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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i

송파구 풍납동의 상권은 기존 점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짐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송파구 풍납동의 상권 변화를 살펴보면, 

풍납동 상권은 정체와 상권축소의 특징을 가지며, 이는 풍납동 상권이 창업을 비롯한 새로운 업

종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풍납시장의 경우 상권축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

졌으며, 이는 기존 점포의 경쟁력이 높으며, 도시재생 및 신규 개발 상권으로서의 매력이 낮다.

풍납동 상권의 상주인구, 직장인구, 추정유동인구 모두 경제활동력이 높은 3,40대가 감소하고, 

5,60대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 내부에서 

소비자들의 연령대 공략의 변화와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풍납동 세 상권의 주말 매출이 주중 매

출보다 높으므로 주말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사

와 이벤트 등을 주말에 집중 추진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공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상권활성화 사업이 

필요

길거리 노점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형태로 발전하던 홍콩의 재래시장은 지역 재개발 등을 통해 재

래시장을 실내 공공시장으로 이주시키는 방법과 민간 위탁 관리 등을 통해 시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내 공공시장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홍콩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시장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재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 젠

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상인들의 이주, 시장의 폐쇄 등 지역의 고

유성을 보전하지 않은 시장 정책을 실시하였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 및 연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

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개성을 담은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

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편의시설의 개선, 점포 리모델링, 관광투어 연계, 1∼2인용 소포장 상

품 판매, 배달앱 서비스 제공 등의 판로 개척과 스마트기술,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른 부처 사업 공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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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ICT 기술을 포함한 전통시

장 현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풍납동토성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풍납동토성이 갖고 있는 매력을 확산시키고 풍

납시장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원

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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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3

01 연구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9년 연구보고서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

관광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에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포함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

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에서의 전통시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9년 연구보고서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중심의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연구」에 의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에 포함된 상권활성화 관련 단위사업들은 선도지역·일반지역·뉴딜 시범

지역 중, 61개 지역 99개 사업을 확인함

‐ 또한 99개 사업들 중에서 마중물사업은 71개, 부처협업사업은 22개, 지

자체사업은 3개, 마중물사업·지자체사업 1개, 마중물사업·민간투자사업 

1개, 마중물사업·부처협업사업·지자체사업 1개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으로 계획되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

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상권활성화 사업들은 인프라 구축사업인 특화거리·특화공간 구축, 

시장 내 앵커공간 구축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 개선 사업으로는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 시장 홍보 등

의 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낙후된 풍납전통시장(이하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풍납동 도시재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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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풍납동토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과 스마트기

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바탕으로 풍납동과 송파구의 개성 있고 매력적인 공

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중 시장 시설 현대화, 공공주차장 조성 등 시장

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게 바꾸는 인프라 개선은 필수

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풍납동토성 동성벽 근처에 위치한 풍납시장은 1960년에 개설된 근

린시장으로 풍납동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보존지역과 철거지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납시

장이 지역과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풍납동토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풍납시

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스마트기술을 접목

시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상인들이 지역을 선도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풍납동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

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통해 풍납동토성의 스토리텔링화 및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함

‐ 풍납시장은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문화재 보존 정책에 

의한 보존지역과 철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함

‐ 풍납동토성의 역사적 가치와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풍납동과 송파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성백제시대의 풍납동토성

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할 수 있음

◦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경제활동



01 서론 5

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이 되기 때문에 풍납시장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과 더

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기업·도시재생기업·마을기업 등의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강화 방안, 청년 창업 공간 구축 및 지원 사업 공

모 방안 등 전통시장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지역에서의 주거 형태 구조 변화, 스마트기술의 도

입 등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설현대화 및 배달서비스 제

공 등의 새로운 접근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송파구의 정

책의 흐름을 선도

3) 연구 목적

◦ 풍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위사업 발굴 및 제안에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더불어 지

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송파구와 풍납동의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등 상권 분석을 바탕으

로 지역의 상권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홍콩의 재래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 발전 경험이 

있는 홍콩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사

업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풍납시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

트기술 사업 발굴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례 분석과 함께 풍납

동토성의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자원 발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지원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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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연계사업 발굴 및 정책 제언 

2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에서는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상권현황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상권 분석과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송파구의 

45개 상권과 풍납동의 3개의 상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홍콩 재래시장에 대한 홍콩정부의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기존에 추진했었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현황 분석을 실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정책 분석 진행

‐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전통시장 사업 분석과 풍납동토성을 중심으로 스토

리텔링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진행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풍납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

원 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발굴

‐ 이를 종합하여 풍납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도출하

여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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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풍납동 상권 분석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통계 분석
- 송파구 45개 상권 변화 분석 진행
- 풍납동 3개 상권 분석(상주인구, 직장인구, 추정유동인구, 점포 수 및 매출 등)

▼
홍콩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례 분석

전문가 원고 
활용- 홍콩의 재래시장 관련 정부 정책 변화 분석

- 홍콩 노점 재래시장, 실내 공공시장에 대한 사례 분석

▼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 전통시장 성공 사례 분석
-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문화 상품 개발 관련 사례 분석
-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부 정책 분석
- 스마트 시장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과 스마트기술 도입 사례 분석

▼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모색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개요 분석
- 풍납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책 발굴

▼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단위사업 제안

[표 1-1] 연구내용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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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송파구 상권분석

◦ 서울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에 분포하고 있는 상

권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상권을 검색, 업종과 

지역, 상권의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하고, 행정구역별 다양한 상권과 업종별 특

성, 점포 등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송파구 내에 존재하

는 상권을 분석하고 송파구 상권의 쇠퇴와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1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자영업자가 많이 창업하고 있는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을 선

별하여 업종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임

‐ 100개 생활밀접업종 : 사업체수가 많고,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

‐ 국세청, 통계청, 서울시 등 기관별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

탕으로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을 도출하여 지역별 업종의 현황 제공, 창

업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외식업) 한식음식업, 중식음식업, 일식음식업, 양식음식업, 제과업, 패스

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 강

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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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기타 법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통신기기수

리, 스포츠클럽,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

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부동산중개업, 여관, 게스트하우

스, 고시원, 노래방, 독서실, DVD방, 녹음실, 사진관, 통번역서비스, 건

축물청소, 여행사, 비디오·서적임대, 의류임대, 가정용품임대

‐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및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

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완구, 섬

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악기, 인테리

어, 조명물품, 중고차판매,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및 부품, 재생용품 판

매점, 예술품, 주유소, 전자상거래업

[그림 2-1]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절차
출처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seoul.go.kr/introduce1.do)

◦ 서울시는 골목상권 중 점포 밀집도가 높은 상권으로 총 1,010개를 선정하여 

‘서울형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분석자료 제공

‐ 골목상권은 대로변이 아닌 거주지 안의 좁은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권 

세력의 범위를 의미

‐ 골목상권의 특징으로는 음식점업·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 도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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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수 있는 거리,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형성된 상권, 대형 유통

시설 미포함, 대로(大路)와 로(路)를 제외한 길 단위로 구성, 30개 이상의 

점포 수를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이 있음

‐ 골목점포는 생활밀접업종을 포함한 점포, 발달상권에 포함되지 않은 점

포, 배후지가 주거 밀집 지역에 포함되는 점포,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

는 점포, 길에 위치한 점포를 포함함

‐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정 점포 수 이상의 상권이며 골목점포의 밀집도

가 높은 상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서울시는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상권, 관광특구상권을 정

의하였으며 이를 상권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함

‐ 발달상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의 법조항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을 의미, 도매･소
매･음식･숙박･생활서비스･금융･부동산･학문･교육･의료복지･문화예술종

교･관광여가오락 등의 8개 업종대분류에 속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정의할 수 있음

‐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존의 260개 발달상권

을 전통시장 등을 중복 제거하여 253개로 설정하였음

‐ 전통시장상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을 말함

‐ 서울시는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통시장리스트를 기반으로 우리마

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중요 DB인 상가업소 DB 표를 활용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한국국토정

보공사 상권영역 정보를 통해 적합한 서울시의 227개 전통시장 상권영

역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음

‐ 관광특구상권은 관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공간에 입지한 상권

을 의미하며, 전국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내 5개 지구 6개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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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정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관광특구 상권영역을 설정하였음

‐ 용산구 이태원(383,292㎡), 중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통(872,8

09㎡), 중구 동대문패션타운(585,709㎡), 종로구 종로·쳥계(540,602㎡), 

송파구 잠실(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190,386㎡) 등이 관광특

구상권으로 포함됨

서울시 발달상권 분포 서울시 전통시장상권 분포

[그림 2-2] 서울시의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상권 분포 현황
출처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seoul.go.kr/introduce3.do)

2 ∙ 송파구 상권분석

◦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송파구의 상권

을 발달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관광특구로 분류, 총 45개의 상권이 있음

‐ 발달상권(12) : 가락1동(가락시장), 가락본동(가락시장역), 문정1동(문정

역), 문정2동(장지역), 방이2동(방이동 먹자골목), 석촌동(석촌역), 송파1

동(석촌역1·석촌역2), 잠실3동(잠실동 롯데월드), 잠실6동(잠실역), 잠실

본동(신천역), 풍납1동(천호역)

‐ 골목상권(27) : 가락2동(동남로20길·송이로23길·오금로46길), 가락본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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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대로30길·양재대로62길·양재대로64길·오금로36길), 마천2동(거마로20

길·마천로51길), 문정1동(송이로32길·송이로36길), 방이1동(양재대로71길), 

방이2동(백제고분로50길·오금로11길), 삼전동(백제고분로21길·백제고분로2

2길·백제고분로31길·백제고분로32길), 석촌동(백제고분로33길·백제고분로3

4길·백제고분로39길), 송파1동(백제고분로42길·백제고분로45길·백제고분로

46길), 오금동(양재대로72길), 잠실본동(삼전로13길), 풍납1동(풍성로25길)

‐ 전통시장(5) : 마천2동(마천시장), 방이2동(방이시장), 석촌동(석촌시장), 

잠실본동(새마을시장), 풍납1동(풍납시장)

‐ 관광특구(1) : 방이·오륜동1)(잠실 관광특구)

‐ 송파구의 상권은 잠실대로를 포함한 대로를 중심으로 관광특구와 발달상

권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골목상

권이 산재되어 있으며, 전통시장은 5개가 존재함

[그림 2-3] 송파구 상권 분포 현황 

1)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는 잠실 관광특구로 오륜동만 나와 있지만 오륜동의 대부분은 올림픽공원이며, 상권의 대부분은 방이동
이므로 방이·오륜동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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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상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에 ‘다이

나믹’한 상권 형태가 증가하였으며, 잠실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잠실동과 석

촌동, 송파동, 방이동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음

‐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는 상권 변화를 ‘정체’, ‘상

권축소’, ‘상권확장’, ‘다이나믹’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분기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14년∼2019년까지의 분기별 상권 변화, 운영 점포 수(개월별 평균), 

폐업 점포 수(개월별 평균) 데이터를 각 연도별로 평균을 내어 송파구의 

각 상권 변화와 운영 점포 수와 폐업 점포 수 파악이 가능함

‐ 2014년도 송파구의 상권 45개 중 27개가 다이나믹 상권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19년에는 다이나믹으로 상권이 변한 곳이 30개로 확대되었음

‐ 잠실 관광특구와 잠실역 롯데월드 발달상권을 주변으로 상권 변화가 다

이나믹으로 변하였고, 백제고분로 골목상권들은 다이나믹의 형태가 많았

지만 연도별로 상권축소와 상권확장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음

‐ 방이동 먹자골목과 잠실역 발달상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확대되었으며, 

석촌역 중심으로 한 발달상권 변화는 상권축소와 정체로 변하였음

상권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9

거마로20길 상권축소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동남로20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마천로51길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백제고분로21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2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31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3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축소 다이나믹

백제고분로33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34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축소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39길 상권확장 상권확장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4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45길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백제고분로46길 상권확장 다이나믹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상권축소

[표 2-1] 송파구 상권 변화 추이(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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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9

백제고분로50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다이나믹
삼전로13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송이로23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송이로3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송이로36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송파대로30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양재대로6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양재대로64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축소 다이나믹 상권축소 다이나믹
양재대로71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양재대로72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오금로11길 상권확장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오금로36길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오금로46길 다이나믹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풍성로25길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상권축소 정체

장지역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문정역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가락시장역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축소 다이나믹
가락시장 정체 정체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정체 상권확장

석촌역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정체 정체 상권축소
석촌역_1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석촌역_2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신천역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잠실역 롯데월드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정체 상권확장
방이동 먹자골목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잠실역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다이나믹 상권확장 상권확장 다이나믹
천호역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풍납시장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마천시장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정체
방이시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다이나믹
석촌시장 다이나믹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상권축소 다이나믹 상권축소

새마을시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정체 다이나믹 상권확장
잠실 관광특구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상권확장 다이나믹 상권확장

1. 상권 변화 지표 : 상업공간의 변화를 생존 및 폐업 사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을 기반으로 상업공간을 4개로 
분류(정체-상권축소-상권확장-다이나믹)

2. 정체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평균 폐업영업기간 ↑ 
창업 진출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권

3. 상권축소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경쟁력 있는 기존 업체가 우위에 있는 상권 

4. 상권확장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경쟁력 있는 신규 창업이 우위에 있는 상권

5. 다이나믹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도시재생 및 신규 개발 상권으로 창업 진·출입을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권

출처 :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상권동향(https://golmok.seoul.go.kr/visualization.do),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상권변화지표(http://data.seoul.go.kr/dataList/OA-15576/S/1/datase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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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그림 2-4] 송파구 상권 변화(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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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의 운영 점포와 폐점 점포의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실역과 석촌호수 

주변의 관광특구상권과 발달상권을 중심으로 운영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폐

점 점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송파구의 상권은 2014년보다 2019년에 운영하고 있는 점포 수가 증가

한 형태이며, 이 중 풍성로25길의 골목상권의 평균 운영 점포 수가 125

개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골목상권인 석촌동 백제고분로33길의 운영 점포 수는 감소하였으나, 인

근의 발달상권인 석촌역 중심으로 운영 점포가 증가하였음

‐ 이를 통해 석촌동의 골목상권에서 석촌역 중심의 발달상권으로 지역 상

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폐점 점포 수 역시 2014년보다 2019년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나, 이 중에서 잠실역 롯데월드는 2014년의 폐점 수가 2019년의 폐점 

수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락시장의 폐점 수가 2014년보다 2019년에 약 3배 정도 많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가락시장의 상권의 변화가 정체와 상권확장의 변화 속

에서 폐점과 운영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상권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9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거마로20길 102 45 105 48 104 52 103 54 107 55 110 55 105 51

동남로20길 87 43 88 45 88 46 91 48 94 49 98 51 91 47

마천로51길 101 44 104 46 104 48 107 50 116 51 119 53 109 48

백제고분로21길 82 37 85 38 87 39 89 40 91 41 93 41 88 39

백제고분로22길 86 40 88 43 88 44 89 47 95 48 105 49 92 45

백제고분로31길 90 40 91 42 90 44 91 46 97 47 108 49 94 45

백제고분로32길 84 41 89 43 94 44 96 46 101 48 110 52 96 46

백제고분로33길 85 41 85 43 85 43 79 44 79 44 77 43 81 43

백제고분로34길 91 43 87 45 94 46 98 46 101 47 110 51 96 46

[표 2-2] 송파구 상권 운영 점포·폐업 점포 변화(2014-2019) 
(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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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9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운
영 

폐
업 

백제고분로39길 84 46 86 47 88 48 90 49 91 49 99 50 89 48

백제고분로42길 86 38 87 41 92 42 89 43 87 45 89 47 88 43

백제고분로45길 95 38 95 41 95 42 93 44 89 45 87 47 92 43

백제고분로46길 92 45 95 47 96 48 100 48 105 48 105 50 99 48

백제고분로50길 88 43 91 46 95 47 98 48 103 49 105 51 97 47

삼전로13길 89 40 91 42 88 44 91 45 96 45 107 46 94 44

송이로23길 90 37 91 40 90 43 90 45 93 46 103 48 93 43

송이로32길 81 41 83 44 84 45 86 46 89 48 99 49 87 45

송이로36길 77 40 80 42 83 43 84 44 91 45 108 48 87 44

송파대로30길 73 40 75 41 77 42 77 43 80 44 84 45 78 43

양재대로62길 82 39 82 42 83 43 86 44 90 45 98 47 87 43

양재대로64길 87 38 88 41 94 42 99 44 99 45 112 48 96 43

양재대로71길 83 43 86 45 85 47 83 49 87 50 90 50 86 47

양재대로72길 85 44 89 45 94 46 96 48 101 49 102 50 94 47

오금로11길 90 45 89 47 88 48 91 49 99 49 102 51 93 48

오금로36길 86 37 87 39 89 41 90 42 96 42 101 44 91 41

오금로46길 91 41 97 44 98 46 98 49 100 50 105 51 98 47

풍성로25길 100 46 108 47 110 49 114 51 122 52 125 52 113 49

장지역 43 28 45 32 48 35 46 35 52 37 71 41 51 34

문정역 74 35 74 38 75 40 76 41 82 40 91 42 79 39

가락시장역 88 39 90 41 86 42 89 43 95 43 115 47 94 42

가락시장 93 53 96 55 87 56 77 58 76 59 123 140 86 56

석촌역 107 45 128 46 139 47 157 47 166 50 177 57 145 48

석촌역_1 104 39 111 40 114 41 118 42 128 43 124 47 117 42

석촌역_2 97 43 103 46 113 46 113 47 109 49 116 48 108 46

신천역 93 43 94 45 93 47 96 48 101 48 108 49 97 47

잠실역 롯데월드 82 75 84 73 85 71 87 69 97 69 112 68 91 71

방이동 먹자골목 83 39 85 42 84 44 84 45 85 45 95 47 86 44

잠실역 78 45 83 47 84 48 87 49 90 51 99 54 87 49

천호역 92 50 97 52 97 53 102 53 106 54 116 54 101 53

풍납시장 95 42 97 43 103 42 96 46 103 48 113 48 101 45

마천시장 110 51 115 53 112 55 117 55 123 56 124 57 117 54

방이시장 88 45 91 47 96 48 99 49 104 50 106 51 97 48

석촌시장 90 44 98 46 103 47 106 48 112 50 101 52 101 48

새마을시장 92 48 93 50 93 51 97 52 102 53 109 52 98 51

잠실 관광특구 83 48 81 49 82 50 83 51 88 52 101 53 8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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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운영 점포 변화 추이(2014-2019)

발달상권·전통시장·관광특구 운영 점포 변화 추이(2014-2019)

[그림 2-5] 송파구 상권 중 운영 점포 추이(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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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폐점 점포 변화 추이(2014-2019)

발달상권·전통시장·관광특구 폐점 점포 변화 추이(2014-2019)

[그림 2-6] 송파구 상권 중 폐점 점포 추이(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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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풍납동 상권분석

1 ∙ 풍납동 상권분석 개요

◦ 서울형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의 활성화지역에 포함되는 송파구 풍납1동의 

