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효과에 대한 주체별 인식 분석 

Analysis of Perceptions among the 
Participants on the Urban Regeneration 

Effects in Haenggung-dong, Suwon

!" #2022 2

$%&'(")*&'+

)*,*'-

."/"0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효과에 대한 주체별 인식 분석 

12(3""4"5"6

."789",*':;"'<78=>"?@A

!" #2021 10

$%&'(")*&'+

)*,*'-

."/"0

./0B":;"'<789"0CA

!" #2021 12

위 원 장        이   제   승    인   ( )

      부위원장  손   용   훈    인   ( )

      위    원  김   세   훈    인   ( )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효과에 대한 주체별 인식 분석

$%&'(")*&'+")*,*'-

."/"0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2 2

위 원 장   이  제  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부위원장  손  용  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위    원  김  세  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D"E"D

국 문 초 록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효과에 대한 주체별 인식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성 인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산업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  1960 ⋅
께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와 인구 산업의 교외유출 경제침체 등의 도심지역 , ⋅
쇠퇴현상을 가속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의 도시정책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의 양적 성장에서 쇠퇴된 도시지역의 재생을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도시정책
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 , 
활용하여 도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장소성과 정체성을 강화
시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전략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자본을 유입시켜 지역활
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으로 지역 내의 주거지. 
역이 관광지화되면서 늘어난 상업시설과 방문객으로 주차문제 소음 쓰레기 , , ,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주도하에 방식. , top-down 
으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은 각 도시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지역주민을 고려하
기보다는 도시재생 성공사례에 대한 일방적인 모방으로 지역의 정체성이나 차
별성이 부족하여 부정적 효과를 가속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 
이러한 도시재생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고 긍정적 효과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여 주체들이 . 
처한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경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통합적 인식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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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미쳤는지 알아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주체, 
별 인식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사례 대상지. 
로 선정한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과거 수원의 정치 군사 및 사회문화의 중⋅
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주변 지역의 신도시개발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
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이에 행궁동은 지자체의 강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역. 
사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수원시의 명소로 떠
오르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건축물 용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관광객 유입인구 수 표준지 공시지가 측, , ( ) , 
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궁동의 도시재생사업은 대체적으로 지역 활성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력적인 장소를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행궁동 도시재생에 따른 주체 간 인식 차이를 .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명 거주민 명 방문객 명으로 총 명을 대상으로 4 , 10 , 4 18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물리 환경적 측면 산업 경제적 측면1:1 . , , ⋅ ⋅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 ⋅
계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 세부지표별 만족도 
설문조사를 주민 부 방문객 부로 총 부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31 , 52 83 . 
사업 세부지표에 대한 만족도와 대상지 일반 특성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
었으며 도시재생사업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세부지표에도 주체 간 차이가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단계에 있어서 계획 실행 운영 모니터링까지 주  , - - -

민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은 직접지원방식은 단기. 
성과에 그쳤으며 공공의 일방적인 방식의 물리적 개선 사업은 주민top-down 
집단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도시재생 성과에 급급한 일자리 창출. , 
은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유지하기 . 
위해서는 간접지원방식의 주민주도 사업 비율을 높이고 공공과 주민의 협의를 ,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및 오버투어리즘과   , 
같은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책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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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상승으로 인한 거주민 이탈 현상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침해 현상
은 특히 전문가집단과 주민집단의 우려와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오버투어리즘 측정지표 
개발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지역에 알맞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  , 

다 젊은 청년층의 창업 비율 증가와 상업화에 따른 새로운 장소성 형성으로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및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 개선위. 
주의 역사문화자원 관련 사업만이 아닌 특산품 체험프로그램 등의 비물리적 콘, 
텐츠 개발로 지역 특성을 강화시키고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외부인 증가에 따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  ,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정도는 주민의 지역 애착심 자긍심 과 . ( )
비례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의 지역 애착심을 높이고 기존 주민과 네트워크를 . 
형성할 수 있는 교류의 장과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건축물 용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 
관광객 유입인구 수 표준지 공시지가 등의 변화를 통해 수치적으로 분석했다( ) , 
는 점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를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궁동의 . 
도시재생사업은 물리 환경적 측면 산업 경제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 , ⋅ ⋅ ⋅
지역 활성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들 간, 
의 소통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 
과와 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체 간 인식 기준을 제시하는 유용한 근
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행궁동 역사문화자원 도시재생 이해관계자 도시재생사업 인식, , , , ,  

만족도 비교        

! 학번: 2019-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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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축물�용도

! 현장조사 장안동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신풍동 월( :� 2021 7 28 ,� 8 3 ,� 8 6 / :� 11

일 월 일 네이버지도� 로드뷰 카카오로드뷰 년6 ,� 11 7 ),� ,� (2021 ,� 2018

년 년 년 지상 주용도�관측,� 2015 ,� 2012 )� :� 1�

! 세움터 국토교통부 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 www.eais.go.kr) :�

지상 용도와�변동사항란1�

사업체�및� 종사자�수 ! 년 년�수원시�사업체�조사�보고서2010 ~2019

관광객 유입인구 수( )�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준지�공시지가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 한국부동산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F$ GHI$'J$KL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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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Ø8Ô"ÂZ=>"2@Ö"�30"�� )*Q"�� �x *?Q"ß"⋅ ⋅

�� ;� 8iQ"��9"´C=>"^��"2abc;xd"&n"0}9"0ß" ⋅

X�"Ç^"��d"Í¾"Ø89"3� �*³�"£"N,iÖ"Ø81²"��"Çß"

^ÐÑÀ 0X�"´|Ô" !2"ÞÎÏ¬x�D¬yy"¬@"xyRß"USSSà"ÐAÑÑ¬¯"¬@"xyRß"USSUäR" USUK

#âX" #:1"�±Q=>".�·Ò=é sÓ" �d$" �"ÓÜ>"ÇSí KK ß" \S ãS

^ÐÑÀ§"Þ KDUäR""

Q?DER1$

n�0X�²"��"�:Ö"^��"2abcd"ef"0}9"Ô"ÿ"�wQ=

>"st³´"<³H"z���-"W8���d"ef"2abc"5â1§�"��

2"�8,;²"Ç^³|À �8,;�" !" #" ¢ !" #" ¢R" USUK KS UO ß"USUK KK Uí ß"

¢ ¢>"»" ¢|"Ç^¿=é"z�" â W8�" â>"»" â²"3^UO ß"Uã V [K ß" \U O[

³|À ,;W}Ô" &'"�'"W}-"º°0"�8"ÕÖ²"O¸³�"W}R" KÌK"

9"×^³H"�a³|À§"Þ KD[äR"

구분 내용

모집단 행궁동�관련�전문가 주민 방문객�집단,� ,�

표본

크기�

전문가 명4

명18주민 명10

방문객 명4

조사방법 대면�인터뷰�및�서면�답변1:1�

조사일시 년� 월� 년 월2021 07 ~� 2021 11

F$ MNOIP$KL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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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연구의�내용 연구�방법

제 장1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문헌연구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및�흐름

▼

제 장2

이론�및�

선행연구�고찰

이론적�고찰

문헌연구

지역활성화의�

개념�

도시재생의�개념�

및�정책�

패러다임의�변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도시재생

선행연구�검토

도시재생�계획�

및�평가요소에�

관한�연구

도시재생사업�

주체별�인식에�

관한�연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효과에�

관한�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
제 장�3

대상지의�이해�

및�분석의�틀

행궁동의�지역적�특성

문헌연구행궁동의�도시계획�및�사업�현황

분석의�틀

▼
제 장4

주체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인식�분석

행궁동�도시재생사업에�따른�효과
현장�답사�및�

통계자료�분석

전문가 주민 방문객�집단�간�도시재생사업�효과�인식⋅ ⋅ 심층�인터뷰

주민 방문객�집단�간�도시재생사업�효과�인식⋅ 설문조사

▼
제 장�결론5 연구의�요약�및�의의

F$ 6,S$TU5 0:V;$

구분 내용

모집단 행궁동�주민�및� 방문객 연령�기준� 세�이상(* :� 19 )

표본

크기�

주민 부31
부83

방문객 부52

회수율 100%

조사방법 직접�면접�조사�및�온라인�설문�링크�배포1:1�

조사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2021 11 27 ~� 2021 11 29

F$ Q?DE$KL5 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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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내용

제 조 정의2 ( )

제 항1

도시재생1.�

인구의�감소 산업구조의�변화 도시의�무분별한�확장 주거환경의�노후화�등,� ,� ,�

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

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

도시재생사업7.�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
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

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정비사업�및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 ,�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 ,�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에�관한�사업�등

