이용자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으로 분류함

‐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을 시장 인프라 구축인 H/W 사업 2개, 프로그램 

운영인 S/W 사업 2개,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활성화계획에서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많이 

계획되었으며, 시장 내 공간을 활용한 앵커공간 구축, 상인 교육과 마케팅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축제·야시

장 등의 활동을 통한 시장 홍보 활동 등의 사업들이 계획되었음

◦ H/W 사업은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유형,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유형은 보행환경 개선, 가로 환경 정비, 경관 개선, 차없는 거리·골

목길 환경 정비, 입간판 교체, 파사드 설치, 안내판·안내소 설치, 주차장 설립, 등의 시장 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이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수립한 지역은 강원 강릉, 강원 춘천, 강원 태백, 경기 부천, 경기 수원,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사천, 경남 창원, 경북 김천, 경북 안동, 경북 영주, 경북 영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부산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영도구, 서울 구로구, 서울 용산구,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

산 중구, 인천 광화군,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전남 나주, 전남 남원,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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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북 익산, 전북 전주, 제주도 제주, 충남 아산,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충북 청주 등으로 총 46

개 지역이며, 가장 많은 지자체가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계획함

‐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은 공원과 광장 조성, 빈 점포를 활용한 앵커시설·거

점시설 구성, 공동창고 구축, 상인 편의시설 등 시장 안에서 새로운 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 상인

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이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수립한 지역은 강원 강릉, 강원 춘천, 강원 태백, 경기 부천, 경기 수원, 경남 

사천, 경남 창원, 경북 김천, 경북 영주, 경북 영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부산 강서구, 부산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서울 용산구,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광화

군, 전남 순천,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제주도 제주, 충북 청주, 충북 충주, 충북 제천 등으로 29개 지

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단위사업으로 계획함

◦ S/W 사업은 상인 서비스 개선 유형과 시장 홍보 사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으로는 상인 서비스 개선으로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마케팅·컨설팅 추진, 상인대학 운영 

등의 상인 교육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상권 트렌드·경영 노하우, 아이템 발굴, 경영 개선과 경

영 현대화, 청년 창업 상담, 상인 관리기구 운영 등의 상인 역량을 높이고, 이용자 대상으로 상인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수립한 지역은 강원 강릉, 강원 춘천, 경기 부천, 경기 수원,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북 김천, 경북 안동, 경북 영주, 경북 영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종로구, 세종특별자

치시,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인천 광화군, 인천 부평구, 전남 나주, 전남 남원, 전남 순천,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전북 전주, 충북 제천, 충북 청주 등 35개 지역임

‐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시장 홍보 활동 사업으로 야시장, 플리마켓, 축제, 체험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상인회를 포함하여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 안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와 시장의 개성을 홍보할 수 있는 S/W 사업들을 의미함

‐ 이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수립한 지역은 강원 춘천,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북 

영주,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종로구,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인천 광화군, 전남 나주, 전남 남원,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제주도 제주, 충남 공주, 충남 아산,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충북 

청주 등 31개 지역임

◦ 상권 관련 사업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4개의 유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4개의 유형의 단위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인천 강화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전북 익산, 대구 동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 등 10개 지역임

‐ 그 외 지역에서도 유형별 단위사업들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복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환경 개선을 통한 특화공간 구축 → 빈 공간을 활용한 앵커시설 활용 → 새로운 마케팅 도입으로 상

인 서비스 개선 → 특색 있는 축제와 이벤트를 통한 시장 홍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03.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09

[그림 3-28] 상권 관련 단위사업 유형 

2) 시장 이용자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상권활성화 방안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풍납시장 안에 있는 쌀, 야채 등의 농산물과 생선과 고기 등의 수·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납시장의 이용 목적이 일상적인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하

는 것이므로 이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농산물과 수·축산물,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을 이용하며, 월평균 10만원 미만

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시장 이용이 거의 매일이나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 여성과 40∼49세, 50∼59세 연령대와 풍납시장 주변 거주지 중에서 풍납1,2동에서 농산물 구매의 빈

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수·축산물과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결과가 많았음

‐ 이를 바탕으로 쌀, 야채, 생선 등 음식을 조리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풍납시장을 

이용하며, 풍납시장과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이 가장 많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의 상품들 또한 음식점, 카페 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과 청과물, 생선가게 등이 많

기 때문에 가게들과 이용자들 간의 편의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구매 물품 배달, 점포 입간판 개선, 주차장 및 이용자 동선 확보 등의 여러 방안의 개

선책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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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① 농산물
(쌀, 과일, 
채소 등)

② 수·축산물
(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

③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그릇, 
이불, 커튼 등)

④ 
반찬류
(김치, 

양념게장 등)

⑤ 
미용

(미장원, 이발소, 
마사지샵 등)

⑥ 
식당

(빵집·맛집 
등)