상권은 3개의 상권이 존재, 풍납동토성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

‐ 송파구 풍납동의 상권은 풍납1동에 풍성로25길(골목상권), 천호역(발달상권), 풍

납시장(전통시장)으로 3개의 상권이며, 지하철 5·8호선의 천호역이 인접해 있음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풍납동의 3개 상

권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주인구, 직장인

구, 추정유동인구, 점포 수, 추정매출, 집객시설, 아파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함

[그림 2-7] 풍납동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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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풍납동 상권분석
 

1) 풍납시장 상권분석 : 상주인구

◦ 풍납동의 3개의 상권은 상주인구가 증가 중이지만 3,40대의 상주인구는 감소, 

60대의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경제활동이 활

발한 3,40대의 상주인구의 유출, 상권 안의 상주인구의 비율이 변화 중임

‐ 골목상권인 풍성로25길의 상주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444명이었

으며,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증가하였지만 2017년 이후 감소함

‐ 풍성로25길의 남성 상주인구는 2014년 44.6%, 2019년 49.2%로 증가, 

여성 상주인구은 2014년 55.4%, 2019년 50.8%로 감소하였음

‐ 풍성로25길의 상주인구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4년 2.5%였던 60대 상

주인구가 2019년 31.1%로 증가하였음

‐ 풍성로25길의 총 가구 수는 2015년 851 가구 수에서 2019년 927 가

구 수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 수는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발달상권인 천호역 상권의 상주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75명이었으

며, 2019년 28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 가장 상주인구가 많았음

‐ 천호역 상권의 남성 상주비율은 2014년 47.0%, 2019년 47.6%이며, 여

성 상주비율은 2014년 53.0%, 2019년 52.4% 등 비슷한 비율을 유지함

‐ 천호역 상권의 상주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4년 30대 상주인구가 

34.0%, 50대 상주인구가 34.6%로 많았으며, 2019년에는 60대 상주인

구가 27.8%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천호역 상권의 총 가구 수는 2015년 96 가구 수에서 2019년 164 가구 

수로 증가, 아파트 거주자는 없으며 모두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의 상주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685명에서 

2019년 2,226명으로 증가, 2015년·2016년에 상주인구가 가장 많았음



02 송파구와 풍납동 상권분석 25

‐ 풍납시장의 남성 상주인구는 2014년 43.7%에서 2019년 49.7%로 증가

하였고, 여성은 2014년 56.3%에서 2019년 50.3%로 감소하였음

‐ 풍납시장 상주인구는 30대가 2014년에는 35.4%, 50대가 35.5%로 높았

지만 2019년에는 60대 상주인구가 30.6%로 높게 나타났음

‐ 풍납시장의 총가구 수는 2015년 1,063 가구 수에서 2019년 1,111 가

구 수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풍성로25길·천호역·풍납시장의 상주인구의 변화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

며, 2015년과 2016년에 상주인구가 가장 많아졌지만 이후 감소하는 형

태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여성이 조금 많은 형태를 유지함

‐ 상주인구의 연령대에서는 30대와 50대의 상주인구가 많지만 점차 60대

의 상주인구가 증가하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상주인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보임

연도 상권
총 

가구 
총 

인구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4

풍성로
25길

- 1,444 44.6 55.4 7.7 33.3 21.3 33.3 2.5
2015 851 2,333 48.5 51.5 12.9 19.4 17.1 20.2 16.9
2016 960 2,136 48.3 51.7 13.1 15.2 15.4 18.1 25.4
2017 922 1,987 48.7 51.3 12.6 15.0 14.3 19.0 27.8
2018 908 1,912 49.1 50.9 11.8 15.3 13.7 18.1 30.0
2019 927 1,901 49.2 50.8 11.6 15.0 13.5 17.8 31.1
2014

천호역

- 175 47.0 53.0 11.4 34.0 18.8 34.6 1.1
2015 96 258 49.0 51.0 14.1 20.5 16.6 20.6 15.7
2016 156 304 47.8 52.2 13.7 19.9 16.1 14.8 25.4
2017 162 295 47.3 52.7 13.4 19.6 16.6 15.6 26.4
2018 164 288 47.7 52.3 14.5 21.0 16.3 14.2 26.4
2019 164 280 47.6 52.4 15.3 20.0 15.9 14.0 27.8
2014

풍납
시장

- 1,685 43.7 56.3 5.8 35.4 21.7 35.5 1.0
2015 1063 2,875 48.3 51.7 12.7 19.5 17.1 20.4 16.8
2016 1276 2,744 49.8 50.2 13.7 15.8 15.8 18.3 24.3
2017 1233 2,556 49.4 50.6 13.2 15.2 16.0 17.5 27.0
2018 1131 2,318 49.4 50.6 12.6 14.3 15.7 17.7 29.2
2019 1111 2,226 49.7 50.3 12.3 13.6 15.4 18.3 30.6
1. 인구 수: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2. 성별·연령별 비율: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데이터 다운 후 가공

[표 2-3] 풍납동 상권의 상주인구 현황(2014-2019)
(단위: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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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납시장 상권분석 : 직장인구

◦ 풍성로25길·천호역·풍납시장의 직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5,60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골목상권인 풍성로25길의 직장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005명이었

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55명으로 크게 감소함

‐ 풍성로25길의 남성 직장인구의 비율은 2014년 37.6%에서 2019년 

41.1%로 증가, 이와 반대로 여성 직장인구의 비율은 2014년 62.1%에

서 2019년 58.9%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풍성로25길의 직장인구는 30대, 40대 직장인구가 평균적으로 25%를 넘

는 등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연령대의 직장인구가 대부분임

‐ 발달상권인 천호역의 직장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893명이었으며, 

2019년 385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15년과 2016년에 천명 넘게 증가

하기도 하였음

‐ 천호역 상권의 남성 상주비율은 2014년 46.3%였으며, 2019년 39.9%로 

감소하였으며, 여성 상주비율은 2014년 53.7%에서 2019년에는 60.1%

로 증가하였음

‐ 천호역 상권의 직장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직장인구

가 평균적으로 25%를 넘지만 60대의 직장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의 직장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0명에서 2019

년 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풍납시장의 남성 직장인구는 2014년 19.4%에서 2019년 40.6%로 증가

하였고, 여성은 2014년 80.6%로 직장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였으

며, 2019년 59.4%로 감소하였음

‐ 풍납시장 직장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평균 25% 이

상, 50대의 직장인구 역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풍성로25길·천호역·풍납시장의 직장인구는 풍납시장만 증가했을 뿐, 풍

성로25길과 천호역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중에서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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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직장인구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

연도 상권
총 

인구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4

풍성로
25길

1,005 37.9 62.1 17.5 29.0 29.4 16.0 7.9
2015 908 42.5 57.5 14.5 26.7 27.6 20.8 10.3
2016 800 38.5 61.5 14.9 25.3 26.7 21.1 11.8
2017 766 35.8 64.2 14.6 23.5 26.4 22.1 12.8
2018 784 35.8 64.2 14.1 25.3 24.6 21.4 14.3
2019 155 41.1 58.9 15.3 26.5 28.9 21.1 7.9
2014

천호역

893 46.3 53.7 18.0 25.1 24.9 18.7 13.1
2015 958 46.1 53.9 17.8 26.0 23.0 19.2 13.6
2016 1,001 47.1 52.9 18.0 24.1 22.4 18.9 16.3
2017 1,009 49.0 51.0 16.9 22.9 22.9 19.2 17.6
2018 981 46.0 54.0 17.6 24.9 23.5 18.4 15.0
2019 385 39.9 60.1 13.9 22.8 21.3 23.8 18.1

2014

풍납
시장

10 19.4 80.6 19.4 16.1 35.5 25.8 3.2

2015 12 21.3 78.7 17.0 4.3 40.4 36.2 2.1

2016 15 38.3 61.7 3.3 35.0 18.3 38.3 5.0

2017 18 32.9 67.1 14.3 27.1 15.7 37.1 5.7

2018 13 26.9 73.1 19.2 15.4 25.0 32.7 7.7

2019 60 40.6 59.4 9.6 9.2 24.7 40.6 15.9
1. 인구 수: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2. 성별·연령별 비율: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데이터 다운 후 가공

[표 2-4] 풍납동 상권의 직장인구 현황(2014-2019)
(단위: 명, %)

[그림 2-8] 풍납동 상권의 총 상주인구와 총 직장인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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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납시장 상권분석 : 추정유동인구

◦ 풍납동의 추정유동인구는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3,40대의 추정유동인구의 감소와 60대의 증가, 주말의 추정유동인구 비중 확

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납동은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유동인구 흐름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골목상권인 풍성로25길의 추정유동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364,377

명에서 2019년 373,93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31,89

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9년까지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풍성로25길의 남성 추정유동인구의 비율은 2014년 49.1%에서 2019년 

48.6%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 추정유동인구의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9년 51.4%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풍성로25길의 추정유동인구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의 

추정유동인구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만 60대의 추정유동인구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풍성로25길의 요일별 추정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요일별로 비

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일요일 추정유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발달상권인 천호역 상권의 추정유동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189,858

명이었으며, 2019년 185,604명이며, 2015년과 2018년에 20만명이 넘

는 등 일시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천호역 상권의 남성 추정유동인구 비율은 2014년 50.2%였으며, 2019년 

39.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 추정유동인구 비율은 2014년 

49.8%에서 2019년에는 60.7%로 크게 증가하였음

‐ 천호역 상권의 추정유동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30대와 40대

의 추정유동인구가 평균적으로 25%를 넘고 있지만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60대의 추정유

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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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역 상권의 요일별 추정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9년으로 갈수록 주중의 추정유동인구는 감소하지만 주말의 추

정유동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의 추정유동인구는 평균적으로 2014년 94,688명에

서 2019년 140,851명으로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풍납시장의 남성 추정유동인구는 2014년 51.0%에서 2019년 49.9%로 

소폭 감소, 여성은 2014년 49.0%에서 2019년 49.9%로 소폭 증가함

‐ 풍납시장 추정유동인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각각 20%를 넘게 차지하

고 있던 30대, 40대의 추정유동인구 비중이 감소, 2014년 11.4%였던 

60대 유동인구의 비중은 2019년 21.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풍납시장의 요일별 추정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주중의 유동인구 비율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유동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풍납동의 추정유동인구를 살펴보면 결과 상주인구와 마찬가지로 3,40대

의 추정유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60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추정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서 주중보다 주말의 추정유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으로 소비 중심으로 

유동인구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 상권 총 인구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4

풍성로
25길

364,377 49.1 50.9 16.0 22.3 21.8 21.6 12.3
2015 212,209 49.9 50.1 12.8 22.4 23.3 24.9 13.7
2016 131,898 48.4 51.6 13.4 20.7 22.0 25.0 16.0
2017 235,237 48.8 51.2 18.6 19.6 17.8 21.0 18.9
2018 267,941 49.1 50.9 18.6 18.4 17.1 21.5 20.6
2019 373,938 48.6 51.4 18.0 17.2 17.1 20.8 23.0
2014

천호역

189,858 50.2 49.8 18.1 22.4 21.3 21.1 11.8
2015 235,292 49.9 50.1 16.2 21.3 20.6 22.3 15.2
2016 199,166 47.8 52.2 16.2 20.6 20.2 21.3 16.7
2017 178,433 46.4 53.6 24.4 20.7 16.7 18.9 14.5

[표 2-5] 풍납동 상권의 추정유동인구 현황(2014-2019)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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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풍납동 상권의 추정유동인구 변화 추이

4) 풍납시장 상권분석 : 점포 및 매출

◦ 풍납동 상권의 점포는 천호역 중심으로 집객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매

출 건수는 천호역과 풍납시장이 비슷하지만 매출 금액은 천호역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점의 매출이 높은 것으로 보아 천호역의 현대백화점과 

그 주변의 음식점들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풍납동 상권의 점포 수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풍성로25길은 점포 

수가 135개, 천호역 145개, 풍납시장 86개가 있음

연도 상권 총 인구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8 215,235 43.3 56.7 22.8 21.1 16.6 19.7 16.3
2019 185,604 39.3 60.7 21.0 20.5 16.8 19.6 19.2

2014

풍납
시장

94,688 51.0 49.0 17.4 22.5 21.7 22.1 11.4

2015 99,400 51.1 48.9 15.6 21.4 20.9 23.5 15.0

2016 70,218 49.2 50.8 15.2 21.3 20.9 24.2 16.2

2017 111,345 50.6 49.4 18.1 19.5 18.2 19.1 17.5

2018 129,204 50.1 49.9 17.0 18.7 17.6 21.1 19.8

2019 140,851 49.9 50.1 16.4 18.1 18.2 19.7 21.7
1. 인구 수: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2. 성별·연령별 비율: 2014년 2분기 ∼ 2019년 4분기까지의 각 연도별 합의 평균으로 계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데이터 다운 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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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로25길 
추정유동인구 
요일별 비중 

변화
(2014-2019)

천호역 
추정유동인구 
요일별 비중 

변화
(2014-2019)

풍납시장 
추정유동인구 
요일별 비중 

변화
(2014-2019)

[그림 2-10] 풍납동 상권의 추정유동인구 요일별 변화(2014-2019)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32

‐ 상권 내의 점포들의 평균 매출금액을 살펴보면, 풍성로25길과 천호역과 

풍납시장 모두 당월 매출 금액과 매출 건수가 감소 중이며, 이 중에서 

천호역과 풍납시장의 매출 건수는 유사하지만 천호역의 당월 매출 금액

이 가장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집객시설의 경우, 풍성로25길 상권은 2015년 7개가 있던 집객시설이 

2019년에 9개로 증가하였으며, 관공서 1개와 약국 3개가 위치하고 있으

며, 천호역 상권은 2015년 40개의 집객시설에서 2019년 41개 집객시설

로 증가하였고, 2개의 은행과 1개의 일반병원, 5개의 약국과 1개의 버스

정류장을 인근에 두고 있으며, 풍납시장은 2015년 3개의 집객시설에서 

2019년 6개의 집객시설을 인접함

‐ 한식·양식·일식·중식·제과점·패스트푸드점·치킨전문점·분식전문점·호프-

간이주점·커피-음료 등 음식 관련 점포 매출은 2016년∼2019년까지 4

년 간 풍성로25길의 경우, 평균 171,376,640원이며, 평균 매출 12,204

건수이며, 천호역은 평균 349,376,733원, 평균 매출 33,439건, 풍납시

장은 평균 141,689,967원, 평균 건수는 7,079건으로 천호역의 매출 건

수와 금액이 다른 상권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편의점·슈퍼마켓·식료품 등 식료품 구매 관련 점포의 매출은 2016년∼

2019년까지 4년 간 풍성로25길의 경우, 평균 매출 245,587,968원, 

33,533건이며, 풍납시장은 평균 매출 1,026,398,566원, 85,075건으로 

풍성로25길보다 풍납시장의 식료품 구매 관련 매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천호역은 2018년과 2019년 평균 매출 169,658,511원, 

16,348건으로 확인할 수 있음

연도 상권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2016

풍성로
25길

115,772,753 6,682

2017 120,440,375 6,837

2018 119,543,895 6,551

2019 106,060,584 5,948

[표 2-6] 풍납동 상권의 당월 매출 평균 변화(2014-2019)
(단위: 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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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풍납동 상권 평균 당월 매출 금액과 매출 건수(2014-2019)

연도 상권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2016

천호역

447,978,221 18,019

2017 403,854,548 17,094

2018 402,363,098 17,119

2019 322,641,507 15,721

2016

풍납
시장

246,897,928 17,754

2017 250,540,650 18,719

2018 222,830,058 15,885

2019 219,620,552 15,871
1. 당월 매출 금액, 매출 건수 : 2016년∼2019년 상권의 추정매출의 모든 업종 합의 평균으로 계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데이터 다운 후 가공

연도 상권
음식점 관련 업종 식료품 관련 업종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2016

풍성로
25길

169,825,724 6,112 274,700,582 39,156
2017 174,661,944 6,594 267,081,380 36,631
2018 173,985,161 6,408 238,416,922 32,232
2019 167,033,732 6,134 202,152,986 26,114
2016

천호역

361,679,179 35,769 - -
2017 311,512,226 31,700 - -

2018 377,138,755 36,015 337,250,359 32,206

2019 347,176,774 30,272 2,066,664 491

[표 2-7] 풍납동 상권의 음식·식료품 관련 업종의 당월 매출 평균 변화(2014-2019)
(단위: 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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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납시장 상권분석 : 상권 변화

◦ 풍납동 상권은 새로운 업종이 창업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기존의 

점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보수적인 상권이라는 특징이 존재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상권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풍성로25길은 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상권축소의 흐름이

며, 천호역은 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 풍납시장은 상권축

소-상권축소-상권축소-다이나믹-상권축소-상권축소의 흐름을 보임

‐ 풍납동 상권은 정체와 상권축소의 특징을 가지며, 이는 풍납동 상권이 

창업을 비롯한 새로운 업종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풍납시장의 경우 상권축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점포의 경쟁력이 높으며, 도시재생 및 신규 개발 상권으로서의 

매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풍납동 상권의 운영 점포 현황은 송파구 상권 운영 점포 현황과 마찬가

지로, 2014년∼2019년까지 점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

며, 풍성로25길의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폐점 현황 역시 송파구 상권의 폐점 현황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폐점

이 증가하였으며, 풍납시장의 폐점 수는 다른 두 상권에 비해 적은 편이

며, 천호역 상권의 폐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세 상권의 운영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폐점 역시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폐점을 줄이고 점포 운영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

연도 상권
음식점 관련 업종 식료품 관련 업종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당월 매출 금액 당월 매출 건수
2016

풍납
시장

153,845,966 8,176 1,116,210,811 94,551

2017 165,851,922 8,502 1,089,202,716 91,322

2018 119,410,563 5,723 1,014,914,990 82,164

2019 127,651,417 5,916 885,265,746 72,262
1. 당월 매출 금액, 매출 건수 : 2016년∼2019년 상권의 추정매출의 모든 업종 합의 평균으로 계산
2. 2019년은 1,2분기를 매출 금액과 건수를 합친 후 평균으로 계산
출처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데이터 다운 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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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주인구, 직장인구, 추정유동인구 모두 경제활동력이 높은 3,40대

가 감소하고, 5,60대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권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 내부에서 소비자들의 연령대 공략의 변화

와 집중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세 상권의 주말 매출이 주중 매출보다 높으므로 주말에 물품

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사와 이

벤트 등을 주말에 집중 추진하여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도록 해야 함

연도 상권 상권 변화
점포 현황

운영 점포 폐업 전포
2014

풍성로
25길

정체 100 46
2015 정체 108 47
2016 정체 98 53
2017 정체 102 53
2018 정체 122 52
2019 상권축소 125 52
2014

천호역

정체 92 50
2015 정체 97 52
2016 정체 97 53
2017 정체 102 53
2018 정체 106 54
2019 정체 116 54

2014

풍납
시장

상권축소 95 42

2015 상권축소 97 43

2016 상권축소 103 42

2017 다이나믹 96 46

2018 상권축소 103 48

2019 상권축소 113 48
1. 상권 변화 지표 : 상업공간의 변화를 생존 및 폐업 사업체의 평균 영업기간을 기반으로 상업공간을 4개로 

분류(정체-상권축소-상권확장-다이나믹)
2. 정체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평균 폐업영업기간 ↑ 

창업 진출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권
3. 상권축소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경쟁력 있는 기존 업체가 우위에 있는 상권 
4. 상권확장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경쟁력 있는 신규 창업이 우위에 있는 상권
5. 다이나믹 : 특정시점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서울시 평균 생존 및 폐업영업기간 대비 평균 생존영업기간 ↓ / 평균 폐업영업기간 ↓ 

도시재생 및 신규 개발 상권으로 창업 진·출입을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권

출처 :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상권동향(https://golmok.seoul.go.kr/visualization.do),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상권변화지표(http://data.seoul.go.kr/dataList/OA-15576/S/1/datasetView.do)

[표 2-8] 풍납동 상권 변화 추이(2014-2019)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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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상권의 운영 점포 추이(2014-2019)

풍납동 상권의 폐점 점포 추이(2014-2019)

[그림 2-12] 풍납동 상권의 운영·폐점 점포 추이(20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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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홍콩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2)

1 ∙ 홍콩의 재래시장 개요

◦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의 재래시장3)은 기존의 장소에서 통째로 이전하거나 신

규 주택단지의 편의시설 중 하나로 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시

장과는 다른 형태를 보임

‐ 중화권의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상권구조 방식의 구분보다 영업행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움

‐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웻마켓(wetmarket)과 의류, 가전 등 공산품을 주

로 취급하는 드라이마켓(drymarket)으로 구분되어 있는 중화권 시장에

서 웻마켓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전통시장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음4) 

‐ 이는 중화권 사람들의 전통적 생활방식, 신선식품 구매와 관련한 고정관

념, 식품유통 구조,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의 대형마트 방식의 소매점이 

들어서기 어려운 높은 인구밀도와 토지이용비용을 비롯한 물리적 거주환

경 차이와 깊은 관련이 존재

‐ 홍콩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재래시장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영업 관행을 꾸준히 개선 중임

◦ 홍콩의 재래시장은 저소득 노동계층의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였음

‐ 홍콩은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과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주도한 

이웃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낮은 세금, 느슨한 노

2)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보고서의 해외 사례를 전문가 원고 의뢰로 작성, 원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록.