F$ W)XY$A$W)XYEZS$[S$5 >:0;$

\]$ W)XY$^_`$A$9(a$bc$deL)-$2$ 5 >f>>gf0gf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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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대1950

Reconstruction

년대1970

Revitalization

년대1970

Renewal

년대1980

Redevelopment

년대1990

Regeneration
년대2000

주요�

전략과�

경향

마스터플랜에�

의한�도시노후

지역�재건축,�

교외지역�성장

년대�1950

경향�유지,�

rehabilitation

의�초기시도

과�Renewal

근린단위계획

에�관심,�

주변부�개발�

지속

대규모�개발과�

재개발계획,�

대규모�

프로젝트�위주

정책과�집행이�

더욱�종합적�

형태로�전환,�

통합처방�강조

지역�특성에�

알맞은�

종합적,�

통합적�재생�

주요�

와�Actors

이해�

관계자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개발업자

와�도급업자

공공과�민간의�

균형과�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전환

민간부문역할�

증대,�

지방정부의�

탈중앙화

민간과�특별�

정부기관,�

파트너십�성장

파트너십�중심

주민참여형태

로�민관의�

통합적�참여

공간적�

측면

지방과�

해당부지�자원�

강조

지역�차원의�

활동�등장

초반지역과�-

지방차원�강�

조 후반지방�,� -

차원�강조

초반해당�-

부지차원�

강조,�

후반지방차원�-

강조

전략적�관점�

재도입 지역�,�

차원�활동�성�

장

쇠퇴�및�

낙후한�

원도심 지방�,�

소도시

경제적�

측면
공공부문�투자

년대�1950

이후�지속적�

민간투자�

영향력�증대

공공부문의�

재정�압박에�

의한�민간투자�

성장

선별적�공공�

자금을�받은�

민간이�주도적�

역할

공공과�민간,�

자발적�기금�

간의�균형�

중시

공공 민간�,�

자본의�결합

사회적�

측면

주택�및�

생활수준�향상
사회복지�증진

커뮤니티�

위주의�시책과�

보다�많은�

권한�부여

선별적인�

국가자원�하에�

커뮤니티�자조

(self-help)

커뮤니티�역할�

강조
커뮤니티�중시

물리적�

강조점

Inner�Area�

복원,�

주변지역�개발

기존�지역의�

재건과�

병행하여�

년대�1950

시책�유지

노후된�도시�

지역�재개발�

확대

대규모�

재개발과�

신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년대�1980

보다�신중한�

개발계획,�

문화유산과�

자원�유지보존

각�지역의�

정체성�유지

역사 문화( ,� ,�

사회�자원�

인식)

환경적�

접근

경관�및�일부�

조경사업
선별적�개선

일부�혁신적�

사업을�통한�

환경개선

환경적�접근�

에�대한�관심�

증대

환경적�

지속성이라는�

보다�넓은�

개념�도입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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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이경찬�

외

(2014)

물리적� 도시환경측면 지역경제측면 도시관광� 측면에서�,� ,�

태안읍을�대상으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구체적인�재생�

방안�마련

문헌고찰

이은진�

외

(2016)

강화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계획지표� 개발을� 통해� 계획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

고�향후� 도시재생� 개발� 계획� 및� 정책에�반영�될� 수�있는�

방안�제시

SPSS

도시재생

사업�평가�

요소

류태장·

최봉문

(2013)

원도심� 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제도 사업 평가를� 위한� 지( )�

표개발과�평가�방법�제시�

AHP

PROMETH

EE

박소연·

오덕성

(2015)

쇠퇴지역� 유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개� 쇠퇴지역에서� 시행된� 개� 도시재생사업을� 물리21 121 ·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측면별� 개� 계획요소로�평가,� ,� · 34

전문가의견

이종근�

외

(2016)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의�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도

시재생사업�운영관리를�위한�모니터링평가�지표개발· ·
AHP

정광진�

외

(2017)

개�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13

을�위한�모니터링�지표�개발과�적용방안�고찰

문헌고찰

전문가의견

김수연·

정혜영

(2017)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정성적�선정지표� 개�도출16 설문조사

조진희�

외

(2018)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유형

별로�마중물�사업�분석

IPA

델파이�

분석

도시재생

사업�평가�

방법

김민재

(2020)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

토하고�제시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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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대상지 연구방법

배웅규·�

이하영

(2014)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시행효과를�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
측면에서�종합적으로�분석

마포구�

연남동�

일대

기초통계

정진호�

외�

(2015)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적용된� 지역의� 활성화� 정도와� 효과를�

빈� 점포� 수 유동인구 상가� 이용객� 만족도 측면에서�‘ ’,� ‘ ’,� ‘ ’�

정량적으로�분석

청주시�

중앙동

AHP

퍼지추론

윤병훈·

남진

(2015)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
적�파급효과�분석

창신 숭인�⋅
선도지역

산업연관

분석

오후·

황희연

(2016)

도시재생사업과� 장소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장소성을� 형,�

성하는� 요인을� 물리적 행태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 한�,� ,�

후� 방문객을�대상으로�장소성�형성�효과를�분석

청주시�

중앙동
기초통계

한동욱�

외�

(2018)

년간� 유동인구 공시지가 공실률� 변화를� 도시2011~2016 ,� ,�

재생사업� 효과�분석�지표로�선정하고�그� 효과를�정량적으로�

분석

청주시�

중앙동

문헌조사

현장조사

정현진·

권영상

(2018)

경제적� 측면 공간이용� 측면 환경문제의� 대처� 측면에서� 노,� ,�

후산업단지�재생사업의�효과분석�실시
산업단지 심층면접

류신현·

임남기

(2019)

사회적� 측면 상주 유동 경제적� 측면 매출액 소상공인수( ,� ),� ( ,� ,�

사업체수 물리적� 측면 건축물인허가 에서� 거주자� 상권인식),� ( )

을� 통해�도시재생사업의�사업효과�분석

천안시�

동남구

통계자료,

설문조사

김흥순�

외

(2020)

유동인구 공시지가 공실률 업종�분포�등의�통계자료�분석,� ,� ,�

과� 방문자� 및� 거주자�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의�성과�평가

신촌동�

일대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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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대상지 분석주체 연구방법

박대근�

외

(2009)

전문가를� 통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실제�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일반

인 주민 방문객 종사자 만족도�평가( ,� ,� )�

서울 대전,� ,�

인천�중�총�

개�5

사업지역

일반인
AHP�

기초통계

최성은·

이희정

(2014)

역사문화자원�보전계획에서�협력적�거버넌스�특

성과�주체들� 간� 인식차이�분석
서촌

주민

전문가
AHP

이효정�

외

(2014)

커뮤니티� 비즈니스를�활용한�도시재생사업의�도

시설계� 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 도출과� 이에� 대

한�주민의�중요도�및�만족도�평가

부산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도시재생공간

주민 IPA

신우화·

신우진

(2016)

거주자�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인식차이� 분

석과� 중점사업� 및� 추진형태에� 대한� 선호도� 분

석

대구광역시 주민 기초통계

강맹훈

(2017)

도시재생�만족도와�도시재생사업�평가요소에�대

한�주체�간�인식차이를�비교

서울시� 개�13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주민

전문가

IPA

다중회귀

박진호·

최열

(2018)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상권� 변화에� 대

한�상인들의�인식�변화�분석� �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상인 기초통계

주상현

(2019)

선행연구를�통한�도시재생사업의�성공요인�도출�

후 요인별�중요도에� 대한� 전문가그룹과� 주민그,�

룹� 간� 인식�차이를�분석

전주시�

한옥마을

전문가

주민
AHP

정재경·

이명훈

(2020)

지역특성에� 따라� 희망지사업� 전체� 만족도에� 어

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비

교분석ᆞ

서울시�

희망지사업

송정동( ·�

성내 동2 )

주민 기초통계

F$ W)XYEZ$��$"$O�a$bc$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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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인구명( ) 인구증가율(%) 세이상고령자명65 ( ) 세이상고령자비율65 (%)

2010 14,669 0.66 2,071 14.12

2011 14,339 -2.25 2,104 14.67

2012 13,745 -4.14 2,238 16.28

2013 13,195 -4.00 2,219 16.82

2014 13,032 -1.24 2,244 17.22

2015 12,622 -3.15 2,276 18.03

2016 12,509 -0.90 2,277 18.20

2017 12,316 -1.54� 2,396 19.45

2018 12,718 3.26� 2,461 19.35

2019 12,136 -4.58� 2,506 20.64

2020 11,866 -2.22 - -

2021 11,316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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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사문화자원