⑦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

⑧ 
기타

성
별

남성 32.5 18.8 5.0 7.5 3.8 12.5 17.5 2.5

여성 43.5 18.9 4.0 4.3 5.6 6.6 15.6 1.3

연
령
별

20~29세 18.2 9.1 18.2 0.0 0.0 18.2 36.4 0.0

30~39세 35.7 14.3 0.0 7.1 0.0 14.3 14.3 14.3

40~49세 62.5 8.3 0.0 4.2 0.0 12.5 8.3 4.2

50~59세 43.8 16.3 6.3 3.8 0.0 10.0 18.8 1.3

60~69세 42.9 19.4 2.9 4.7 10.0 6.5 12.9 0.6

70세 이상 34.5 25.0 4.8 7.1 3.6 4.8 19.0 1.2

거
주
지
별

풍납1동 39.4 19.9 3.6 5.0 7.2 6.8 17.6 0.5

풍납2동 46.2 24.6 3.1 3.1 3.1 4.6 10.8 4.6

천호1동 20.0 40.0 0.0 40.0 0.0 0.0 0.0 0.0

천호2동 66.7 0.0 0.0 0.0 0.0 33.3 0.0 0.0

천호3동 54.5 27.3 9.1 0.0 0.0 0.0 9.1 0.0

성내1동 50.0 0.0 0.0 25.0 0.0 12.5 12.5 0.0

성내2동 58.3 16.7 0.0 4.2 8.3 0.0 12.5 0.0

성내3동 66.7 0.0 0.0 0.0 0.0 0.0 33.3 0.0

[표 3-1]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그림 3-29]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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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으며,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이 많고, 이러한 응답을 한 응답

자들이 중장년층 여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젊

은 사람들의 유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풍납시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

으며 풍납시장으로의 접근성은 도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이 소재해 있는 풍납1동을 비롯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접근이 가능한 지역인 천호3동과 성

내2동에서도 도보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장 이

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상대적으로 먼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성과 가격의 저렴함 때

문에 풍납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송파구 풍납1,2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강동구 성내동과 천호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풍납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대시킬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함

‐ 풍납시장 이용자들은 풍납시장을 이용하는데 접근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접근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여성 중장년층에서의 시장 이용과 접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변 거주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시장 접근에 대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남

　구분
① 가격이 

저렴함
② 물건이 신선하거나 

종류가 다양함
③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함

④ 배송서비스가 
편함

⑤ 상인들이 
친절함

⑥ 
기타

성
별

남성 28.8 5.8 59.6 0.0 1.9 3.8

여성 25.5 10.8 52.9 0.5 3.9 6.4

연
령
별

20~29세 50.0 0.0 16.7 0.0 0.0 33.3

30~39세 33.3 8.3 41.7 0.0 8.3 8.3

40~49세 39.1 4.3 47.8 0.0 0.0 8.7

50~59세 32.8 5.2 51.7 0.0 3.4 6.9

60~69세 16.8 14.0 57.9 0.9 4.7 5.6

70세 이상 28.8 9.6 59.6 0.0 1.9 0.0

거
주
지
별

풍납1동 16.9 8.1 71.8 0.8 2.4 0.0

풍납2동 37.7 15.1 37.7 0.0 1.9 7.5

천호1동 66.7 0.0 33.3 0.0 0.0 0.0

천호2동 33.3 0.0 33.3 0.0 0.0 33.3

천호3동 55.6 0.0 22.2 0.0 11.1 11.1

성내1동 33.3 0.0 66.7 0.0 0.0 0.0

성내2동 15.8 15.8 57.9 0.0 0.0 10.5

성내3동 66.7 0.0 33.3 0.0 0.0 0.0

[표 3-2] 풍납시장에서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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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풍납시장에서의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구분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함 ③ 보통 ④ 편리함 ⑤ 매우 편리함

성
별

남성 0.0 6.3 21.3 20.0 11.3

여성 1.4 4.9 18.8 31.4 6.6

연
령
별

20~29세 0.0 8.7 8.7 4.3 4.3

30~39세 2.6 5.3 5.3 15.8 2.6

40~49세 0.0 4.1 16.3 18.4 8.2

50~59세 1.3 6.4 29.5 28.2 1.3

60~69세 0.9 5.2 20.9 40.9 11.3

70세 이상 1.5 3.1 20.0 33.8 12.3

거
주
지
별

풍납1동 0.9 6.1 13.9 54.8 19.1

풍납2동 1.5 7.7 35.4 26.2 1.5

천호1동 0.0 0.0 12.5 25.0 0.0

천호2동 0.0 10.0 10.0 10.0 0.0

천호3동 0.0 8.3 50.0 8.3 0.0

성내1동 0.0 0.0 25.0 25.0 0.0

성내2동 0.0 0.0 17.2 31.0 10.3

성내3동 0.0 0.0 12.5 25.0 0.0

[표 3-3] 풍납시장 이용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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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풍납시장 이용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 그리고 이동과 주차가 어려움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확보와 같은 방향으로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풍납시장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적인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풍납

시장 이용 빈도가 높은 중장년층의 인근 거주지 이용자들은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에 높게 응답하였

으며, 20∼29세와 거주지가 먼 지역에서의 불편한 점이 이동과 주차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을 바탕으로 풍납시장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은  노후상점 리모델링과 건

물 안 위생 점검 강화 등으로 개선하며, 주차장 확대와 배송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해 젊은 층과 먼 

곳에서의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①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려움