3) 본 보고서에서는 중화권 소매시장은 ‘전통시장’보다는 영업방식에 초점을 맞춰 ‘재래시장’이라고 부르기로 함.

4) 드라이마켓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형소매점이나 기업형 수퍼마켓에 밀려 경쟁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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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규, 개방경제를 비롯해 정부역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대신 간척사업을 통한 토지 확보, 공공임대주

택과 사회기반시설 보급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계층의 생

활비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 길거리 재래시장은 가용 토지가 제한적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5) 주

거공간이 특별히 비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외

부에서 해결하는 등 과거부터 집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소득 

노동계층에게 핵심적인 기반시설의 역할 수행하였음

‐ 홍콩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마다 재래시장을 도시기

반시설의 일부로 설치6)하였으며 다양한 유통형태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재래시장은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슈퍼마켓에 비해 비용 대비 효

율이 높은 대체재 역할을 수행해 왔음7)

‐ 1970년대부터 포장 및 가공식품 부문에서 슈퍼마켓이 전통시장을 추월

하면서, 재래시장의 비교우위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매우 제한된 부문에 

한정되었으며, 홍콩정부는 노점상을 다양한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보고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면 비효율이 제거되면서 

양측 모두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음

‐ 홍콩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의 운영을 서서

히 민간에 이양해 오다, 1988년 최초로 Ma On Shan에 위치한 재래시

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새 공공임대주택단지와 

함께 설치되는 재래시장의 운영을 모두 민간에 위탁하였고, 2000년부터

는 아예 주택위원회(Housing Authority, HA)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쇼핑센터)에 대기업 체인수퍼마켓이 입점하여 재래시장

5) 홍콩의 인구밀도는 2018년을 기준으로, 홍콩섬 15,670명/Km², 카우룽 48,250명/Km2, 신계 4,110명/Km²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은 신계의 쿤통 지역으로 60.560명/Km²에 달함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PSAR). 

6) 최근까지 홍콩 계획기준 및 가이드라인(Hong Kong Planning Standards and Guidelines(HKPSG))은 대략 인구 10,000명당 40~45개의 
공공 재래시장 가판 공급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었음. 2003년과 2008년 공공시장에 대한 감사에서 시장마다 임대되지 않거나 영업
하지 않는 가판이 너무 많고 영업적자도 상당히 크다는 점이 지적된 후(HKgov Audit 2003, 2008; HKgov 2018c p.3), 이 기준은 2009년 
삭제되고 공공시장 공급은 개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7) 홍콩 재래시장의 경쟁자는 대형할인점이 아니라 슈퍼마켓임. 홍콩은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한정적이며 자가용보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의 이마트나 미국의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이 없음.



03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 발굴 41

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 2005년에 홍콩주택위원회가 보유했던 공공임대주택과 단지 내 편의시설

(쇼핑센터, 주차 빌딩 등)의 대부분을 민간(Link LEIT, 후술)에 매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2 ∙ 홍콩의 재래시장 지원 정책 변화

1) 홍콩의 길거리 노점시장(Street Markets)의 지원 정책 변화

◦ 광둥어로 시장을 의미하는 街市(gaaisi)는 문자 그대로, 주거 밀집지역의 길거

리에서 노점상(행상, hawker8))이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등을 판매하는 웻마

켓(Wet Market)을 위주로 형성되었음

‐ 홍콩의 길거리 노점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특히 저소득층 이주민들에게 

저렴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면서 그 자체

로 홍콩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빠르게 부패하는 부

산물이 매일 발생하고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동시에 공중

보건 상 심각한 취약점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림 3-1] 홍콩의 노점시장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8) 가도의 노점에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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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정부는 1973년부터 노점과 행상의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하였고, 노

점 상인은 길거리 대신 2~3층 높이의 신축 실내시장(Indoor Public M

arket, Cooked Food Market)이나 임시 노점시장(Off-Street Hawker 

Bazaar)등에서 영업하도록 강제 이주하였음

‐ 노점의 종류도 규격화되었으며 노점시장과 허가된 노점집결지가 아닌 장

소에서의 신선식품 판매가 금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홍콩정부는 노점 면

허를 꾸준히 매입·소각하였으며, 면허 거래도 단속하기 시작함9)10) 

‐ 강력한 단속 및 규제 정책을 펼친 결과, 1980년대에는 면허소지자의 수

가 20,000명 수준까지 감소, 2020년 현재는 6,000명 정도까지 감소함

‐ 이에 따라 1970년대에 40군데에 달했던 행상집결지도 크게 감소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홍콩섬과 카우룽 지역의 구시가에 6개의 대규모 

길거리 노점집결지가 남아 있으며, 비영리법인, 민간사업자, 식품환경위

생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등이 

관리하는 노천(종종 주말시장으로 운영)이나 가건물형 노점시장(Hawker 

Bazaar) 일부가 잔존하는 형태를 보임

‐ 실내시장으로 이전하지 않은 나머지 행상은 가로판매대(Fixed-pitched 

stall)나 인근의 건물 지상층 점포에 입점하거나 퇴출되었고 기존 노점집

결지들은 구역이 재개발되거나 정부가 더 이상 거리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멸하게 되었음

‐ 행상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실내 공공시장에 입주할 수 없고 행상면허

를 보유해야 노점시장의 가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면허를 보유하

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므로 이들의 은퇴에 따라 노점시

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됨11) 

9) 홍콩정부는 1973년에 행상면허를 발급한 이후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다가 2009년에 이르러 61개의 아이스크림판매 행상면허를 신규 발급 
(LegCo ,2015, p.2) 

10)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비용은 가판의 크기와 종류, 위치, 상품 종류에 따라 매번 1,000~3,000 HKD임. 행상 면허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합법적 양도가 불가능함. “Panel on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Hygiene Report on Subcommittee on 
Hawker Policy”, LC Paper No. 1497/14-15.

11) 현재 영업 중인 노점상 중에는 노점면허 소지자의 어시스턴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홍콩정부가 노점상 면허 발급을 중단한 
73년 이후 직접 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십 년 간 노점상 영업을 해왔음. 2013년 홍콩정부는 HK$120,000(18,500,000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면허 반납을 독려. 당시 310건의 면허가 반납됨. Jennifer Ngo, “Closing time: How Hong Kong’s hawker face a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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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노점시장은 실내 공공시장을 포함한 거대한 시장 구역을 형성

하였으며, Stanley Market, Yau Ma Tei, Canton Road 등 몇몇 길거

리 노점시장은 관광지로 유명해짐

‐ 그러나 전통 재래시장의 주 고객층이 바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동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급속히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으로 남아있는 길거리 재래시장의 존속이 어려워짐

‐ 2010년 Mong Kok의 Fa Yuen Street 먹거리 노점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화재사고,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

‐ 노점시장을 곧 사라질 과거의 유산으로 보고 관리의 핵심을 위생과 안전

문제로 한정했던 홍콩정부는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행상과 길거리 시

장에 대한 태도를 말소(eradication)에서 보존(preservation) 및 재생

(revitalization)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음

‐ 길거리 시장과 노점이 해당 장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밑바

닥에서부터 생겨난 경제활동의 한 모습이며, 효과적인 공간 재이용

(re-using)의 일종이라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노점 영업을 지정 장소로 

통째로 이동시키는 Graham Street Market과 같은 탑다운 방식의 재래

시장 관리를 지양하는 방향의 변화를 모색 중이며, 이러한 변화는 Tin 

Sau Bazaar의 실패 이후 뚜렷해지고 있음

Market and Bazaar 의미

Ÿ 홍콩에서 Market은 보통 ‘재화를 사고파는 곳’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내외 공공
시장(public indoor market, public temporary market)과 실내외 민영시장(private market), 
노점집결지를 포괄하고 있음 Bazaar는 해당 구역의 용도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을 조성한 경우에 시장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Ÿ Public market에서 영업하는 경우와 Bazaar에서 영업하는 경우(축제 목적으로 단기간 설치되는 
경우 제외) 다른 종류의 허가가 적용되며, 특히 홍콩정부는 실내 공공시장 입주 조건으로 행상면허
(Hawker licence)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행상면허는 Hawker Bazaar에서 영업하는데 
필수적이나, 1970년대 이후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to survive”, South China Morning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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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을 기준 식품환경위생부(FEHD)가 관할하는 노점집결지는 가로가

판대 허가구역(Fixed Pitched Hawker Area) 43곳, 노점시장(Hawker 

Bazaar) 12곳,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7곳이 존재, 이 외에도 

민간이 주관하는 다양한 임시시장 존재

이름 노점관리 주소

Graham Street 인근 FEHD Central, Hong Kong Island

Cross Street 인근 FEHD Wan Chai, Hong Kong Island

Chun Yuen Street FEHD North Point, Hong Kong Island

Reclamation Street 인근 FEHD Yau Ma Tei, Kowloon 

Canton Road 인근 FEHD Mong Kok, Kowloon

Sui Po MTR Station 인근 FEHD Sham Sui Po, Kowloon

[표 3-1] 2017년 기준 남아있는 주요 노점 집결지

지역 이름 노점관리 영업시간 주소

Hong Kong 
Island

Stanley Market Open 
Space Hawker Bazaar 
(With cooked food 
hawker stalls inside)

FEHD 상설
Stanley Market Road, 
Stanley

Kowloon

Haiphong Road 
Temporary Cooked Food 
Hawker Bazaar

FEHD 상설
30 Haiphong Road, 
Tsim Sha Tsui

New Reclamation Street 
Cooked Food Hawker 
Bazaar #

FEHD 상설
Reclamation Street, 
Jordan

Yau Ma Tei Jade Hawker 
Bazaar (Zone A) #

FEHD 상설
Kansu Street, Yau Ma 
Tei

Yau Ma Tei Jade Hawker 
Bazaar (Zone B) #

FEHD 상설
Kansu Street, Yau Ma 
Tei

Temple Street Night 
Market and Woosung 
Street Temporary Cooked 
Food Hawker Bazaar #

FEHD
야간/
상설

4 sections of Temple 
Street between Nanking 
Street and Kansu Street, 
Mong Kok

Ladies Market # FEHD 상설 Tung Choi Street, Mong Kok

Yen Chow Street Hawker 
Bazaar #

FEHD 잠정폐쇄
373 Lai Chi Kok Road, 
Sham Shui Po

[표 3-2] FEHD가 관리하는 노점시장(Hawker Bazaar) (fehd.gov.hk,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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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 Chow Street Temporary Hawker Bazaar Relocation

‐ Sham Sui Po는 홍콩의 18개 구(district) 중 빈곤률이 가장 높은 지

역12)으로 과거부터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면직물 생산, 가공 및 판매

에 종사해 왔으며, 중국으로 생산 공장이 이전한 지금은 수백 개에 달하

는 원단 및 의류부자재 점포 집결지로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임

‐ Sham Shui Po MTR Station 인근 대부분의 블록(Cheung Sha Wan 

Road, Ki Lung Street, Nam Cheong Street, Shek Kip Mei 

Street)에 수백 곳의 의류·직물 도소매상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래 전부터 

Fashion District로 불리고 있음

[그림 3-2] Po On 길거리 노점시장(Sham Shui Po, Kowloon)

12) 2018년 거주민의 24.6%가 빈곤선 이하임

지역 이름 노점관리 영업시간 주소

Lai Yip Street Cooked 
Food Hawker Bazaar

FEHD 상설
3 Lai Yip Street, Kwun 
Tong

Tung Yan Street Interim 
Hawker Bazaar

FEHD 상설
38 Tung Yan Street, 
Kwun Tong

New Territories

Kwai Wing Road Cooked 
Food Hawker Bazaar #

FEHD 상설
28 Kwai Wing Road, 
Kwai Tsing

Lam Tei Market cum Hawker 
Bazaar (With cooked food 
hawker stall inside)

FEHD 상설
62 Lam Tei Main 
Street, Tuen Mun

* 2.1.3 Graham/Peel Street Redevelopment Project 참조.
** Yen Chow Street Hawker Bazaar는 2016년 폐쇄고지. 행상면허 소지자중 희망자는 Tung Chau Street Temporary 

Market으로 이동예정 [Box-2] 참조. 나머지는 보상 후 면허 소각예정.
*** [#] 의 노점집결지 내부에 위치, [밑줄] 공실률 60% 이상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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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Sham Shui Po는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형이 

평평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 있는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재건축에 따른 주민 교체도 상당히 진행되었음

‐ 특히 Sham Shui Po MTR Station과 Cheung Sha Wan MTR 

Station 인근 다수의 저층 주거용 건물이 고급 아파트로 재개발되었으

며, 2020년 기준으로 Sham Shui Po 지역은 홍콩 도시재생국 주도로 

19개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그 중 Yen Chow Street Temporary Bazaar는 원단·홈패션·의류 부자

재 소매시장으로, 이 일대에 산개하던 노점상을 Tsuen Wan MTR line 

공사를 계기로 홍콩정부가 1978년 현재의 위치로 집단 이전을 시킴

‐ 해당 부지는 1981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체적 계획은 2005년

이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구 의회에서 시장 이전 안

이 논의되고 그 이듬해인 2006년 1월 시장상인들과 구체적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13년 6

월에 해당 시장을 포함하는 구역에 대한 주거단지 건설계획(2021~22년 

완공 예정)이 발표됨

‐ 시장관리주체인 FEHD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시장영업 

상황을 조사하고 21인의 면허소지 상인과 33인의 면허 비소지 상인을 

확인하여 이들을 보상대상자로 등록하였음

‐ 2016년 2월에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17인의 면허 비소지 상인이 추가

로 보상자격을 다투기 시작하였으나 이들은 결국 보상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였으며, FEHD는 면허소지 상인들에게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종료하거나 외부의 가로가판대(on-street fixed pitch hawker stall)로 

이전할 것을, 면허미소지 상인 중 등록된 이들에게도 역시 소정의 보상

금을 수령하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인근의 Tung Chau Street Market으

로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음

‐ Tung Chau Street Market 이전 계획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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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으며, 이전 장소로 제시된 Tung Chau Temporary Market은 원

래 신선·건조식품 판매 목적으로 고가차도 밑에 설치된 임시시장으로, 

Yen Chow 시장과 마찬가지로 인근 행상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하

도록 마련된 공간이기는 하나 인기가 없어 공실률이 높은 시장이었고, 

노숙자 쉼터가 지척에 있는 등 열악한 주변 환경, 높은 우대 임대료 수

준,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던 가판 가격보다 금액

이 낮다는 점, 행상면허 비소지자에 대한 이전 및 보상 대책이 부실하다

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 

‐ 결국 21명의 면허소지 상인 중 13명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종료

하였고 8명은 외부의 가로가판대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면허 비소지 

상인 중 자격조건을 갖춘 33인은 HK$60,000(9,330,000원)를 수령하고 

영업을 종료하거나, HK$15,000(2,320,000원)과 Tung Chau Street 

Temporary Market 우선 이전권을 취득하였음

‐ 나머지 상인들에게는 퇴거명령이 내려졌으나 주택단지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Yen Chau 시장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고, 보상자격을 입증하지 못

한 17여개의 점포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FEHD는 

Tung Chau Street Temporary Market 내 1~3 블록을 Yen Chow 

시장 상인들을 위한 이전공간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여

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1월 9일, 홍콩정부 경제통상개발국(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Bureau)은 Tung Chau Street Temporary Market 바

로 맞은편에 위치한 중층 상업건물을 도시재생국(Urban Renewal 

Authority) 주도로 스타트업을 위한 패션과 디자인 허브로 2024년경까

지 리모델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홍콩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전통적인 원단·의류 부자재 소매

업과 패션·디자인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

였으며, 새 디자인 허브에는 디자인 갤러리, 라이브러리, 패션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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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워크샵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이 포함될 예정임

‐ 홍콩관광청(Tourism Board)은 이미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인근의 민속

생활 유적(Lai Cheng Uk Han Tomb, Mei Ho House 등), 패션 관련 

산업, 지역 특징이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홍콩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원단시장과의 인접성이 디자인·

패션 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이 더 이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지역민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임대료를 상승시켜, 결국 이 지역을 특별

하게 만들어온 기존 생활방식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음

◦ Tin Sau Bazaar

‐ 홍콩주택위원회가 중국 접경지역이자 저소득 중국이민자 거주지역이던 

Yuen Long구에 1990년대 초반부터 3세대 뉴타운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서 일대 무허가 시장에 산개해 있던 노점상들이 영업할 곳을 상실함

‐ 보유하던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한 2005년 이후 Tin Shui Wai 

지역 기존 5개 시장 중 4개는 Link Asset Management, 나머지 하나

는 민간운영사 위탁시장으로 전환되는 등 주택위원회 관리 공공 재래시

장이 민간운영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FEHD나 주택위원회(香港房屋委員

會, HA)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장이 사라짐  

‐ 홍콩정부는 2000년대 초반 Yuen Long의 Tin Sau Wai 지역에 대규모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홍콩 최대 NPO 중 하나인 Tung Wah 

