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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약 37%,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약 63%이다. 거점공간은 

사업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조성된 이후에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

다. 도시재생의 장기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핵심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 속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속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13개 지역(가리봉, 창신숭인, 해방촌 등)을 대상으

로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특징적인 사례지(창신숭인, 신촌)의 

거점공간를 분석하였다. 사례지 및 공간 분석을 통해, 거점공간의 유형별 특징

을 종합하고 각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정책적 요인(마중물사업, 연계사업)에 따라 독립형, 연

계형 거점공간으로 구분된다. 4가지 특징 요소(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공원형, 리모델링형, 적응형, 통합주도형, 관주도형, 민

주도형, 주민형, 다중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특징이 다르지만, 몇몇 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형 거점공간은 조성 기간이 종료되면 예산 지원도 함께 중단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연계형의 비중을 늘려 공간 조성 후에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② 연계형 거점공간은 재정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주체 간 수

평적 소통이 어렵다. 이는 예산 출처 부서로부터 수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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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불가피하지만, 지자체 부서 간 또는 중간지원조직 간 수평적 협력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적응형 거점공간은 주변환경의 지형이나 교통과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부지 선정 시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시설보다는 운영에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한 시설이 적합하다. ④ 관주도형 거점공간은 연계형 거점공간과 마찬가

지로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지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영역을 전담

할 경우,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민주도형 거점공간 역시 주민이 

모든 운영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 지원 체계가 미흡한 채로 주민

의 적극성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가

를 활용한 교육 및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⑥ 주민형 거점공간은 이용하는 주

민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정책을 조율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⑦ 다중형 거점공간은 외부 

방문객에게 매력적이고, 지역을 관광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민들의 공감이 

부재한 채로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 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필

요성을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되는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것에서 한계

를 가진다. 도시재생은 한 주체가 아닌 여러 분야의 주체가 함께 일구어야 할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7년,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된 

후 5년이 지났다. 검토가 필요한 시기지만,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앞으로 도시재생이 진행될 지역과 조성될 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

에서의 거점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 도시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거점공간, 앵커시설

▮ 학  번 : 2018-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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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후, 점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도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갔다.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면

서 쇠퇴한 지역이 늘어났다. 물리적 개발이 아닌 노후된 주거지와 산업 쇠퇴

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50~100개의 도

시재생사업을 실행하며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

을 넘어 사회·문화·역사까지 고려하여 복합적인 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은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출처: 연구자 재정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중 330개소가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해주

는 정비사업이 약 35%,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약 60%, 

그 외의 유형이 약 5%이다. 거점 조성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구분 사업유형 개소

거점(앵커)조성사업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198

주거지 정비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115

기타 특별재생지역, 혁신지구, 인정사업 17

광역시도별 선정현황

총 330개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경상 전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기타

21 38 17 21 10 41 54 51 16 15 12 23 11

[표 1-2] 2020년 전국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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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점은 사업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간이 조성된 이후에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거점은 도시재생의 장기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마중

물이자 핵심사업이지만, 이러한 제도적 모순 속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경쟁 속에서, 오히려 또다시 수많

은 공간이 생겨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재생에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간을 만

듦으로써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새로운 조직이나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

다. 이는 도시재생에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산이다. 공간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자원은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며, 다양성이 파괴될 때 

도시는 생명력을 잃는다(Jane Jacobs, 1961).1) 수많은 공간의 집합체인 도시에

서 사람들은 느끼고 체험하는 법과 행동하는 것을 바꾸며, 심지어 예상치 못

한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꾸기 때문이다2).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대 도시의 틈에서, 이제 하나의 공간이 태어나는 데에는 매우 복잡한 요구

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만들

어진 공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도시의 낭비와 단절을 초래해왔다.

창신숭인의 도시재생 1호 지역은 거점공간 운영에 돌입했고, 다른 사업지역

도 활성화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의 핵심사업

인 거점공간에 대한 진단과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공간을 통해 형성된 거점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된 거점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에

서 거점공간은 지역의 환경마다 다르게 작동하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점을 통해 어떤 것이 파생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Jane Jacobs(196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2) Charles Montgomery(2014), Happy City, Farrar Straus & Gir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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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각 유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질문 1. 도시재생에서 거점공간은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갖는가?

연구질문 2. 거점공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지났지만, 우

리나라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인‘거점공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서 거점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각 지역

에서 어떤 특징과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점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성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

서, 거점공간을 특징별로 유형화함으로써, 각 거점공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공간을 통해 형성된 거점이 주는 의미를 고찰하고,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계획과 거점공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 공간이 조성되면서 생겨난 가치들과 문

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적합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

과를 종합하여, 요인별로 거점공간의 유형을 분류한다. 본 연구는 향후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의 계획과정 또는 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

2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고, 2015년 시작된 서울

형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 시간적 범위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운영을 시작한 거점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은 현재 총 43개소 중 35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각 13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거점공간은 아래 [표 1-2]과 같

다.

지역 거점공간 개소

창신숭인
수수헌, 토월, 회오리마당, 백남준 기념관,

소통공작소, 산마루놀이터, 봉제역사관, 채석장전망대
8

가리봉 가리봉 행복마루, 가족통합지원센터 2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해방상점)해방촌 공방·니트 공동전시 판매장 2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복합복지문화센터,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2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1

신촌
신촌 파랑고래, 창작놀이센터, 문화발전소, 이화쉼터,

신촌 박스퀘어, 창업꿈터
6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성장가도 혁신공간 2

암사 상상나루래 1

세운상가 세운상가(세운협업지원센터-세운메이커스큐브) 1

낙원상가 소통방(낙원상가 역사인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공간) 1

서울역
중림창고, 청파언덕집, 검벽돌집, 계단집, 은행나무집,

근대가옥집, 감나무집
7

창동상계 플랫폼 창동 61 1

장안평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1

총 35

[표 1-3] 대상지 정리 –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거점공간 중 조성이 완료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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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의 거점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13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

방촌, 장위, 상도4동, 신촌, 성수, 암사, 세운상가, 낙원상가, 서울역, 창동·상

계, 장안평)에 위치한 총 35개의 앵커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연구 범위 –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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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 및 계획상의 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거점공간의 의미

를 파악하고, 거점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

였다. 이론적 고찰 과정에서 거점공간의 속성을 결정하는 도시재생의 정책적 

요인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한다.

우선 서울시 거점공간을 거시적으로 파악한 후, 미시적으로 각 지역에서 거

점공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두 단계의 분석과정을 설정

했다. 두 단계는 동일한 틀로 분석하되, 범위를 달리한다. 첫째, 서울형 도시재

생 1단계 지역 13곳의 현황을 분석하여 각 요소별로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지

를 선정한다. 둘째, 거점공간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추출한 거점공간의 4가

지 특징요소(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로그램)로 사례지를 분석한다. 두 

단계의 분석 후, 나온 분석과 문제점을 통해 거점공간의 유형별 특징을 종합

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작성하였다.

물리적인 분석(공간, 접근성 등)은 현장조사와 수치지도 및 공간정보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 SEE:REAL, 국토지리정보

원, 서울특별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플랫폼 V-WORLD)

을 활용했다. 문헌조사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현황과 문

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

민·도시재생기업·중간지원조직·공공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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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과정

[그림 1-2] 연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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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1절. 도시재생 거점공간

1. 국내·외 이론상의 정의

거점의 사전적 정의는‘어떠한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의미

한다. 거점은 본래 군사용어로, 작전의 성공을 위해 점령되는 지형상의 요충지

를 일컫는 말이다. 또, 전시상황에서 고립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갖춰진 진지를 뜻하기도 한다. 지리,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거점도시, 성장 거점, 물류거점 등의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거점의 정의를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학

문의 범위와 인문사회학과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역발전의 향상시키는 주요

지점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김태만 외(2004)는 지리학이나 도시계획 분

야에서는 ‘지리상의 어느 지점이나 지리적 중심지'라고 정의하며‚ 여러 교통

이 만나는 교통요충지를 결정점(nodal point)이라 한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성

장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곳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심적인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거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적인 

핵의 역할과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

역까지 발전적인 영항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 

도시재생 분야의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서광영 외(2018)는 도시재생 거점공

간을 지역의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울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쇠퇴지역

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접근

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추진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하였다.4) 즉, 도시의 재생

3) 김인(1991)‚ ㄴ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4) 서광영·박진아(2018), “도시재생 붐업사업으로서 거점공간 전·후 지역이미지 변화 및 시설효과 분 
석”,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 19(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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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곳에 새로운 공공시설로서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문기(2016)는 거점공간

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적인 핵의 역할과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고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발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명시하였고5), 이현진 외(2018)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시가지 재개발 

계획이나 근교 도시 조성계획에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 

배치시키려는 생각과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활

동의 중심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6) 이지수

(2019)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조성이 아니라 도

심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물리적인 개선과 문화시설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공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문헌에서 정의하는 거점공간은 앵커(Anchor)로 대부분 병원, 항만, 철

도, 공공기관 등 대형의 도시기반시설이다. 국내 도시재생 정책상의 의미와 동

일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 인프라7)(Social 

Infrastructure), ‘사회적 자본8)(Social Capital)’, ‘제 3의 공간9)(The Third 

Place)’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개념은 모두 물리적 중심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광의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을 일컫고 있다.

5) 장문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생활거점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11쪽.

6) 이현진·김영화·이상흥,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커뮤니티 센터 및 이용현황 분석 연구
- 대구광역시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18, 31~42쪽.

7)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는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가 사용한 
개념으로, 공공시설, 도서관, 학교, 공원, 체육시설, 쉼터, 인도, 공동체 텃밭 등 공동체가 사회적 관계
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8) 사회적 자본은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이 사용한 개념으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다.

9) 제 3의 공간(The Third Place)는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가 주장한 개념으
로, 가정과 직장 외 구매 또는 의무 없이 편하게 들러 시간을 보내는 세 번째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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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시재생 계획상의 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에서는 

거점공간을 ‘도시재생기반시설’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 특

별법 제2조에 따르면.‘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19)에 따르면, 거점공간은 서울형 

도시재생 용어인 ‘앵커시설’로 지칭되며, 앵커시설은 지역에 따라 거점공간, 

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운다. 앵커시설은 도시재

생사업의 마중물사업비가 들어간 지역 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운영주체(주민 

모임 및 단체(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기업(CRC) 

등)들이 공간 운영을 기획·운영(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를 통해 운영)한다. 앵

커시설은 크게 공동이용시설과 거점공간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공동이용시

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시설 등 마을

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거점 공간’은 공동작업장, 공동부엌, 

어린이 놀이방, 공동휴게실 등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지역 주민 공유 공간이다. 

거점공간은 용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로, 마을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 및 방범시설 

등이 있다. 둘째,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로,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이 있다. 셋째, 마을의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시설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

동 텃밭 등이 있다. 넷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판매, 임대, 영업, 생산 등이 가

능한 시설로,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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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거점공간의 용도 예시

출처: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2018), 「주민참여형 앵커시설 기획안내서」

앞서 이론적 고찰과 계획상의 의미 검토를 통해서 도시재생에서 ‘거점’의 

개념을 고찰해보았다. 도시재생이란 여러 분야와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 개념

이기 때문에 개념과 의미가 흩어져 있었다. 먼저, ‘도시재생 거점’이란 개념

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이론적 개념인 커뮤니티 거점, 생활 거점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국내 도시재생 계획에서는 앵커시설, 거점시

설, 거점, 공동이용시설 등이 지역별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도시재생에서‘거점공간’이란, 도시재생을 위해 집적된 자본과 사람

이 공간 내에서 결속되어, 주변으로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 12 -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앵커시설이 다양한 범위와 내용으로 실행되

고, 그 형태와 용도가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시설보다는 공간을 사용하

여 ‘거점공간’으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한다. 

[그림 2-2]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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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서울형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변화와 흐름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개발’에서 ‘재생’으로

서울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를 겪으며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

후 1980년대까지 인구집중·산업화에 따른 성장의 이면에는 기성시가지의 대

규모 철거 재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 상인들의 공동체 해체, 역사문화자원들의 

훼손·멸실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었다. 2000년대 초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

정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 계속된 고도성장은 2000년대 후반에 성장세가 낮아졌고,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중심도시인 서울의 도시개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2-3] 서울의 도시 변화 양상

출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19-2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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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전략의 변화 - ‘단기’에서 ‘장기’로

산업화 시기를 보낸 서울은 과거 도시정비 방식에 따른 문제의 치유라는 과

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미 진행된 국지적인 쇠퇴지역 중 대규모 정비사

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극심한 인구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서울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가구의 소형화로 인해 1·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더욱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쇠퇴로 지역의 경제는 침체되었

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확대하며, 주거복지 등 증가하는 고령 세대를 

배려하는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저이용 토지에 대한 신기능확충을 

통해 양적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산업지역의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질

적 성장이 요구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쇠퇴 문제의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10)』을 수립했다.