②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오래되었음

③ 가격이 
비싸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함

④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임

⑤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음

⑥ 놀이터, 
푸드존 등 

편의시설 부족

⑦ 
기타

성
별

남성 19.6 15.9 9.3 15.0 18.7 9.3 12.1

여성 19.4 12.3 12.1 23.7 18.9 3.5 10.1

연
령
별

20~29세 20.7 6.9 6.9 10.3 17.2 13.8 24.1

30~39세 24.6 15.8 12.3 14.0 15.8 3.5 14.0

40~49세 29.6 2.8 4.2 21.1 22.5 5.6 14.1

50~59세 19.4 13.0 9.3 25.0 19.4 3.7 10.2

60~69세 14.4 13.7 13.1 26.8 19.6 5.2 7.2

70세 이상 14.9 20.7 18.4 19.5 17.2 3.4 5.7

[표 3-4]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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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 풍납동 토성과 풍납시장을 중심으로 한 백제 문화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화거리 구축을 통해 시장의 

특색과 고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

으며, 맛집 발굴과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풍납시장의 특화거리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은 중장년층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맛집과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응답하였음

‐ 또한 특화거리에 대한 응답은 풍납시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리가 먼 곳에서는 맛

집 발굴과 새로운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이용자들은 특화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활성화를 통한 시장에 대한 방문 의사가 높음

‐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용자들과 새로운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백제시대의 특징을 보여줄 

　구분
①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려움

②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오래되었음

③ 가격이 
비싸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함

④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임

⑤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음

⑥ 놀이터, 
푸드존 등 

편의시설 부족

⑦ 
기타

거
주
지
별

풍납1동 5.0 19.4 13.1 28.8 23.8 6.3 3.8

풍납2동 18.2 11.1 14.1 30.3 19.2 4.0 3.0

천호1동 45.5 0.0 18.2 18.2 9.1 9.1 0.0

천호2동 22.2 5.6 11.1 27.8 11.1 11.1 11.1

천호3동 22.2 5.6 16.7 16.7 16.7 5.6 16.7

성내1동 0.0 27.8 16.7 27.8 16.7 0.0 11.1

성내2동 8.7 19.6 17.4 17.4 21.7 6.5 8.7

성내3동 10.0 30.0 0.0 10.0 20.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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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백제 전통시장 거리를 구축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맛집과 개성 있는 상품을 개

발하여 풍납시장만의 특색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구분
① 상인들의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향상

② 간판·시장 
거리 등 환경 

정비

③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

④ 천호역 
홍보 입간판 

설치

⑤ 주차장 
확대·배송

서비스 확대

⑥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

⑦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

성
별

남성 9.8 14.7 16.1 6.3 13.3 18.2 21.7

여성 14.2 15.3 15.5 3.6 14.0 16.8 20.6

연
령
별

20~29세 11.6 7.0 18.6 7.0 7.0 32.6 16.3

30~39세 9.7 9.7 16.7 5.6 19.4 23.6 15.3

40~49세 8.0 14.9 10.3 1.1 27.6 14.9 23.0

50~59세 19.3 14.1 11.1 6.7 11.1 16.3 21.5

60~69세 13.2 18.2 18.2 2.3 13.2 15.0 20.0

70세 이상 12.1 17.2 18.1 5.2 6.9 14.7 25.9

거
주
지
별

풍납1동 16.5 17.4 11.9 4.1 10.1 18.3 21.6

풍납2동 12.2 22.8 16.3 0.8 14.6 12.2 21.1

천호1동 14.3 21.4 21.4 0.0 21.4 14.3 7.1

천호2동 10.5 10.5 15.8 10.5 5.3 21.1 26.3

천호3동 12.5 4.2 20.8 16.7 29.2 16.7 0.0

성내1동 0.0 4.3 8.7 8.7 13.0 34.8 30.4

성내2동 8.9 12.5 25.0 1.8 10.7 21.4 19.6

성내3동 6.7 6.7 20.0 13.3 6.7 40.0 6.7

[표 3-5]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그림 3-33]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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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시장을 비롯한 풍납동의 역사문화도시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납동의 고유한 백제 문화를 표현해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응답자들은 풍납시장이 특화거리로 변화한다면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풍납

시장을 비롯한 풍납동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노후 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상점, 새로운 물품 개발 등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백제 역사문

화라는 개성을 살린 특화거리를 구축하여 풍납시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함

　구분 ① 활성화 될 것 같다. ② 모르겠다. ③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

성별
남성 57.5 25.0 15.0

여성 59.2 31.0 7.3

연령별

20~29세 56.5 30.4 13.0

30~39세 55.3 34.2 10.5

40~49세 67.3 24.5 4.1

50~59세 56.4 28.2 10.3

60~69세 57.4 32.2 9.6

70세 이상 61.5 27.7 7.7

거주지별

풍납1동 60.9 27.8 9.6

풍납2동 64.6 24.6 10.8

천호1동 50.0 37.5 12.5

천호2동 50.0 30.0 10.0

천호3동 83.3 8.3 8.3

성내1동 58.3 33.3 8.3

성내2동 55.2 37.9 6.9

성내3동 62.5 25.0 12.5

[표 3-6]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현황(이용자 전체)
(단위 : %)

[그림 3-34]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그래프(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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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납시장 주변 지역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상권활성화 방안

◦ 풍납시장의 특색을 강조하고, 시장 방문과 물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

‐ 풍납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풍납시장이 소재해 있는 풍납1동을 포함한 풍납동과 성내

1,2,3동, 천호2,3동임

‐ 풍납동 풍납시장을 비롯하여 이들 지역에 있는 시장은 성내2동 성내골목시장, 성내3동 돈촌역전통시

장, 천호2동 동서울시장, 천호신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상점가, 천호3동 굽은다리골목시장으로 총 