Group of Hospitals(TWGH)와 협력해 Tin Fu Court와 Tin Yat 

Estate 사이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부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2013

년 2월 노점시장을 개장하였으며 HK$ 10 million (15억8천만 원)의 예

산을 투입함

‐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식품 구매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 외

에, 재래시장 대책을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거부해온 홍콩정부

로서는 최초의 시도로,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거주민 자립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차적 목적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당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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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았음

‐ 개장 당시 200개의 노점공간을 두고 1:24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기대

를 모았으나, 현재는 80% 정도의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뜨

거운 낮 시간 대신 주로 야간에 영업하며 최소 일일 영업시간인 월 20

일 이상 8시간을 채우고 있음

‐ 이 구역은 기존 시가지와 멀고 직행하는 버스가 없으며, 신축 임대주택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지지도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초기부터 받았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으로 부실한 기반시설에 제한된 상품구성을 극복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결국 소매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로서

도 전반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음

‐ 홍콩정부는 결국 2018년 1월 예산안 설명을 통해 FEHD가 관리하는 새 

공공 재래시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10월경부터 Tin 

Sau Bazaar와 Tin Sau Road park를 사이에 둔 맞은편 공터에 임시

시장(temporary market)을 설치하였음

‐ 새 임시시장은 임대 공간 40여 개 규모로 컨테이너 모듈방식으로 설치

될 예정으로, 신선식품과 건조식품 판매에 집중하며 Tin Shui Wai 경

전철역 바로 맞은편이므로, 소매시장 기능은 Tin Sau Bazaar를 제치고 

새 공공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임시시장은 실내 공공시장이 완공되면 철거될 예정이며, 새 공공시장은 

Tin Shui Wai MTR Station 인근에 건설될 예정임

Tin Sau Bazaar

▪ 위치: No. 18 Tin Sau Road, Tin Shui Wai, New Territories
▪ 운영주체: Tung Wah Group of Hospitals (비영리)
▪ 개장일: 2013년 2월 8일
▪ 임대 공간 수: 2013년 개장 당시 182개; 2017년 10월 기준 177개. 9월까지 접수된 사용신청 

건수는 158개
▪ 웹사이트: https://tsb.tungwahcsd.org/index.php/zh-tw/; Facebook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50

[그림 3-3] Tin Sau Road Park Temporary Market 예상도 
출처 : Hong Kong Government

◦ Graham·Peel Street Redevelopment

‐ 홍콩정부는 기존 길거리 노점시장 일부 구역을 재개발한 후 신축 상업공

간에 해당 위치에서 운영되던 노점이나 점포 등의 재입주를 유도하였음

‐ 홍콩섬 중구(Central District) Graham Street 일대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는 곳으로, 홍콩 도시재생국(市區重建局(Urban 

Renewal Authority: URA)은 Graham Street Market 일대 Peel Street, 

Graham Street, Gage Street, Wellington Street, Cochrane Street, 

Gutzlaff Street, Staveley Street, Kin Sau Lane을 포함하는 도심재생 프로

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상업적 특징과 지역 커뮤니티

를 최대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신축 상업 공간 嘉咸市集

(Taste of Graham)과 부지 내 오픈스페이스에 해당 사업부지에서 영업

하던 12개의 점포상점(생선, 육류, 청과 등 신선식품)과 88개의 노점상

의 재입주를 추진 중임

‐ 2020년 기준으로 계획된 A,B 구역 중 B구역이 완공된 상태로, Taste 

of Graham에는 6개의 신선식품판매점과 4개의 상설 가로판매대, 공용

공간에는 종종 팝업 가판이 설치됨

‐ URA, 전문가그룹,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로가판대를 운영하던 상인 중 재입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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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인접 행상집결지의 임대료 상승과 계속 진

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가로가판대

가 88개인 상황으로, 재개발 압력 속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짐

Graham·Peel Street의 재개발 개요 (https://www.ura.org.hk)

▪ 위치: Peel Street, Graham Street, Sheung Wan, Hong Kong Island
▪ 사업진척상황:

 - B구역: 2019년 완공
 - A구역: 2022/2023년 완공예정
 - C구역: 2018년 착공.

▪ 철거대상지: 5,230m2
▪ 철거대상지 연면적: 20,219m2
▪ 철거된 건물/점포 수: 37 / 361
▪ 이주 인구/가구 수: 1,120 / 470
▪ 구성
   - A, B블록: 아파트
     ∘ A블록 저층부는 공공 편의시설과 큰 규모의 커뮤니티 미팅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B블록 저층부 4개층의 상업공간에는 소매점, 레스토랑 등이 입점. 특히 기존 시장과의 

연속성과 시너지를 위해 지상층 상업공간은 신선식품 판매점 嘉咸市集 (Taste of 
Graham)으로 배정하여 기존 시장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함.

   - C블록: 호텔, 오피스
   - 오픈스페이스: 노점 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지

[그림 3-4] Graham·Peel Street 
재개발 마스터 레이아웃 플랜

출처 :  Urban Renewal Authority H18 Scheme

https://www.ura.org.hk/en/project/redevelopment/peel-street-graham-street-development-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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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의 실내 공공시장(Indoor Public Markets)의 지원 정책 변화

◦ 홍콩 최초의 실내시장은 1858년 영국 식민지 시절 처음 지어진 Wan Chai 

Market으로, 홍콩정부는 꾸준히 노점과 행상들을 홍콩 주택위원회(Housing 

Authority: HA)가 소유하는 단독 시장빌딩이나 길거리 외의 지정 장소로 이

동시키며 길거리 시장을 축소시켜 왔음

‐ 실내 공공시장은 ①입주형태에 따라 저층 단일용도 시장빌딩 입주와 복

합 상업건물 입주로 구분, ②운영주체에 따라 식품환경위생부(FEHD)) 운

영, 주택위원회(HA) 운영하고 있으며, HA나 FEHD가 민간운영사(Single 

Operator) 에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존재

‐ HA는 21개(9.7%), FEHD는 97개의 실내형 공공시장을 관할하고 있어

(44.7%), FEHD와 HA가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시장은 전체의 

54%를 차지함

‐ FEHD 운영 시장은 주로 구시가의 저층 단일건물, 80년대 이후에는 공

공 고층복합건물, 신도시의 경우에는 노점상 집단이주지로 새로 조성한 

단독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HA 운영 실내시장은 주로 공공주택단지 

내 쇼핑센터에 입주하고 있음

시장 
(Wet Markets, Cooked Food 

Markets) 
기타 (2017)

공공 민영

HA
(2017)

FEHD
(2019*)

Link
(2017)

PD
(2017)

슈퍼
마켓

신선식품
판매점

홍콩섬
HongKong 
Island

Central/Western - 6 - - 47 114

Eastern - 9 2 2 50 174

Southern 2 6 2 2 29 84

Wan Chai - 6 - - 22 86

카우룽
Kowloon

Kowloon City 1 4 2 - 44 127

Kwun Tong - 8 10 - 47 258

Wong Tai Sin 3 4 6 - 33 168

[표 3-3] 보유 또는 운영주체에 따른 홍콩의 실내 공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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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재래시장이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있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의 효

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재래시장의 주 고객층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동계층이

기 때문이며, 65% 이상의 실내 공공시장이 9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 대

대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주·근로환경의 변화, 소득수

준의 상승,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확산에 따른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래시장에 예전만큼 의존하지 않고 있음

‐ 젊은 층은 쇼핑 편의성 등을 이유로, 비 중화권 출신 이주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에서 쇼핑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시설 

개보수를 비롯한 재단장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며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음

‐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험적 조치들과 운영방식 개혁도 기존 

고객을 희생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식품환경위생부(FEHD)가 관리하는 실내 재래시장

Sham Shui Po 3 4 1 - 46 147

Yau Tsim Mong - 6 - - 60 209

신계
New
Territories

Shatin 2 4 14 9 58 272

Tai Po - 2 5 - 18 95

North - 4 4 1 31 66

Kwai Tsing 5 7 6 2 49 180

Tsuen Wan 2 5 - 3 40 102

Tuen Mun 1 6 9 3 34 171

Yuen Long 2 8 5 - 42 183

Sai Kung - 2 5 4 32 149

Islands - 6 - - 13 51

Total 21
(9.7%)

97
(44.7%)

73
(33.6%)

26
(12.0%)

695 2,636

HA: 주택위원회(Housing Authority); FEHD: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Link: Link Asset Management Limited (Link REIT); PD: Private Developers; 
신선식품 판매점: Fresh(Wet) Provision Shop
출처 : (1) Statistical Highlights (2017), Research Office,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e,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Hygiene; (2) HA; (3) FEHD
* 2020년 5월 30일 FEHD 홈페이지 기준

http://www/housingauthority.gov.h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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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공공시장은 저소득 노동계층에게 저렴한 식료품과 공산품을 공급하

는 통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에서 영업하던 노점상의 규모를 

줄이고 정부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음

‐ 공공시장의 공급과 관리는 Urban Council(Hong Kong Island, 

Kowloon)과 Regional Council(New Territories)의 소관 하에 있다

가, 2000년 1월부터 신설된 FEHD로 이관되었음

‐ 2000년대 후반까지 건설된 실내시장은 대부분 2~3층 높이의 단독건물

이며, 가건물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곳도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

는 인구밀집지역의 재개발과 같이 진행되어 고층 공공복합건물의 저층은 

재래시장, 중층 이상은 구의회·공공도서관·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로 구

성하여 압축적 토지이용을 구현한 사례도 존재함

‐ 임대공간의 면적은 약 2~14m²로, 보통 1층은 육류, 2층은 과일과 야채, 

3층은 식당가로 운영되며, 건조식품과 공산품도 판매하고 있음

‐ 공공복합건물에 입주한 시장도 대개 동일한 구성으로, 현재 FEHD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내 공공시장은 97개소임

‐ 집에서 직접 조리하기보다 재래시장의 노점에서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

던 관습이 지금도 남아있어 지금도 홍콩섬과 카우룽에 위치한 실내 재래

시장의 절반 이상이 조리식품시장(Cooked Food Market)이거나 신선식

품시장과 식당가(Cooked Food Center)가 같이 운영되는 시장임

‐ 실내로 영업 장소를 이전한 후에도 상품 공급처와 영업방식이 야외 노점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공공시장의 65%

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좁고 이미 30년가량 경과된 노후한 시설에

서 영업하고 있어, 언제든 위생/보건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존재함

‐ 공실률도 매우 높아, 2008년 감사 당시 전체 14,900개의 임대 공간 중 

24%인 3,510개가 공실상태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11개 노점 조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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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시장(Cooked Food Market)의 평균 공실률이 61%이며 (가장 심각한 

시장은 81%가 공실) 총 144개의 공실 중 79%인 114개의 임대공간이 

10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였음

‐ 반대로 1인이 임차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어, 2018년에는 다수

의 공간이 판매용 대신 사무용 공간으로 전용되거나, 1인이 한 시장 가

판의 45%를 점유하고 원래 허가품목인 신선식품 대신 생화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일부 상인들은 이른 오전시간과 오후시간만 

영업하며 식당 등 도매물량만 취급하고 있고 소매 판매는 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세월이 흐르면서 불합리해진 임대료 책정 메커니즘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실내 공공시장에 

입주한 기존 노점상들은 길거리 노점을 포기하는 보상으로 임대료 우대

조치를 받으며 점점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 반면, 이후에 입주한 상인

들은 같은 조건의 공간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게 되면서 결국 시

장 진입 자체가 힘들어졌음

‐ 재래시장의 강점으로 인식되던 가격경쟁력도 2016년 FEHD가 민간기관

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점이 확인됨

‐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 관리 부실, 이로 인한 적자누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13) 홍콩정부는 2014년부터 공실률이 장기간 특별히 높고 경제

적 효용이 떨어지는 4개 시장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렸으며, 또한 경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FEHD가 전적으로 맡아 왔던 환경 및 위

생관리와 가판 임대관리에 대해 주택위원회(HA)의 전례를 따라 민간운영

사(Single Operator)의 요소를 일부 도입함

‐ 또한 공공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HK$300mil

lion(약 460억 원)을 투입하여 33개 공공시장에 33개의 엘리베이터와 8

4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의 수리를 위해 매년 평균 H

13) 2008년 감사 당시, 전체 104개의 공공시장의 81%인 84개 시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 시장의 적자 규모는 HK$ 
5million (약 7억7천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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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31 million(약 48억 원) 가량을 투입함

‐ 2018년 1월에는 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HK$ 2 billion(약 3,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으며, 개선이 시급한 20곳의 시장을 선정함

‐ 사업은 관리 관행, 시설 업그레이드부터, 시장부지 재개발을 통한 공간 

활용도 재고,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가치가 낮아14) 유지할 가치가 없는 

시장의 영업중단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였음15) 

‐ 물리적 환경 개선책으로는 에어컨 설치, 시장 내 점포 레이아웃 개선(특

히 개별점포 규모 확대, 시야/통로 확보 측면), 공용 공간(화장실 등)과 

휴식 공간(의자 등) 확보 및 개선, 장애물 제거와 접근 편의성 향상(휠체

어 리프트, 장애인 화장실, 점자 지도 등), 시장 외관 개선, 배전, 급/배

수, 화재예방, 환기시설 업그레이드 등이 있으며, 경영지원 측면에서는 

14) 영업이 부진한 공공시장 내의 상당히 많은 임대공간이 소매영업 대신 창고로 이용되고 있거나 특정시간대 도매영업만 하고 있음 (HKgov 
Audit Report 2015, p.13).  

15) 2008년 5월 FEHD가 입법회에 보고한 공공시장 점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실률: 직전 3개년도 연속 공실률 60% 이상; (2) 개선 전망: 
자원투입이 이루어지면 시장을 둘러싼 제반 악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될지 여부; (3) 대체재 유무: 근방에 해당 공공시장을 대체할 다른 공공시장, 
수퍼마켓, 신선식품소매점이 있는지 여부; (4) 비용타당성: 해당 공공시장의 적자폭이 크고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예정인 경우 
(HKgov Audit Report 2008, p.9). 당시 감사위원회는 위의 기준을 보완할 기준으로 (5) ‘해당 시장이 지역사회에서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충분히 많을 것’을 제시. 

외부(Sheung Wan Municipal Service 
Building, 13층)

내부 식당

[그림 3-5] Sheung Wan 실내 공공시장·식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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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정, 점포 경매규칙, 임대기간 합리화 관련 규칙, 관리규약 위반 

방지 및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등이 제기되었음

‐ 이 외에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트레이드 믹스(신선식품 외에 

건조식품, 공산품, 식음료 코너 등의 입접 독려와 점포의 최선 배치). 지

역민을 위한 장소 만들기(place-making) 등 시장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고려되었음

◦ Centre Street Market·Sai Ying Pun Market(Western, Hong Kong Island)

‐ 홍콩섬 서쪽에 위치한 Sai ying Pun 지역은 홍콩이 영국에 할양된 후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한 18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 중 하나임

‐ 초기 정착민은 본토에서 건너온 피난민들로 대개 지척의 부두와 창고에

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렸으므로 이 지역의 소득수준은 1969년까지 홍

콩 전체에서 최저수준이며, 당시 Centre Street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활동한 노점의 수는 366개 정도였음

‐ 1970년대부터 홍콩정부가 신규 노점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노점상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노점상 단속도 엄격해졌으며, 이 곳의 노

점상들을 1976년 개장한 Centre Street Market, 1999년 재개장한 Sai 

Ying Pun Market, 지상 점포 등을 비롯한 실내공간으로 강제이전 되었

고, 그 결과 Centre Street의 노점집결지는 2000년대 초반에 사라졌고, 

마지막 노점도 2003년 철거되었음

‐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 건의 대

형 인프라 공사를 거치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

‐ 첫 번째는 도시재생국(Urban Renewal Authority: URA)이 주도한 민

간협력 프로젝트인 Island Crest로, 2002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2011년 완공되었으며, 부지 내 41동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430여 가

구, 1,000여 명의 주민을 이주시킨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한 젠트리

피케이션 사례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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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2013년 완공된 Centre Street 에스컬레이터로, 가파른 경사

로 분리되어 있던 Sai Ying Pun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인 mid-level을 

연결하며 중산층 유입을 가속화하였음

‐ 마지막은 2015년 3월 개통된 Sai Ying Pun MTR역으로, 고작 두 정거

장 거리에 있는 세계적 금융중심지인 Central 지역을 5분 거리로 연결

하며 젊은 고소득 전문 인력을 이 지역에 대거 유입시켰으며, 같은 기간 

동안 노후 주거건물이 다수 철거되고 새로운 성격의 수요에 맞는 새 주

거건물이 들어서며 이 지역의 임대료가 급등하는 결과를 낳는 등 지역의 

인구 변동은 실내 공공시장의 수요와 지역 상권 재편에 영향을 미쳤음

[그림 3-6] Centre Street Market(1976년 완공, 
오른쪽)과 Sai Ying Pun Market(1999년 완공, 왼쪽)

‐ 두 실내시장은 여전히 붐비는 편이기는 하나 중국계 중년층 이상 세대를 

주 소비층으로 두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외국계 주민들은 슈퍼마켓이나 

식품전문점이나 외식을 선택하는 편이었음

‐ 현재 지역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에 노점이 늘어서 

있던 Centre Street와 주변 도로변의 지상층 점포는 과거에는 대부분 

식품판매점이었으나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선 현재는 세련된 펍과 레스토

랑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가파른 경사를 걷는 대신 시장 건물 내부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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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외벽에 붙어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 시장 안에

서 쇼핑하는 사람은 제한되고 있음

‐ Sai Ying Pun Market의 경우 총 5층 중 2개 층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Centre Street Market도 3개 층 중 2개 층만을 사용하게 되었음

‐ Centre Street Market과 First Street와 MTR 출구를 사이에 두고 마

주보는 위치에는 홍콩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자랑하는 Wellcome 슈

퍼마켓이 있으며, 또 Sai Ying Pun Market과 Second Street를 사이

에 두고 바로 마주보는 위치에는 Market Place 슈퍼마켓이 위치함

‐ Island Crest 지상층에 위치한 이 슈퍼마켓은 고급식품 및 공산품을, 

Wellcome 수퍼마켓은 그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다루고 있으며, 

저지대 Queens Road West와 고지대 Bonham Road에서 영업 중인 

수퍼마켓까지 합하면, 이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 수퍼마켓과 신선식품

판매점은 10여 곳에 달하였음

◦ Cheung Sha Wan Cooked Food Market(Sham Shui Po, Kowloon) 

‐ 조리식품시장과 음식노점상에 대한 소비는 소득 증가와 외식행태 변화와 

맞물려 197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73년 이후 신규 노점상 

면허가 발급되지 않음에 따라, 음식노점시장의 공실률이 61%, 그 중 10

년 이상 장기 공실은 79%에 달하는 등 영업장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함

‐ Cheung Sha Wan 지역은 Yen Chow Street를 경계로 맞닿아 있는 

Sham Shui Po와 함께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꾸

준히 해변을 매립하며 지금의 시가지가 구성되었음

‐ Cheung Sha Wan Cooked Food Market(조리식품시장)은 인근 지역

에서 영업하던 음식 노점상을 이전시키고 시가지의 혼잡을 줄이려는 목

표로, 1982년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임시시장(temporary 

market)으로 개장하였음

‐ 1,400m²에 28개 임대공간을 갖춘 이 조리식품시장은 인근의 저소득 노

동계층을 주 소비층으로 두었으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업 비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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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1990년대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극복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재