[그림 2-4]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출처: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10)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함. 또한, 서울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과 문화·환경·주택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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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

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14년 4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도지역 

13개소(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가리봉, 상도4동, 해방촌, 장위, 장안

평, 창동상계, 성수, 암사, 신촌, 낙원상가)를 선정하여 개별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수립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시 단위의 도

시재생전략계획이므로, 추진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울은 도시

재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시행과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여권과 맥락을 고려한 비전을 설

정하고, 권역별 재생과제와 유형별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방

향으로는 기존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울의 도시 여

건을 고려하였다. 정비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자생적 정비유도, 지역산업의 보

호, 기존시설의 재활용을 지향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의 전환, 대상과 분

야의 다양화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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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형 도시재생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

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2-5] 서울형 도시재생의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추진 목적 및 성

격에 따라 세 가지 법정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업단지, 철도와 같은 국가의 도

시·군계획시설과 연계하여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한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 쇠퇴 및 낙후지역이나 역사문화자원 특화지

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구

분된다. 근린재생형은 또다시 두 가지 유형인 중심시가지형, 일반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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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은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으로 구분된다. 법정 유형으로 나눈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유형별 분포는 아래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지역 지도  

출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역 유형  범위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1. 서울역 역세권 일대

2. 창동상계 일대

근린재생형

(11개소)

중심시가지형

3. 세운상가 일대

4. 낙원상가 일대

5. 장안평 일대

일반형

6. 창신숭인 선도지역

7. 가리봉 일대

8. 해방촌 일대

9. 성수동 시범사업

10. 신촌동 시범사업

11. 암사동 시범사업

12. 장위 시범사업

13. 상도4동 시범사업

[표 2-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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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점공간 조성 사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19)의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야기』

에 의하면,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거버넌스, 행정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서울형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앵커시설의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부지확정 전 - 부지확정 후 (설계) - 시공

단계 -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지확정 전 지역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조사하고 주민, 행정, 지원센터 간 

기본계획방향을 논의한다. 부지가 확정된 후, 기본계획방향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주민 운영조직을 구성한다. 시공단계에서는 타기관과 협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에 대한 주체별 역할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는 시범

운영 후 본격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성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2025 도시재

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역 역세권 일대, 세운상가 일대, 창신‧숭인 일대 

등 1단계 13개소 지역을 선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 지역 거점공간 개소

근린재생
일반형

창신숭인
수수헌, 토월, 원각사, 회오리마당, 백남준 기념관,
소통공작소, 산마루놀이터, 봉제역사관, 채석장전망대

9

가리봉
가리봉 행복마루, 윙윙센터, 마을마당/주차장복합시설, 가족

통합지원센터
4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해방상점)해방촌 공방·니트 공동전시 판매
장

2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복합복지문화센터,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다목적시설(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청소년 문화공간

4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열린스튜디오 2

신촌
신촌 파랑고래, 창작놀이센터, 문화발전소, 이화쉼터, 신
촌 박스퀘어, 창업꿈터

6

성수 나눔공유센터, 성동상생도시센터,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3

[표 2-2] 13개 선도모델의 유형별 거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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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17개소 최종 선정, 서울시 보도자료 (2017)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2단계 

사업지는 도심은 물론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서울형 도시재생

을 서울 전 지역으로 본격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암사 상상나루래 1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

세운상가 세운상가(세운협업지원센터-세운메이커스큐브) 1

낙원상가 소통방(낙원상가 역사인문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공간) 1

경제기반형

서울역
중림창고, 청파언덕집, 검벽돌집, 계단집, 은행나무집, 근
대가옥집, 감나무집, 빌라집

8

창동상계 플랫폼 창동 61 1

장안평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1

함계 43

권역 

(자치구수)

 1단계 (13개소) 2단계 (17개소)

총계 지역 총계 지역

도심(3) 5
서울역, 세운상가, 낙원상가, 창신

숭인, 해방촌
3 정동, 용산전자상가, 신영동

동북(8) 4 창동상계, 장안평, 성수, 장위 7
4.19사거리, 마장동, 청량리

수유1동, 창3동, 안암동, 묵동

동남(4) 1 암사 -

서북(3) 1 신촌 3 불광2동, 천연동, 수색동

서남(7) 2 가리봉, 상도 4
영등포경인로, 

독산우시장, 난곡동, 목2동

[표 2-3]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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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재생 거점공간 관련 연구

2013년 6월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된 후, 서울, 부산, 전주 등 대도시 중심

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 연구내용

박성은
(2016)

범위 부산시 산복도로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의의 
마을단위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활성화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한계
마을거점시설은 다양한 유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점에 따라 사
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광영·박
진아

(2018)

범위 창동상계 플랫폼 61

의의
지역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으며,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개선 방향 제시

한계
특수해, 설문의 표본수가 적어 연구의 일반화 어려움 다른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나영
(2019)

범위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지역(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동)

의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

한계
도시재생과 관련된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나 유형에 대한 현상을 밝히기보다는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한 정도에서 그침

유지수
(2019)

범위 전주도시혁신센터

의의
거점공간의 이용 특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거점공
간을 위한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

한계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거점
시설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지민
(2019)

범위 서울시 주거지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7개소

의의
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지 단위의 거
점공간의 계획방향을 모색하였음

한계
문헌 조사 중심으로 거점시설의 건축 계획 방향 및 요소들을 분석하여 계획 참
여자의 요구 사항과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박선영
(2019)

범위 세운상가

의의 거점공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한계
세운상가의 사례만으로 여러 유형의 도시재생 거점공간이 도시재생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2-4]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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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역시 2015년 사업지가 선정되고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만

큼 여러 관점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인 거점공

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 개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지역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물

리적 계획, 모니터링,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

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거점공간은 각 지역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각 현장과 공간

마다 다른 이용 특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가 각 대상 지역과 도시재생사

업별로 거점공간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공통적인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관련 선행연구들은 개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지역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만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별 공간 및 각 지역에 대

한 분석과 함께, 도시재생에서의 거점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거점은 지역의 맥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연구하는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언급했다. 따라서 

13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거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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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분석의 틀

1절에서 살펴본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의 틀

을 설정하였다. 국내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계획적 정의를 고찰한 결과, 도시재

생 정책에 의해 그 의미나 유형이 분류되므로 거점공간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

할 때 정책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

적 의미를 고찰한 결과, 거점으로 작용하기 위한 요소는 4가지로 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점공간에 정책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선행

저자 4가지 요소

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로그램

안진오
(2008) ∨ ∨

남지현
(2012) ∨ ∨ ∨

이유빈
(2012) ∨

박성은
(2015) ∨ ∨ ∨

허소희
(2016) ∨ ∨ ∨

장문기
(2016) ∨ ∨ ∨

이관석
(2017) ∨ ∨

이현진
(2018) ∨ ∨

서광영
(2018) ∨

이지민
(2019) ∨

유지수
(2019) ∨ ∨

소계 6 4 7 6

[표 2-5]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4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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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추출한 4가지 요소별로 거점공간이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갖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먼저, 크게 서울시 거점공간 전체를 범위로 기능과 특징을 파악

한 후, 사례지를 선정하여 실제로 그 기능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7]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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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거점공간의 특징

1절. 정책적 요인

1. 예산출처에 따른 사업유형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중물11) 사업과 연계 사업은 예산의 출처를 결정하

고, 이는 곧 도시재생의 담당 주체와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1.1 마중물 사업

마중물 사업의 목표는 사업초기 주민과 민간의 관심을 유도해,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12)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13) 마중물 사업은 공공 자원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도시

재생 지역에 국가의 예산이 영원히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을 들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마중물 사업 

예산의 출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다. 

[그림 3-1]을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서

울시 도시재생실, 각 자치구의 도시재생 부서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계획수

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행정적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국가 예산의 관리와 재원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마중물 사업의 목표에 맞게 

쇠퇴지역에 예산, 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거점공간을 조성

하고 있다. 하지만, 쇠퇴하는 도시를 회복시키고 자생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부문의 예산과 참여로 지역에 

12)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표준국어대사전』

13)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4, p.8, p.15.



- 25 -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3-1] 마중물사업 예산 출처 및 담당 부서

 

1.2 연계 사업

연계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 분야 외에도, 타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내용의 

거점공간에서 활용된다. 연계 사업은 마중물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산 

유치가 가능해 거점공간이 조성된 후 지속성을 담당한다. [그림 3-2]를 보면, 

연계 사업은 도시재생 외 전 부서와 민간 부문의 예산까지 활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는 지역은 인구의 감소, 산업의 쇠퇴, 건축물의 노후

도라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3가지 문제 외에도 도

시는 다양하고 연쇄적인 요인으로 쇠퇴한다. 그러므로 재생을 위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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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내용을 시도해야 한다. [그림 3-3]를 보면, 연

계 사업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콘텐츠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그림 3-2]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예산 출처

 

[그림 3-3]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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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시 거점공간의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 분석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구분을 통해, 서울시 거점공간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표 3-1 참고)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9 서울형 

앵커시설 기록화』를 토대로 작성했다. 서울형 거점공간은 마중물사업이 

80.6%, 연계사업이 19.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3-4 참고)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방촌, 장위, 상도4동, 암사, 

세운상가, 창덕궁앞,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9개 지역의 거점공간은 100% 

마중물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창신숭인, 가리봉, 신촌, 성수 4개 지역은 

연계사업으로 진행된 거점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5 참고)

지역 앵커시설 담당부서 사업유형
사업비
(억)

창신숭인

수수헌 서울시 주거재생과 a 18.00
토월 서울시 주거재생과 a 39.02

회오리마당 서울시 주거재생과 a 9.00
백남준기념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14.06

소통공작소
종로구 도시개발과,

종로문화재단
b 4.00

산마루놀이터 종로구 공원녹지과 a 27.00
봉제역사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39.65

채석장전망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6.45

소계
a｛153.18(97%)｝+ b｛4.00(3%)｝

= 총 157.18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서울시 주거재생과,
구로구 도시재생과

a 23.67

가족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가족담당관,
구로구 여성가족부

b 121.96

소계
a｛23.67(16%)｝+ b｛121.96(84%)｝

= 총 145.63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서울시 주거재생과,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a 21.10

해방상점 서울시 주거재생과 a 0.23

소계 a｛21.33(100%)｝ = 총 21.33

[표 3-1] 13개 지역의 사업유형과 사업비                     (a: 마중물 사업 / b: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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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자 재정리,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야기」, 서울특별시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성북구 여성가족과,
성북구 도시재생과,

성북문화재단
a 11.79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성북구 도시재생과 a 17.91
소계 a(100%) = 총 29.70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a 50.00

소계 a(100%) = 총 50.00

신촌

신촌 파랑고래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a 36.25

창작놀이센터 서울시 창업지원과 b 7.10

문화발전소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b 20.59

이화쉼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b 3.72

신촌 박스퀘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b 33.89

창업꿈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b 33.00

소계
a｛36.25(27%)｝ + b｛98.30(73%)｝

= 총 134.55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성동구 도시재생과 a 17.00

성동구 도시재생과 b 10.10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성동구 도시재생과,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a 10.00

소계
a｛27.00(73%)｝ + b｛10.10(27%)｝

= 총 37.10 

암사
상상나루래 강동구 도시계획과 a 42.30

소계 a(100%) = 총 42.30

세운상가
세운상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a 391.00

소계 a(100%) = 총 391.00

창덕궁 앞
소통방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a 0.05

소계 a(100%) = 총 0.05

서울역

감나무집 서울시 공공재생과 a 11.3
청파언덕집 서울시 공공재생과 a 14.7

은행나무집 서울시 공공재생과 a 9.4
중림창고 서울시 공공재생과 a 15.8

회현사랑채 서울시 공공재생과 a 34.8
계단집 서울시 공공재생과 a 18.5

검벽돌집 서울시 공공재생과 a 8.4

소계 a(100%)= 176.00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a 0.81

소계 a(100%) = 총 0.81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a 32.50

소계 a(100%) = 총 32.50

총계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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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체 거점공간 내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비중 