전시자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생태교통마을,� ,�

예술문화자원 행궁동�벽화거리 수원전통문화관 나혜석�생가,� ,�

위락자원 화성어차 플라잉수원 수원화성�자전거택시,� ,�

쇼핑자원
지동시장 순대타운 팔달문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남문로데오시장( ),� ,� ,� ,� ,�

수원통닭거리 행궁동�카페거리 행리단길,� ( )

역사문화자원
수원화성 화성행궁 팔달문 서장대 화서문 서북공심돈 효원의�종 방화,� ,� ,� ,� ,� ,� ,�

수류정 동북각루 화홍문 장안문 창룡문 연무대 수원향교( ),� ,� ,� ,� ,�

자연문화자원 팔달공원 화서공원 수원천,� ,�

축제 이벤트/ 수원문화재야행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공동재현 수원등불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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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세부사업 담당부서

안전한�

장안마을

범죄예방시설�설치
설치CCTV

안심등�설치 주택건축과

주택개량자금� 지원 노후주택�개보수�지원 국토부�지원사업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노후주택�개보수�지원 주택건축과

아름다운

장안마을

샘플하우스�조성사업
성곽길� 입면개선사업� 사업신청� 개소4

담장허물기사업 사업신청� 개소2

전신주�미관사업 전신주�미관개선 -

통신주�정비 통신주�이설 -

화서문로�특화거리�조성
특화거리조성 식재포장,� ,�

조경식재 가로등�설치�등,�
생태교통추진단

경관 간판 개선사업( )� 화서문로�주변�간판개선� 도시디자인과

쉼터조성 관광안내소�및�쉼터조성 문화유산관리과

젊은장안

마을

주민활동공간�조성

공동이용시설�조성 -

쌈지공원�조성 녹지경관과

헌�옷� 수거함�설치

문화시설�기반조성 문화시설�기반조성 문화유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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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개요 담당부서 사업비원( )

화서문로�특화거리�

조성

특화거리�조성

한전 통신�지중화�관로�매설,�

차도부�석재포장 보도부�블록포장,�

조경수�식재� 주42

친환경�가로등 설치� 등(LED)� 28

생태교통추진단 억15

생태교통수원2013「 」

이동식�화장실� 설치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등 청소행정과 천만3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사업
노후주택의�에너지�성능개선�지원 주택건축과 억� 3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샘플하우스�설치

주민공용공간�조성 성곽길� 입면개선 골목�,� ,�

경관�개선 담장허물기 설치�등,� ,� CCTV

도시재생과 억� 24

경관 간판개선사업( )
화성�주변경관�개선사업

화서문로 신풍로�주변�경관�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과 억20

친환경�도시텃밭운영 개소� 도심�속�텃밭설치�및�운영3 631㎡� 농업기술센터 -

문화시설�기반조성 문화시설�기반조성을�위한�보상협의추진 문화유산관리과 억26

쉼터�조성 관광안내소�및�쉼터�조성 문화유산관리과 억12

장안문�주변문화시설�

조성사업

전통식생활�체험�홍보관�및�예절관�신축

경기궁중�음식문화관�및�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기간�* 2014~2015

문화유산시설과 억58

신풍로�특화거리�

조성

한전통신�지중화�관로�매설․
신풍초교 제일교회�구간�포장-

문화유산시설과 억13.5

신풍동 장안동�,�

쌈지공원�조성공사
쌈지공원�및�포토존� 조성 녹지경관과 억3.6

골목길�재정비�사업 신풍동�장안동�골목길� 재정비�공사 팔달�건설과 억14.2

행궁동�일원�하수관�

정비옛길 공사( )�

보도블럭� 포장 하수관�정비 골목길�,� ,�

띠녹지�조성
팔달�건설과 억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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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개요 담당부서
사업비

억원( )

마중물사업

억원(100 )

살기�편한�내�동네�만들기�사업

수원시�지속가능과

25.0

공동체�성장기반�조성사업 7.0

행궁골목길�특성화�사업 �23.0

행궁동�도시재생�거점센터�조성사업 �35.0

행궁어울림장터�조성사업 5.0

공유경제공장�조성사업 5.0

중앙부처

협력사업

억원(1,604.9 )

문화�소통의�도시 수원�만들기�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수원시�문화예술과 37.5

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운영 중소기업청�수원시�문화예술과 262.9

화홍문�주변�관광편익시설�조성 문화체육관광부�수원화성사업소 49.6

화성일원�문화재구역�정비 문화재청�수원화성사업소 1,054

수원화성�관광특구�활성화�추진 문화체육관광부�수원시�관광과 13.9

팔달구�노인복지관�건립 행정자치부�수원시�노인복지과 187.0

지자체�사업

억원(416.0 )

성안마을�행궁르네상스사업�추진
수원시�팔달구청

0.3

행궁인 네트워크�운영( )�人 0.2

시민관광객이�함께�즐기는�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관광과

29.9

정조대왕�능행차�공동재현�사업 32.0

쉽고�편리한문화재�관람환경�개선
수원화성사업소

10.5

한옥마을조성계획 287.7

녹색건축물�지원사업 수원시�건축과 42.0

관광특구�내�위생업소�활성화 수원시�위생정책과 0.4

빈집�실태조사�및�정비�지원계획수립 수원시�건축과 5.0

한옥�자재은행�조성 수원화성사업소 8.0

민간사업 억원(65.0 ) 매향동�공영주차장�복합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65.0

F$ '()$-./$W)XY$^_`$EZ$<=5 R:�;$

\]$ '()$-./$W)XY$^_`��y 2$ s$>f0º1



D"[U"D

g;8i2a,/"w�"qr"P";x"��"UR"

'(`_$?`X,�$[ÀEZ$01$

�I" d"l³�"5q8iõ�"3+"i/Ô" !�, !d"q/9"\Rí�� Kí\V Þ KO ä

a¡³H" !d"¨¼ÐÑÀ i//�Ô" 5´:1"õ1ô3t"WC=".Kíãù R" Kã

�·Ò=¯ 5´"¢?ý¦´~"nÒ�ò=>"&â�B"a��."uVÐ·"ß"US

«"$ÍB"Gv9"w·Â�¾"ÐÑÀ .�"i/"q/"ô_$0" i//gBR" å

x ´\9"��" !âX" !:1"i/¹+�";x=>" H"¹+."Kãí\ Kãíã Kè"

�^ÐÑ_ !&"ìtQ0"¹+ �""�^=>"$"Gvd"ty¾"¹+ß"KããS ⋅

Ö"i/Ô" !"õW�U"5q8iõ�=>"0bÐ�$"«"t�²"0�çµKããí

ÀR

!âX�"8ibNg"�";x9"��"3+i/"¢+1� Û3� ÛUSSV Þ ß" ß"

#� I÷�"0B"8ib"Ng9"�"³_"¶=é"ÂÃd�"klN"Û3�ß" ä ñ

1�"¢+."3+i/"q/"�aB"Gv-"ty¾"¹+"¨6ÐÑÀR"

'(`_$9,Á&��>1$ �1$

3+a�" !" #"klN"^��9"¸An"i//�"¢&²"3+i/"1USS[ ù

N�<qrNg=>"¤�³|À .�" !"3+i/."õW�U"5q8iR" Kããí

õ�=>"0\Ð�$"I´Q0"2a"w�~"g; 8i2a",/9"<�"¤�ñ

ÐÑÀ 1N�<qrNgB"�QÔ"»" ø /Ó�Q" ø /Ü"R" UßUVS Þ KßKãU ß"b b

ø =>" B"? Z"¢£z1g-"�,>"±n=>" B"¢£KßSVO ä \\RUY K UùRVYb

�x1g."�¸³_"¶À fq�B"m2�"1Im2~"!8m2>"¯z�·R" ß"

t1B"�i�"{\d"e°"1I³�"5âm2d"H.t"¶À !8m2�"\ R"

i/ÓB"? Z"¢£z1g Cz1g-"¢£�x1gB"fqX�"8m³K ß"

�"m2"±"g;Q"*w9"Æ�³_"z�B")*-"â[³1"|�"a�9"!