개발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는 시장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소함

‐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시장 입지는 재개발,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더욱 나빠져, 결국 Cheung Sha Wan 시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업

지역으로부터 도로, 공사구간, 주차장 등으로 분리된 구역에 홀로 남게 

되었고, 결국 시장의 28개 임대 공간 중 11개가 1994년부터 20년 이상 

장기공실 상태이면서, FEHD가 시장 관리를 이어받은 2000년 이후 공실

이 16개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자 FEHD는 2001년

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시장허가 말소와 영업 종료를 검토하였음

‐ 시장의 저조한 실적 외에도 시장 부지 배정의 임시성과 시장유지의 기회

비용도 함께 고려한 결과, FEHD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 사회에 미칠 충

격을 감안하여 시장폐쇄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음

[그림 3-7] Cheung Sha Wan Cooked Food Market

‐ 2009년, FEHD는 장기공실 상태인 16개 공간에 대한 공개입찰을 다시 

추진하다가,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 수준이 28개 임대 공간 전체가 정상 

영업하기에 크게 미달하는 상태를 확인함

‐ FEHD는 시장의 잠재력에 비해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실 임대 계획을 포기, 최종 손실처리 하였음

‐ 홍콩정부는 시장 폐쇄를 위한 출구계획을 세우라는 감사위원회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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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권고에 따라 2019~2020년 사이에 시장을 영구히 폐쇄하기로 하였으

며, 결국 Cheung Sha Wan 시장은 2020년 Covid-19로 홍콩 내 모든 

실내시장이 잠정폐쇄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었음

3 ∙ 홍콩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

◦ 홍콩의 재래시장은 중화권 사람들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식품유통 구조, 인구

밀도와 토지이용비용 등의 물리적 거주환경에 의해 저소득 노동계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기반 역할하고 있음

‐ 홍콩의 재래시장은 영업행태의 특성으로 신선식품을 취급, 식료품을 제

공하는 웻마켓(wetmarket) 중심의 시장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슈

퍼마켓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대체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홍콩정부는 2000년대 이후 주택위원회(HA), 식품환경위생부(FEHD)가 

관리하는 재래시장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

역 재개발 등을 통해 재래시장을 이주 후 정착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영업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홍콩정부는 길거리 노점시장의 면허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노점 상인들의 수

가 감소되고 있으며, 노점시장을 실내 공공시장으로 이주 및 정착시키고 있지

만 실내 공공시장 역시 시설의 노후화, 홍콩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이용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홍콩의 길거리 노점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특히 저소득층 이주민들에게 

저렴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면서 그 자체

로 홍콩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음

‐ 하지만 홍콩정부가 노점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노점 상인들을 신축 

실내시장이나 임시 노점시장으로 이주시키면서 노점의 면허소지 상인의 

수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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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노점시장에 대한 태도를 말소에서 보존 

및 재생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노점 영업을 지정 장소로 통째로 

이동시키는 관리 정책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홍콩 실내 공공시장은 홍콩정부가 노점과 행상들을 홍콩 주택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 시장빌딩이나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생성되었으

며, 주택위원회와 식품환경위생부 운영뿐만 아니라 민간 운영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실내 공공시장의 65% 이상은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주·근로환경의 변화, 소득수준의 상승, 프

랜차이즈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확산에 따른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시장 이용이 저조해지고 있음

‐ 실내 공공시장은 공실률이 높으면서, 시장의 공간이 판매용 대신 사무용 

공간으로 전용되거나 허가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정 시

간만 영업하는 등의 시장 상인들의 공간 활용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음

‐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 관리 부실, 불합리한 임대료 책정 등 실내 공공

시장의 적자누적이 지속되자 홍콩정부는 시장 일부를 폐쇄하거나 시장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홍콩의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대에는 쇼핑 편의성 등을 이유

를 들고, 비중화권 출신 이주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

래시장에서의 쇼핑을 하지 않아, 시장의 이용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는 반면 시장의 시설 개·보수를 비롯한 재단장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며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홍콩의 재래시장은 시장의 낙후화, 면허 발급 정지로 인한 상인 감소, 지역의 

재개발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점포 가격 상승, 노점시장의 이주 등으로 점

차 이용이 감소하고 있음

◦ 이에 홍콩정부는 실내 시장으로의 이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

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아직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03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 발굴 63

◦ 홍콩의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식료품과 생필품 모두를 판매하고 축제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전통시장과는 달리, 만들어진 음식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규모가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골목

에 위치하는 소규모 시장인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의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의 흐름

과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송파구 문

정동에 있는 복합쇼핑몰 가든파이브에 조성하였지만 성공사례보다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음

‐ 홍콩 역시 길거리 노점시장을 실내 공공시장으로 이주하였지만 높은 임

대료로 인해 정착률이 낮았으며, 지역의 개성과 특색 있는 거리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시장의 장소를 단순히 이주시키는 것은 상인

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홍콩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실내 공공시장의 리모델링을 추

진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과거에 노점시장으로 개성 있던 도로는 세련된 펍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

셨으며, 쇼핑몰을 중심으로 들어선 상점들은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지역

의 개성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러한 재래시장의 쇠퇴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쇠퇴와 결을 같이 하

고, 또한 도시재생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은 

양국에 같이 나타나고 있음

◦ 풍납시장은 보존 지역과 철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향후 풍납동토성의 

복원 방향에 의해 풍납시장의 미래 또한 결정될 수 있음

◦ 상인들을 이주시켜 다른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납시장이 풍납

동토성과의 어울림을 통해 지역의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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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리나라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1 ∙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지역의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방문 고객층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 장바구니, 건물 리모델링 등 전통시장 현대화를 포함하여 지역에 내포

된 이야기와 문화를 연계하여 상품 개발 및 제공 중임

1) 광주광역시 1913송정역시장

◦ 2016년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광역시가 함께 출범시킨 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1913송정역시장’ 리모델링

‐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키기 위한 변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지역 특유의 문화를 보존

하여 전통시장 고유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강화시키는 사업임

‐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창조경

제화 전통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민간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카드가 콘셉트와 

디자인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였고, 창의적이고 색다른 마케팅을 수행했

던 노하우를 살려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

‐ 기존의 ‘송정역전매일시장’의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변경하여 시

장이 처음 만들어진 연도를 시장 이름에 활용함으로써 100년이 넘는 시

장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강조

‐ 100년이 넘는 시장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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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알려주는 스토리보드와 입점연도 동판을 설치, 오랜 시간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시계를 시장 입구 벽면에 세워 지역을 대표하는 조

형물로 자리 잡도록 함

‐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1970∼80년대 모습을 재현하여 그 시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55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하였으며, 각 점포의 외형과 간판은 옛 모습을 최대한 보존·복

원하여 추억의 전통시장 거리 분위기를 구축, 거리조명을 별로 설치하여 

야간에 야시장을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형성하였음

‐ 전통시장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편의시설의 불편함을 개선, 인접한 KTX

광주송정역 이용자를 위해 역사 밖에서 해당 역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제2의 대합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보관소 설치, 공중화장실·여객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20개

의 야시장 점포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저녁 ‘토요 야시장’ 개최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

‐ 오픈형 팝업 점포 ‘누구나 가게’를 설치하여 지역 특산물과 전국의 유명 

먹거리 판매는 물론 각종 공연이나 전시·공간 마련, 하루부터 최장 일주

일까지 누구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을 위한 청년

들에게 현장 경험과 사전 검증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그림 3-8] 광주광역시 1913 송정역 시장 광장(2019.12.13.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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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파주시 문산자유시장

◦ 문산자유시장은 휴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DMZ 땅굴 관광투어’와 시장 방문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 및 운영 중임

‐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두 차례씩 시장 앞에서 DMZ 관광버스가 출발하

여 ‘임진각-통일대교-제3땅굴-도라전망대-통일촌’을 돌아보는 3시간 관

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광객들은 ‘DMZ 관광 문산자유시장’ 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을 보여

주면 무료 탑승이 가능한데, 문산자유시장에서 1인당 1만원 이상의 물건

을 사면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며 DMZ 땅굴투어 입장료도 무료임

‐ 2017년 기준으로 DMZ 땅굴관광투어는 하루 평균 5∼60명씩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의 매출은 50% 증가하였음

[그림 3-9] 파주시 문산자유시장 공공안내판
출처 : 문산자유시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nsan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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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시장

◦ 성내시장은 도심의 주택단지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1∼2인용 소포장 상품 판

매로 판매 활로 개척을 하는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운영 중임

‐ 성내시장은 1,000원어치씩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군것질데이’ 행사를 통

해 시장 내 20여개의 점포에서 한컵 도넛·닭강정, 미니 바나나 등을 판

매하는 행사를 진행, 소량의 LA 갈비, 3,000원짜리 참기름, 1∼5kg 단

위로 포장된 쌀·잡곡 등 1∼2인 가구 대상의 상품을 판매함

‐ 성내시장은 천호역 인근의 200m 정도로 이어진 기다란 골목으로, 아파

트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주거단지의 전통시장으로, 2016년부터 시장 상

인들이 힘을 합쳐 1∼2인용 소포장 상품을 판매하여 주변 주민들의 이

목을 주목하기 시작함

[그림 3-10] 서울 강동구 성내시장 1점포 1특색상품
출처 : 나비스 블로그(https://blog.naver.com/redis12/22092648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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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

◦ 경기도 오산시는 상권이 침체됐던 오색시장의 야시장 개장, 상인회와의 자매

결연 협약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오색시장은 성호초등학교 앞 녹색길 부근만 상

권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면도로 쪽은 상권이 침체되어 있었으며, 오산시

는 경기도 야시장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오색시장 빨강길 골목에 야시장

을 개장하여 하절기에 매주 금·토요일에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함

‐ 길거리 버스킹, 수제맥주 판매 등을 통해 2∼30대 젊은 층이 찾는 전통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야맥축제를 통해 국내 100여개의 수제맥주 

판매, 문화 이벤트 개최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20년에는 오산시와 오색시장 상인회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

여, 오색시장 퇴근길 무료배송 서비스,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여 

지역 자체 소비활동을 촉진,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

장 육성사업·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모바일 플랫폼 개

발을 통한 유통 채널 다변화, 오산화폐 오색전의 인센티브 10% 지급 등

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함

[그림 3-11] 오산시 오색시장 야맥길장
출처 : 오산오색시장(http://5colormarket.com/bbs/page.php?hid=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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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 인천의 여러 전통시장들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통

해 각 시장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와 현대적인 시설을 확충하여 매출을 확대하

고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음

‐ (신기시장) 2013년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었으며, 시장 상인들의 노

력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전통시장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에는 ‘2018 해외홍보 마케팅 전통시장’에 선정되었음

‐ 신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

으며, 조선 상평통보를 본 떠 엽전 형태로 발행하는 신기통보를 신기시

장 내에서 화폐로 통용하고 있으며, 인근의 야구역사거리로 상권을 확대

하였고, 밤도깨비 놀이터 야시장 운영을 통해 신기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과 시장의 특화음식을 제공함

‐ (부평 문화의거리) 인천광역시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장으

로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시장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전통시장으로 시장 내에 있는 커튼 홈패

션 골목에 젊은이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여러 가게가 자리

잡았으며, ‘평리단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해짐

‐ 부평 문화의 거리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플리마

켓이 있으며, 주 평균 300여 팀이 신청하고 그 중에서 180여 팀이 참가

하고 있으며, 버스킹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석바위시장) 석바위시장은 결제수단 확대, 조객신뢰 강화, 위생청결 강

화 등을 통해 시장 이미지 개선을 상인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시장으

로, 시장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신청 받아 멤버십 포인트로 운

영하여, 구매 금액의 3∼5%를 포인트로 적립 및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

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단골 고객 확보라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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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

‐ 석바위시장은 시장 브랜드 수제맥주인 석암맥주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

공하고 있으며, 시장 내 유휴공간을 맥주 공방으로 탈바꿈하여 수제맥주

를 만들고 있으며, 시장 내 건물 옥상과 고객 공간 확보를 통해 만든 시

장 통로 및 교차로 등에 맥주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

평 매장 등으로 활용 중임

2 ∙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문화 상품 개발 사례  

◦ 문화상품이란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한 정신적·문화적 특성이 경제적 이윤

을 창출하는 산업영역과 결합하여 생기는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의미(강병

길 외, 2015)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상품을 개발한 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함(최재우, 2018)

‐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쇼핑관광 매력 요소를 접하게 되면 전

통시장을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관광자원화가 필요함

‐ 전통시장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 풍

물 등 요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류로 대두되었

으며, 상업 기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됨

‐ 전통시장의 상품성과 장소성이 관광자원으로 인식되며, 상품성의 경우 

전통적 기능인 물품 구매보다 먹거리 체험을 위한 방문이 높고, 전통시

장은 관광·여가 공간의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장소성과 관련된 

관광자원은 활기차고·흥미롭고·신기한 특성을 내포함

◦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의 관광매력의 매력 특성으로는 전통

시장의 문화적·역사적·전통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편의성·체험성·고유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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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신기성·교육성·먹거리·편리성 등으로 확인(최재우, 2018)

◦ 문화관광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관광연계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며, 관광 현황 분석과 함께 지역의 매력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수립시킴(최재우, 2018)

◦ 관광 현황 중에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현대적 시설물,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콘텐츠로 구성하며 

관광객 유인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최재우, 2018)

◦ 전통시장과 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관련 연구는 2018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뒤로는 연구결과가 많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문화자

원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시장과의 연계 방법의 다변화와 함께 시민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연계상품을 개발해야 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는 전통시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의 매력성을 확보하고, 시설 접근성을 확대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

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 풍납동토성 관련 스토리텔링

◦ 풍납동토성은 사적 제11호로 풍납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주요 사적지로 지정

되어 지속적으로 사적지 매입 및 복원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 풍납동토성은 백제 초기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

로 2000년에 보존정책이 수립, 총 6개 권역으로 관리 중임

‐ 풍납시장은 토성의 동성벽이 인접해 있으며, 사적지로 지정·매입해야 하

는 Ⅱ권역과 유지·존치가 가능한 Ⅲ권역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향후 풍납

동토성을 스토리텔링하여 상품을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함

‐ 삼한시대, 가야시대 등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백제사에서 풍납동토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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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유하며 이를 풍납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풍납동토성을 비롯하여 초기 백제시대의 도성 위치와 변화에 대해서는 단편적

인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함

‐ 풍납동토성은 백제 한성시대를 상징하는 하남위례성으로서 전체적인 규

모를 비롯한 축조 시기, 축조 방법,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 여러 가지 사

항들이 발견되고 있는 중으로, 백제권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 193개체 

가운데 풍납토성 출토품이 최고 74개체에 달하고 있음(임영진, 2012)

‐  『삼국유사』 남부여전 백제조에 인용된 『고전기』에서는 온조가 위례성에 

정도하였다가 14년에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고, 근초고왕대에 북한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근초고왕 26년(371)

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한산으로 도읍

을 옮긴 것으로 기록,  『삼국유사』 남부여전 백제조에 인용된 『고전기』

에서는 온조가 위례성에 정도하였다가 14년에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고, 

근초고왕대에 북한성으로 천도한 것으로 기록 등 백제 초기의 도성에 대

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존재(임영진, 2012)

‐ 근초고왕이 천도한 도성으로 풍납동토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

하는데 이는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방어 목적으로 존재했던 산성에서 벗

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진격하면 강을 건너 공격이 가능하고 강에 의지

해 방어가 가능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락지역인 풍납동토성으로 수

도를 정해, 백제 흥성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음(王志高, 2012)

‐ 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개로왕 21년(475)에는 고구려 군대가 한

성을 에워싸자 왕이 성문을 닫고 싸우지 못하다가 기병 수십명을 거느리

고 서쪽으로 달아나다 살해되었다는 기록과 같은 개로왕 21년조에는 고

구려군이 북성을 쳐서 7일만에 함락시키고 다시 남성을 치자 왕이 탈출

해 달아나다 붙잡혀 아차산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혼재되

어 있음(임영진, 2012)

‐ 풍납동토성 등 고대서의 백제 한성시대 도성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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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 명칭이 서로 달라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함

‐ 풍납동토성의 사적지 보호와 함께 풍납동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일

원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학계에서도 풍납동토성의 역사적 

사실이 공식화되어야 풍납동토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함

◦ 풍납동토성의 주요 유적들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는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하지만 풍납동토성과 관련된 개발 가능한 스토리텔

링의 주제 또한 존재함

‐ 풍납동토성은 성벽을 제외한 중요 유적들이 전부 지하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

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소규모 문화유

산 답사 단체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

육, 전시 및 체험기회의 확대가 필요함(신희권, 2012)

‐  《삼국사기》 ‘도미열전’에 한성시대 마지막 왕인 개로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첩자 도림 스님과 바둑을 두다 나라를 망치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인물인 개로왕이 신하인 도미 부인을 뺏으려고 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백제를 패망까지 이르게 한 내용이 주된 내용임

‐ ‘도미부인 설화’는 최인호의 <몽유도원도>라는 중편소설 출간, 뮤지컬 <아랑

가> 상연 등 연극과 뮤지컬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음

‐ 개로왕은 폭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패망기의 군주의 특징인 무능하고 

사치를 일삼으며 귀족들이 무모한 정쟁을 일삼았던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게, 

대고구려 강경노선을 지향하여 예성강 이북 고토를 수복하려는 의지와 장군제

와 같은 중국식 관제 수용 등을 통해 왕족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개편을 

도모하는 정치 개혁, 신라-가야-왜-남조를 연결하는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결성

한 북진 정책의 외교 다변화, 풍납동토성을 대대적으로 중수, 도성 안에 있는 

왕궁과 그 부속시설인 궁궐․누각․대사(臺榭)를 장려하게 건축하는 등 왕권을 강

화하고 다변화된 외교활동 등으로 고구려를 견제한 개혁적인 군주로 재평가할 

수 있음(양기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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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 도시재생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행위로 적

용할 수 있으며, 관계적으로 이해되는 공간계획은 다양한 사회이슈들이 여러 

장소에서 연계되어 형성되어야 함(이경찬 외, 2014)

◦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국가, 문화권 등이 보유한 물질과 정신적 자산을 통칭하

며, 역사적 사건, 장소, 인물, 생활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과학

적, 교훈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음(이경찬 외, 2014)

‐ 도시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재구성,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산

물 중에 하나는 그 지역 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이며, 역사

문화자원은 새로운 장소의 의미와 이미지를 창조하고 만드는 방식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 산물을 넘어 

자연에 대한 느낌을 문화를 통해 드러낼 수 있음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의 재생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와 도시성 및 장소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