8개 시장이 존재함

‐ 또한 천호역 인근에 현대백화점 천호점, 이마트 천호점 등 대형 매장이 입점해 있어 풍납시장은 물품 

판·구매에서의 유인 경쟁력이 낮음

‐ 인근 시장에서 풍납시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도록 구매 유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요성

이 높아지며 이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분포를 확인하고 구매력이 높은 성별과 

연령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35] 풍납시장과 인근 시장 위치 

◦ 풍납시장이 소재한 풍납1동의 인구가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는 강동구 천호동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18년 송파구 풍납1동의 인구는 14,440명이며, 풍납2동은 24,939명으로 풍납2동의 인구가 풍납1동

의 인구보다 약 만 명 정도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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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강동구 천호2동의 인구는 35,638명이며, 천호3동은 27,990명으로 풍납시장과 더 가까운 천호

2동의 인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8년 강동구 성내1동의 인구는 20,867명, 성내2동의 인구는 24,982명이며, 성내3동의 인구는 

23,896명으로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진 지역은 풍납1동이며, 이는 풍납동 사적지 보상 등의 이유로 인구가 계속해

서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풍납시장 인근의 지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인구 비율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여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남성의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풍납1동의 인구 성별을 보면 남성은 7,665명이며, 여성은 7,775명이며, 풍납2동의 인구 성별은 남성

은 11,920명, 여성은 13,019명으로 시장 이용도가 높은 여성이 풍납1동에서는 50.4%, 풍납2동에서

는 52.2%를 차지하고 있음

‐ 천호2동의 남성 인구는 17,375명, 여성은 17,763명이며, 천호3동의 남성 인구수는 13,865명, 여성 

인구수는 14,125명으로 천호2동의 여성 인구는 49.8%, 천호3동의 여성인구는 50.5%임

‐ 성내1동은 남성 10,112명, 여성 10,955명이며, 성내2동은 남성 12,420명, 여성 12,562명이며, 성내

3동은 남성 11,879명, 여성 12,017명으로 여성 인구 분포는 성내1동은 49.7%, 성내2동은 50.3%, 

성내3동은 50.3%임

　 총 인구 수 남성 인구 수 남성 인구 비율 여성 인구 수 여성 인구 비율

풍납1동 15,440 7,665 49.6 7,775 50.4

풍납2동 24,939 11,920 47.8　 13,019 52.2

천호2동 35,638 17,875 50.2 17,763 50.2

천호3동 27,990 13,865 50.5 14,125 49.5

성내1동 20,867 10,112 51.5 10,755 48.5

성내2동 24,982 12,420 50.3 12,562 49.7

성내3동 23,896 11,879 50.3 12,017 49.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7] 풍납시장 인근 거주지의 성별 인구 비율(‘18년 기준)
(단위 : 명, %)

◦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50대가 풍납시장 주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 기존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 풍납1동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는 50∼59세가 17.5%로 가장 많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30∼

39세가 16.7%, 50∼59세가 16.6%로 가장 많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50∼59세가 18.4%로 가장 많음

‐ 풍납2동은 50∼59세가 18.4%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0∼19세가 18.4%, 30∼39세가 16.8%로 가장 

많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30∼39세가 17.4%, 40∼49세가 16.1%로 가장 많음

‐ 천호2동은 30∼39세가 18.1%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30∼39세가 18.8%, 50∼59세가 18.1%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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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여성은 50∼59세가 17.7%, 30∼39세가 17.4%로 가장 많음

‐ 천호3동은 30∼39세가 18.3%, 50∼59세가 16.9%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30∼39세가 18.7%, 50∼

59세가 17.1%로 가장 많으며, 여성은 30∼39세가 17.9%, 50∼59세가 16.8%로 가장 많음

‐ 성내1동은 0∼19세가 17.8%, 30∼39세가 17.0%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0∼19세가 18.6%, 30∼39

세·40∼49세가 17.0%로 가장 많으며, 여성은 0∼19세·30∼39세가 17.0%로 가장 많음

‐ 성내2동은 30∼39세가 18.5%, 50∼59세가 17.0%로 가장 많으며, 남성은 30∼39세가 19.7%, 50∼

59세가 16.6%로 가장 많으며, 여성은 30∼39세·50∼59세가 17.4%로 가장 많음

‐ 성내3동은 50∼59세가 17.1%, 30∼39세가 16.1%로 가장 많으며, 30∼39세가 16.3%, 50∼59세가 

16.1%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50∼59세가 18.0%, 30∼39세가 15.8%로 가장 많음

‐ 각 동들의 인구를 합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30∼39세가 17.4%, 50∼59세가 16.7%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풍납1,2동·천호2,3동·성내1,2,3동 모두 성별은 비슷한 비율이며, 연령도 각 나이대별로 특정 연령대

가 특히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2,30대가 31.8%, 4,50대가 32.2%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경제 활동이 활

발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접근 방법보다는 각 연령에 맞는 마케팅과 전략을 구축하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4,50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매 방법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2,30대에 대한 접근 방법

은 새로운 마케팅과 개성 있는 상점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그림 3-36] 풍납시장 인근 지역의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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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계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풍납
1동