[그림 3-5] 지역별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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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의 비중을 보았을 때(그림 3-6 참고), 가리봉이 84%로 1위, 신촌이 

73%로 2위, 성수가 27%로 3위, 창신숭인이 3%로 4위였다. 가리봉은 거점공간 

2개소 중 1개소(가족통합지원센터)만이 연계사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특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촌은 6개소중 파랑고래를 제외한 5개(창작놀이

센터, 문화발전소, 이화쉼터, 박스퀘어, 창업꿈터)가 연계사업으로 조성되어 거

점공간이 더욱 다양한 주체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연계 사업 비중 

[표 3-2]를 보면,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의 담당부서로 크게 드러나

는 특징은 없다. 그러나 각 거점공간의 용도를 보았을 때, 8개소 중 가리봉 가

족통합센터를 제외한 7개소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거나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신촌의 5개소는 모두 청년 또는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신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연계사업

의 비율이 높고 실제로도 가장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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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사업은 타 부처의 예산과 민간의 자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크며,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다른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의 자금은 공공의 예산보다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므로, 마중물 사업에 투

입되는 공공의 지원보다 매력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역연계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점공간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 사업에 집중되었다면, 

거점공간의 활용과 유지를 위해 연계사업의 기회를 늘려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공간 담당부서 용도

창신숭인 소통공작소
종로구 도시개발과,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

가리봉 가족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가족담당관,
구로구 여성가족부

주민지원

신촌

창작놀이센터 서울시 창업지원과 청년 + 문화예술

문화발전소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청년 + 문화예술

이화쉼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신촌 박스퀘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청년 + 문화예술 + 상업

창업꿈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청년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성동구 도시재생과 청년 + 주민지원

[표 3-2]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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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일반

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대상지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거점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

다. 서울역과 창신숭인은 다른 유형임에도 큰 차이가 없고, 세운상가와 창덕궁

앞 일대도 지역의 맥락이 비슷할 뿐, 거점공간의 기능은 큰 차이를 가진다.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자지형 일반형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Ÿ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Ÿ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Ÿ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Ÿ 노후 주거지역

대상지 특성

Ÿ 파급효과가 서울시 및 수
도권에 미치는 철도역세권 
일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기반시설의 기능 고도
화가 필요햔 지역

Ÿ 저이용 대규모 부지로서 
지역 성장동력의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지역

Ÿ 과거 산업·상업·역사·문
화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
을 견인하였으나, 활력이 
저하된 지역

Ÿ 역사·문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재활성
화 또는 활로 모색이 필
요하며, 중심시가지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

Ÿ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
로 쇠퇴하였으나, 문화 및 
복지여건 등 잠재력이 있
는 지역

Ÿ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공동체 와
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
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

사업특성

Ÿ 공공의 선투자 및 행정적·
제도적 지원 강화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
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

Ÿ 서울시·자치구의 도시계
획적 처방, 핵심 집객시
설의 확충 및 개선, 특화
사업의 고도화지원 등 도
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권역에 파
급효과를 미치는 사업

Ÿ 주민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을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개선, 근린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인프
라 개선 등 근린단위에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

선정지역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장안평 세운상가, 창덕궁 앞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장
위, 상도4동, 신촌, 성수, 암사 

[표 3-3] 도시재생 유형별 특성 비교 

출처: 연구자 재정리, 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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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거점공간 4가지 요소별 분석

1. 물리적 공간

1.1 규모

규모는 거점공간이 지역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좌우

한다. 물론 거점공간을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지역 내에서 

거점공간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가해 볼 만 하다. 실제로 규모와 비례하게 중요한 기능

을 하고 있는지는 이후 4장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거점공간의 규모를 판단하는 항목은 3가지로 대지면적, 층수, 사업비다. 지

역의 총 면적에서 대지면적, 층수, 사업비를 곱한 값을 나누어 거점공간의 규

모를 비교하였다.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세운상가가 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촌이 0.03으로 높았다. 세운상가 일대의 경우, 1개 시설

임에도 가장 규모가 컸다. 그러나 세운상가는 도심부 3개의 상가군(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으로 이루어진 메가스트럭쳐의 건물임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거점공간과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운상가를 제

[그림 3-7] 거점공간 규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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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규모가 가장 큰 신촌의 거점공간이 지역 내에서 핵심적인 물리적 거점

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공간
대지면적

(㎡)
층수

대지면적
*층수 총합 

(㎡)

지역면적
(㎡)

규모

창신숭인

수수헌 261.20 2

10174.32 830,000 0.01

토월 509.10 5

회오리마당 140.94 3

백남준기념관 154.40 1

소통공작소 81.60 2

산마루놀이터 2220.00 2

봉제역사관 266.80 5

채석장전망대 592.00 1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344.50 3

7945.5 330,000 0.02
가족통합지원센터 1152.00 6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164.53 4

726.22 330,000 0
해방상점 34.05 2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626.00 4

3605 320,000 0.01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367.00 3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482.00 4 1928 750,000 0

신촌

신촌 파랑고래 2326.90 4

14500.4 410,000 0.03

창작놀이센터 367.20 1

문화발전소 280.00 6

이화쉼터 536.00 1

신촌 박스퀘어 646.00 3

창업꿈터 167.90 4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192.00 9

2133 890,000 0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270.00 1.5

암사 상상나루래 285.90 5 1429.5 635,000 0

세운상가 세운상가 13,336.41 10 133,364.10 440,000 0.3

창덕궁 앞 소통방 29.26 1 29.26 340,000 0

서울역

감나무집 200.60 2

2791.7 1,670,000 0

청파언덕집 139.20 3

은행나무집 75.70 1

중림창고 265.60 3

회현사랑채 108.40 2

계단집 86.00 2

검벽돌집 177.90 4

[표 3-4] 35개 거점공간의 규모          *산출근거 = ｛(대지면적 x 층수)의 총합｝ ÷ 지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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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픈스페이스

도시재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준 중 한 가지는 건물의 노후화

였다. 낙후된 지역에서 오픈스페이스는 경관과 쾌적성을 개선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거점공간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오픈스페이스는 공원, 녹지의 개념으로 사

용되며 광의의 의미로는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점공간 35개소가 가지고 있는 오픈스페이스 요소를 현장조

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유형을 나누었다. 그 결과, 공지는 성수 1개소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서울역 2개소(회현사랑채, 검벽돌집)을 제외하고 모

든 거점공간에 있었다. 공지 외의 오픈스페이스 요소로는 녹지, 옥상, 테라스 

3가지가 있음을 파악했다. 공지면적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뺀 것으로 계

산하였으며, 0㎡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2047.57㎡(파랑고래)까지 1~10점으로 

단계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단, 세운상가는 앞의 규모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거점공간과 비교하기에는 대규모 시설이므로 제외한다.) 녹지, 옥상, 테라

스는 가산 요소로 추가하였다. 녹지는 오픈스페이스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거

점공간의 옥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실내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고, 테라스는 실내 공간을 거쳐야 하지만, 쾌적성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녹지는 3점, 옥상은 2점, 테라스는 1점으로 산정하였고, 총 16점(10+3+2+1) 만

점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5 참고).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2,765.13 3 8,295.39 980,000 0

장안평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1,593.22 3 4,779.66 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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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점공간의 점수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 평균 점수로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10점이 넘는 거점공간을 살펴보았다. 10점이 넘는 거점공간은 모든 

요소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지역 거점공간 공지 면적
1차 

점수

가산 요소 최종

점수녹지(+3) 옥상(+2) 테라스(+1)

창신숭인

수수헌 117.76 1 ● ● 4

토월 266.38 1 ● 4

회오리마당 65.71 1 ● 4
백남준기념관 60.4 1 ● ● 5
소통공작소 5.58 1 ● ● ● 7

산마루놀이터 1404.25 7 ● ● 12
봉제역사관 115.86 1 ● ● 6

채석장전망대 514.9 3 ● 4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147.53 1 ● ● 6

가족통합지원센터 198.06 1 ● ● ● 7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73.35 1 1

해방상점 34.05 1 1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311.89 2 ● ● 7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246.34 2 ● 5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276.76 2 ● ● 5

신촌

신촌 파랑고래 2047.57 10 ● ● 15
창작놀이센터 367.2 1 1
문화발전소 114.13 1 ● ● ● 7
이화쉼터 491 3 ● 6

신촌 박스퀘어 4.1 1 ● ● ● 7
창업꿈터 80.75 1 1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80.67 1 1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0 1 1

암사 상상나루래 145.19 1 ● 3
세운상가 세운상가 11,727.76 10 ● ● ● 16
창덕궁 앞 소통방 29.26 1 1

서울역

감나무집 126.55 1 ● 3
청파언덕집 77.38 1 ● ● 4
은행나무집 15.97 1 ● 3
중림창고 142.99 1 ● ● 6

회현사랑채 0 1 ● 4
계단집 49.64 1 ● 4

검벽돌집 0 1 ● ● 5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524.13 3 ● ● ● 9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1523.68 8 ● ● ● 14

[표 3-5] 오픈스페이스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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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넘는 공간은 창신숭인의 산마루놀이터(12점), 신촌의 파랑고래(15점), 장

안평의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14점)이다(단, 세운상가 제외).

[그림 3-8] 창신숭인 산마루놀이터의 오픈스페이스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4.07) 

[그림 3-9] 신촌 파랑고래의 오픈스페이스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4.05) 

[그림 3-10] 장안평 자동차 산업 정보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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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환경

2.1 인구

인구는 거점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할 

때, 꼭 판단해야 할 요소다. 인구는 신촌만 특징적으로 20대 인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신촌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와 인접하여 20

대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창신숭인 4.21 6.61 13.45 12.29 14.35 20.29 15.36 9.10 3.60 0.75

가리봉 2.91 3.45 14.71 12.72 13.71 21.35 17.12 9.27 3.94 0.81

[표 3-6] 인구 분석                                                               (단위:%)

[그림 3-11] 지역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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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

2.2 접근성

접근성 평가 항목은 지형의 고저, 인접도로의 개수와 폭, 500m 이내 대중교

통(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의 개수로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거점공간으

로부터 500m(도보 5분 이내) 반경에 다수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거리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게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거점공간 

~ 대중교통까지의 거리가 아닌 거점공간으로부터 500m 이내 역과 정류장의 

개수로 평가하였다. 지형의 고저와 인접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두 항목의 기준과 평가 점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지형지세 : 고저

가. 주택부지의 고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

여 기재함

-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

해방촌 4.22 6.01 15.31 17.53 14.21 14.71 13.92 8.92 4.22 0.97

장위 5.01 8.17 14.77 11.99 14.70 19.27 14.31 8.08 3.26 0.46

상도4동 6.39 6.85 15.67 16.98 15.33 15.42 12.36 7.54 3.04 0.41

신촌 4.34 5.30 36.30 16.92 10.55 10.69 7.37 5.40 2.54 0.60

성수 5.79 6.31 15.76 17.27 14.77 17.54 13.02 6.53 2.58 0.42

암사 6.50 7.81 13.73 15.42 15.82 17.00 13.59 7.26 2.43 0.45

세운상가 2.84 3.31 12.83 13.58 12.70 18.71 18.94 11.03 4.57 1.49

창덕궁 앞 2.81 3.20 11.83 12.05 13.36 19.24 19.32 11.42 5.05 1.73

서울역 5.07 5.57 15.37 15.95 15.05 17.06 13.40 8.03 3.49 1.01

창동상계 6.68 9.28 14.46 13.77 16.05 17.69 12.46 6.19 2.92 0.50

장안평 7.12 6.88 13.91 16.50 15.93 16.28 12.77 7.45 2.7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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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

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함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

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함

고저 점수 내용

평 지 4점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 3점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 2점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1점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표 3-7] 지형지세 평가기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https://seereal.lh.or.kr)

▮지형지세 : 인접도로

가. 주택부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

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

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

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나. 일단지인 경우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주택부지로 보고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함

다. 도로의 분류기준

-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

분은 제외함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

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

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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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

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주택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

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함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

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https://seereal.lh.or.kr/)

[그림 3-13]을 보면, 가장 우수한 접근성을 보인 지역은 장위다. 장위는 인

접도로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평지라는 점과 대중교통이 많

아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신숭인은 가장 불량한 접근성을 보였다. 지

인접도로 점수 내용

광대한면 12점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소각 11점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세각 10점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한면 9점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각지 8점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한면 7점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각지 6점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가) 5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각(가) 4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불) 3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각(불) 2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지 1점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표 3-8] 인접도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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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고저만 판단하였을 때, 창신숭인의 지형지세가 가장 접근하기 불량한 조

건이다. 지형의 고저, 인접도로, 대중교통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성 평가에서

도 창신숭인이 가장 불량하다. 