정 장소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을 전면배치하여 브랜딩 작업 후 도시의 

상징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 문화공간 확충 구도심부 신규 문화기능의 

적극적 도입 역사 문화적 상점가 유지 및 보수 보행자중심의 도심부 문

화여가시설의 네트워크와 신구 문화예술 융·복합적 조화를 통한 문화시

설 조성, 민관합동형 지역밀착형 마을만들기 사업, 역사적 자원의 보존 

및 활용,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조직 등 다양한 지역역사문화자원

과의 연계방안이 존재함

◦ 지역에 대한 관광객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보존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의 방안이 존재함(이경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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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의 역사와 추억을 핵심 콘텐츠로 하여 과거의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

로 스토리텔링화하여 차별성과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역사와 상품, 

ICT 기술,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통해 시장 차별화 및 상품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지경미 외, 2018)

‐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 용(龍)을 모티브로 한 홍보 마케팅 실시, 전통시

장 최초 증강현실 게임 ‘와룡몬GO’를 개발, 드래곤 BBQ, 용캐릭터 개

발 등 용을 모티브한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상인회를 다문화 

야시장 입점(10개 점포), 추진주체 신뢰성 확보가 진행됨

‐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 : 슬픈 시장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스토리텔링, 

1982년 노점으로 시작, 단속으로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도깨비”를 연상한다고 하여 도깨비시장으로 불리고 도깨비를 모티브로 

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 도깨비시장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행사 추진

◦ 부산 영도구는 일제강점기부터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중심지이자 근대산업 전

진기지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지역 재생 프로젝

트를 추진 중임

‐ 대통전수방(大通傳受房) 프로젝트 : 부산 영도구 봉래동 전통시장과 부두 

물양장 주변에 산재한 창고, 노후 주거지역 등을 이용하여 이곳의 역사

문화자원과 상권을 결합하여 주민들의 자생적인 자립을 돕는 사업을 추

진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함

‐ 영도구는 다양한 어묵 상품으로 유명한 향토기업인 ‘삼진어묵’ 등과 협업

하여 지역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 삼진어묵은 비영리 사단법

인인 ‘삼진이음’을 만들어 주민 창업을 지원하며, 또한 두부, 국수, 양복

점 등 50년이 넘는 전통상점들의 장인들이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지역 전통산업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장인의 기술을 전수받아 생산한 각종 식품을 비롯해 공예품, 어린이 잡

화, 농산물 등은 물양장 주변 창고와 주변 거리의 프리마켓에서 판매하

며, 1년에 4회 주말에 프리마켓을 운영, 153개 상점이 들어서며,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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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공을 거둠

[그림 3-12] 대통전수방 추진전략
출처 : 대통전수방(http://dtyeongdo.com/?page_id=5095)

[그림 3-13] 대통전수방 M마켓(7차, Maker Moon Rabbit, 85팀 참석)
출처 : 대통전수방(http://dtyeongdo.com/?page_id=5563)

◦ 역사문화도시는 역사자원을 문화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역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전승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

것을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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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도시라고도 할 수 있음(이광표, 2019)

‐ 역사문화도시는 첫째, 역사적 문화유산 중심의 도시를 의미, 둘째, 역사

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라는 의미도 존재하며 역사적 자원이나 문화유

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

하고 주민들의 일상 문화를 함께 결합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사회

적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에서 삼국시대 관련 역사문화도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등이 존재함

‐ 경주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사업이 추진 중이며, 공주·부여는 백제왕

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이 추진 중으로, 2004년에 제정된 「고도보존

에 관한 특별법」 이후, 2012년 경주와 공주·부여·익산 지역 일부가 고

도지구(고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경주 역사문화도시 : 문화유산 정비, 문화관광 활성화, 역사도시 기반 조

성이라는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추진 중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황남동 대릉원 주변

에 황리단길 형성되었으며, 황리단길 근대기 한옥을 중심으로 카페촌, 근

대식 사진관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음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 두 지역은 모두 백제역사고도로서, 공주에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송산리고분군, 정지산, 고마나루 등의 백제문화유산

이 존재하며, 근대문화유산도 존재하는 등 시간의 층위가 다채롭게 남아

있는 지역이며, 부여는 부소산성, 낙화암, 정림사지, 궁남지 등의 백제문

화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공주와 부여는 매년 가을 백제문화제를 개

최하는 등 백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음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78

3 ∙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부 지원 정책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임금 근로자와 자

영업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7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 

2018년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 대

책’ 등을 발표하여 중장기 정책 이행 계획을 마련, 2019년에는 소상공인이 환

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 또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 대책’, ‘중소기업·소상

공인 규제혁신 방안’ 등의 정책 발표 및 추진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2018.8)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 제시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 이내

로 인하 유도

‐ ‘공동 QR코드 방식’을 통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제로페이 사

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평균 0.3%로 연매출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원∼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 적용

‐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이용 금액의 40%를 소득공

제로 받게 되며,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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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 대책(2018.12)

◦ 8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혁신적인 성장 환경 조성

‐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온누리상

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대상으로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등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정책 과제 제시

‐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구도심 상권 복합 개발을 22년까지 

상권을 30곳으로 확대하며,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

제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등 자영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범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등 

제안함

3)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2019.09)

◦ (목표) 소비와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통한 상권 활력 향상

‐ 지능형(스마트) 상점(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

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 보급 사업 및 지능형 연구개발, 서비

스 혁신 산업 신설

‐ 상권르네상스 확대, 로컬 크리에이터(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

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신설,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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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후보 시

장을 전년도에 선정한 후, 예산 확정에 따라 최종 대상을 확정 및 지원

‐ 세부사업으로는 시장경영혁신지원(시장경영바우처지원·지역상품전시회·특

성화시장육성(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첫걸음기반조성, 첫걸음컨설팅)·복

합청년몰 조성사업·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됨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ü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ü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우대사항)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

포 대비 50% 이상인 곳,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화재알림시

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

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등(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

원 계획별로 상이함)

‐ 사업별 신청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며,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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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혁신지원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
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용 범위 : 마케팅, 상인교육, 인력(시장 매니저, 
배송서비스), 온라인배송 플랫폼 도입 등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국비 : 90~30%
▪지방비·자부담 :

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국비 :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

3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선도형)

○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
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
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대표상품(특화콘텐츠) 개발 및 판로개척,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사업, 민간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
자인 재생 등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
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컨설팅)

○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진단, 혁
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국비 : 100%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
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
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
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표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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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사 업 명 신 청 절 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특성화시장육성 (지역선도·문화관광형)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 

지방자치단체
(시․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표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절차

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매

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건물 

현대화사업과 함께 지역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고자 각 시장에 2∼3년 간 지원 중임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
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최대 10억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
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
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한전) :

1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환경개선

○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 지원

- ▪국비 : 60%
▪지방비 : 40%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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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대형마트와 경쟁 가능한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는 시장 기본경쟁력 강화와 고객 중심 서

비스제공으로 지원 시장 매출액 11.6%, 고객 수 12.0%를 증대하는 것

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특·장점과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 유입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 대표상품 개발, 

특화 시니어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 시장을 선정하여 지원, 지역선도형시장과 문

화관광형시장이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 ‘20년 지원시장 81곳(지역선도형 

1개, 문화관광형 30개, 첫걸음시장 50개)은 이미 선정되었으며, ’21년 

지원 시장은 약 97개 정도의 시장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임

‐ 2020년에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추진, 특성화 첫걸음 시장을 

신규 육성하여 서비스 혁신과 역량 강화를 이끌고, 특성화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며, 특성화 계속시장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특색 집중 육성을 통한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함

◦ (지역선도시장) 지역 대표 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

점이자 전통시장의 롤모델로 육성하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①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50%이상) 체결된 곳, ②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80% 이상인 

곳, ③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

사업 완료시장을 중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21.12월) 지원

하며, 신규 1곳, 계속 1곳 총 2곳을 지원, 최대 20억원을 지원

‐ (특화콘텐츠 육성)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

‐ (관광객 유입촉진) 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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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상생협력) 작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도시락까페 등 지역주

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공유경제 프로그램 추진

‐ (자생력 강화) 다른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

모델 개발 및 추진 등

‐ 2020년 지역선도형시장으로는 대구 신매시장이 선정되어 2년간 사업 추

진 예정임

◦ (문화관광형시장) 지역문화 ·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

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①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50%이상) 체결된 곳, ②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80% 이상인 

곳, ③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

사업 완료시장을 대상으로 88개 시장을 선정하여 최종 확정일로부터 2

년간(~‘21.12월) 지원

‐ 시장 당 2년 간 최대 10억원(국비 40∼60%, 지방비 40∼60% 매칭) 이

내로 지원, 시장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지방비 포함 총 136.2억원 지원

‐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대표상품 개발)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 사업

‐ (디자인 접목)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하여 노후된 시설 및 공용공간 

등의 활용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 지역 특산품과 지역 장인(匠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 시니어몰 조성 등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2008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역 역사

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

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임

(최재우, 2018)



03 풍납시장 활성화 방안 발굴 85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특색연계, 특화시장 운영, 디자인·ICT 융합

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지역특색연계는 지역 고유 자원(관광지, 특산품, 유·무형 문화 등)과 연

계를 통한 시장 브랜드화, 지역축제·문화자원 활용, 문화체험 활동, 지역

특산품·먹거리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 등의 특산품 육성이 있으며, 오산

오색시장이 사례임

‐ 특화시장 운영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에 외국인 주민 특화문화시장을 

시범 도입한 사업으로 대전 서구 한민시장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가 선정

되어 지원 중임

‐ 디자인·ICT 융합은 전통시장에 문화·디자인·ICT 융합한 것으로 역곡상

상시장, 원주중앙시장의 사례가 있으며, 역곡상상시장은 ‘빼꼼’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장을 디자인하였고, 원주중앙시장은 골목미술관, 시장아트거

리 등 예술특화시장으로 조성하였음

‐ 2020년 문화관광형시장은 30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2년 간 사업을 추

진하기로 하였음

광역 시장명

서울 양천구 신월1동신영시장,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시장, 수영구 민락골목시장, 사상구 르네시떼, 부산진구 평화시장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광주 남구 무등시장

경기 파주시 적성전통시장, 수원시 반딧불이연무시장

인천 서구 가좌시장,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대전 서구 한민시장, 동구 신도꼼지락시장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강원 평창군 봉평전통시장

충북 보은군 보은종합시장, 단양군 단양구경시장, 충주시 옹달샘시장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전북 고창군 고창전통시장,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전남 나주시 나주목사고을시장, 광양시 중마시장

경북 경주시 경주중앙시장

경남 창원시 창동통합상가, 창원시 명서시장, 김해시 삼방시장
출처 :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cms/ssjtt_ne/noti_15/1215908_2059.jsp?menu_id=220100)

[표 3-6] 2020년도 문화관광형 선정 시장(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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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을 목

표로 사업을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특성화사업(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등)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

원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장으로서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7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

‐ 최종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시장 당 1년간 최대 3억원(지방비 

포함)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총 30곳 내외를 선정 및 지원

‐ (3대 서비스 혁신지원) 결제 편의,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온누리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교육,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VMD개선, 아케이드 및 공용 공간 청소, 위생‧청결 개선 활동 등

‐ (2대 역량 강화지원) 상인조직 강화(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등), 안전

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 자율소방대 결성 및 운

영, 화재알림시설 및 재난대비 설비 비치 등

‐ (문화관광형시장 도약 준비) 차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

트계획 사전 수립

‐ (시장 홍보) 서비스 혁신 등 5대 혁신과제 관련 시장의 변화된 모습 홍

보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 2020년 첫걸음 기반 조성 시장은 30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첫걸음컨

설팅 시장은 20개 시장이 선정되었음

광역 첫걸음 기반 조성 시장(30개) 첫걸음컨설팅 시장(20개)

서울
중구 삼익패션타운,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동작구 남성역골목시장, 송파구 풍납시장, 
송파구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종로구 
통인시장, 중구 인현시장

[표 3-7] 2020년도 첫걸음 기반·첫걸음컨설팅 선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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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권르네상스 사업

◦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

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업으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 추진하고자 함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

뮤니티·청년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 조성

‐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종합적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

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완료일로부터 5

년을 지원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

광역 첫걸음 기반 조성 시장(30개) 첫걸음컨설팅 시장(20개)
부산 부산진구 당감새시장, 연제구 연동골목시장 동래구 충렬상가시장, 동래구 사직시장
대구 달성군 화원시장 -

광주
서구 양동경열로시장,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 광산구 월곡시장

서구 양동산업용품, 서구 화정동서부

경기
안산시 한대앞역상점가, 평택시 안중시장, 
부천시 원미종합시장, 시흥시 도일시장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이천시 
장호원전통시장, 안양시 관양시장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전통시장, 동구 현대시장, 
서구 인천축산물시장, 서구 신거북시장

-

울산 남구 신정시장 -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 영월군 영월중앙시장(상점가)
충북 음성군 음성전통시장, 청주시 오창전통시장 -
충남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 공주시 유구시장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전북 전주시 전북대상가 구례군 구례5일시장
전남 순천시 순천씨내몰상가 -

경북
의성군 안계정기시장, 문경시 
문경전통경산시장, 경산시 경산시장, 포항시  
대해종합시장

군위군 군위전통시장, 영주시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영주시 소백쇼핑몰

경남 진주시 진주자유시장 창원시 회성종합시장
제주 - 제주시 누웨마루 상점가

출처 :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cms/ssjtt_ne/noti_15/1215908_2059.jsp?menu_id=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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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한 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나 타 부처 사업 추

진 지역을 우대

‐ 구역당 5년 간 60억원 ∼ 12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를 

지원하며, 상권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원

점포 수 400∼600개 600∼800개 800∼1,000개 1,000개 이상

총 사업비 60억원 80억원 100억원 120억원

출처 :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trdarRena/trdarRenaIntro.do?menu_id=030100)

[표 3-8] 상권르네상스 지원 사업비 

선정시기 1차(‘18년 9월) 2차(‘19년 5월) 3차(‘19년 12월) 합계

선정 상권 3 4 5 12

출처 :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trdarRena/trdarRenaIntro.do?menu_id=030100)

[표 3-9] 상권르네상스 선정 현황 

차수 지자체 구역명 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

1차

대구 북구 칠성 종합 상권활성화구역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

경기 수원 수원역전 상권활성화구역
수원역시장, 매산시장, 지하도상점가시장, 매산로 

테마거리상점가

전남 강진 강진읍 상권활성화구역 중앙로상점가

2차

경남 진주 진주 중앙 상권활성화구역
진주중앙시장, 진주장대시장, 진주청과상점가, 

진주로데오거리,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충남 천안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천안역전시장, 명동대흥로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

경기 구리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구리전통시장

광주 서구 광주양동 상권활성화구역
양동시장, 양동복개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수산물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3차

전북 군산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공설시장, 신영시장

부산 연제 연제오방상권 활성화구역 연일시장, 연일골목시장

강원 정선 정선읍 상권활성화구역 정선아리랑시장

서울 관악 별빛 신사리 상권활성화구역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서원동상점가

충남 공주 공주 원도심 활성화구역 산성시장,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출처 : 전통시장 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trdarRena/trdarRenaIntro.do?menu_id=030100)

[표 3-10] 상권르네상스 선정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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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의 장소적 매력을 향상시켜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의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설 환경 개선) 입구게이트 포함 아케이드 설치, 입구게이트 조형물·간

판 설치, 조형물·전선 지중화·간판 정비 등의 디자인 거리 조성, 일방통

행·보행로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편의시설 표지·바닥 시인 등

의 고객 안내체계 확충, 이벤트 공간 확보, 쉼터·화장실·무료 와이파이 

등 고객 편의시설 개선, 가로등·CCTV 설치 등 안전한 거리 조성, 교육 

공간·사무실 등 빈점포를 활용한 공용공간 확보, 상인 교육공간 및 사무

실 확보,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주민공유시설 설치, 청소·적치물 제거 

등 쇼핑환경 쾌적성 제고

‐ (주차 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및 확대, 관리시설 현대화, 공용주차장 위

치 안내 및 유도 표시, 앱을 활용한 이용 방법 정보 강화

‐ (안전 환경 개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점검 정기화

7) 청년상인 육성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점포 공간, 기반·편의시설, 공용 공간 조성 및 청년상인 선발 및 창업 

지원, 공동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

고 지원하고 있음

‐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본 시설․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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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상인 영업 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 공

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을 구성

‐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만19~39세의 청년상인에게 창업 및 점포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2021년 청년몰 당 최대 30억 지원(국비:지

방비:청년자부담 5:4:1)

‐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

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시장 대상으로 3억원

을 지원할 예정임

‐ (확장 지원) 조성이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 시설과 고객편의시설, 공용시

설 및 점포 공간 확대 등을 지원하는 확장 지원 사업도 실시, 2021년에

는 최대한 10억원 지원 예정

‐ 2019년에는 부산 동구 남문시장,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전북 

김제시 김제전통시장,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장, 경기 안산시 신안코아전

통시장, 제주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을 선정하여 지원 중임

‐ 2020년도 복합청소년 조성 사업으로는 경북 김천시의 김천평화시장과 

경남 거창군의 거창전통시장이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복합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부산 중구 국제시장, 대구 달성군 현풍

도깨비사장, 강원 삼척시 삼척중앙시장, 전북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완주

군 삼례시장 등 6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확장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부산 중구 국제시장,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상점

가 등 3개 시장이 선정됨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시장을 포함하여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몰 조성이 지

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아 연계하여 추진 중임

‐ 전남 순천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원도심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장천동 일대의 청년 챌린지 숍을 진행, 청

년 창업자를 모집하여 임대료 할인과 리모델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공동협의체 ‘청년100’을 발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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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으며, 10개의 점포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음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의 도시재생의 세부 사업으로 ‘청춘삘딩’이 있

으며, 2016년 청년들이 먼저 제안한 거버넌스 공간으로 꿈지락네트워크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나실과 공유 주방, 사무실, 커뮤니티 홀 등이 

있으며 청년지지사업인 ‘두잇’과 식생활 개선사업, 청년 진로·예술 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임

‐ 경북 영주시의 중앙시장, 후생시장, 구성마을 일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으로 청년과 함께 하는 중앙시장의 지하주차장과 외관을 정비, 공방과 

시장 아지트, 공예판매장 등을 조성하였고, 청년작가 공동체인 ‘모디’의 

활동을 통해 공예시장의 날(매달 셋째주 토요일)을 운영 중, 모디는 시장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공방을 운영하는 공예작가협동조합으로, 시

장 내 공방에서 예술 창작 활동과 동시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동

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규방 공예, POP, 생활 

공예, 은 액세서리 공예, 한지 공예, 나무 공예, 민화 공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경북 김천시는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활성화지역에 포함된 평화시장에 

청년몰을 조성, 2021년까지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 점포 

20개소를 개장할 예정임

‐ 충북 충주시의 성내동은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2017년 성내동 관아골

의 오래된 건물에 청년몰 ‘청춘대로’가 개장하여 카페와 수제 맥주, 수제

소세지 등의 청년상인 2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으며, 청년몰 옆에 관아

갤러리 골목에 청년가게 1호점이 개장되었는데 청년가게는 성내·성서동 

내 건물 소유주와 충주시 거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청년가게 조성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창업희망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으며, 또한 건물주에게는 500만원 내외(자부담 20%)의 건물 공용

부 기능 개선비를 지원 받음

‐ (교육 프로그램) 서울 용산구 서계동 만리시장 2층을 리모델링하여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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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습 공방으로 활용, 서울 중구 세운상가의 ‘지붕 없는 인쇄소’에서

는 독립출판을 원하는 청년이나 편집 디자인, 출판을 배우는 공간과 교

육 제공하고 있음

4 ∙ 스마트 시장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1)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인프라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예산은 17.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에 

비해 29.8% 급증하였으며, 이 중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

국의 정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대한 세부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

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

을 중점 지원

‐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

‐ 스마트 상점 :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

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을 지원, (‘20) 101억원

(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

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2020년 0.9조원에서 약 1,284

억원(13.8%) 증가한 1.1조원 예산안이 배정되었으며,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

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서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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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음

‐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

고, 골목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정책화,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

‐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

상스 사업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

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1년 88억원)

◦ 이와 같이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

공인 지원 정책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 및 상용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2)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

업” 16개 지자체를 선정 및 추진하고자 함

‐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스마트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역 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

원되며,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를 부담함

‐ 선정 지역은 서울(금천구, 양천구), 부산(수영구), 인천(강화군), 광주(광산

구, 동구, 북구), 울산(울주군), 경기(안양), 충북(청주), 전북(고창, 부안), 

전남(광양), 경북(구미), 경남(김해, 남해) 등 16개 지역임

‐ 각 사업지들은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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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시범상가(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 시범상가로 20개 상점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함

‐ 선정된 20개 상가의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VR·AR, IoT 등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스마트 시범상가는 복합형 5곳, 일반형 15곳으로 복합형 시범상가는 소

상공인의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기술을 도입

‐ 일반형 시범상가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 등

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도입을 집중 지원함

(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후 구매

(로봇) 로봇을 
이용하여 음식 서빙, 

고객 응대 등

(IoT) 스마트 선반이 
광고 및 가격 표시, 

재고 통계

(오더) QR스캔으로 
테이블 주문 또는 

예약주문 후, 간편결제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이끌 스마트 시범상가, 신촌상점가 등 20곳 선정, 2020.06.15. 보도자료.