총 인구 수 15,440 1,989 1,984 2,406 2,327 2,705 2,341 1,233 455

인구 비중(%) 100% 12.9% 12.8% 15.6% 15.1% 17.5% 15.2% 8.0% 2.9%

남성 7,665 1,049 1,041 1,277 1,190 1,276 1,108 556 168

인구 비중(%) 100% 13.7% 13.6% 16.7% 15.5% 16.6% 14.5% 7.3% 2.2%

여성 7,775 940 943 1,129 1,137 1,429 1,233 677 287

인구 비중(%) 100% 12.1% 12.1% 14.5% 14.6% 18.4% 15.9% 8.7% 3.7%

풍납
2동

총 인구 수 24,939 4,261 3,769 4,269 4,077 3,662 2,945 1,398 558

인구 비중(%) 100% 17.1% 15.1% 17.1% 16.3% 14.7% 11.8% 5.6% 2.2%

남성 11,920 2,191 1,708 2,005 1,976 1,746 1,440 675 179

인구 비중(%) 100% 18.4% 14.3% 16.8% 16.6% 14.6% 12.1% 5.7% 1.5%

여성 13,019 2,070 2,061 2,264 2,101 1,916 1,505 723 379

인구 비중(%) 100% 15.9% 15.8% 17.4% 16.1% 14.7% 11.6% 5.6% 2.9%

천호
2동

총 인구 수 35,638 4,253 4,920 6,447 5,378 6,386 4,693 2,612 949

인구 비중(%) 100% 11.9% 13.8% 18.1% 15.1% 17.9% 13.2% 7.3% 2.7%

남성 17,875 2,210 2,429 3,363 2,815 3,234 2,277 1,224 323

인구 비중(%) 100% 12.4% 13.6% 18.8% 15.7% 18.1% 12.7% 6.8% 1.8%

여성 17,763 2,043 2,491 3,084 2,563 3,152 2,416 1,388 626

인구 비중(%) 100% 11.5% 14.0% 17.4% 14.4% 17.7% 13.6% 7.8% 3.5%

천호
3동

총 인구 수 27,990 3,324 4,128 5,123 4,082 4,740 3,886 1,982 725

인구 비중(%) 100% 11.9% 14.7% 18.3% 14.6% 16.9% 13.9% 7.1% 2.6%

남성 13,865 1,681 1,950 2,596 2,169 2,368 1,921 939 241

인구 비중(%) 100% 12.1% 14.1% 18.7% 15.6% 17.1% 13.9% 6.8% 1.7%

여성 14,125 1,643 2,178 2,527 1,913 2,372 1,965 1,043 484

인구 비중(%) 100% 11.6% 15.4% 17.9% 13.5% 16.8% 13.9% 7.4% 3.4%

성내
1동

총 인구 수 20,867 3,709 2,779 3,544 3,487 3,190 2,528 1,165 465

인구 비중(%) 100% 17.8% 13.3% 17.0% 16.7% 15.3% 12.1% 5.6% 2.2%

남성 10,112 1,885 1,381 1,716 1,714 1,516 1,145 585 170

인구 비중(%) 100% 18.6% 13.7% 17.0% 17.0% 15.0% 11.3% 5.8% 1.7%

여성 10,755 1,824 1,398 1,828 1,773 1,674 1,383 580 295

인구 비중(%) 100% 17.0% 13.0% 17.0% 16.5% 15.6% 12.9% 5.4% 2.7%

성내
2동

총 인구 수 24,982 2,740 3,858 4,628 3,734 4,242 3,337 1,808 635

인구 비중(%) 100% 11.0% 15.4% 18.5% 14.9% 17.0% 13.4% 7.2% 2.5%

남성 12,420 1,404 1,847 2,447 1,960 2,058 1,600 875 229

인구 비중(%) 100% 11.3% 14.9% 19.7% 15.8% 16.6% 12.9% 7.0% 1.8%

여성 12,562 1,336 2,011 2,181 1,774 2,184 1,737 933 406

인구 비중(%) 100% 10.6% 16.0% 17.4% 14.1% 17.4% 13.8% 7.4% 3.2%

성내
3동

총 인구 수 23,896 3,621 3,566 3,836 3,825 4,076 2,907 1,519 546

인구 비중(%) 100% 15.2% 14.9% 16.1% 16.0% 17.1% 12.2% 6.4% 2.3%

남성 11,879 2,079 1,857 1,933 1,876 1,911 1,312 734 177

인구 비중(%) 100% 17.5% 15.6% 16.3% 15.8% 16.1% 11.0% 6.2% 1.5%

여성 12,017 1,542 1,709 1,903 1,949 2,165 1,595 785 369

인구 비중(%) 100% 12.8% 14.2% 15.8% 16.2% 18.0% 13.3% 6.5% 3.1%

합계

총 인구 수 173,752 23,897 25,004 30,253 26,910 29,001 22,637 11,717 4,333

인구 비중(%) 100% 13.8% 14.4% 17.4% 15.5% 16.7% 13.0% 6.7% 2.5%

남성 85,736 12,499 12,213 15,337 13,700 14,109 10,803 5,588 1,487

인구 비중(%) 100% 14.6% 14.2% 17.9% 16.0% 16.5% 12.6% 6.5% 1.7%

여성 88,016 11,398 12,791 14,916 13,210 14,892 11,834 6,129 2,846

인구 비중(%) 100% 12.9% 14.5% 16.9% 15.0% 16.9% 13.4% 7.0% 3.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8] 풍납시장 인근 거주지의 연령별 현황(‘18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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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합적 정책 제언

◦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시장 이용이 더욱 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