지역 거점공간 고저 인접도로
대중교통 (500m 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창신숭인

수수헌 완경사 세로(가) 2개 17개

토월 완경사 세로(가) 2개 17개

회오리마당 급경사 세로(가) 2개 15개

백남준기념관 평지 세각(가) 2개 18개

소통공작소 급경사 세로(가) 2개 13개

산마루놀이터 급경사 소로한면 3개 12개

봉제역사관 평지 세로(가) 2개 13개

채석장전망대 고지 세로(가) 1개 14개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평지 소로한면 2개 36개

가족통합지원센터 평지 세로(가) 1개 30개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완경사 세로(가) 0개 24개

해방상점 완경사 세로(가) 0개 23개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평지 세로(불) 0개 42개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평지 세각(가) 0개 35개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평지 중로각지 0개 25개

신촌

신촌 파랑고래 평지 세로(가) 2개 38개
창작놀이센터 완경사 세로(가) 2개 24개

문화발전소 완경사 세로(가) 3개 34개
이화쉼터 평지 세로(가) 2개 28개

신촌 박스퀘어 평지 중로각지 2개 29개
창업꿈터 완경사 세로(가) 2개 40개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평지 중로각지 1개 27개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평지 광대한면 2개 18개
암사 상상나루래 평지 소로각지 1개 17개

세운상가 세운상가 평지 소로각지 3개 25개
창덕궁 앞 소통방 평지 세로(가) 2개 21개

서울역

감나무집 완경사 세각(가) 1개 19개
청파언덕집 완경사 세로(가) 1개 19개

은행나무집 완경사 세각(불) 1개 18개
중림창고 평지 세로(가) 2개 29개

회현사랑채 완경사 세로(불) 1개 16개
계단집 완경사 세로(가) 2개 23개

검벽돌집 완경사 세로(가) 1개 17개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평지 소로한면 1개 21개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평지 소로각지 1개 9개

[표 3-9] 서울시 거점공간 접근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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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거점공간 접근성 평가 - 고저

[그림 3-13] 거점공간 접근성 전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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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공간 고저
도로
조건

대중교통 (500m 이내)
점수 지역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창신숭인

수수헌 3점 5점 2점 17점 27점

24.6점

토월 3점 5점 2점 17점 27점

회오리마당 2점 5점 2점 15점 24점
백남준기념관 4점 4점 2점 18점 28점

소통공작소 2점 5점 2점 13점 22점
산마루놀이터 2점 7점 3점 12점 24점

봉제역사관 4점 5점 2점 13점 24점
채석장전망대 1점 5점 1점 14점 21점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4점 7점 2점 36점 49점

44.5점
가족통합지원센터 4점 5점 1점 30점 40점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3점 5점 0점 24점 32점

31.5점
해방상점 3점 5점 0점 23점 31점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4점 3점 0점 42점 49점

46점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4점 4점 0점 35점 43점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4점 8점 0점 25점 37점 37점

신촌

신촌 파랑고래 4점 5점 2점 38점 49점

43.3점

창작놀이센터 3점 5점 2점 24점 34점
문화발전소 3점 5점 3점 34점 45점

이화쉼터 4점 5점 2점 28점 39점
신촌 박스퀘어 4점 8점 2점 29점 43점

창업꿈터 3점 5점 2점 40점 50점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4점 8점 1점 27점 40점

38점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4점 12점 2점 18점 36점

암사 상상나루래 4점 6점 1점 17점 28점 28점

세운상가 세운상가 4점 6점 3점 25점 38점 38점
창덕궁 앞 소통방 4점 5점 2점 21점 32점 32점

서울역

감나무집 3점 4점 1점 19점 27점

27.8점

청파언덕집 3점 5점 1점 19점 28점

은행나무집 3점 2점 1점 18점 24점
중림창고 4점 5점 2점 29점 40점

회현사랑채 3점 3점 1점 16점 23점
계단집 3점 5점 2점 23점 33점

검벽돌집 3점 5점 1점 17점 26점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4점 7점 1점 21점 33점 33점

장안평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4점 6점 1개 9점 20점 40점

[표 3-10] 접근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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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

서울시 거점공간의 참여주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1 참조) 

공공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와 종로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지역주체는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과 주민운영단으로 나뉜다. 지역주체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생활동을 

계속해 나갈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재생기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체다. 도시재생기업은 사회적경제14)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점

공간 및 지역자산의 위탁운영 및 관리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지역

주체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거점공간의 운영주체를 공공, 지역주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으로 나

누어 분석할 결과, [표 3-12]과 같다.

14) 독일의 경제학자 오이켄(Eucken,W.)이 제창한 이론으로, 생산·소비·직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유
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 시장 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을 도모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다.

구분 조직 예시

공공
지자체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등 

공공기관 종로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등

지역주체
도시재생기업(CRC)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서울도시재생협동조합 등

주민운영단
수수헌 주민운영단,

서계동 주민운영위원회 등

중간지원조직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민간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영리단체 ㈜요리인류, ㈜베리준오, ㈜오픈놀 등

[표 3-11]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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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공간

운영주체

소계공공 지역주체 중간지원조직 민간

지자체 공공
기관

도시재생
기업

주민
운영단 현장지원센터 비영리

단체
영리
단체

창신
숭인

수수헌 ● ●

13

토월 ● ● ● ●

회오리마당 ● ●

백남준기념관 ● ● ●

소통공작소 ● ●

산마루놀이터 ●

봉제역사관 ● ●

채석장전망대 ● ●

소계 3 1 5 4 1 3 1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

4가족통합지원센터 ● ● ●

소계 - 1 - 1 2 - -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

2해방상점 ●

소계 - - - 1 1 - -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

소계 1 1 - - - - - 2

상도
4동

상도 어울마당 ●

소계 - - 1 - - - - 1

신촌

신촌 파랑고래 ●

6

창작놀이센터 ●

문화발전소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창업꿈터 ●

소계 5 - - - - - 1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

2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

소계 2 - - - - - -

암사
상상나루래 ● ● ● ●

4
소계 - - 1 1 1 - 1

세운
상가

세운상가 ● ● ● ● ●
5

소계 - 1 - 1 1 1 1

창덕궁
앞

소통방 ●

소계 1 - - - - - - 1

서울역

감나무집 ● ●

11

청파언덕집 ●

은행나무집 ●

중림창고 ● ●

회현사랑채 ●

계단집 ● ●

검벽돌집 ● ●

소계 - - 7 2 - - 2

창동
상계

플랫폼창동61 ● ●
2

소계 - - 1 - - - 1

장안평
자동차 산업종합정보센터 ● ●

소계 - 1 - - 1 - - 2

총계 12 5 15 10 7 4 7 60

[표 3-12] 서울시 거점공간의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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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의 총계를 보면, 서울시 거점공간의 운영에 각 주체가 다양하게 참

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체의 참여가 42%로 가장 

높고, 민간의 참여가 19%다(그림 3-14 참고). 이는 기존의 관 주도 도시재생에

서 벗어나 지역주체가 이끄는 도시재생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역주체가 운영하는 거점공간이 실제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판단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계획상의 목표처럼 몇몇 지역에서 실제로 도시재생에서 

주민 주도가 우선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거점공간 운영주체의 비율

지역별로 운영 주체를 보았을 때, 유일하게 창신숭인 지역만 모든 운영 주

체가 참여하고 있다(표 3-12 참고). 특히 도시재생기업이 28%, 주민운영단이 

22%로, 지역주체의 참여가 총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창신숭인은 운영 

주체의 다양성과 주민 참여의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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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창신숭인 거점공간 운영 주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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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1. 대상

서울시 거점공간 프로그램의 대상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대상 수는 평균

이 아닌 합계와 다양성으로 평가하였다. 거점공간의 개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온다. 이를테면 낙원상가와 세운상가는 같은 1개소지만 거점

공간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하다. 따라서 지역 내 거점공간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별 소

계가 많고, 주민·방문객·업무자 중 다양하게 체크된 지역을 프로그램 측면

에서 특징적인 지역인 것으로 판단했다. 창신숭인, 신촌, 서울역은 총합과 다

양성 면에서 모두 뛰어나다. 창신숭인과 서울역은 주민 대상 거점공간이 주를 

이루고, 신촌은 주민·방문객·업무자를 대상으로 골고루 프로그램이 구성되

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거점공간
대상

소계
주민 방문객 업무자

창신
숭인

수수헌 ●

13

토월 ● ● ●

회오리마당 ●

백남준기념관 ● ●

소통공작소 ●

산마루놀이터 ● ●

봉제역사관 ●

채석장전망대 ● ●

소계 7 5 1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 ●

4가족통합지원센터 ● ●

소계 2 - 2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 ●

3해방상점 ●

소계 1 1 1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 ●

4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 ●

소계 2 1 1

[표 3-13] 서울시 거점공간 프로그램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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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

1
소계 1 - -

신촌

신촌 파랑고래 ● ● ●

13

창작놀이센터 ● ● ●

문화발전소 ● ●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

창업꿈터 ●

소계 4 5 4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 - ●

4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 ●

소계 2 1 1

암사
상상나루래 ● ●

2
소계 1 1 -

세운상가
세운상가 ● ● ●

3
소계 1 1 1

창덕궁앞
소통방 ●

1
소계 1 - -

서울역

감나무집 ● ●

13

청파언덕집 ● ●

은행나무집 ● ●

중림창고 ● ●

회현사랑채 ●

계단집 ● ●

검벽돌집 ● ●

소계 7 5 1

창동상계
플랫폼창동61 ● ● ●

3
소계 1 1 1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 ● ●

3
소계 1 1 1

총계 31 22 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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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용

거점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 여가, 문화예

술, 판매, 현장지원, 복지, 교육, 생활편의, 산업육성으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기능은 9가지이다.

 35개의 거점공간에 해당하는 9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정리한 결과, [표 3-

14]과 같이 분포하고 있었다. 9가지 유형 중 커뮤니티가 23%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육성이 4%로 가장 낮았다. 1단계 지역은 마을사랑

방, 주민라운지 등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공간
커뮤
니티

여가
문화
예술

판매 교육
현장
지원

복지
시설

산업
육성

소계

창신
숭인

수수헌 ● ● ●

19

토월 ● ● ●

회오리마당 ● ●

백남준기념관 ● ● ●

소통공작소 ● ●

산마루놀이터 ●

봉제역사관 ● ● ● ●

채석장전망대 ●

소계 3 3 4 2 4 1 1 1

가리봉

가리봉행복마루 ● ●

4가족통합지원센터 ● ●

소계 2 - - - - 1 1 -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 ● ●

4해방상점 ●

소계 1 - - 1 1 1 - -

장위

행복누림복합센터 ● ● ● ● ●

8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 ● ●

소계 2 2 1 - 1 1 1 -

[표 3-14] 서울시 거점공간 프로그램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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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4동

상도 어울마당 ● ● ● ●
4

소계 1 1 - - 1 1 - -

신촌

신촌 파랑고래 ● ● ● ●

21

창작놀이센터 ● ● ●

문화발전소 ● ● ● ● ●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 ● ●

창업꿈터 ● ● ●

소계 3 3 5 2 3 1 1 3

성수

성동상생도시센터 ● ● ●

5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 ●

소계 1 - 1 - - 1 1 1

암사
상상나루래 ● ● ● ● ●

5
소계 1 1 1 1 - - 1 -

세운
상가

세운상가 ● ● ● ● ● ●
6

소계 1 1 1 1 1 - - 1

창덕궁
앞

소통방 ● ● ●
3

소계 1 - - - 1 1 - -

서울역

감나무집 ● ●

16

청파언덕집 ● ●

은행나무집 ● ●

중림창고 ● ● ● ●

회현사랑채 ● ●

계단집 ● ●

검벽돌집 ● ●

소계 6 3 2 3 - 1 1 -

창동
상계

플랫폼창동61 ● ● ● ●
4

소계 1 1 1 1 - - - -

장안평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 ● ● ● ●
5

소계 1 - - 1 1 1 - 1

총계 24 15 15 12 13 10 7 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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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및 사례지 도출

1. 소결

1절에서는 사업 유형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차이에 따른 서울시 거

점공간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마중물 사업과 연계 사업의 특성상, 도시재

생의 경제적 지원과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 연계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이 더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13개 지역 중 대부분의 거점공간이 마중

물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창신숭인·가리봉·신촌·성수는 연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공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은 근린재생일반형,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도시

경제기반형으로 나누어진다. 세운상가와 창덕궁 앞 소통방은 둘다 근린재생중

심시가지형이지만 규모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다. 향

후 창덕궁 앞 거점공간이 추가로 조성될 것을 감안해도, 근린재생중심시가지

역 거점공간의 특징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경제기반형인 서울역과 

근린재생일반형인 창신숭인과 신촌은 유형이 다름에도 프로그램 분석에서 비

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거점공간이 소규모로 다수의 다시 말해, 도시재생사

업지 최초 선정 시 각 유형별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지만, 거점공간의 특징

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거점공간의 특징은 도시경제기반

형, 일반근린재생형과 같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 

사업·연계 사업과 같은 사업 유형에 따라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크게 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참여 주체, 프로그램 4가지 요소별

로 거점공간을 평가해보았다. 요소별 세부항목은 총 9개였는데, 그 중 창신숭

인이 6개, 신촌이 8개 항목에서 특징적이거나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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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지 도출

서울시 거점공간의 정책적 특성과 4가지 요소로 분석한 결과 통해 연구사례

지를 도출했다. 정책적으로는 창신숭인과 신촌 모두 마중물 사업비와 연계 사

업비가 공통으로 투자되었는데, 창신숭인은 마중물사업비가 제일 높았으며, 신

촌은 연계 사업비가 높았다. 