[그림 3-14] 스마트 상점 예시

구분 지자체 상가명

복합형 상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상점가
경기 화성시 병점중심상가
충북 청주시 성안길상점가
전북 전주시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경남 창원시 창원 시티세븐 상가

일반형 상가 서울(4)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양천구 신월1동 신영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표 3-11]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상점가(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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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슈퍼 시범 점포 운영(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해 5개의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함

‐ 2020년 7월 전국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사업 참여를 희망한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야간 운영시간과 야간 유동인구, 점주의 투자계획

과 참여 의지, 주변 상권 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5개 점포를 선정

‐ 형제슈퍼(서울 동작구), 나들가게(서울 영등포구), 그린마트(경기도 안양),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춘천)가 선정되었음

‐ 시범점포는 주간에는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 모델로서, 무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게

이트(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함

‐ 시범점포에는 유통전문가를 투입하여 스마트기술 활용방법, 상권특성에 

맞는 상품구색과 마케팅기법 등을 컨설팅, 최신 인기상품동향 등 유통정

보의 주기적 제공, 배달 앱을 활용한 모바일 주문·배송 운영 등 점포 운

영의 스마트화 지원

구분 지자체 상가명

경기(2)
하남시 덕풍전통시장
하남시 석바대상점가

충북(1) 제천시 내토전통시장
강원(1) 춘천시 춘천 명동 상점가
대전(1) 유성구 봉명동 우산거리상점가

경북(2)
포항시 구룡포시장
포항시 효자시장

대구(1) 북구 칠성시장야시장
경남(1) 창원시 창원 명서시장
부산(1) 사하구 부산사하 샘터상가
광주(1) 광산구 하남2지구 상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이끌 스마트 시범상가, 신촌상점가 등 20곳 선정, 2020.06.1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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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추진 사업 

◦ 전통시장의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방안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

으며, 전통시장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지자체의 지원 등의 방안이 함께 진행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1) 비대면 거래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 및 배송서비스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 밴드 등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지원이 추진 중임

‐ (문경 중앙시장) 2020년 1월부터 네이버 밴드(앱)을 통해 비대면 장보

기·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6월 기준으로 40개의 점포가 참여, 

1,750명의 회원 수, 447건의 월 주문 수, 월 매출 21.6백만원 등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남

‐ 또한 4월부터 배송불가지역 및 특정시간 상품 수령을 원하는 고객을 위

해 사이렌오더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대구 와룡시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대학교가 인접하여 제공하는 근거리 

서비스로 “바로와용 쇼핑몰·앱 배송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실시 중임

2)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동네시장 장보기 확장 서비스)

◦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시장 장보기(https://shopping.naver.com/

market/traditionalmarket?storeId=100840011)'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

으며, 동네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 식재료와 반찬, 꽈배기, 찹쌀떡 같은 먹거

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2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임

‐ 2020년 9월 기준, 서울·경기 및 경남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통시장 32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16), 각 시장별로 배달지역·배달불가지역·배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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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지역의 서비스 제공 전통시장은 봉천제일시장, 화공본동시장, 수유재

래시장, 암사종합시장, 석촌시장, 성대전통시장, 경동시장, 송화벽화시장, 

고척근린시장, 신영시장, 연서시장, 금남시장, 용문전통시장, 대림시장, 

우림시장 등이 있으며, 배달 서비스는 먹거리, 반찬, 육류, 과일, 채소, 

생선, 양념, 농산물 등 음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진출한 시장으로, 암사종합시장의 탕·국을 직접 만

들어 파는 '착한탕국' 상품은 일평균 30여건의 온라인 주문 건수를 올리

는 등 스마트폰으로 장보기와 배달을 같이 진행하면서 매출이 증가함

‐ 암사 종합시장 108개 점포 중 17개가 참여하였으며, 2019년 6,500만원

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초기단계지만 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배송센터를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서울 송파구 석촌시장) 배달지역이 잠실동·신천동·풍납동·송파동·석촌동·

삼전동이며, 배달 불가 지역은 방이동·오금동·가락동·마천동·거여동·문정

동·장지동으로 최소 주문금액 15,000원 이상 주문 시 배달비는 4,000원임

‐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홈플러스, GS Fresh, 농협

하나로마트와 제휴를 맺고 '장보기 서비스'를 리뉴얼하여 제공, 네이버페

이를 통한 간편결제, 결제 금액을 포인트 적립 등 이용이 편리함

3) 제로배달 유니온

◦ 2020년 9월 서울시는 착한 수수료 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실시, 제로

배달 유니온은 높은 배달 중계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임

‐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은 ㈜더맘마, ㈜리치빔, ㈜만나플래닛, ㈜먹깨비, ㈜

16) 서비스 제공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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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의시대, ㈜밴코, ㈜스폰지, ㈜씨큐프라임, ㈜엔에이치엔페이코, ㈜엔

케이페이먼츠, ㈜위주, ㈜질경이, ㈜특별한우리동네, ㈜한국결제인증, ㈜

허니비즈, KIS정보통신㈜ 등 16개임

‐ 제로배달 유니온은 수수료를 0∼2% 이하로 대폭 낮췄으며, 소비자가 제

로배달 유니온 참여 배달앱에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업체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비해 최대 2.5%p 절감할 수 있음

‐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도 도입하여 가맹점 결제 수수료 0%대의 비

용절감 혜택도 지원하며, 결제 가맹점은 음식점, 카페, 동네마트 등 배달

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함

4) 전통시장 온라인시장 지원

◦ 서울시는 소상공인 300개 선정해 대형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전용관 ‘쏠쏠

마켓’ 운영과 함께 온라인장보기 전통시장 37개→65개, 약 100개 전통시장 

내 상점 개별 쇼핑몰 구축을 지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대형쇼핑몰 입점 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일부와 

마케팅·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점별 쇼핑몰 

제작과 맞춤형 브랜딩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며, 상

인이 스스로 온라인 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

‐ 소상공인 업체 300개소를 선정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쿠팡, 11번가, 인

터파크) 입점을 지원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협의하여 전용관을 구성, 판

매수수료를 평균 2∼5% 정도 인하, 다양한 프로모션과 상품 노출, 온라

인 배너 등 홍보 지원,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통해 사업 지원

‐ 2020년 10월∼2021년 1월까지, 4개월 간 해당 쇼핑몰에 상설관인 

‘Seoul 소상공인 쏠쏠마켓’을 오픈해, 선정된 300개소 소상공인 업체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 선정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쇼

핑몰을 운영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별 상세페이지 제작 및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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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로드 지원, 오픈마켓 운영과 마케팅 교육 실시 등 자생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함

‐ 서울시는 대면·방문쇼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통시장의 온라인 

시장 진입도 체계적인 지원으로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

인 장보기’를 올해 말까지 65개 시장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함

‐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 내 각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직접 장을 

보듯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에 담으면 최소 2시간~당일 중 장본 상품을 

모두 모아 집 앞까지 배송 해 주는 시스템으로 네이버쇼핑, 쿠팡잇츠, 

모바일앱 놀러와요 시장 등 총 3개 플랫폼에 37개 시장이 입점해 있으

며, 매출은 점차 증가 중임

‐ 전통시장 내 특색 있는 상점 약 100개소를 선정해 개별 쇼핑몰을 구성, 

맞춤 브랜딩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 및 지원하는 ‘온라인 상점’

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9개 시장 67개 상점을 선정하여 컨설팅 진행

‐ 또한 전통시장 내 상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오픈마켓

이나 소셜커머스 입점을 연계하고, 마케팅․광고비도 상점당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5)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 LED 조명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발전함에 따라 

첨단 IT 기술과 공공기관 설치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란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의 경관용 디

스플레이’를 의미,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

현하는 첨단 IT 기술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인 

동시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뉴미디어의 신진 개척지로 손꼽히고 있음

‐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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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암벽, 동굴, 폭포 등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에 단기 이벤트나 예술 작

품의 설치를 통해 전시되는 경우도 존재(안용준·지남석, 2018)

‐ (경복궁 흥례문 미디어 파사드) 2015년부터 경복구 흥례문에 미디어 파

사드를 활용한 전시를 실시, 2016년 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재단 주관

으로 ‘흥례문, 디지털캔버스가 되다’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성하

여 4대의 고해상도 프로젝트를 사용한 작품 전시함(안용준·지남석, 2018)

[그림 3-15] 경복궁 흥례문 미디어 파사드
출처 : 안용준·지남석(2018),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도입방안, p.29.

‐ (광명동굴)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동굴의 동굴 속 암벽을 스크린으로 

활용, 폐광산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켰으며,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연출하여 동굴의 역사부터 미래를 쇼의 형태로 전시(안용준·지남석, 2018)

[그림 3-16] 광명동굴 미디어 파사드
출처 : 안용준·지남석(2018),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도입방안, p.31.

‐ (공주시 공산성)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 불 특수효과, 워터 

스크린, 레이저 연출 등 다양한 멀티 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해 웅진백제의 역사

를 담은 이야기를 공연으로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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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주향교) 청주시가도심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청주만의 특화된 문화경험을 매년 제공하는 청주문화재야행의 세부 프로그램

으로 2017년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에서는 청주향교 외삼문 계단과 정원

을 바탕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전시하였음

‐ (전주한옥마을) 뉴미디어아트 그룹인 ‘30DAY’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중심

으로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진행, 2015년 ‘전동성당, 빛의 옷을 입다’를 시작

으로 2016년에는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를 전시하였으며, 후백제의 수도였

던 옛 전주의 이야기와 그래비티, 비보잉 등의 영상을 같이 상영하였음

‐ 축제기간에 한시적으로 풍납동토성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전시하여, 한

성백제의 역사와 풍납동토성을 홍보할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음

[그림 3-17] 공주시 공산성, 청주시 청주향교, 전주시 풍남문 미디어 파사드
출처 : 안용준·지남석(2018),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도입방안, p.30.
      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buk/case/caseDetail.do?no=235&r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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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외벽) 2019년 인천시청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가 전시되었으

며, 시청 앞 '인천애(愛)뜰' 주변 다섯 곳의 공간에서 연출되며 시청 본

관의 비디어 파사드에서서는 3,4분 정도의 인천 홍보 영상이 상영, 인천

데이터센터(IDC) 빌딩 외벽에는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내

온 사연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개하는 형태로 전시를 진행

[그림 3-18] 인천광역시 시청 외벽 미디어 파사드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590008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주제를 갖은 장소중심적인 전통시장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인 정책이 필요

‐ 단일의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을 바라보며 복합개념의 하나의 갈래로 접근해야 함

‐ 시장 인근의 관광 시너지 요소를 탐색 및 발굴해야 하며 관광루트를 개

발하며,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도를 이끌어야 함

‐ 도시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적 기능으로만 인식되는 

구조로 변모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

을 위해 1995년 9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시장에 대해 시설자금 융

자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노력들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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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의 취약하고 노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선포, 200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을 실시

‐ 전통시장은 현대인들의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이 느리며, 한 점포 안에서 

일괄구매를 하려는 젊은 계층의 소비성향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이 어려웠으며, 접근성이 편리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력에

서 밀리는 등 쇠퇴할 수 밖에 없었음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함

‐ 전통시장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관광자원을 활용한 브랜드화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연

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전통시장의 영향이 단지 지역경제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

차원적인 측면에서 중요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현대화 보다 다

양한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과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함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104

03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1 ∙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개념17)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영

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축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

‐ 이윤 추구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

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

[그림 3-19] 사회적기업의 개념도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social_enterprise_intro.do?dep1_kind=1)

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social_enterprise_intro.do?dep1_kind=1) 홈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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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 요건 충족 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

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에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

형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

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

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

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경제 활동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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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일반 법인에 의해 취업 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

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

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 사회적 측면에서는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에 기여함

‐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

써 계층 간 빈부 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 지역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촉진하고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

◦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사회적경제 기업과 특별

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함

‐ 개별 협동조합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삼림조합, 

엽연조합

‐ 일반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

업을 추진,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 민

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일반 협동조합은 사업자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적협

동조합 중에서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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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환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을 의미함

‐ 마을기업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에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포함시킬 경우, 마을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

‐ 마을기업의 유형은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활기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

하여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임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시 자활기업으로 인정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

행규칙」)

‐ 전국자활협회 5대 표준화사업(청소 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중에서 청소 소독 업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 정부는 개별 부처별·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기

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보건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

‐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기본

계획’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육성 및 재정 지원 등을 추진, 정부는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 지원

과 세제 혜택(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공공조달 시 우선 구매 유도와 정

책 자금 지원 등의 간접 지원도 병행함

‐ 광역·지역별로 중간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창업 지원, 홍보, 인력 양

성, 사업모델 발굴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

◦ 정부는 ‘18년에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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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지역 주도 사회적경

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함

‐ ‘07년부터 두 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07) 사회적기업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41,417명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 규모는 16배 이상으로 양적 증가가 진행됨

‐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도 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기업별 규모의 영세함,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 존재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대두됨

‐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

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하고자 함

3) 송파구의 사회적기업 

◦ ‘20년 5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69차에 걸쳐 총 2,985개의 기업이 인증되

었으며, 2,51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임

‐ ‘20년 5월 기준, 156개의 사회적기업이 신청하였으며, 120개소가 인증 

및 유지되고 있음

‐ 2,518개소 중에서 서울 지역이 478개소로 전체의 19.0%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비영리단체가 564개소로 22.4%를 차지, 영리단체

가 1,954개소로 77.6%를 차지함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682개소(66.8%), 

사회서비스제공형 154개소(6.1%), 지역사회공헌형 169개소(6.7%), 혼합

형 194(7.7%)개소, 기타(창의·혁신)형이 319개소(12.7%)로 일자리제공형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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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269개소(10.7%), 청소 분야 

229(9.1%), 교육분야 228개소(9.1%) 순이며 그 이후 사회복지, 환경, 

간병·가사지원, 관광·운동 분야 등이 있으며, 기타가 1,333개소(52.9%)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음

◦ 송파구의 사회적기업은 ‘20년 5월 기준으로 18개로 서울의 사회적기업 478

개 중에서 3.8%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적음

‐ 사회목적 실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 11개소, 사회서비스제

공형 4개소, 혼합형 1개소, 기타(창의·혁신)형 2개소임

‐ 송파구에서는 주식회사 청밀이 2011년 6차에 인증을 받은 가장 오래 유

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며, 가장 최근에는 ㈜자연미약선연구원과 주식

회사 드림원에피앤씨가 2020년 5월에 인증을 받았음

‐ 사회적기업은 마천동·오금동 4개소, 가락동 3개소, 석촌동 2개소, 방이

동·잠실동·송파동·신천동·풍납동에 각각 1개소씩 위치해 있음

4) 전통시장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 중앙부처 사업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사업규모 : ‘20년 20,714백만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종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 중에서 (일반형)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

인, (선도형)①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 ②소상

공인협동조합연합회 

‐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협업아카데미) 신규 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설립된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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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 (판로지원) 협동조합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판로 채널 확대 지원 

◦ 종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사업규모 : ‘20년 5,682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협동조합 정책개발) 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조합 운영 간담회, 활성

화 기반 구축, 종합관리 시스템 개선, 판로개척 지원 등 협동조합 재도

약 정책 인프라 조성

‐ (협동조합 역량 강화) 협동조합 운영 지도, 종합실태조사 및 평가, 맞춤

형 교육, 중기 간 공동·협업모델 연구 및 개발, 조합 컨설팅 등 협동조

합 역량 강화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단체표준 종합포털시스템 안정화, 재정컨설팅 

지원 등 단체표준 지원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기관(대상) 확대를 통

한 공동사업 지원

◦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 사업규모 : ‘20년 1,711백만원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공헌(사회적

가치)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소셜벤처 여부 판별, 평가 온라인 신청, 다

양한 소셜벤처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수도권 소셜벤처 육성)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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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대의 자생적인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및 심화

‐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역 수요와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높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소셜임팩트 펀드(중소벤처기업부)

‐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 사업규모 : ‘20년 35,000백만원 펀드 조성

‐ 지원대상 :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서비스를 제

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펀드에 출자하는 모

태펀드(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 (펀드 규모) 모태펀드에서 200억원을 출자(60%)하고, 민간자금(40%) 매

칭을 통해 35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20년)

‐ (주목적 투자 대상)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서비

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 (선정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총액목표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 사업규모 : ‘20년 60,00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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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사회적적경제 관련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규모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자금(중소벤처기업부) 

‐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적경

제 기업의 성공모델을 창출

‐ 사업규모 : ‘20년 15,000백만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자활기업 등)

‐ (융자지원) 직접대출 150억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신용위

험, 사업성평가 등)를 통해 융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대출 지원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

장 건설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사회적경제 기업 특례보증(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

역경제발전 도모

‐ 사업규모 : ‘20년 45,00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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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대보증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 당 4억원 이내

‐ (추진체계)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신청 후 지역신보 

자체 평가로 보증 심사 및 보증 결정

◦ 예비창업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 단계를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업규모 : ‘20년 111,400백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

비창업자, 1,700개 내외(일반분야 1,100개, 특화분야 600개)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