화 사업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풍납시장에서 농산물과 수·축산물을 비롯한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필

품을 오고 가다가 구매하고 있으며, 풍납동을 중심으로 근접한 지역의 중장년층 연령대에서 시장 이

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다수의 시장 이용자들이 도보로 시장을 방문하고 있으나 쌀이나 생선, 야채 등과 같은 물품을 들고 

이동하기 어렵고, 시장 골목이 좁고 양방향 이동이 불편하다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설의 노후화와 비위생’, ‘이동과 주차

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

‐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풍납시장의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

델링, 오래된 간판 교체, 상품 매대 정비, 시장 인도 확대, 시장 주차장 확대 등 기존의 환경 개선 사

업을 확대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생필품 구매의 편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함

‐ 시장 내 점포의 비위생은 점포가 오래되었으며, 생선과 육류 등의 특유의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므로, 오래된 건물의 위생 검사, 점포 리모델링과 함께 배수와 건

물 내 공기 정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구축해야 함

‐ 풍납시장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이것은 주거지에서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

에 기존 이용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구비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함

‐ 기존의 상품 판매 방식이나 물품 판매 등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통해 상인들 스스로 시장을 변화시

킬 수 있도록 교육 및 마케팅 방법 등의 시장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심화시켜 마케팅 교육과 서비스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풍납시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 도입, 시장 내 쉼터 구축 등의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를 도입해야 함

‐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유형으로 시장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이용자 대상 서비스 향상을 위

한 상인 서비스 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기존의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야 함

◦ 새로운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통시장과는 다른 풍납시장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과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기존의 시장 이용자들의 편의성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새로운 이용자

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설문조사 결과,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의 특화거리로 변화했을 때 풍납시장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지역 사람들은 풍납시장의 특화거리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 122

‐ 기존에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시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풍납시장을 이용하고 싶어할 수 있는 매리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풍납시장 주변 지역에 거주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높은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젊은 감각으로의 시장 분위기 전환이 필요함

◦ 풍납시장 내부에 사람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한성백제의 문화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및 판매하여 시장을 일부러 찾아와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작은 점포 규모로 시장 내 앵커공간을 구축하여, 젊은 층의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방법으로는 기존의 청년몰 사업 및 청년 창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꽈배기, 만두 가게 등 좁은 점포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상인의 창의적인 아이템 운용이 가능한 상점을 

핵점포 형태로 구축하여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품 아이템을 공모 받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기존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건물 철거 후의 빈 공간을 주차장이 아니라 상인과 이용자들 간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소규

모 광장 형태로 운영하여, 플리마켓이나 야시장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가 주말이나 휴일에 풍납시장을 방문하여, 맛집을 찾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성백제 관련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을 풍납시장만의 특색으로 구축해야 함

‐ 풍납시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풍납시장 축제와 함께, ‘19년에 개최한 송송야시장 등 축제와 야시장, 플

리마켓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풍납시장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

‐ 백제 문화 특화거리로서의 시장 변화를 통해, 주변의 다른 전통시장과 상점가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시장의 특성과 고유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이용자와 새로운 이용자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

록 해야 함 

◦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과 이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되어 

있으나 풍납시장은 기존의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으며, 주변의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의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점포의 위생화,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핵점포 유치, 풍납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물건 홍보, 야시장 및 축제 운영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함

◦ 풍납시장의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고객들의 동선 확보를 위한 인도 폭 확대, 정육점·수산물 가게 등에서

의 비린내 감소를 위한 배수구 청소, 오래된 간판 교체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풍납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중심으로 통일성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함

◦ 풍납시장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농·수·축산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편하게 구매하고 이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2시간 배송서비스 도입, 시장 안에서 이동이 편리한 장바구니 도입, 

자전거 쇼핑 등의 시장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과 ‘한성 백제’라는 특색을 바탕으로 풍납시장을 브랜드화 하여 축제 및 야시

장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거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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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결론 

1 ∙ 종합 결론

◦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 풍납동은 풍납동 토성이라는 사적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토성을 중심으로 한 사적지 보상 등의 문제

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었음

‐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활성화지역 

안에 포함된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 시범지역의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을 

분석하여 4개의 사업 유형을 도출하였음

‐ 풍납시장 이용자와 상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풍납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상권 관련 사업 유형들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상권 관련 단위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61개 지역에서 99개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99개 사업들 중에서 

사업 유형은 마중물사업은 71개, 부처협업사업은 22개, 지자체사업은 3개, 마중물사업·지자체사업 1

개, 마중물사업·민간투자사업 1개, 마중물사업·부처협업사업·지자체사업 1개 등이었음

‐ 각 사업들은 인프라 구축인 H/W 사업인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과 프

로그램 유형은 S/W 사업인 서비스 개선, 시장 홍보로 유형화하였음

‐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유형은 보행환경 개선, 가로 환경 정비, 경관 개선, 차없는 거리·골목길 환경 

정비, 입간판 교체, 파사드 설치, 안내판·안내소 설치, 주차장 설립, 등의 시장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유형임

‐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은 공원과 광장 조성, 빈 점포를 활용한 앵커시설·거점시설 구성, 공동창

고 구축, 상인 편의시설 등 시장 안에서 새로운 활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함

‐ 상인 서비스 개선으로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마케팅·컨설팅 추진, 상인대학 운영 등의 상인 교육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상권 트렌드·경영 노하우, 아이템 발굴, 경영 개선과 경영 현대화, 청년 