4가지 요소로 분석한 결과로는 물리적 공간은 신촌이 가장 우수했으며, 프

로그램 측면에서는 창신숭인과 신촌 모두 우수했다. 주변환경에서 인구 분석 

결과, 가장 특징적인 인구 분포를 보이는 곳은 창신숭인(50대)과 신촌(20대)이

었다. 접근성은 창신숭인이 불량, 장위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주도를 강조하는데, 창신숭인과 서울역은 주민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신촌은 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창신숭인과 신촌은 정책적으로 각각 특징이 뚜렷하며, 4가지 요소 7개의 항

목으로 평가했을 때도 특징적이거나 우수하게 나왔다. 다시 말해, 창신숭인은 

5개, 신촌은 6개의 항목에서 특징적이거나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두 지역의 거점공간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면에서 도시재생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창신숭인과 신촌

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 지역의 거점공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정책과 4가지 요인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지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거점공간 특징적인 지역

정책적
사업 유형 마중물 사업 / 연계 사업

창신숭인(마중물+연계, 마중물 사업비 최고),
신촌(마중물+연계, 연계 사업비 최고)

지역 유형 도시경제기반형 / 일반재생형 -

4가지

요소

물리적 공간
규모 신촌(최대)

오픈스페이스 창신숭인·신촌·장안평(10점이상)

주변환경 인구 창신숭인(50대), 신촌(20대)

[표 3-15] 서울시 거점공간 분석 종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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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창신숭인(불량), 장위(우수)

주체 참여주체
창신숭인(주체다양·주민주도), 

서울역(도시재생기업 주도), 신촌(행정주도)

프로그램
대상

창신숭인·서울역(최다·주민중심), 
신촌(최다·다양),

내용 창신숭인, 신촌(문화예술)

평가 결과
창신숭인 6 / 신촌 7

서울역 2 / 장위 1 / 장안평 2

[그림 3-16] 창신숭인과 신촌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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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지 거점공간

1절. 사례지 A: 창신숭인

1.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배경

1.1 창신숭인의 도시 변화과정

▮ 1950 ~ 1970년대 (해방이후) : 판자촌과 사창가 

창신숭인 지역의 도시 맥락은 조선시대 흥인지문과 낙산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흥인지문과 마주하여 조선 전기부터 도성으로 가는 길목을 따라 인구와 

자원이 모이게 되었다. 낙산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여, 주변으로 사대부들의 

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

터 청계천 변을 따라 판잣집이 밀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동대문시장 등 도심 상권과 가까운 창신동으

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창신동 일대에는 50년대 후반부터 난민들

이 판자촌을 만들면서 사창가가 밀집하기 시작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윤

락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창가가 사라지고 남은 곳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하층 

노동자들이 터를 잡게 되었다. 1962년 창신동 판자촌은 120동이 모두 불타는 

대화재 사건을 겪게 되었다. 소방도로가 없고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못한 

판자촌은 불이 쉽게 번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신문기사(경향신문, 1967)에

서 ‘당국의 골칫거리’라는 표현으로 보아, 창신동 판자촌은 국가적으로도 

낙후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림 4-1 참고)

1971년 수도권 종합개발계획 아래, 강북에 있던 인구와 시설을 강남으로 이

전, 분산하여 강남 개발을 촉진했다. 동시에 강북지역에는 주거환경을 정비하

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됐다. 경사도가 심하고 주거의 밀도가 높아 주택재개

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았던 낙산 성곽 인근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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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시기에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증가하면서 

지금의 창신동 주거유형은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4-2 참고). 

[그림 4-1] 1960년대 창신동의 판자촌과 사창가

출처: 경향신문(1962.12.14.) (좌), 경향신문(1967.08.22.) (우) 

[그림 4-2] 1960년대 창신동 판자촌과 현재의 주거모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1967) (좌), 연구자 촬영(2020.03.02)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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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 1990년대: 봉제산업의 부흥과 쇠퇴

1970년, 의류생산공장들이 창신동 주거지역에 정착하면서 평화시장 일대에 

당시 최소 2만명 이상의 노동자들과 550개 이상의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

된다.15) 1980년, 동대문 인근에 제일평화시장, 동평화시장, 흥인시장 등이 문을 

열었고, 창신숭인은 자재 조달에서 의류 생산까지 빠르게 완성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열악한 봉제 환경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공장 수가 

분산되면서 봉제산업은 1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방식에 밀리면서 IMF가 터졌다. 2000년대에는 동대문 일대에 쇼핑

타운이 조성되면서 도소매업이 활발해져, 생산 중심의 봉제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림 4-3] 1990년대 봉제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출처: 경향신문(1991.01.04)

15) 장명준, 『청계노조』, 1990, p.258 



- 59 -

▮ 2000년대: 개발계획의 혼란 속 도시 쇠퇴

2007년, 강북과 강남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뉴타운 사업의 광

풍이 불었다. 이에 창신·숭인도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광역 단위의 

생활권에서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 내용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

제되었다. 뉴타운 사업은 창신동의 도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방

식의 사업이었다(그림 4-4 참고). 구릉지라는 지리적 입지와 기존의 봉제산업 

종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안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

으켰다. 외부에서 창신·숭인을 두고 개발계획이 논의되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갈등, 산업 쇠퇴, 주거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 내 3번의 개

발행위 제한, 6년간 뉴타운 사업의 부진은 창신·숭인의 도시문제는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었다. 결구, 주민들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최소면적의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었다. 

[그림 4-4]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

출처: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 보고서(2010)」,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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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시작

2014년, 창신숭인은 주민들의 주도로 제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

었다.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창신동 일대

는 구릉지의 특성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려운 탓에, 도시기반시설이 열

악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되

어 지역 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4-5 참

고). 물리적 측면의 개선 방향은 한옥, 역사적 자원 등 옛도시의 원형을 보유

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이루고자 했다. 둘째, 해외 OEM 생산방식이 활성화되

면서 봉제산업이 침체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창신동을 이탈하게 되었다. 평균 

61.7㎡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큰 몫을 했다. 이러한 지역 산업과 경제의 쇠퇴 

문제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시정책사

구분 날짜 내용

창신1주거환경개선사업

1990년 8월 20일  지구지정

1992년 1월 29일  계획수립 사업진행중

2007년 7월 1일 행위제한

창신2-2

1996년 1월 8일 계획수립 사업시행중

1996년 12월 7일 사업시행 중

1996년 12월 7일 이후 행위제한

2007년 7월 1일 지구지정

창신3

2001년 6월 20일 기본계획고시

2002년 12월 30일 개선계획 수립

2002년 12월 30일 이후 사업시행 중

2007년 7월 1일 행위제한

창신제2구역 주택재개발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고시

2005년 6월 17일 추진위원회 승인

동대문지구단위계획 2002년 4월 8일 구역 및 계획결정

숭인동지구단위계획
2004년 12월 30일 구역결정

2007년 1월 11일 계획결정

뉴타운사업
2007년 4월 30일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3년 9월 13일 해제

[표 4-1] 창신·숭인 개발계획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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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번복으로 대립이 심해진 지역 커뮤니티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배경으

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림 4-5] 창신숭인의 건축물 노후화

출처: 연구자 재정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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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목표 및 범위

▮ 목표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은 3가지 목표는 주거환경 재생, 봉제재생, 관광자원화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쇠퇴했던 주거환경과 지역특화산

업을 재생하고, 낙산과 한양도성 등의 자원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현재 창신숭인은 주민주도 도시재생단계의 종료

를 앞두고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3가지 목표에 따라,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일부가 거점공간을 통해 실현되었다. 첫째, 주거환경을 재생을 위해 주

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공원 정비가 주요과제로 설정되었고, 이는 수수헌, 회

[그림 4-6]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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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마당, 산마루놀이터를 통해 실현되었다. 둘째, 봉제재생을 위해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조성하여 봉제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시설과 공동작업장을 조성하

였다. 셋째,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백남준기념관 및 카페를 조성했으며,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자원들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었다.

▮ 범위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범위는 창신 1동, 창신 2동, 창신 3동, 숭인 1동이다. 9

개소의 거점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20년 3월 기준으로 숭인동의 1개소(지봉서

관)는 개관 전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7] 창신숭인 범위 및 거점공간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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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요인

2.1. 마중물 사업 > 연계 사업

창신숭인은 8개소 거점공간 중 소통공작소를 제외한 7개소가 모두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소통공작소의 담당부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와 종로문

화재단이다. 

창신숭인 거점공간의 총 사업비를 보면(표 4-2 참고), 봉제역사관이 39.65억

으로 가장 높은 사업비가 측정되었다. 창신숭인 거점공간 8개소 중 소통공작

소의 사업비가 제일 낮다. 구유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제일 낮은 비용이다(그림 4-9 참고). 마중물 사업으

로 진행된 다른 거점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2절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지역 앵커시설 담당부서 사업유형
사업비

(억)

창신숭인

수수헌 서울시 주거재생과 a 18.00
토월 서울시 주거재생과 a 39.02

회오리마당 서울시 주거재생과 a 9.00
백남준기념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14.06

소통공작소 종로구 도시개발과,
종로문화재단 b 4.00

산마루놀이터 종로구 공원녹지과 a 27.00
봉제역사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39.65

채석장전망대 서울시 주거재생과 a 6.45

총계

a｛153.18(97%)｝ + 

b｛4.00(3%)

= 총 157.18

[표 4-2] 창신숭인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비                   (a: 마중물 사업 / b: 연계 사업)



- 65 -

[그림 4-8] 창신숭인 거점공간 총 사업비

[그림 4-9] 창신숭인 거점공간 세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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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은 거점공간을 두 개의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공동이용시

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거점시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수수헌, 회오리마당은 공동이용시설이고, 토월, 소통공작소, 

산마루놀이터, 봉제역사관, 채석장전망대는 거점시설이다. 백남준기념관은 공

동이용시설과 거점시설에 모두 해당된다. [표 4-3]을 보면, 백남준기념과 내부

에는 백남준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전시와, 백남준 카페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 항목에서 토월, 산마루놀이터, 봉제역사관 순으로 설계 및 공사

비가 높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창신숭인의 사업비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보다 거점시설에 중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4-10 참고).

[그림 4-10] 공동이용시설과 거점시설의 사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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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간
사업비 (억)

부지매입 설계 및 공사

공동이용시설

수수헌 11.48 6.51

회오리마당 4.85 4.15

백남준
기념관

카페
9.75 4.31

거점시설

기념관
토월 0 39.02

소통공작소 0 4.00
산마루놀이터 0 27.00

봉제역사관 12.9 26.75
채석장전망대 0 6.45

[표 4-3] 창신숭인 거점공간 세부 사업비

창신숭인은 일반근린재생형 지역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이었

다. 창신숭인은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1] 일반근린재생형 지역의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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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창신숭인 거점공간 4가지 요소별 분석

1. 물리적 공간

1.1. 규모

거점공간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역할의 산마루놀이

터로, 가장 넓은 대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토월은 도시재생기업과 종로구 다

문화지원센터의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실내공간의 면적과 층수가 높다.