비창업자당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멘토링)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운영

‐ (후속지원)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역량 제고 및 예술계 자생력 강화

‐ 사업규모 : ‘20년 3,326백만원

‐ 지원대상 :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셜벤처 등

‐ (창업 아이디어 발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 경진대회

‐ (창업지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 컨설팅 지원(수시·맞춤형 컨

설팅),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전반 지원(컴퍼니빌딩), 대상은 창

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10개 기업으로 예비 기업별 최대 

15백만원 차등 지원(자기부담금 10%)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인큐베이팅 지원), 초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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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업(3년 미만)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원(자기부담금 10%)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성장·숭석기 기업 사업도약(엑설러레이팅) 지원, 성

장·성숙기 기업 대상 데스벨리 극복 지원, 10개 기업, 최대 80백만원 차

등 지원(자기부담금 10%)

‐ 기업 및 투자기관 매칭 지원, 기업 협력사업 제안서 피칭 10개 기업 내

외를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미팅 60건 내외 지원, 컴퍼니빌딩·인큐베이

팅·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배출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IR 컨설팅, 투자

기관 매칭 주선 및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개최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 소외지역 유휴 공간 및 기존 전시시설의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여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 도모

‐ 사업규모 : ‘20년 700백만원

‐ 지원대상 : (신규조성)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중앙부처, 지자체 혹은 공공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

영하고자 하는 단체, (지속운영 지원) 조성 2∼3년차 작은 미술관을 운

영하는 단체, (전시활성화 지원) 조성 4년차 이상 작은미술관 운영 단체, 

전시실을 보유·운영 중인 지역 문예회관, 지역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 해당 전시실을 작은 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

‐ 생활권 내 등록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절실한 지역 내 유휴 

공공 생활문화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규 조성 지원(2개소 내외) 120백만원 / 지속운영지원(4개소 내외) 

200백만원 / 전시활성화지원(5개소 내외) 200백만원)

◦ 관광두레(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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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 확립

‐ 사업규모 : ‘20년 9,996백만원

‐ 지원대상 :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5인 이상으로 구성된 광관분야 사

업체, 연령·성별·조직형태 등 무관)

‐ (관광두레 PD) 담당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전담, 지역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시행, 관광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원 등 주민사업체 현장 밀착 지원, 월 240만원 내외 활동비 지급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주민사업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함으로

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 주민사업체

가 창업 및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 PD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법

무 상담,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시제품 출시, 모객 및 판로 지원 등)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 비R&D)(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

원과 연계한 사업화(디자인·판로 등) 지원

‐ 사업규모 : ‘20년 5,850백만원

‐ 지원대상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

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

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

델 발굴 지원

◦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산업통상자원부)

‐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

속 성장 가능한 자립적인 생태계 구축

‐ 사업규모 : ‘20년 3,190백만원

‐ 지원대상 : 창업 2년차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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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사전 진단) 통합 워크숍 방식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

하여 사회적기업 혁신 역량, 서비스·BM 진단

‐ (사회적기업 디자인컨설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그룹 구성, 소비자 리서

치,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서비스 개선 등 집중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 혁신적·사회적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아

이디어 검증, 실물 제작, 상품화, 운영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회적기업 인력 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지원

인력 급여의 80% 이하, 6개월 내외 지원)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보건복지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 사업규모 : 비예산

‐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의 요건 충족 자활기업 

‐ 창업 자금,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보건복지부)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

회서비스 제공,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규모 : ‘20년 시범사업지역 12∼16개 지자체, 770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지

자체+중간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

‐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모델 유형을 선택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 연

계·협력(컨소시엄) 및 주민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신규 조직화를 통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 실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행정안전부) 

‐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지역별 실

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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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20년 235,003백만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청년일자리 3대 기본유형으로 추진 → 상향식·분권형 사업

‐ (지역정착지원형) 지역기업(마을기업 등)에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

도(일자리 제공+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취·창업 

간접비(임대로, 교육·컨설팅 등) 지원

‐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경험과 일자리 

지원 → 민간 취·창업 연계)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행정안전부)

‐ 정책공동생산자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문제해결 

소통협력공간 운영 지원으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규모 : ‘21년 신규 지자체 1개소 공모 예정(국비보조율 50%, 개소

당 연 20억원, 총 3년 간 국비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광역+기초, 기초)

‐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주민참여 공간 기획,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등

‐ (주민주도 지역문제해결 지역혁신활동 지원) 공건기반 혁신활동 지원(입

주, 다목적공간 대관 등),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리빙랩 등), 저변 확대

(홍보, 컨퍼런스 등) 및 거버넌스 구축, 혁신사례 연구 및 아카이브 등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행정안전부)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유휴공간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역자산

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자산화 사업 :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 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

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한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단위사업 발굴 118

‐ 사업규모 : 연간 약 25건, 1건당 5억원 한도 내 금융 지원

‐ 지원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 (유휴공간 매입비용 금융지원)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

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

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 사업규모 : ‘20년 7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도

시재생경제주체 등

‐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구상

‐ (지원유형) 1단계는 컨설팅을 통해 역량강화와 실행 준비에 집중, 2단계

에서는 우수팀이 사업을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유형)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창업 분야(발굴/계획 수립/시행)와 

공동체 육성 분야(협동조합 구성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 (지원규모) 단계별로 3개월 간 20백만원을 지원, 1단계에서는 20팀을 지

원하고 2단계에서는 우수팀 10팀만 선정하여 연계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유

지·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육성·설립 지원

‐ 사업규모 : 총 9.5억원 규모 예상(1개 조합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도시재생 뉴딜지역 내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마을관리 

협동조합

‐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및 조합설립 인가

‐ (역량 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및 운영 등 ‘기초교육’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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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대상 ‘전문교육’ 연 2회 시행

‐ (설립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을 

포함할 경우,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보조금으로 지원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국토교통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

주체로 육성,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가치의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규모 : 비예산

‐ 지원대상 : 사회주택의 공공성 기준을 확보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 공모를 통해 토지임대부(건설형·리츠형), 매

입 임대주택 운영위탁 방식 등 연간 500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

‐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토지확보 지원) LH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LH 보유 토지를 사업자에

게 연 2%의 저리로 15년 이상 장기임대하며, 토지임대료는 1년 간 납부 

유예 및 분할 상환(5년 내) 허용

‐ (교육 및 컨설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택사업 및 재원조달 관련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금융위원회)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 사업규모 : ‘20년 중 1,000억원 규모 보증 공급 목표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기업

‐ 특화된 보증상품을 통해 운전·설비투자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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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금융위원회)

‐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 사업규모 : ‘20년 중 6,000백만원

‐ 지원대상 :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서민금융진흥원)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선정, 동 기관들이 사회적경제 기

업을 위한 대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

‐ (민간 사업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

◦ 협동조합 활성화(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청년협동조합 활성화, 판로 확

대, 전문기관 자문 등 수행, 협동조합의 운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사업규모 : ‘20년 6,314 만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종사자,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

‐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

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실시,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상시상담 및 

현장 경영 컨설팅

‐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20년에 70팀을 지원 목표, 청년·시니어 

등 협동조합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팀 창업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맞춤

형 창업 지원, 사업 구상부터 법인 설립까지 전문 인큐베이터 밀착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화 및 활동 지원

‐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민간 판로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제도, 

민간위탁 등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실시, (사

회적)협동조합 상품 발굴·개선 등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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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

‐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업규모 : ‘20년 29,218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

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2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

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교육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제공

◦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사

회적경제 기업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

업가 양성

‐ 사업규모 : ‘20년 2,366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자원

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가능한 사업모델로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2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

업팀 역량강화 및 사업화, 현장밀착 멘토링, 사업화 기반 구축, 창업 자

금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제공

◦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고용노동부)

‐ 상품 판매,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 지원 정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규모 : ‘20년 500백만원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 상품몰)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정도 및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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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유형별·지역별·인증별·사회적가치 정보 제공 등

5) 전통시장과 연계 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 마을기업 지원사업(행정안전부)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

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함

‐ 지역주민은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며, 지역자원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

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의미함

구   분 자산의 구체적인 예

유형자산

자연적 자산 지리적 접근성, 자연자원, 자연환경 등
건축환경자산 건물,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반시설 등

문화관광 공간자산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재, 관광명소 등
기타자산 국가 및 외부의 유형지원 등

무형자산

문화관광 문화행사(축제·이벤트), 스토리텔링 등
사회자본 규범, 신뢰, 네트워크, 리더십 등
이미지 브랜드가치. 정체성 등

개인의 역량 재능, 기술, 역량 등
공동체 자산 종교, 문화, 여가생활 등 

기관자산 기업체 연계, 공공서비스 연계 등
출처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p.58 재구성

[표 3-12] 지역자산의 유·무형 자산(예시) 

‐ 마을기업의 유형은 관리단계와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관리단계) ①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예비마을기업’, ②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

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육성형 마을기업’, 

③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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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기업’, ④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써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리형 마을기업’이 있음

‐ (목적) ①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

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청년마을기업’, ②기업

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재도약마

을기업’, ③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마을기업’, ④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

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愛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기업에 지정하는 ‘모두愛 마을기업’, 

⑤변화하는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

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

족하기 위한 마을기업인 ‘新유형마을기업’이 있으며, 세부 유형으로는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

업’ 등이 있음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은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2019년 2개 마을기업을 발굴하였음

‐ 마을기업의 요건으로는 첫째, 기업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동체성, 둘째,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 셋째,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성, 넷째,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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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업성이 존재

‐ 마을기업의 출자는 5인 이상으로 모든 회원이 출자하는 것이 원칙(공동체

성)이며,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이 반드시 이행(공공성)되어야 하며, 마을기

업 회원 70% 이상이 지역주민(지역성)이어야 하며, 법인(기업성)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최대 3년 간, 총 1억원을 지원하며 자립 지원(SW)으로는 판

로지원, 경영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이 존재

‐ (사례) 2017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에 마을기

업이 ‘지역재생기업’으로 출범, 지역주민 조합원 4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은 백남준 기념카페 시설 운영·관리, 지역 답사 프로그램 운영, 봉제 

등 지역 생산품 판매·유통 등의 일을 추진 및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

하여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새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함

‐ (사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인 경남 사천시 삼천포구항 활성화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창립, 도시재생 관련 주민주

도형 상부상조 사업과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 수익금으로 

마을 취약층과 독거노인을 돕고 빈집과 헌집을 고친 후 민박 대여 등의 

사업 추진

◦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

‐ 도시재생 마을기업의 종류인 ‘도시재생기업’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

는 지역기반 사업으로 공공의 마중물사업 참여는 물론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재생을 추진하고 자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도시재생기업은 Community(지역사회)+Regeneration(재생)+Corporati

o(기업)의 합성어로 지역 주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자산·자본

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재생 활동 주체를 의미함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시재생기업이 되고 싶은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1단계), 법인설립 시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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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2단계),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

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우며(3단계), 우수 

기업의 시범사업을 지원(4단계)하는 절차가 존재함

‐ 도시재생기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과 활동을 의미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

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 지역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

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19년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도 자력

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유

형으로는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이 있으며, 지역관리형은 도시재생사

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기업이며, 지역사업형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재화의 생산·판매·공동구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

키는 사업으로 사업 개발 및 기술훈련비, 공간조성비를 지원받음

도시재생기업의 비전 도시재생기업의 역할(예시)

[그림 3-21] 도시재생기업의 비전과 역할
출처 :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도시재생기업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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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에는 3개의 도시재생기업이 선정되었으며, ①서울역 일대 도

시재생 활성화 지역-서울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지역관리형), ②성북구 

삼선동 369마을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역-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지역

관리형), ③암사동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지역-㈜캔디뮤지컬컴퍼

니 예비사회적기업(지역사업형)이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함

‐ 2019년 9월에는 ①성수동 성수지앵협동조합, ②상도4동 상4랑협동조합, 

③강북구 삼양동 햇빛마을 삼양로컬랩협동조합, ④마장동 어바웃엠협동조

합, ⑤불광3동 우리동네맥가이버협동조합, ⑥암사동 오라클라운지·생각실

험사회적협동조합, ⑦해방촌 다사리협동조합·더스페이스프랜즈 등 7개 

지역 9개 법인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성수동과 상도4동 기업은 지역관리

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으로 사업을 추진

‐ 또한 서울시는 매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기공모’를 추진, 2020

년 5월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4단계 발굴·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선정된 9개 팀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1단계 CRC 안내소, 2단계 

CRC 준비소, 3단계 CRC 공작소, 4단계 CRC 발전소 등 4단계로 구성

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서울특별시)

‐ 2019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일상으로 체감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

로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 등

을 골자로 하는「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19~’22)」를 발표

‐ 서울시는 ①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②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③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④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⑤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의 5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업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서울특별시)

‐ 2020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소상공인 협력을 통해 상권 쇠퇴를 해결하

기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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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소상공인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정책을 

도입하고자 함

‐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

역지원기관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 및 전환을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다각화로 골목경

제 위기 극복, 소상송인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

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중에 우

선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8,0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프로

젝트 실행을 위해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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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풍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발굴 방안

◦ 홍콩의 재래시장 정책은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비슷한 점과 차

이점이 존재하고 있음

‐ 홍콩의 재래시장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웻마켓 중심의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길거리 노점시장과 실내 

공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길거리 노점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형태로 발전하던 홍콩의 재래시장은 

지역 재개발 등을 통해 재래시장을 실내 공공시장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과 민간 위탁 관리 등을 통해 시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

‐ 하지만 실내 공공시장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홍콩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시장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재개발에 따

른 임대료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홍콩정부는 시장을 폐쇄 시키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의 

방법을 바탕으로 재래시장을 운영 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에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

극시키고 관광객들을 모여들게 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음

‐ 전국의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와 개성을 담은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여 

방문 고객을 확대시키고 있음

‐ 전통시장들은 약점으로 지적되는 편의시설의 불편함 개선, 점포 리모델

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투어 연계, 1∼2인용 소포장 상품 판매 활

로 개척 등 지역의 개성을 내포한 상품 개발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문화, 풍물 등의 요소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소성이 관광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과 여가로서의 공간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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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토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전통시장 인근의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화하여 역사를 현대적 감각

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며, 역사와 상품, ICT 기술,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통해 시장 차별화 및 상품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역사학계에서의 고대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성

백제시대의 역사와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 및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 공모와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ICT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전통시장 현대화와 함께 고객

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

형시장’ 등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사업에 공모하는 방법이 필요함

‐ 풍납동 일대의 3개의 상권을 묶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지원,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한성백제 테마거리 조성이 가능하

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몰 조성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므로, 한성백제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업 발굴과 이를 

상품화하여 청년들이 풍납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비대면 거래 방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

며, 온라인 쇼핑 등의 지원 방안이 증가하고 있음

◦ 풍납동의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도시재생기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구

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송파구의 사회적기업은 ‘20년 기준으로 18개로 서울의 사회적기업의 

3.8%를 차지하는 등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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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도 주민들의 자치 조

직을 구성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관광두레, 마을기업 등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중에서 도시재생 마을기업의 하나의 종류인 ‘도시재생기업’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 및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 경

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자생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이 존재함

‐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기업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에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

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은 풍납동토성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인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마스코트 개발, 축제 운영, 미디어 파사드 전시 등

의 다양한 스토리텔링화한 상품 개발이 가능함

◦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 조직을 활용하여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

으로 결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그와 함께, 주민들의 사회적기업의 운영 공간을 풍납시장으로 하여, 풍납시장

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풍납동토성의 스토리텔링을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 및 전시, 풍납시장의 

고객지원센터를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등의 이벤트를 통해 풍납동토

성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 구매력 있는 젊은 층을 유인하여 풍납시

장의 활성화와 풍납동토성의 홍보가 가능

◦ 풍납동토성과 지역 주민, 풍납시장의 연계를 통해 풍납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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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결론

1 ∙ 종합 결론

◦ 풍납동의 상권은 정체와 상권축소의 특징을 갖는 보수적인 상권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주말 매출이 높고 5,60대의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주

말을 중심으로 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함

‐ 풍납동의 상권은 골목상권·발달상권·전통시장 등 3개가 존재하고 있으

며, 풍납동 상권의 점포는 천호역 중심으로 집객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점포의 평균 매출 건수는 천호역과 풍납시장이 비슷하지만 매출 금액은 

천호역이 높으며, 음식점의 매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풍납동 상권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상권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풍성로25길은 ‘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상권

축소’의 흐름이며, 천호역은 ‘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정체’, 풍

납시장은 ‘상권축소-상권축소-상권축소-다이나믹-상권축소-상권축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업종이 창업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형태로, 

기존 점포가 경쟁력을 갖는 보수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음

‐ 풍납시장의 경우, 상권축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도시

재생 및 신규 개발 상권으로서의 매력이 낮음을 의미함

‐ 풍납동 상권의 상주인구, 직장인구, 추정유동인구 모두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력이 높은 3,40대보다 5,60대의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

으며, 주말 매출이 주중 매출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주말에 행사 및 이

벤트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함

◦ 홍콩의 재래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한 시장 방문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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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변화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

시장 정책과 달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주 등으로 재래시장을 유지 및 지원하

였으나 여전히 고객 감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점 유지의 어려움 등이 존

재하고 있음

‐ 홍콩의 재래시장은 길거리 노점시장과 실내 공공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길거리 노점시장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역의 재개발, 고객 감소 등으로 실내 공공시장으로 

상점을 이주시켜 영업을 계속하게 하였음

‐ 하지만 실내 공공시장의 시설 노후화, 홍콩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

으로 시장 이용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상점 운

영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음

‐ 홍콩정부는 시장 폐쇄 및 시설 개·보수 등의 방법으로 재래시장을 유지

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전국의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담은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여 방문 

고객들을 유인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문화, 풍물 등의 요소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소성이 관광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과 여가로서의 공간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풍납시장 인근에 위치한 풍납동토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상품 개발, 

축제화, 풍납시장에서 상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킬러콘텐츠를 구성하여 

풍납시장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음

‐ 온라인 구매, 앱을 통한 배송서비스, 미디어 파사드 전시 등의 ICT를 활

용한 상품 개발 및 고객 대응으로 고객들이 편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전

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뿐만 아니라 풍납시장과 풍납동토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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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외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의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지

원 사업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문화관광

형시장’, ‘지역선도형시장’과 풍납동 상권을 묶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몰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

로운 창업의 진출입이 어려운 상권이지만 청년상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온라인 쇼핑과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거래 방식을 확대, AR, ICT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술을 풍납시장에 적용하여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구축된 주민 공동체를 확대·발전

시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스토리텔링화된 풍납동토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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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계획

◦ 본 연구보고서는 백제 역사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풍납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단위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특정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

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음

‐ 송파구와 풍납동 상권분석, 홍콩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 우리나라

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사례 분석, 정부부

처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들을 정리 및 정책을 

분석하였음

‐ 또한 풍납동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분석함에 따라 풍납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따라서 향후 연구결과를 해당 사업 부서에 제공함에 따라 풍납동 상권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 가능한 정부부처 사업에 대한 정보 공

유 및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현재 수립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 주민공동

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기업 구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활성화

계획에 적용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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