창업 상담, 상인 관리기구 운영을 통해 상인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하

는 사업 유형임

‐ 시장 홍보 활동 사업으로 야시장, 플리마켓, 축제, 체험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상인회를 포함

하여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 안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시장의 개성을 홍

보할 수 있는 S/W 사업 유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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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백제 역사문화라는 풍납시장만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만들어내어 기존

의 이용자와 함께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중장년층의 풍납1,2동 지역의 여성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쌀

이나 야채, 생선 등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매하고자 풍납시장을 이용함

‐ 풍납시장의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대체로 높으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주로 도보로 진행되며, 접근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음

‐ 풍납1,2동을 제외하고도 성내1,2,3동과 천호2,3동 등 도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시장 이용과 만족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시장 접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의 이용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 도입, 점포 입간판 개선, 주차장 및 이

용자 동선 확보 등 환경 개선과 함께 상인들의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들을 통한 핵점포 유치, 플리마켓과 야시장 등의 행사

를 통한 시장 홍보, 맛집과 특색 있는 상점 운영 등의 방법으로 풍납시장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풍납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들 간의 연계를 통해 풍납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풍납동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풍납시장의 노후화된 환

경을 개선하고, 가게 운영 만족도가 낮은 상인들에게 가게 운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청년 창업, 백제 관련 가게 유치 등으로 시장 내의 새롭고 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풍납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생활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풍납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 개

선, 배달서비스 운영, 자전거 쇼핑, 고객 쉼터, 주차장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함

‐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 시장 내 앵커공간 운영 ↔ 상인 서비스 개선 ↔ 시장 홍보 활동 간이 유

기적 연계를 통해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음



04. 결론 127

2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계획

◦ 풍납시장을 비롯한 풍납동 지역은 사적지 보상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없음

‐ 풍납시장은 존치 지역인 Ⅲ권역과 복원 지역인 Ⅱ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지 보상을 받고 

철거하는 상점이 존재함

‐ 풍납동 역시 사적지 보상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할 때마다 상점

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역에서 보상 후 철거·이주라는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납시장을 비롯하여 풍

납동 전체의 생활 활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풍납1동이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적으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풍납시장 역시 복원 지역에 있는 상점들은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 필

요한 전략을 구상할 수 없음 

‐ 풍납동 토성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으며, 큰 규모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환경

적 제한이 존재함

◦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기존에 도출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방안과의 차별성

이 낮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함

‐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을 유형화하였으며, 풍납시장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나 

도출결과가 기존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로 제안되는 환경 개선, 청년 창업, 상인 서비스 개선, 축제 개최 등의 

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여 기존의 상권활성화 방안과의 차별성이 낮음

‐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결론 도출이 되었으므로, 풍납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있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존재함

◦ 후속 연구를 통해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시장으로서의 풍납시장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을 발

굴하고 이를 풍납시장의 활성화에 적용해야 함

‐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풍납시장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

‐ 풍납시장만의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풍납시장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풍납시장뿐만 아니라, 풍납동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백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함





부록

1_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설문지

2_풍납시장 상인 만족도조사 설문지

3_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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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에서 수행 중인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
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답변은 풍납시장의 이용 현황을 파악
하고,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
호)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 사 기 관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문       의 : 장진하 연구원
(02-2147-3592, jjh83@si.re.kr)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세 이상

거 주 지
① 풍납1동       ② 풍납2동       ③ 천호1동       ④ 천호2동     
⑤ 천호3동       ⑥ 성내1동       ⑦ 성내2동       ⑧ 성내3동   
⑨ 기   타 (                         )            ※ 기타에 동 기재

1. 풍납동에 풍납시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2. 알고 계신다면, 풍납시장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

하십니까?

   (이용이 없을 경우, 「① 없다.」에 체크 후 3번으로 이동)

  

① 없다.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6회

⑤ 기 타(                                                                 )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 132

2-1. 풍납시장을 이용하신다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물건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20만원 미만 ③ 30만원 미만 ④ 40만원 미만 ⑤ 기타(         )

2-2. 풍납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 ② 수·축산물(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

③ 생활용품(화장품, 의류, 그릇, 이불, 커튼 등) ④ 반찬류(김치, 양념게장 등)

⑤ 미용(미장원, 이발소, 마사지샵 등) ⑥ 식당(빵집·맛집 등)

⑦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 ⑧ 기 타(                         )

2-3. 풍납시장을 이용했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   통 ④ 만   족 ⑤ 매우 만족

2-4. 풍납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저렴함 ② 물건이 신선하거나 종류가 다양함

③ 집 근처에 있거나 시장 이동이 편리함 ④ 배송서비스가 편함

⑤ 상인들이 친절함 ⑥ 기 타(                        )

2-5.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 주로 어떻게 이동하십니까?