거점공간 대지면적(㎡) 층수 규모

수수헌 261.20 2 522.40
토월 509.10 5 2545.50

회오리마당 140.94 3 422.82
백남준기념관 154.40 1 154.40

소통공작소 81.60 2 163.20
산마루놀이터 2220.00 2 4440.00

봉제역사관 266.80 5 1334.00
채석장전망대 592.00 1 592.00

[표 4-4] 창신숭인 거점공간의 규모 

[그림 4-12] 창신숭인 거점공간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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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픈스페이스

창신숭인 거점공간은 채석장전망대를 제외하고 공간 내 오픈스페이스와 녹

지를 제공하고 있다. 좁고 낙후된 주거환경에 틈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채석장전망대 공간 내에는 녹지가 없지만, 바로 옆에 

통일 동산이 위치하여 녹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채석장전망대와 산마루

놀이터는 주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거점공간이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공원 부지에 녹지와 실내형놀이터를 조성하여 새로

운 거점공간이 되었다. 2015년 9월과 2020년 2월의 로드뷰를 비교해보았을 때, 

훨씬 새롭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다(그림 4-14 참고). 

주로 하굣길에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죠. 평소에 아이들이 실내고 외부고 엄

청 많이들 놀아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 시간도 금방 가요. 산마루놀이

터에서 가족들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산마루 놀이터 상근자 A

거점공간 공지 면적
1차 

점수

가산 요소 최종

점수녹지(+3) 옥상(+2) 테라스(+1)

수수헌 117.76 1 ● ● 4

토월 266.38 1 ● 4

회오리마당 65.71 1 ● 4

백남준기념관 60.4 1 ● ● 5

소통공작소 5.58 1 ● ● ● 7

산마루놀이터 1404.25 7 ● ● 12

봉제역사관 115.86 1 ● ● 6

채석장전망대 514.9 3 ● 4

[표 4-5] 창신숭인 거점공간의 오픈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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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산마루놀이터의 입지적 특성과 이용행태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그림 4-14] 산마루놀이터 로드뷰 비교 (2015년과 2020년) 

출처: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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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작소는 공지면적은 5.58㎡로 작은 규모지만, 바로 옆에 창신동 도시텃

밭이 위치하여, 두 공간이 연계해 텃밭 및 가드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

다. 산마루놀이터, 소통공작소 창신동 도시텃밭은 나란히 위치해 세 공간이 합

쳐져 지역 내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거점공간은 기존

의 공간 또는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만들어졌을 때, 큰 시너지를 내게 된다.

[그림 4-15] 소통공작소와 창신동 도시텃밭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그림 4-16] 소통공작소와 산마루놀이터의 입지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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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기념관은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중앙에는 마당이 있고 현관 앞으로 녹

지 테라스가 있다. 수수헌, 회오리마당, 토월은 플랜터 정도의 녹지만 있으며, 

공지에 특별한 용도가 없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4-17] 백남준카페 마당 및 녹지 테라스

출처: 연구자 재구성(좌), 연구자 촬영(우) 

[그림 4-18]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수수헌과 토월의 공지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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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환경

2.1. 인구

통계청에 따르면, 창신숭인의 전체 인구는 50대의 비율이 두드러지고, 4개의 

행정동 중에 창신2동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창신숭인 동/연령별 인구 분포

행정동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창신1동 154 257 593 531 687 1,151 987 568 208 52

창신2동 256 555 1,225 912 1,218 1,864 1,307 806 303 57

창신3동 407 562 993 1,003 989 1,298 977 544 233 51

숭인1동 316 405 811 862 968 1,150 863 532 226 41

창신숭인 1,133 1,779 3,622 3,308 3,862 5,463 4,134 2,450 970 201

총 인구 26,922

[표 4-6] 창신숭인 동/연령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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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창신숭인 연령별 인구 분포

2.2. 접근성

창신숭인은 3장에서 접근성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발 18m~123m로 

최대 100m이상 고저 차이가 있다. 채석장전망대는 경사에서 1점을 받아 가장 

불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채석장이라는 것과 

전망대라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특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거점공간 경사
도로
조건

대중교통 (500m 이내)
점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수수헌 3점 5점 2점 17점 27점

토월 3점 5점 2점 17점 27점

회오리마당 2점 5점 2점 15점 24점

백남준기념관 4점 4점 2점 18점 28점

소통공작소 2점 5점 2점 13점 22점

산마루놀이터 2점 7점 3점 12점 24점

봉제역사관 4점 5점 2점 13점 24점

채석장전망대 1점 5점 1점 14점 21점

[표 4-7] 창신숭인 거점공간 접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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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채석장과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출처: 조진만건축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jo-jinman.com)

[그림 4-22] 채석장전망대

출처: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오히려 소통공작소의 경사와 도로조건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작예술 프로

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지만, 바

로 옆에 3천 제곱미터 가량의 창삼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차량 방문은 편리할 

것으로 추측된다. 평지에 위치해 4점을 받은 거점공간은 백남준기념관과 봉제

역사관 2곳뿐이다. 두 거점공간은 용도에 적합하게, 외부 방문객의 접근이 불

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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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지 선정부터 주민주도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주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거점공간 조성 전에는 공공과 전문가를 중

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을 육성했다. 그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되면서 협동조합이 자립하고, 거점공간이 조성되면 도시재생

기업으로서 지역의 도시재생 주체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23]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방향성

출처: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016) 

창신숭인은 도시재생기업 외에도 공공, 지역주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참

여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특징적이었다. 공공과 지역주체를 대상으로 인터

뷰를 한 결과, 대체로 다양한 주체가 운영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거점공간

운영주체

공공 지역주체
중간

지원조직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기업 주민운영단 현장지원센터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수수헌 ● ●

토월 ● ● ● ●

[표 4-8]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운영주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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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기업: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주

체이자 서울시 1호 도시재생기업이다. 협동조합16) 형태의 창신숭인 도시재생

16) 협동조합이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로,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영리보다 상호부조에 있을 것 △

회오리마당 ● ●

백남준기념관 ● ● ●

소통공작소 ● ●

산마루놀이터 ●

봉제역사관 ● ●

채석장전망대 ● ●

소계 3 1 5 4 1 3 1

[그림 4-24] 창신숭인 거점공간 운영주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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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2017년 6월 23일, 총 43명의 조합원으로 출자하였다(불교공뉴스, 

2017). 도시재생사업의 시작부터 참여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주민협의체 대표, 도시재생 역량을 키우고자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

역청년과 일반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이사는 

지역주민 출신이자 도시공학을 전공하였다는 점을 보아, 도시재생 리더의 역

량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크게 네 가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둘째, 도시재생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산업 생산품

의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

익은 지역사회를 위해 마을기금으로 재투자한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도시재생기업은 자생적으로 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

는 주민조직을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따라서 창신숭인 도시재

생협동조합이 입주하고 있는 거점공간 ‘토월’은 운영 측면에서 거점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그림 4-25]을 보면, 앞서 언급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방향성이 

2018년 거점공간 조성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된 도시재생기업은 또 다시 주민운영단을 인큐베이팅하면서 가지

를 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운영단이 또다시 새로운 지역주체를 

발굴할 수 있으면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운영단과의 이야기를 통해 운영단이 자립하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것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잉
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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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도시재생 주체의 관계 정리

▮ 주민운영조직: 수수헌 마을운영단, 백남준카페운영단, 주민협의체 씨앗

주민운영단은 협동조합의 부분으로서 활동하다가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

다고 판단되면 협동조합에서 자립하는 구조다. 수수헌 마을운영단은 2018년 

초기에 공간기획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3명만 창신숭인 도시재생협

동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수헌 마을운영단은 공간을 

관리·운영하고, 주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주민들은 프

로그램 기획 경험이 거의 없고,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

기업에게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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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수수헌 마을운영단 홍보물제작 교육

출처: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블로그(https://blog.naver.com/crcblog)

 

수수헌 마을운영단은 수수헌이 2018년 8월 개관한 이후 무상으로 활동하다

가 2019년 4월부터 대관료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수수헌 마을

운영단은 기간제로 주민을 모집해다. 1기는 1개월 기준으로 운영단의 대표는 

10만원, 공유부엌, 마을교육, 관리를 맡고 있는 각 팀은 3만원의 활동비를 지

급하였다.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2기는 2020년 5월부터 공간 관리에 힘쓰는 

2인에게 각 4만원, 2만원을 지급하였다. 각 주민이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추산은 어렵지만, 이는 시간당 최저시급 8,590원(2020년 기

준)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주민운영단 소속 주민은 운영상의 문제로 

역량 강화의 부족과 지원 체계의 아쉬움을 언급했다. 

자립 이후로는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저희끼리 모여 서로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기획과 운영의 경험이 없으

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협동조합원)만이에요. 이러한 여러 문제

로 지속성이 가장 큰 고민인 상황입니다.”

- 수수헌 마을운영단 대표 A

백남준카페운영단은 10명의 주민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함께 백남준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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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에 위치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단의 연령은 56~71세로, 장년층부

터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주민은 교대로 근무하며, 수익의 

10~20%를 마을기금으로 낸다. 나머지 금액에서 원가를 제한 금액을 조금씩 나

눠 갖는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잠시 중단되어, 대략적인 수익에 대

한 정보를 제공 받지는 못했지만, 마을기금을 제외한 수익이 10명에게 분배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약소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불만

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측면에서 수수헌, 백남준카페와 같은 거점공간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동

체 활성화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이 하니까 일도 재밌고 빨리 끝나고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

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니까 운영하면서 재미있어요. 저

희가 10명이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 백남준 카페운영단 주민 A, B

시사/교양 프로그램『생생 정보마당』中, MBN (2018.04.24.방영)

[그림 4-27] 백남준카페주민운영단

출처: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블로그(https://blog.naver.com/crc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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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생활창작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소통공작소의 경우, 초기 

종로구 도시개발과와 종로문화재단에서 거점공간을 조성한 뒤, 현재는 주민협

의체 씨앗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맡고 있다. 종로문화재단에서는 행정적

인 업무를 전담한다. 5명 중 3명은 공작가, 1명은 교육기획가, 1명은 마을기획

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협의체 씨앗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종

로문화재단과 씨앗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는 1인만이 실제로 창신동의 주민

이다. 마을기획가가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종로구사회복지관,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해송지역아동센터, 친구네 아

동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

하는 도시텃밭의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초기 운영상의 문제로는 이용자 중 타지역의 주민들이 비율이 높거나, 이용

하시는 주민 분들만 이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창신동 – 
종로구 – 타 구민 순으로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역 주체들의 소통과 화합

창신동에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이전부터 라디오덤, 창작단, 아트브릿

지, 한다리중개소와 같은 공동체 자원이 있었다. 거점공간 조성 후에는 공간과 

연계하여 주민협의체 씨앗, 수수헌 마을운영단, 백남준카페운영단, 창신데님연

구소 등 지역공동체가 더욱 다양해졌다(그림 4-28, 그림 4-29 참고).

소통공작소와 수수헌은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한다

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의 거점공간이다. 그러나 창신동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되는 수수헌은 타 구민까지 이용 범위가 넓은 소통공작소에 비해 행정 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공간 대관 이용률이 낮아지면, 수

수헌 마을운영단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

여 의지에 달려있다.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이 사라지면, 거점공간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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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주민운영단 외의 지역주체는 서울시는 

뉴딜일자리공모사업 등의 정책을 통해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좋은 

커뮤니티, 좋은 공간을 위해, 행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림 4-28] 창신숭인 지역 공동체 자원 분석

출처: 연구자 정리 

6월에 행사를 세 번 치러서요. 우리 회원들 마음의 부담도 훨훨 털어버릴 

겸 연꽃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바람도 쐬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잘 다녀왔어요. 