ùä 3+i/"1N�<qr"3£�*"USUS" Þ äß"USUSß"BBR"ãVÊã\



D"[["D

8³_"¶À fq�"8m´CB"Â_"î.�" .³>"8ib3+i/R" KO�" Þ ß"

3+¡(���*"8m´C9"Qm³H"/�"Óâ~"Üâd"e°"Àaé mä ß"

21N*w1N _21N~"±¹ë"*®d�"ýiÖ"�?²"QmnÀÞ ß" ä R"

34$ '(`_$»C=W$��W$A$ÂH$��5 R:V;$

\]$ '(`_$9,Á&��$'� jÃy 2$>f>f$ y 1s$>f>f1

cÄÅ®$deÆÇ,�$A$cÄÅ®9�$9[R1$

!"3+a�"klN"^��"ÓB"X��0"I÷� Õ��"¢+"USK[ ß" Kù\ßVã\"

9" 3+an}1+,¨"? , d"e°"n}#Ç"��fqNg"P"n}Kíb å è

#Ç1g=>"1�¿À .�"1N�<qrNg"Ó"n}B"ô�-"Çç9"�R"

�"3+i/B"�{/9"¸£³_l"1�ÐÑÀ ��fqNg"Ó"�¨Qm"R"

t`n"n}Ô"fq�"î. f~� ,*"0-"w�n"�?²"¨i³H"Qmß" ß"

I"3"¶=é n}9"fqÕq jq³¯"3]I"a"ô,�"1+T<²"ß" Þ ñ ä

¸&³H"�|"n}B"h/i²"õ2³_l"³|ÀR"



D"[V"D

지정구분 건축연면적

보조금액

신개축·

공사비용 내[ 50% ]

수선 리모델링( )

공사비용[ 50%]

외관내부�수선·

공사비용범위내[ ]

한옥촉진

지역�내

미만70㎡� 80,000 60,000

30,000
이상� 미만70 ~� 90㎡� ㎡� 95,000 70,000

이상� 미만91 ~110㎡� ㎡� 120,000 90,000

이상110㎡�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80,000 6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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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상위지표 세부지표 A7) B8) C9)

D

10)

E

11)

F

12)

G

13)

H

14)

선

정

물

리�

환

경

측

면

주거�및�

생활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정비 ● ● ● ● ●

노후건축물�및�시설물의�개보수· ● ● ● ● ● ● ● ○

건축물의� 규모 높이 간판�형태� 구성등� 경관에�,� ,�

관한�규정
● ● ○

삶의�질�

향상

공공공간�및�편의시설의�질�개선�및�확충 ● ● ○

재난방재방범화재�및�안전시설확보· · · ● ● ●

녹지 공원 광장�조성⋅ ⋅ ● ● ●

효율적�

보행접근�및�

교통시설

보행환경�개선을�통한�보행자�접근성�강화 ● ● ● ● ○

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구축�및�시설확충 ● ● ● ●

주차환경�개선 ● ● ○

기능�및�

공간연계
관련기능�및�공간의�연계 ● ●

산

업

경

제

지역�산업�

개발

역사문화기반�소득컨텐츠�개발 ● ●

역사문화기반�주민주도산업�및�사회적기업�육성 ● ●

일자리�창출 지역�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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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면

카페 바 음식점�등�새로운�상업�업종�확충,� ,� ● ● ○

경제�부흥

지역경제�활성화 ● ● ● ○

지역시장�및�상가�환경�개선 ●

관광객유입인구 증가( )� ● ○

지가�상승 ● ● ○

균형개발 복합용도개발�활성화 ● ●

사

회�

문

화

측

면

역사문화자

원의�

보존�및�

활용

도심공간의�역사문화자원�복원· ● ● ○

자원�자료�구축�및�운영�관리체계�마련 ● ●

기존의�도시조직�특성�반영

역사문화�테마�거리특화거리�조성· ● ●

전통적�포장재료와�디자인을�통한�가로경관�조성 ●

역사문화시설�정비�및�확충 ● ● ●

축제�및�이벤트�개발운영 ● ● ● ● ● ○

지역�정체성�

강화

마케팅�및�브랜드�전략�지원 ● ● ● ● ●

지역문화의�차별성�확보 ● ● ● ● ○

장소�및�지역�애착�강화 ● ○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공동체�참여�기구�지원 ● ●

지역이해당사자의�참여�증가 ● ● ● ●

주민교육�및�훈련�활동�지원 ● ● ●

지역�공동체�형성 ● ● ○

행정적�

정책제도( · )�

부문

도시재생지원�및�법제도�확립 ● ● ● ●

행정조직�및�민관협력�지원기구�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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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상위지표 세부지표

물

리

환

경

주거�및�생활환경�개선
주택환경�개선

지역환경�개선

삶의�질�향상 공공공간�및�편의시설�조성 광장 공원 화장실� 등( ,� ,� )�

효율적�보행접근� 및� 교통시설�
보행�환경�조성

주차환경�개선

산

업

경

제

경제�부흥

상업�활성화�체감도

관광객 유입인구 의�증가( )

집값� 및�임대료�상승� 체감도

일자리�창출
지역�일자리�창출�및�고용�효과

새로운�상권�업종�증가 카페 음식점� 등( ,� )

사

회�

문

화

역사문화자원의�보존� 및�활용
역사문화자원의�복원 보존 및�활용�정도( )�

축제�및�이벤트� 다양성

지역�정체성�강화
지역�차별성�확보�정도

지역�애착 자긍심 정도( )�

주민�공동체�지원� 주민�공동체�활성화�정도

F$ ±¾$Ï²j'$W\5 R: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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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항목

측정�척도 문항�수
주민 방문객

응답자�속성

성별� 성별�

명목척도 문항6

연령 연령

직업� � 직업�

거주 영업 기간( ) 방문횟수

소유형태 방문목적

거주 영업 지역( ) 거주지로

도시재생

사업�

세부요소�

및�전체�

만족도

물리�

환경적�

측면

주택환경�개선

점�5

리커트�

척도

문항16

지역환경�개선

공공공간�및�편의시설�조성

보행�환경�조성

주차환경�개선

산업

경제적�

측면

상업�활성화�체감도

관광객 유입인구 의�증가( )

집값� 및� 임대료�상승� 체감도

지역�일자리�창출�및� 고용�효과

새로운�상권�업종�증가 카페 음식점� 등( ,� )

사회�

문화적�

측면

역사문화자원의�복원 보존 정도( )�

축제�및� 이벤트� 다양성

지역�차별성�확보�정도

지역�애착 자긍심 정도( )�

주민�공동체�활성화�정도

종합

일반적�특성
행궁동의�대표적인�특징

명목척도 문항2
행궁동이�발전하기�위한�개선사항

F$ Q?ÊÐ$,_5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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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 세부용도

자동차�관련�시설군1.�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의�시설군�2.�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 ,� ,�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전기통신시설군3.�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및�집회시설군�4.�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영업시설군5.�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교육� 및�복지시설군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

근린생활시설군7.� 제 종�근린생활시설 제 종�근린생활시설�1 ,� 2

주거업무시설군�8.�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및�군사시설�,� ,� ,�

그�밖의�시설군�9.� 동물�및�식물관련�시설

F$ ÆÇL a$ÒÓ$ÆÇ�$=W$,Ï5 V:0;Ô Õ

대분류 소분류

주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

카페 카페 베이커리�및�디저트,�

음식점 음식점 주점,�

소매점 공방 옷가게� 및�잡화 꽃 서점 마트 기타�판매시설� �,� ,� ,� ,� ,�

전통문화�관련�업종 전통찻집 한복가게 국악사�등,� ,�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호텔 여관 모텔,� ,� ,�

종교시설 점집 교회 불교,� ,�

생활�서비스
경로당 약국 의원 금융 미용 세탁소 학원 교육 동사무소 녹지� 및�,� ,� ,� ,� ,� ,� ( ),� ,�

공원 도서관,�

업무시설 사무소 부동산,�

여가�및�휴식 미술관 전시관 포토�스튜디오�등,� ,�

기타 공실 공사중 주차장,� ,�

F$ 789$ÆÇ�$Z¾$7ÏÑ$A$�ÏÑ5 V:>;$



D"V["D

ÆÇ�$Z¾$ÏÖ$B >1$

�3"´Cd"ef"xZ�"�¸"��Ô" «¬" -"}À ,}¦-"Á��"° VDK± R"

>>" j j >"»" ¼B"fq�"±"tI"½."H1¿=é z\O ÞUSYäß"\K ÞKOYä ùíS ß"

1"Óâ:1"�_�"�¸³_"¶À fq�&IB"��;¿À-">Ã�d"R"

ea�" !".�",}¦-"Á�t"½L2>"vt³|À vu¦Ô" jUSKO R" \\

>"´îd"¶Ñ¶"fý}-"�ua�.¯"'c¹"�ua�"Üd"�t¾"ÞKãYä

P"Pi"�ua�."½v³|À _n �� $¦"0"´îd"gÑ¶"xZ."R" ß" ß"

 �¾"¯û¯_"¶=é wð�"vt>"´î"t>�d"¶¶"\û"Üd"ù�ß"