① 도   보 ② 자전거 ③ 지하철·버스 ④ 자동차 ⑤ 기  타(           )

2-6. 풍납시장이 이동과 접근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 편 함 ③ 보   통 ④ 편 리 함 ⑤ 매우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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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나 풍납시장을 이용할 때의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집에서 멀고, 이동과 주차가 어려움 ②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오래되었음

③ 가격이 비싸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편함 ④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비위생적임

⑤ 시장의 특색이나 개성이 없음 ⑥ 놀이터, 푸드존 등 편의시설 부족

⑦ 기 타(                                                                )

4. 풍납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풍납시장 인근인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중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현대백화점·이마트 천호점 ② 천호시장·천호신시장

③ 성내시장 ④ 천호동 로데오거리

⑤ 기 타(                                                                )

5. 풍납시장이 전통시장거리(백제 역사문화거리)로 특화되어 새롭게 변화한다면 시장을 방문하고 

이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자주 

이용할 것이다.
②

가끔 

이용할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④

이용할 

생각은 있다.
⑤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풍납시장에 백제시대에 만든 토성(풍납동 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7. 풍납동이 후보지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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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개발·재건축사업 ② 환경개선사업 ③ 지역특화사업 ④ 노후지역리모델링 ⑤ 모름

8.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문항 선택 후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건의사항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인들의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향상 ② 간판·시장 거리 등 환경 정비

③ 가격 표시 및 신용카드 활성화 ④ 천호역 홍보 입간판 설치

⑤ 주차장 확대·배송서비스 확대 ⑥ 맛집 발굴·상품의 다양화

⑦ 백제 전통시장 거리 등 특화거리 구축

기타

건의사항

9. 풍납시장을 포함하여,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로 변화

한다면 풍납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활성화 될 것 같다. ② 모르겠다. ③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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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상인 만족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에서 수행 중인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
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답변은 풍납시장의 이용 현황을 파악
하고,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
호)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풍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 사 기 관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문       의 : 장진하 연구원
(02-2147-3592, jjh83@si.re.kr)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세 이상

거 주 지
① 풍납1동       ② 풍납2동       ③ 천호1동       ④ 천호2동   
⑤ 천호3동       ⑥ 성내1동       ⑦ 성내2동       ⑧ 성내3동   
⑨ 기   타 (                         )            ※ 기타에 동 기재

점포 소유 ① 자체 소유       ② 임대       ③ 기   타 (                   ) 

1. 풍납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약                   년)

2. 지금 팔고 계시거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① 농산물(쌀, 과일, 채소 등) ② 수·축산물(생선, 어패류, 정육, 닭 등)

③ 생활용품(화장품, 의류, 그릇, 이불, 커튼 등) ④ 반찬류(김치, 양념게장 등)

⑤ 미용(미장원, 이발소, 마사지샵 등) ⑥ 식당(빵집·맛집 등)

⑦ 슈퍼마켓·편의점·마트 등 ⑧ 한성 백제 관련 기념품 판매

⑨ 기 타(                                                                    )

  

3. 가게의 하루 매출액이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 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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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게가 다음 그림 중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 풍납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    족 ③ 보    통 ④ 불 만 족 ⑤ 매우 불만족

6. 앞으로 풍납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① 풍납동 토성 관련 역사문화재 사업 ②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③ 환경개선 등 중앙정부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 ④ 시장 축제·마을 행사 등 주민 참여 행사

⑤ 기 타(                                                                    )

7. 풍납시장이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서울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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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기업·협동기업 등의 새로운 일이나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참여하시

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참여한다. ③ 참여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8-1. 새로운 조직(마을기업·협동기업 등)이 진행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① 백제 관련 상품(기념품 등) 개발과 판매 ② 풍납동 토성 관련 상품(기념품 등) 개발 및 판매

③ 풍납시장만의 새로운 음식 개발 및 판매 ④ 백제·풍납동 토성 관련 서비스 제공(관광 안내 등)

⑤ 기 타(                                                                     )

9. 풍납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개 선택 가능, 문항 선택 후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 건의사항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영)전문가를 통한 가게별 상담과 조언 ② 개성 있고 특징적인 물건 판매

③ 화장실, 간판 변경 등 시장 환경 개선 ④ (생생문화재와 같은)정부의 시장 지원 정책

⑤ 프랜차이즈, 유명 맛집 등 사람이 모일만한 가게 ⑥ 야시장·차없는 거리 등 행사 개최

기타

건의사항

10. 풍납시장을 포함하여,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백제 역사문화도시(백제문화마을)”로 변화

한다면 풍납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활성화 될 것 같다. ② 모르겠다. ③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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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 성별

[그림 부록-1]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성별 비율

[그림 부록-2]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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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4]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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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5]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6]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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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7]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8]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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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9]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그림 부록-10]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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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12]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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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14]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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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5]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16]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성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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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 연령별

[그림 부록-17]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연령별 비율

[그림 부록-18]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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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9]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20]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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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1]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22]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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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3]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24]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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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5]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그림 부록-26]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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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7]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28]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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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9]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30]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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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1]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32]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연령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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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시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 거주지별

[그림 부록-33] 풍납시장 이용자 응답 : 거주지별 비율

[그림 부록-34] 문항 1.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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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5] 문항 2.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현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36] 문항 2-1.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금액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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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7] 문항 2-2.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물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38] 문항 2-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에서의 구매 만족도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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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9] 문항 2-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이유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40] 문항 2-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 수단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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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1] 문항 2-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 대한 응답

[그림 부록-42] 문항 3.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이용의 불편함과 이용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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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3] 문항 4.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천호역 주변의 상점가 이용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44] 문항 5.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특화거리화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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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5] 문항 6.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동 토성 인지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46] 문항 7.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도시재생사업 인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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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7] 문항 8.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그림 부록-48] 문항 9. 풍납시장 이용자 중 거주지별의 풍납동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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