(중략) 앞으로 주민 낭독극도 할거고, 마을합창단도 만들거고, 여러 가지 행

사가 있을 거에요. 다양하지만 소박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 백남준카페운영단 대표 A, 수수헌 마을운영단 대표 A

창신동 라디오덤 주민이용시설 운영실록 6번째 방송 中(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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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공간이어도 건물이 지어지고 모이기보다는 커뮤니티가 먼저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후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고, 

거점공간이 유지됨으로써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공작소 마을기획가 박OO

[그림 4-29] 주민이용시설 운영실록 2편 @마을미디어‘라디오 덤’

출처: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블로그(https://blog.naver.com/crc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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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1. 대상

창신숭인 거점공간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토월은 주

민, 방문객, 업무자 모두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4.2. 내용

창신숭인은 문화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주민

을 대상으로 수수헌, 소통공작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백남준기

념관과 봉제역사관은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와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거점공간 주민 방문객 업무자 소계

수수헌 ●

13

토월 ● ● ●

회오리마당 ●

백남준기념관 ● ●

소통공작소 ●

산마루놀이터 ● ●

봉제역사관 ●

채석장전망대 ● ●

소계 7 5 1

[표 4-9] 창신숭인 거점공간 프로그램의 대상

거점공간 커뮤니티 여가 문화예술 판매 현장지원 교육 복지시설 산업육성

수수헌 ● ● ●

토월 ● ● ●

회오리마당 ● ●

백남준기념관 ● ● ●

소통공작소 ● ●

산마루놀이터 ●

봉제역사관 ● ● ● ●

채석장전망대 ●

소계 3 3 4 2 1 4 1 1

[표 4-10] 창신숭인 거점공간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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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역사관의 외부 방문객은 이용하면서 매력적인 요소로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과 서비스를 언급했다. 그러나 외부 방문객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간은 주

민 입장에서 다소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에서 만든 시설 같지 않고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안내해

주시는 분도 친절했고요.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호소가 아니라 장인들에게 담

백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좋았어요. 봉제기술 체험 프로그램도 재밌게 했고, 

특히 단추 같은 소소한 기념품이 참 좋았어요.

봉제역사관 프로그램 참여 / 외부방문객 A

직원분한테 지역주민들은 봉제역사관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는

데,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구

요. 제 생각에도 봉제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이런 시설보다는 근본적으로 

패션산업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봉제역사관 방문객 / 의류업 종사자 A

[그림 4-30] 봉제역사관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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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백남준 기념관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그림 4-32] 회오리마당

출처: 연구자 촬영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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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례지 B: 신촌

1. 신촌 도시재생의 배경

1.1. 신촌 도시 변화과정

신촌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이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

교, 서강대학교 등의 종합대학이 밀집해있다. 1980년대에는 청년문화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문화할동을 생산해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

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5년 독수리

다방, 신촌문고, 녹색극장 등 청년 문화예술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폐업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문화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남은 문화공간들은 더 이상 20대 청년

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심지가 아닌, 40대가 된 과거의 청년들이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찾는 장소가 되었다.

[그림 4-33] 1970~1980년대 청년문화의 상징이었던 신촌

출처: 동아일보(1985.11.25.)(좌), 서울특별시(우) 



- 89 -

[그림 4-34] 신촌 극장문화의 침체

출처: 경향신문(1991.11.26.)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난 문화공간의 빈 자리는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의

류, 잡화 등의 상업시설로 채워졌다. 지금의 신촌은 홍대거리 옆의 먹자골목이

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경인선 신촌역사는 신촌 상권이 침체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데, 과거 1~4층엔 동대문 패션의 대중화를 이끈 

종합쇼핑몰 밀리오레가, 5~6층에는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섰지만, 현재는 메

가박스만이 영업 중이다.

1980년대 청년 커뮤니티는 민주화 과정에서 저항정신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문화 콘텐츠 소비를 통해 완성된다. 인

접한 연남동, 연희동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신촌은 젊은 세대가 소비하고 싶

은 문화콘텐츠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촌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014년 신촌은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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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촌 도시재생의 목표 및 범위

▮ 목표

신촌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이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

교가 인근에 위치해있다. 밀집된 대학교와 청년 인구는 상업과 도시전반의 활

력에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신촌은 다른 선도지역처럼 주민 커뮤니티 위주

의 도시재생이 아닌 청년문화의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

다. 또한, 주체별로 역량을 강화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상권·주거의 기

능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림 4-35] 신촌 도시재생의 목표

출처: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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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신촌의 도시재생 거점공간 사업으로 조성된 곳은 파랑고래, 창작놀이센터, 

문화발전소, 이화쉼터, 박스퀘어, 창업꿈터로 총 6개소다. 

[그림 4-36] 신촌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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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요인

2.1. 연계사업 > 마중물사업

신촌의 거점공간은 파랑고래를 제외하고 모두 연계사업으로 조성되었다. 마

중물 사업인 파랑고래의 사업비가 가장 높으나, 다른 공간과 비교하여 실제로 

가장 잘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파랑고래의 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A는

서대문구는 이런 시도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재

생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았던 거죠. 현장지원센터, 행정, 주민

협의체와 논의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단체들이 행정과 

직접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OO,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야기(2019)』中,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앵커시설 담당부서 사업유형
사업비

(억)

파랑고래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a 36.25

창작놀이센터 서울시 창업지원과 b 7.10

문화발전소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b 20.59

이화쉼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b 3.72

신촌 박스퀘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b 33.89

창업꿈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b 33.00

소계
a｛36.25(27%)｝ + b｛98.30(73%)｝

= 총 134.55

[표 4-11] 신촌 거점공간의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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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신촌 거점공간 4가지 요소별 분석

1. 물리적 공간

1.1. 규모

신촌의 거점공간은 앞서 3장에서 세운상가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소의 거점공간 중에서도 신촌 파랑고래는 다른 공간과 월등하

게 차이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파랑고래의 대지면적은 2326.90㎡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리고 옥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이화

쉼터는 경의중앙선 신촌역 부근에 위치한 문화공간으로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점공간
대지면적

(㎡)
층수 규모

신촌 파랑고래 2326.90 4 9307.6

창작놀이센터 367.20 1 367.2

문화발전소 280.00 6 1680

이화쉼터 536.00 1 536

신촌 박스퀘어 646.00 3 1938

창업꿈터 167.90 4 671.6

[표 4-12] 신촌 거점공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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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픈스페이스

신촌의 6개 거점공간 중 가장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이 뛰어난 공간은 파랑고

래다. 파랑고래의 공지 면적은 2047.57㎡로 다른 거점공간과 확연한 차이를 보

인다. 다음으로 공지 면적이 넓은 이화쉼터(491㎡)와 비교해도 최소 4배 이상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거점공간 공지 면적
1차 

점수

가산 요소 최종

점수녹지(+3) 옥상(+2) 테라스(+1)

파랑고래 2047.57 10 ● ● 15

창작놀이센터 367.20 1 1

문화발전소 114.13 1 ● ● ● 7

이화쉼터 491.00 3 ● 6

신촌 박스퀘어 4.10 1 ● ● ● 7

창업꿈터 80.75 1 1

[표 4-13] 신촌 거점공간의 오픈스페이스 평가

‘파랑고래’청년들의 문화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파랑고래는 

침체된 청년문화 커뮤니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었다. 파랑고래

는 ‘신촌 청년문화 전진기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파랑고래의 입지

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 위에 지어진 거점이라는 점이다. 창천문

화공원은 신촌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길목에 인접해 있다. 신촌역과 대형 쇼핑

센터로 통하는 출구 인근에 위치한 창천문화공원은 입지적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기 좋은 장소이다. 창천문화공원은 신촌지역 내 유일한 공원이

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건축물을 설치하기까지 공원 관계자의 반대가 있

었지만,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받아 파랑고래가 설치되었

다. 이곳에 거점을 조성하면서 서울시 파랑고래는 신촌지역 내 유일한 공원 



- 95 -

부지에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실내외에서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창천문화공원

[그림 4-37] 파랑고래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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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환경

2.1. 인구

신촌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근에 대학교(연세대학교, 홍익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들의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

상된다. 20대 다음으로는 30대의 인구가 많았다.

[그림 4-38] 신촌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별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세 

이상

인구수 814 994 6,814 3,176 1,981 2,007 1,383 1,013 476 112

총 인구 18,770

[표 4-14] 신촌의 연령별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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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근성

신촌은 대부분의 공간이 평지나 완경사로 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공간의 접

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파랑고래, 창업꿈터는 신촌역 오거리 근처에 위치해 버

스정류장의 개수가 많다. 창작놀이센터가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은 지하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작놀이센터는 1978년 설치된 지하보도가 2014년 인근

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창업아지트를 만들었다.

 

[그림 4-39] 창작놀이센터 지하공간

출처: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https://tongblog.sdm.go.kr) 

거점공간 고저
도로
조건

대중교통 (500m 이내)
점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파랑고래 4점 5점 2점 38점 49점

창작놀이센터 3점 5점 2점 24점 34점

문화발전소 3점 5점 3점 34점 45점

이화쉼터 4점 5점 2점 28점 39점

신촌 박스퀘어 4점 8점 2점 29점 43점

창업꿈터 3점 5점 2점 40점 50점

[표 4-15] 신촌 거점공간의 접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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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창작놀이센터 평면도

출처: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https://tongblog.sdm.go.kr)

현장에서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오히려 평균 점수로 평가된 문화발전소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발전소 이용 경험이 있는 

방문객을 3명을 인터뷰하였는데, 모두 아쉬운 점으로 접근성을 꼽았다. 국토지

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로 등고를 확인한 결과, 창천동 내 유일한 경

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댄앤나우라는 좌담회 행사 참석차 문화발전소를 방문했었어요. 소

규모 행사의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저 같

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점이 

좋은데요. 아쉬운 점은 너무 높고 외진 곳에 있어서 한참을 올라가는데 고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발전소 이용객 / 외부 방문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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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경사지에 위치한 문화발전소

출처: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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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

신촌은 거점공간 운영에 있어 창신숭인과 다르게 도시재생기업이나 중간지

원조직보다는 행정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창업꿈터를 제외한 5개소가 모두 행

정직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점공간

운영주체

소계
공공 지역주체 중간지원조직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기업 주민운영단 현장지원센터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파랑고래 ●

6

창작놀이센터 ●

문화발전소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창업꿈터 ●

소계 5 - - - - - 1

[표 4-16] 신촌 거점공간의 운영주체 

운영 주체를 보면 신촌 파랑고래와 이화쉼터는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창작

놀이센터, 문화발전소, 박스퀘어는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주체가 서

울시 창업지원과,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과라는 특성으로 신촌 거점공간이 청년, 문화예술,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유형 거점공간 운영주체

마중물 사업 신촌 파랑고래 서대문구 도시재생과(매니저3명, 건물관리2인)

연계 사업

창작놀이센터 서울시 창업지원과

문화발전소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표 4-17] 신촌 거점공간의 사업유형별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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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서대문구 도시재생과는 파랑고래와 이화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파랑고래

는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대관 운영을 하고 있다. 파랑고래 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파랑고래의 매니저 3명도 재생사업의 예산이 아니라, 서대문

구청에에서 별도로 TO를 만들었다. 구청의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중

심이기 때문에 전문가 활용이나 인건비에 큰 예산을 들이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다른 시설은 사업 초기부터 인건비를 책정하고 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촌 파랑고래는 계획부터 운영까지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부

터 하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는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대문구에는 희망지, 해제지역, 중심시가지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재

생사업지역이 있어요.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문화공간을 운영

하거나 한 경험이 없는데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더라도 신경이 더 쓰이고 걱정이 있죠.

-전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A,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야기(2019)』中,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위와 같은 행정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연극 기획자인 A씨는 공연 기획 시 

파랑고래보다 문화발전소나 창작놀이센터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

로는 파랑고래의 대관 운영정책이 실제 문화예술가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

라고 언급했다. 

이화쉼터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박스퀘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창업꿈터 ㈜오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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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고래는 한달 전부터 대관을 받아요.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

장에서 한달 전은 너무 늦거든요.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는 공간적인 부분이 불확실하면 기획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운영정

책 때문에 이용을 안하게 되죠.

- 외부 방문객 / 연극 기획자 A

신촌 거점시설은 파랑고래 뿐입니다. 문화발전소나 박스퀘어 같은 곳은 

저희가 운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파랑고래만 운영합니다.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파랑고래 담당자 A

운영주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창신숭인과 달리 신촌은 거점공

간 별로 행정과 운영의 분리로 주체 간 소통이 전혀 없다. 

▮ 지자체: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문화발전소는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서대문구 문화체

육과 5명과 2명의 카페지기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5

명은 운영총괄, 프로그램 운영, 무대기술 운영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박스퀘어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과는 도시재생추진단에 포함되어 일자리 창

출을 담당하고 있다. 박스퀘어는 공공상가의 운영을 지원하는 팀에서 운영 관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발전소는 공연이 없어도 공간활용을 할 수 있다는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장소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아

쉬운 점은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에

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닫아버리는 거죠.