H.I"/B¦."��d"È¦³|À ´îB"¼W�R" K\äd�"�±Ð·¶¶"¼

WR"_n"Õ�� I÷�"1g=>"vt³_"¶�"ì5.À ��8i"w�"R"⋅

xZ"a�>�"¼¼n}d"È¦"Ö"n¹"t¾~"��H~"�9"�u³�"��

 �."z1"Ó>"�¸³_"¶=¯ >""�Ô"î1"|µÀ Ht"P"Ýß"\Y R"

}"a�>�" !"3+a£�_w."jw³|_ !".�>"¸p"�¡USK\ ß"USUS

Vt"xZ."½v³_"¶À �öa�Ô"´îd"¶¶"G¢"P"Hw"Üd"wðR"

�9"<n"¾�û³®�t"�¸³_"¶=é z>"n}=>"Õqn"fq�9"ß"

w`I"3"¶ÑÀ Z(a�Ô"&¢"(�" j²"?Ün"À3B"¦�."z1"R" U

Ód"�¸³_"¶=¯"&�1"ÓB"xZ"�i>"-ôÀ"½.";°1_"¶Ñ

À \19=>"´îB"xZd$"Àf"xZ=>"�G£Õ"¼;"±0"fq�-"R"

q¥."¨6Ð·"¼;²"Ç^I"fq�" jt"¶ÀK\ R"""

K\ä !"i/^�d$"kl8d".a�"^�>²"4\ì·"]_"¡tR9"<n"¼W�>"�i"USKU � �



D"VV"D

34$ ÆÇ�$Z¾e$ÏÖ$B  ×$ Ø Ø5 V:0;$$ y>f>0 � s$º 1$

대분류 개수 개( ) 비율(%)

카페 51 18

음식점 58 20

소매점 55 19

전통문화�관련�업종 13 5

숙박시설 11 4

종교시설 21 7

생활�서비스 28 10

업무시설 26 9

여가�및�휴식 5 2

기타 15 5

총계 670 100

F$ Z¾e$ÙÖ$h'$A$ÀÚ5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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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거 개( ) 비율(%) 비주거 개( ) 비율(%) 총�합계

2012 485 72 189 28

개670

(100%)

2015 479 71 191 29

2018 453 68 217 32

2021 387 58 28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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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건축물 용도 현황a.2012 년 건축물 용도 현황b.2015

년 건축물 용도 현황c.2018 년 건축물 용도 현황d.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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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 s=>" !"&"" !" Åv³|ÀUSK[ \KS USKã VVK USK[ USKã K[R\Y" 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전체산업
사업체수 6,894 6,993 7,377 7543 8080 7811 7879 7424 7741 8051 16.8

종사자수 2,397�2,486�2,611�2631� 2619� 2580� 2549� 2534� 2523� 2580� 7.6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1072� 1102� 1129� 1131 1110 1096 1079 1066� 1053� 1045� -2.5

종사자수 2365 2514 2515 2411 2338 2187 2198 2128 2085 2115 -10.6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436� 441� 474� 486� 488� 494� 492� 517� 545� 598� 37.2

종사자수 974 1001 1076 1140 1230 1214 1214 1156 1342 1566 60.8

숙박� 및�

음식점업

대표자�

연령대별

종사자수

세�이하29 - - - 30 51 46 100 96 85 97 223.3

세30� ~� 39 - - - 115 148 137 154 141 236 304 164.3

세40� ~� 49 - - - 274 273 304 327 303 362 371 35.4

세50� ~� 59 - - - 510 488 412 374 391 366 441 -13.5

세�이상60 - - - 211 270 315 259 225 293 353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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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번 구분 성별 연령

전문가

P1 생태교통추진단장前 남 대70

P2 행궁동�현장지원센터�센터장 남 대60

P3 화성사업소�공무원 여 -

P4 수원시정연구원�연구원 남 대40

주민

P5 행궁동�상인회장 여 대50

P6 행궁동� 주민자치협의회�회장前 남 대70

P7 행궁�문화거리�상인회�회장 남 대70

P8 행궁동� 통장前 남 대70

P9 부동산�관계자 여 대50

P10 거주민 여 대20

P11 거주민 행궁마을관리협동조합( ) 여 대60

P12 거주민 행궁마을관리협동조합( ) 여 대60

P13 거주민前 남 대70

P14 마트� 상인 남 대60

방문객

P15 방문객 남 대30

P16 방문객 여 대30

P17 방문객 여 대20

P18 방문객 여 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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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â�Q0"ÈI9"¯ûóÀ«¬ _n"wð�9"ôÀ"tÞ VDKSäR"

Í"ÉJ²"3"¶�")*9",/³´"<n"�öxvB"â�2"z���-"W8

���B"��2²"Ê·ËÁ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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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íî$ïð$y >f>0g00g0Rg1

;a�"�R.".?"“ v, -.´ zH"8?>"ØR·³aß" ß" «Í$"uR"

Ìd�"4�û>"÷"t�";êRÔ"lM�Í¾"u¡�"z1g.¶"Õ��"

]*2$w"z1g=>"½.".;"tu �&Q=>"�xit"½."÷"Ö"R"

Ü�"�=> �8tR”"°õUD ±

“�öa�."g·u ³�"¦ÑÀ"t_"¬·2"¦ÑÀ"9"3"g�"�.dR"

u z�R”"°õíD ±

dÔ.t"½."t5:"\9."d·1_ Ît"h/iÖ"´�.du“ R" R”"
z�°õKUD ±

^��Ô"“ 3+d"¶�"Àf"�x1gôÀ"Û�t"½4$"lz"~uR"

,}¦.¶"Á�2"½_ W8�R”"°õKùD ±



D"\O"D

�x"h/id"c�Q0"stt"¶Ñ¶"£� â��"�Ý=>"�8t��ß"

-"z���Ô"Ïû�ÐÞ.Ñd"&n"®F²"¯ûóÀ �= ^��"Ó"¼�R" ß"

d"&n"uÈD."î4"¼�Ô"Åv³�"ì5.Ñ=¯"1t"�Ý=>"Üâ0

d¾"f�9"u2³�";¨t"vt³�$"´î"z�B".2"��."tLi

Ð_"¶À z���"±"�0�"wqld"ea�"�0B" .�9"Üâ0."R" [SY"

H1³�"{=>"¯û=À .d"&�"�8t�"Ú&6"�µ"0"¼¼"gIB"R"

±u/9"Ò½³|ÀR

1�"Æ�"¯t�";êÔ"Æ�"¯t_ $%d$" >"R·t�";êR“ ß"

."�";$"¶·u ¤Ò".aÔ"�ln";êR."$" 1t"�Ý³5:"R" R"

�M="#5"Ó°t_ 2at"É�³�·"â¡m2"¶´2"³1�"R" p1z¯"

f�z"ÈId$�"3a2"½."c´_ »�."¶�"{"}4u ^��Ô"�ß" R"

{Q=>"x«..ÃÔÕ4u �8tR”"°õKD ±

.?""“ Ïû�ÐÞ.Ñ2"Ö�."×u *��¥"}Ô"�e� z�R" R”"°õ\D ±

1�"ô�"̂ ��."?z2i"Ð_"¶·u Ø"«»t"³�"1�"û1g“ R" ß"

$%d"¶�"dÔ.R."Á�¯",}¦"nÀ_"^��d"�9";_"¶·uR"

�2t"1�"Ü10.du[SY" z�R”"°õíD ±

1�"^��."Ùr..�t"ÐF_"³�"-2´0"{"}4u“ R"¼�."

g·u 5ÈlR."À"¶_" >"R·t�"C""±.¯"0{�·>"�I"R"

±.du z�R”"°õãD ±

.£+$/\>1$

2abc;xB" ¡=>"#@Ö"¢l��"Ö¾"2abc1+"¢l�~";

�Q"´x H�,["0B";�Q"*?"¢l�"«�_"B!#x=>"¯Ú"3"ß"

¶À÷�Ç"Ü �8t"0X�"¤-"�b"^��Ô"2abc"\±�;Þ ß"USKãäR"

x=>"3+»,H�,[ \9w�";�QH�,[ Û3�"BÛ¼W 2¨·ß" ß" ß"

�."¡Ô2$w"»" jB"z�z2"P z{²"¢/¿À «Á¯"P z{²"V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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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0"z�vÜÔ"4&"#@Ð1"|µ=é z�B"�?Q0";x"P"ß"

* "\0Ã"â�=>"¼¼B"1LQ0"1+."]un"{=>"¯û=ÀR"

“±|1+,&-"z�R."}."´x9"�R·$";x{"P I"�ZB"
a|-"]�."]u�u ¢l�"#@Ô"3a."¯Ï"¢l�t"#@Ð�"R"