- 문화발전소, 창작놀이센터 이용객 / 외부 방문객 / 연극 기획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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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오픈놀

창업꿈터는 현재 입주기업인 ㈜오픈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오픈놀은 

다수의 캠프와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IT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다. ㈜오픈놀은 창업꿈터, 청년교류공간, 청년공간 무중력지

대 등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온 경험이 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사무실 공간을 지원받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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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4.1. 대상

신촌은 주민, 방문객, 업무자 다양한 대상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 방문객, 업무자 중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거점공간 주민 방문객 업무자 소계

신촌

신촌 파랑고래 ● ● ●

13

창작놀이센터 ● ● ●

문화발전소 ● ●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

창업꿈터 ●

소계 4 5 4

[표 4-18] 신촌 거점공간의 프로그램 대상 

[그림 4-42] 파랑고래 2층 라운지 청년 커뮤니티 기록물

출처: 연구자 촬영(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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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용

신촌 거점공간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된다. 교육과 산업육

성은 모두 청년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주체의 역량 강화라는 신촌 도시재생

의 목표에 맞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멘토링 또는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또, 청년의 문화생산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성과도 적합한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박스퀘어에 있는 베지베어라는 식당에 갔었어요. 친구 지인이 오픈했다

고 해서요. 박스퀘어는 청년을 위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식당과 팝업

스토어가 자주 열려요.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사용자들에게도 좋고, 

낮은 임대료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박스퀘어 내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스퀘어 이용객 / 신촌 주민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A

박스퀘어는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한 공간에서 여러 음식과 물건들을 접할 수 있고, 다양

한 문화 행사와 공연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박스퀘어 입주 외식브랜드 베지베어 대표 A,

『신촌 박스퀘어 사람들 VOL.1』 中

지역 거점공간
커뮤
니티

여가
문화
예술

판매 교육
현장
지원

복지
시설

산업
육성

소계

신촌

신촌 파랑고래 ● ● ● ●

21

창작놀이센터 ● ● ●

문화발전소 ● ● ● ● ● ●

이화쉼터 ●

신촌 박스퀘어 ● ● ● ●

창업꿈터 ● ● ●

소계 3 3 5 2 3 1 1 3

[표 4-19] 신촌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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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분석의 종합

거점공간은 각 요인과 요소별로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20]를 보면, 가장 특징이 두드러지는 두 지역(신촌, 창신숭인)의 거점공간의 분

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 거점공간의 유형별 특징

우선, 거점공간은 정잭적 요인인 사업유형에 따라서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나뉜다. 독립형 거점공간은 사업 기간 내 도시재생 관련 부서의 일관되고 독

립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점공간이다. 연계형 거점공간은 여러 분야, 부서

와의 연계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거점공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물리적 공간의 

특징에 따라 공원형과 리모델링형으로 나뉜다. 공원형 거점공간은 기존의 공

원 또는 녹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쾌적함과 활력을 주는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한다. 리모델링형 거점공간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다. 두 번쨰 요소인 주변환경에서는 적응형 거점공간이 

나타난다. 적응형 거점공간은 지형 또는 입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만들거나 

순응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세 번째 요소인 주체에 따라서는 통합주도형, 관

주도형, 민주도형으로 나뉜다. 통합주도형 거점공간은 행정업무와 프로그램 기

획 및 운영의 분업 등 관·민이 각자의 영역을 확실히 분담하여 주도한다. 관

주도형 거점공간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고, 민주도형 거점공간은 

주민과 도시재생기업과 같은 지역주체나 민간기업에서 주도한다. 네 번째 요

소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는 주민형과 다중형 거점공간으로 나뉜다. 주

민이용 거점공간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 정책이 주민 대상이며, 다중형 

거점공간은 주민과 외부 방문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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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공간
정책적 요인 특징 요소

사업유형 ① 물리적 공간 ② 주변환경 ③ 주체 ④ 프로그램

창신
숭인

수수헌 ● ● ●

토월 ● ● ●

회오리마당 ● ● ●

백남준기념관 ● ● ● ●

소통공작소 ● ● ● ●

산마루놀이터 ● ● ● ●

봉제역사관 ● ● ●

채석장전망대 ● ● ● ●

신촌

파랑고래 ● ● ● ●

창작놀이센터 ● ● ● ●

문화발전소 ● ● ●

이화쉼터 ● ● ●

박스퀘어 ● ● ●

창업꿈터 ● ● ●

거점공간 유형 독립형 연계형 공원형 리모델링형 적응형 통합주도형 관주도형 민주도형 주민형 다중형

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부
서의 일관되고 
독립적인 사업
추진 가능

⋅여러 부서의 
연계로 풍부한 
프로그램과 예
산 확보 가능

⋅기존 공원 
또는 녹지와 연
계하여 지역 내 
쾌적함 제공

⋅ 건 축 자 산 을 
보존하고 지역
의 정체성을 살
릴 수 있음

⋅지형적 특징 
등의 입지 조
건을 활용

⋅관⋅민이 협
력하되,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
으로 분담 

⋅지자체 또는 
공 공 기 관 에 서 
주도

⋅지역주체 또
는 민간기업에
서 주도

⋅ 프 로 그 램 의 
내용이나 운영 
정책이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함

⋅지역주민 또
는 외부 방문객 
모두 이용가능

[표 4-20] 거점공간의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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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공간의 유형별 문제점과 정책 제언

거점공간은 분류된 유형별로 각각 잠재력과 문제점이 공존한다(그림 4-43 

참고). 거점공간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조성 뿐만 아니라 운영단계까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앵커시설 운영의 다양한 타입을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지

역에서 CRC가 운영, 행정직영, 민간위탁으로 하는 형태 등 이렇게 유형을 다

양하게 만들고 실행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OO,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야기(2019)』中,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독립형 거점공간은 조성 기간이 종료되면 예산 지원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

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형의 비중을 늘려 공간 조성 후에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계형 거점공간은 재정적으로는 풍부

하지만, 운영주체 간 수평적 소통이 어렵다. 이는 예산 출처 부서로부터 수직

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구조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자체 부서 간 또는 중

간지원조직 간 수평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형 거점공간은 주변환경의 지형이나 교통과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용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부지 선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시설보다는 운영에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한 시설이 적합하다.

관주도형 거점공간은 연계형 거점공간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

지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영역을 전담할 경우, 운영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민주도형 거점공간 역시 주민이 모든 운영을 전담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 행정 지원 체계가 미흡한 채로 주민의 적극성에만 의존하는 경우

가 있다. 따라서, 관·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및 지원 체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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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형 거점공간은 이용하는 주민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 정책을 조율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

요하다. 다중형 거점공간은 외부 방문객에게 매력적이고, 지역을 관광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민들의 공감이 부재한 채로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 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점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끝

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으니까

요. 창신·숭인은 도시재생 1호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척해나가

고 있는 것이거든요.

-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이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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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유형별 거점공간의 잠재력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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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유형별 거점공간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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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례

지를 분석함으로써 거점공간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이론과 서울형 도시재생 계획을 검

토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거점공간의 특징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정책적 특징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거점

공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요소인 물리적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

로그램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제 3장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13개지역의 거점공간을 2장에서 도출한 정책

적 특징와 4가지 요소(물리적 공간, 주변환경, 주체, 프로그램)를 분석하고 가

장 특징적인 두 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거점공간은 정책적으로 사업유형과 지역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유형인 마중

물사업과 연계사업은 거점공간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과 같은 지역유형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에서는 연계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이 포함된 

지역 중, 신촌이 연계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창신숭인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연계사업의 비중에 따라 거점공간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것으

로 판단했다.

4가지 요소별로 평가한 결과, 신촌의 파랑고래가 가장 많은 물리적 공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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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냈고, 주체나 프로그램 면에서 신촌은 행정의 참여가, 창신숭인은 지역주

체의 참여가 특징적으로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창신숭인은 접근성이 매우 낮

고, 신촌은 20대가 전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각 지역만의 특징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창신숭인과 신촌을 가장 거점공

간의 특징이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지로 선정하여 각 거점공간이 잘 기능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제 4장에서는 창신숭인과 신촌 도시재생의 과정을 살펴보고, 두 지역의 거

점공간을 더욱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는 연계형 

거점공간이 풍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된 오픈스페이스형 거점공간에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적응형 거점공간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주체에 있어서는, 통합주도형으로 행정과 지

역주체가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였을 때,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주민형과 다중형 모두 지역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은‘주민 주도’를 내세우지만, 거점공간은 주민이나 

현장에 의한 변화보다는 공공의 행정적 역할과 재정적 지원에 운영주체 및 프

로그램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공간들은 진정한 ‘거

점’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향후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지역

주체들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거점공간 이용자에게까지 연

쇄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각 지역주체의 적극적인 노력

과 의외의 역량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도시 전반에 활

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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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주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거점공간 사업 

전 각 지역에 맞는 재정 및 지원체계를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 공공은 마중

물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역량강화 체계를 강화하고, 마중물사업 내에 연계사

업을 활발하게 발굴함으로써 거점공간 조성 이후에도 지역주체의 운영에 도움

을 주어야 한다. 공공의 지원과 전문가의 교육은 향후 운영에서도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서 연계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창신숭인은 주민참여가 높은 만큼 연계사업 또는 재정적 지원책이 시

급할 것으로 보인다. 신촌 역시 공공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공공 역시 주민

과 마찬가지로 기획 및 운영의 경험이 부족해 전문가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협

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

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을 명확히 하되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거점공간이 중요한 전략인 만큼, 전략계획이 수립

되고 5년인 현 시점에서 거점공간의 기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

다. 또, 각 지역이 가진 배경이 달라 일반화가 어려움에도 공통적인 틀을 마련

하여 특징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되는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것에

서 한계를 가진다. 도시재생은 한 주체가 아닌 여러 분야의 주체가 함께 일구

어야 할 무궁무진한 분야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7년, 도시재생사업

이 실행된 후 5년이 지났다. 검토가 필요한 시기지만,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

는 이르다. 앞으로 도시재생이 진행될 지역과 조성될 공간이 많이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거점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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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bout 37% of projects that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vide convenience, and about 63% 

of projects that create a base for revitalizing the region. The base space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roject, but after it is established, 

budget support is suspended. The central project, which is the prime mover 

to implement the long-term goal of urban regeneration, is concerned about 

whether it can be sustained in the midst of this institutional contradiction.

Therefore, this study gras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regeneration 

base space in 13 areas of Seoul (Garibong, Changsin Sungin, Haebangchon, 

etc.) and analyzed the base space of the characteristic case sheets (Changsin 

Sungin, Sinchon). Through analysis of case papers and spaces,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base space were synthesized and problems occurring in each 

space were examined.

The urban regeneration base space is divided into stand-alone and 

connected base spaces according to policy factors (welcome project,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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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ccording to the four characteristic elements (physical space, 

surrounding environment, subject, program), it is divided into park type, 

remodeled type, adaptive type, integrated led type, government led type, 

democratic figure, resident type, and multipl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different, but the problems that occur in some types are as 

follows.

① As the stand-alone base space is likely to be discontinued with the 

budget support at the end of the construction perio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connected type so that the budget can be 

secured even after the space is created. ② Linked base space is financially 

plentiful, but horizontal communication between subjects is difficult. This is 

inevitable due to the structure in which the work is performed vertically 

from the budget source department,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rizont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or 

interim support organizations. ③ The adaptive base space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selecting a site, as inconveniences may arise 

when accessibility, such as the terrain or traffic,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poor. Facilities that require minimal intervention in operation 

are suitable rather than common facilities frequently used by residents. ④ 

The government-led base space, like the linked base space, has sufficient 

administrative support, but if all the areas are dedicated by the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operational problems may occur. ⑤ The 

base space for democratic figures is also limited in that the residents are in 

charge of all operation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s insufficient and relying only on the activeness of the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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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utilize experts for both government and public. ⑥ In order to minimize 

the situation in which the residents-based base space is repeatedly used only 

by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operation policies and actively 

promote the entire population. ⑦ The multi-type base space is attractive to 

external visitors and has the effect of tourism to the area, but it is 

necessary to persuade the necessit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ity before 

construction to prevent the residents from being created without empath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researching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Urban regeneration is an endless field where subjects from 

various fields need to work together, not one.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was enacted, an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It's time for a 

review, but it's too early to evaluate performanc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lot of areas and spaces for urban regeneration, so it seems necessary 

to study the base space from various perspectives.

▮ Keyword : Urban Regeneration,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Anchor, Anchor

▮ Student Number : 2018-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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