Õ4u «»·"4&"3a."g=5: 3a."̄ �"́ |d"&n"a|."]uR" ß"

³À". �8tR”"°õUD ±

�$";x{"P"Z;l"3"�i²"¤¥$"{e�"ÂÃ" !";."dÔ"B![

�B"Á�"P",}¦"#x."vtn"{=>"¯û=À �?"´î"�0"R" [SYß"

!"�"R·º"�0" ÂÃ"R·º"�0" >"�0�t"N/Ð_"¶=KS VSYß" [SY

é ´î�0-"B!�"�1"|B"xZ"±¹=>"0n"\`Ô"��³|À Bß" R"

!#x";x{�"&â�"u}x ¼W"0=>"W8�"3ud"/Ý³H"¯û=ß"

=é .RÔ"j0";x{B"ÝÞÃ"P"ù�H.Ii²"��";x9"�ß¯tß"

_"¶ÑÀ W8���Ô".Án"û�Vn"Á�"P",}¦9"W8I"3"¶·"R"

��2t"îµ=é z���Ô"´îd"½."¢/Ð·"¶¶"¦�R."�xaß"

�>"�)Ð�$"1g".�1t"j]Ð·"��2t"îµÀR"

´î"z�RÔ"´îd"¶¶"t¾R"<z>"tu“ R"t=F"dÔ"wð�R

."�W";êR."lz"t¶"�9"t$"ÿ"�Ð´2"³_ «Í$"�1Ô"¹R"

àÐ1"|4uR t=F"́ î"�0R."¯.t"R_"ØÃ5:"´î"�t²"d"

Ô";êRn{"Ú&z_"4�û"t$"¤¯"³_"¶·uR"�1"5&t"�{

Q=>"Tá_"¶·uR �8t”"°õUD ±

t=F"H´$"�19"Ç^³�"dÔ";êR."“ lÕB"ù�H.I²"�

R_"¶·uR” z�"°õ\D ±

“ÂÃd"^��d"dÔ";IâR."½."ôHu ãn"Á�¶",}¦."R"

½4$"·.û³Á"lz"Àä5À W8�R”"°õ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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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1gB"g;8il+9"´£=>"2abc;x-"wð1"h/i"

;x."Ç^Ð_"¶À .d"e°";� 8iQ"��d�" g;8il+B"ôR" ‘⋅

î"P"hm 1g".�1"ýi z�"¼�{"1+ ��d$"�:9"Ç^³’ß"‘ ’ß"‘ ’"

|ÀR"

�E?`£(S$ß0$A$^=01$

^��Ô"À»n";x9"��"g;8il+B"ôî-"hmd"ñó9"´%.

_"¶=é".d"&n"��2�"�8t z� W8���"G�"îµÀ �=R" ß"⋅ ⋅

ÂÃ:1"¹+";x."Ç^Ð_"¶�"i//�"¹+Ô"^��B"ÝÞå-"\

æ,"uv>"½Ô"hm."ÐÑÀ �8t"0X�"¤-"/�.";°Ç"l�dR"

�".�"¢£"f�-"2>a�"0."l�³_"¶·"±I´Q=>"z�R-"[

B¦9"�_ g;8il+-"z�."AÎ"�cI"3"¶�"W÷9"Gq³é"ß"

;x9"Ç^³_"¶Ñ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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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íî$ïðy s$>f>fgf�g>ºg1

/�Ô"¿´"üJ"ç4u“ R"̂ ��"&â�B"g;8il+."/�9"à�"

À"9"3"¶_ z�R”"°õK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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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9"?¢"ç4³�·"“ ß";�"2nd$"«»"�9"*gI"3"¶

�"�Ô"½1"|Õ4u 3+0=>$"lân9"t1_"¶·uR" èd"ÔÔn"R"

,s."¶�""ô�"üJ"]ªu W8�R”"°õKùD ±

!"n}#Ç1g=>"1�Ö".�"ÕqÐ·1_"¶�"¼¼n}-"�|USK[

n}d�"z� W8���"Ó"MX&�"0}"H.t"¶ÑÀ 2n"L"n}."R"⋅

��9"�"¤FÓ_ _Ién"áê9"CÀ�" &".�"z���-"l�ß" \S ß"US

&B"z���-"W8���Ô"Àv"0<Q._ �R·ë"��"}À�"[S ß"⋅

â�Q0"stt"¶ÑÀ _n"^��"ÓB"�i� QB"�G"0"ìÞVDKKäR" ß"

¥-"�G¥-"w��$�"g;2nB"�/-"Iv/d"&n"Mqt"½."â

�n"{=>"¯û=ÀR"

-./$1cÄ$B {g 2"cÄ�$!!cÄ$ýþ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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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íî$ïðy s$>f>0g00g>�g1

^��."�Fn}\9e�"n}\9"íîÔ"45Ñ�· ¯ï¾"c>“ ß"

³1�"|1�"Ô"ð�gÀ °_"c>×uñ" R"Ît"0<Q.°_"I:u R…
òit"«FÇ"«¬"�GÔ"ôÇ"¿�·ß"g;~"MqÐÑ�1�"GaÈ

·uR z�”""°õK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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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ô�"“ �R·ë"��"}4u 2a"áê."Ô"ÿ"ýn"{"}4$"R"

���ÁP"T<t"n�Q.du W8�R”""°õK\D ±"

\19=>"^��B"g;8il+9"hm³H"3+at"zw³�"À»n"

q?"P".`û~"w�n";xd�"�8t z� W8���"G�"&{Q=⋅ ⋅

>"��2t"îµÀ �= W8���Ô"ð("p3¼+ 3+g 0q�"0"´R" ß" ß" ß"

î"3+a"�x1g"&""À»n"�¥"�~"Û�²"�9"3"¶·"��2

t"îµÀR"

>1$지역�이미지�강화

2n"L"g;8il+-"©Ô"fq� À»n"Á�"P",}¦"0=>"��ß"

-"�&t"ó[Ö" >P"Iv/."¢/ÐÑÀ g;8il+B"¹+-"8iR"

a�"¸¹";xd"&³H"5"��"G�"c�Q.Ñ=¯ ¢â"z���Ô"�ß"

�Q"a�"<zB"j];xd"â�Q0"st²"¿À �= {g ��-"0"R" ß" ß"

1gd"&'Q0"vÜ9"#@³�"^���B"ôõöt"â�n"{d"&�"z

���-"W8���"G�"!�;¿9"¯ûóÀ _n ½Ln"�xi>"¢âR" ß"

z���d$�"^��B"�{/"�Ød"&n"®FB"Gv�2"¶ÑÀ .d"R"

e°"�8t�"^��B"�/9"¤�_"À»n"h�."¢·º"3"¶�"Iv>

$"1g"H�/9"<n"z�B"ñó-"¼¼B"1+."]u³À_"�³|ÀR"

�zn}\9"}Ô"·�"“ {gI"3"¶�"¦¼|.°2"¶�· H´�"ß"

�"gÿ°_u z�R”"°õ\D ±

\9"/Ä2"üJ"�a¾"Tá�"{"}_ ½."÷û:^u“ ß" R"]�B"�<

´t"½.";°1_"¶·$"÷�´2"³_R  >P"{R."½."R·~$"Ó""

_¡9"w·Â�"áê.du z�R”"°õKSD ±

*z�" *zø }Ô"*z�B"��-9"uÌáê=>"��"�0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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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õK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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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ô5:"ù!ù!n"ì"�G¥2"½_ ìnB"�2"¶_“ ß"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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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ç4u z�”"°õK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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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õKíD ±



D"ùV"D

�2$!/�$9(>1$

´î"z���Ô"1gd"&n"@A."îÔ"£� f�"uÈ-"B!#x=" ß"

>" �¾"õÈÖ"Üâ0Ô"�&Q=>"1gd"&n"@An."©µÀ .Án"R"

©Ô"@AnÔ"´î"z�-"Üâ0-B"90=>2".·Ò=é z�R|B"ß"

¼�{²"<n"¤Ló"â�=>2"¯û=À _n"´î"z�-"Üâ0"|B"R"

Wû^Ö"ga"â�n"{=>"¯û¯"I´Q=>"z�-"Üâ0"|"(3I"3"

¶�"a�É."]un"{=>",;ÐÑÀR"""

´$Q=>"z0."&'"I;²"³1"|_ ;ê9"�_"³�"I;°"�“ ß"

Wd"wn."g·uR"¼�{d"wn."g�"1 «Á5:"®�t"�0�°"R"

Ît²"}."³l_"³¯"�l9"�zF_"�2"wn."g·u z�R”"°õ\D ±

“.?"5&({t".�·UÏ"ÖÀ_"c>³_"¶·uR N2nd�"¯.""

½Ô"Õ"�R."½Õ4u «Í$"«»"dÔ";êR."R·t�"{d"&�$"R"

C"²"³_"¶·u z�R”"°õùD ±



D"ù\"D

? L"�¦Q"MNWXd"ef"0}"�:"[

��lB"0N�q'Q"�/KR"

�2JÁ$O,¶��#$d301$

$"MNB"z�"�:&�l" sd"&n"L/Ô" §" -"}À �:&�[K ° VDí± R"

l"±"H/"�Ô" >"Û/ ôÀ"îµ=é MX&�" &".�íVRUY ÞU\ROYä ß" ùS

& & & & è=>"¯û=ÀÞVKRãYäß"\S ÞKãRVYäß"US ÞKùRKYäß"[S ÞKURãYäß"VS ÞãRíYä" R"ùS

&".�B"��lt"tI"½Ô"{Ô"_X0Nt"½Ô"^��B"z"MX""

�-""¨¿À ��lB"&xÔ"l xB""�." >"tI"îµ=é zR" \KRùY ß"

â" $"�&"P"´û" �;+" >"¯û=À z"P" x"´U\ROYß" ãRíYß" [RUY R"

|Ô" !".�""�." >"tI"îµ=é ! !"P" ! !"[S UãRSY ß"K Ê\ \ ÊKS UURùYß"K

!"��"P" ! !" è=>"¯û=À võ¢ød"¶·"lt�"KS Ê[S KURãY" R" [UR[Yß"

�5" #5" >"#5""�."tI"îµ=é z"P" x1gÔ"�KURãYß" \VROY ß"

3� Õ�� I÷� Û3� Û#� u¡� kl>" tÞUùYäß" ÞU[Yäß" ÞKãYäß" ß" ÞK[Yäß" ß" K

t t è=>" jB"X��"±" jB"X��"z�."��³|À«U [ Þ[Yä" KU í Þ⋅ ⋅

¬VDOäR

34$ Û�$A$ðZ$9�5 V:0R;$



D"ùù"D

응답자�특성 빈도 명( ) "�ÞYä

성별
여자

남자

23

8

íVRU

U\RO

연령대

대20

대30

대40

대50

대�이상60

5

4

3

6

13

KùRK

KURã

ãRí

KãRV

VKRã

직업

자영업

서비스직

회사원

학생

주부

기타

16

3

1

0

8

3

\KRù

ãRí

[RU

S

U\RO

ãRí

거주�및�영업�기간

년�미만1

년 년1 ~5

년 년5 ~10

년 년10 ~30

년�이상30

4

7

7

4

9

12.9

22.6

22.6

12.9

29.0

소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10

4

17

32.3

12.9

54.8

계 31 100.0

F$ �2JÁ$45£$6_5 V:�;$

K?ãJÁ$O,¶��#$d3>1$

$"MNB"W8�"�:"&�l" sd"&n"L/Ô" §" -"}À �:"\U ° VDO± R"

&�l"±"H/""�Ô" >"Û/ ôÀ"îµ=é MX&�" &íVRUY ÞU\ROYä ß" US

& &".� & & è=>"¯û=ÀÞ\[ROYäß"[S ÞUOROYäß"ùS ÞãRùYäß"VS Þ\ROYäß"\S ÞKRãYä" R"

��lB"&xÔ"�;+B""�." >"tI"îµ=é 'c" l x"VVRUY ß" KíR[Yß"

P"zâ" ´û" >"¯û=À W8"GQÔ"Á�"P"}�".m""�."KKR\Yß" \Rí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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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îµ=é �µ" q?"P"ù>«;"dH" �_"�a"\íRíY ß" UKRUYß" ãRùYß"

P"8iwê-"´ût" >"¯û=À z1�"3+a" «"Ü"\ROY R" ù\RVYß" [VRùY

>"¯û==é"«"Ü"z1�"$% ø÷ t� i/ m0"0=>"¯û=Àß" ß" ß" ß" R

응답자�특성 빈도 명( ) 비율(%)

성별
여자

남자

35

17

67.3

32.7

연령대

대20

대30

대40

대50

대�이상60

28

15

3

1

5

53.8

28.8

5.8

1.9

9.6

직업

자영업

서비스직

회사원

학생

주부

기타

6

4

23

9

6

3

11.5

7.7

44.2

17.3

11.5

5.7

방문�횟수

일에�한번2~3

주� 회1 1

월� 회1

월� 회2~3

년� 회1 2~3

2

7

13

13

17

3.8

13.5

25.0

25.0

32.7

방문목적

카페� 및�식당�이용�

미술� 전시�및�문화관람

축제�및�프로그램�참여

산책

기타

30

3

5

11

3

57.7

5.8

9.6

21.2

5.8

거주지
수원시

기타

34

18

65.4

34.6

계 52 100.0

F$ K?ãJÁ$45£$6_5 V: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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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도시재생사업�세부요소�및�전체�만족도

0.821

방문객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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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지표

평균순위 순위합

z
유의

확률주민
방문

객
주민 방문객

물

리�

환

경

적�

측

면

1 주택환경�개선 2.97 3.23 1178.5 2307.5 -1.214 0.225

2 지역환경�개선 3.52 3.6 1241.5 2244.5 -0.617 0.537

3 공공공간�및�편의시설�조성 3.45 3.63 1188.5 2297.5 -1.137 0.256

4 보행�환경�조성 3.52 3.65 1200 2286 -1.003 0.316

5 주차환경�개선 1.74 2.56 965 2521 -3.326 0.001***

산

업

경

제

적�

측

면

6 상업�활성화�체감도 3.42 3.6 1178.5 2307.5 -1.239 0.215

7 관광객유입인구의�증가( ) 3.29 3.9 997.5 2488.5 -3.009 0.003**

8 집값�및�임대료�상승�체감도 2.52 2.96 1123 2363 -1.829 0.067*

9
지역�일자리�창출�및�고용�

효과
3.29 3.33 1320 2166 -0.188 0.851

10 새로운�상업�업종�증가 3.42 3.79 1147.5 2338.5 -1.517 0.129

사

회�

문

화

적�

측

면

11
역사문화자원의�복원보존( )�

및�활용�정도
3.77 3.67 1330 2156 -0.287 0.774

12 축제�및�이벤트�다양성 3.32 3.52 1204 2282 -0.961 0.336

13 지역�차별성�확보�정도 3.1 3.56 1083.5 2402.5 -2.138 0.033**

14 지역�애착자긍심 정도( )� 3.9 3.73 1350.5 2135.5 -0.477 0.633

15 주민�공동체�활성화�정도 2.61 3.12 1066 2420 -2.359 0.018**

16 종합 3.13 3.75 982 2504 -3.198 0.001***

F$ 9:¬$;&¿$<[$Ï²$8�$5 V:0f;$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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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지표

주민 방문객

Estima

te

Std.�

Error
Sig.

Odds�

ratio

Estima

te

Std.�

Error
Sig.

Odds�

ratio

물

리�

환

경

적�

측

면

1 주택환경�개선 0.135 0.594 0.82 1.144 -0.68 1.15 0.554 0.214

2 지역환경�개선 1.616 0.933 0.083* 5.032 -0.62 1.103 0.574 0.209

0.45 3.849 1.525 0.012** 6030.2433
공공공간�및�

편의시설�조성
-0.799 0.656 0.224

3.2350.744 0.57 0.876 0.515-0.295 0.708 0.6774 보행�환경�조성

0.0940.971 -0.838 1.004 0.404-0.03 0.56 0.9585 주차환경�개선

0.5791.635 -1.089 1.612 0.4990.491 0.888 0.58

산

업

경

제

적�

측

면

6
상업�활성화�

체감도

7
관광객유입인구( )

의�증가
0.299 1.065 0.779 1.348 -1.515 1.377 0.271 0.029

8
집값�및�임대료�

상승�체감도
-0.876 0.677 0.196 0.416 2.521 1.787 0.158 837.421

9
지역�일자리�창출�

및�고용�효과
-0.115 1.084 0.915 0.891 4.05 1.671 0.015** 3971.818

10
새로운�상업�업종�

증가
-0.655 0.849 0.441 0.52 -1.408 1.452 0.332 0.01

사

회�

문

화

적�

측

면

11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활용�정도&
-0.684 0.97 0.481 0.505 3.05 1.828 0.095* 262.435

0.2761.073 -0.702 1.018 0.49112
축제�및�이벤트�

다양성
0.07 0.558 0.9

16.5870.145 1.382 1.183 0.24313
지역�차별성�확보�

정도
-1.931 0.851 0.023**

6.97412.325 0.839 1.129 0.4572.512 1.032 0.015**14
지역�애착자긍심( )�

정도

1232.90213.019 3.092 1.543 0.045**2.566 1.009 0.011**15
주민�공동체�

활성화�정도

종속변수� 전체�만족도:�

F$ ;á¤$ô9¬=$Ï²$8�5 V: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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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주민 방문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역사문화지⓵ 20 64.5 30 57.7

축제�및�이벤트⓶ 4 12.9 0 0

카페� 및�음식점⓷ 5 16.1 20 38.5

생태교통마을⓸ 1 3.2 1 1.9

전통시장⓹ 1 3.2 1 1.9

합계 31 100 52 100

F -./S$7F#O$d3a$7c$455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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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주민 방문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분별한�상업화�방지⓵ 6 10� 10 10�

주차�공간�확보⓶ 24 39� 39 38�

소음� 및�쓰레기�개선⓷ 13 21� 10 10�

축제�및�이벤트� 개발⓸ 5 8� 14 13�

전통적�경관�향상⓹ 2 3� 13 13�

관광문화시설�확충⓺ 1 2� 4 4�

낙후�건물�보수⓻ 2 3� 8 8�

생활�편의시설�확충⓼ 0 0� 4 4�

주민�공동체�활성화�⓽ 8 13� 0 0�

기타(� � � � � � � � � � � � � � )⓾ 1 2� 2 2�

62 100 104 100

F -./S$>�¦$&($hÈ(?@$EÊa$7c$455 V: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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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이대앞 패션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사례 분석 한국도시설계학, , . 
회지 도시설계, 9(4), 5-22.

" 정재경 이명훈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에서의 주민만족도에 미친 , (2020). 
영향 요인 비교 분석 연구 서울시 송정 동 성내 동 희망지사업지를 · - · 2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 21(1), 53-68

" 정진아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유럽 도시재생 사례연구 유럽문(2018). . ⋅
화예술학논집, 9(2), 121-140. 

" 장재일 오종열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문헌, (2014). 
적 고찰 부동산학보. , 57(-), 137-151.

" 정진아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유럽 도시재생 사례연구 유럽문(2018). . ⋅
화예술학논집, 9(2), 121-140. 

" 정현진 권영상 민간주도 집단화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노후산업단, (2018). 
지 재생사업의 효과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4(10), 131-142. 

" 조진희 김영 신재원 김정택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 설, , , (2018). 
정에 관한 연구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 . (
집), 16(4),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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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현 도시재생사업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전문(2019). - 
가와 지역주민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 33(1), 285-308. 

" 최성은 이희정 역사문화환경 보전계획에서의 거버넌스특성 규명과 , (2014). 
주체간 인식차이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 , 15(1), 201-220

" 한승혜 전미선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적 활성화에 어떠한 변, (2019). 
화를 야기하는가 창신 숭인 및 성수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 ･
23(2), 117-137.

" Spandou, M., Garcia, C., Macário, R (2010). Urban Revitalization and 
Transport: local factors and driving forces from a stakeholders view. 
Retrieved June 28, 2014 form
https://www.academia.edu/2591047/Urban_revitalization_andTransport_loca
l_factors_and_driving_forces_from_a_stakeholders_view

6,ßàá5 ;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방 향 수립 연구(2015). 「 」
" 권태목 변일용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 

울산발전연구원. 
" 민현석 오지연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정, (2019). . 

책리포트, -(289), 1-20. 
" 이태희 경기도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수원시(2018). . : SRI(

정연구원).
" 이성인 (2021).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지역변화 연구 경기도 수원. : SRI(

시정연구원).
" 최석환 조규만 수원시 구시가지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정책 대응, (2014). 

방안 경기도 수원시정연구원. : SRI( ).

EEHF5 ;

"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
" 수원문화재단 https://www.sw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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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도시재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주민 및 상인( )

다음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주요요소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 
사항에 체크 해주십시오( ) .√

위를 종합하면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행궁동에 진행된 도시재생에 대해 얼마나 , ■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⓵ 불만족⓶ 보통⓷ 만족⓸ 매우 만족⓹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본 연구는 행궁동 도시재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진단 및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 이.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연구실 : ∎
연구원 이성인: (2019-22031@sun.ac.kr)∎

구분 세부지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물리 

환경적 

측면

주택환경 개선
지역환경 개선
공공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광장 공원 화장실 등( , , ) 
보행 환경 조성
주차환경 개선

산업

경제적 

측면

상업 활성화 체감도
관광객 유입인구 의 증가( )
집값 및 임대료 상승 체감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효과
새로운 상권 업종 증가 카페 음식점 등( , )

사회 

문화적 

측면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보존 및 활용 정도( ) 
축제 및 이벤트 다양성
지역 차별성 확보 정도
지역 애착 자긍심 정도(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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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2■ 
지)

무분별한 상업화 방지⓵ 주차 공간 확보⓶ 소음 및 쓰레기 개선⓷

축제 및 이벤트 개발⓸ 전통적 경관 향상⓹ 관광문화시설 확충⓺

낙후 건물 보수⓻ 생활 편의시설 확충⓼ 주민공동체 활성화 ⓽

기타(              )⓾

현재 행궁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지화성 방화수류정 등( , )⓵ 축제 및 이벤트⓶ 카페 및 음식점⓷ 생태교통마을⓸

전통시장⓹ 기타(         )⓺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년 전과 비교 했을 시 귀하께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1 , ■ 
매출 및 수익은 증가하였습니까 감소하였습니까? ?

매우 감소함 ⓵ 대체로 감소함⓶ 비슷함⓷ 대체로 증가함⓸ 매우 증가함⓹

■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주십시오. ( ) .√   
  

성별 여자⓵ 남자⓶

연령대 대20⓵ 대30⓶ 대40⓷ 대50⓸ 대 이상60⓹

직업 자영업⓵ ⓶서비스직 회사원⓷ 학생⓸ 주부⓹ 기타⓺

거주 및 

영업기간
년 미만1⓵ 년 년1 ~5⓶ 년 년5 ~10⓷ 년 년10 ~30⓸ 년 이상30⓹

소유형태 자가⓵ 전세⓶ 월세⓷ 기타(         )⓸

거주 및 

영업지역

신풍동⓵ 장안동⓶ 매향동  ⓷ 북수동⓸ 남창동⓹ 남수동⓺

구천동⓻ 중동⓼ 영동⓽ 팔달로 가 가 가1 2 3⓾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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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도시재생 만족도 조사 설문지 방문객( )

다음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주요요소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 
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주십시오. ( ) .√

위를 종합하면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행궁동에 진행된 도시재생에 대해 얼마나 , ■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⓵ 불만족⓶ 보통⓷ 만족⓸ 매우 만족⓹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본 연구는 행궁동 도시재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진단 및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내. 

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연구실 : ∎
연구원 이성인: (2019-22031@sun.ac.kr)∎

구분 세부지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물리 

환경적 

측면

주택환경 개선

지역환경 개선

공공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광장 공원 화장실 등( , , ) 

보행 환경 조성

주차환경 개선

산업

경제적 

측면

상업 활성화 체감도

관광객 유입인구 의 증가( )

집값 및 임대료 상승 체감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효과

새로운 상권 업종 증가 카페 음식점 등( , )

사회 

문화적 

측면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보존 및 활용 정도( ) 

축제 및 이벤트 다양성

지역 차별성 확보 정도

지역 애착 자긍심 정도(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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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2■ 
지)

무분별한 상업화 방지⓵ 주차 공간 확보⓶ 소음 및 쓰레기 개선⓷

축제 및 이벤트 개발⓸ 전통적 경관 향상⓹ 관광문화시설 확충⓺

낙후 건물 보수⓻ 생활 편의시설 확충⓼ 주민공동체 활성화 ⓽

기타(                  )⓾

현재 행궁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지화성 방화수류정 등( , )⓵ 축제 및 이벤트⓶ 카페 및 음식점⓷ 생태교통마을⓸

전통시장⓹ 기타(         )⓺

■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주십시오. ( ) .√

성별 여자⓵ 남자⓶

연령대 대20⓵ 대30⓶ 대40⓷ 대50⓸ 대 이상60⓹

직업 자영업⓵ 서비스직⓶ 회사원⓷ 학생⓸ 주부⓹ 기타⓺

방문 
횟수

⓵ 일에 한번2~3  주 회1 1⓶ ⓷월 회1 월 회2~3⓸ ⓹년 회1 2~3

방문
목적

카페 및 식당 이용 ⓵ 미술 전시 및 문화관람⓶ 축제 및 프로그램 참여⓷

⓸산책 기타⓹

거주지 수원시⓵ 그 외(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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