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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과 도시의 미래

 낙후지역의 노후시설 재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활성화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
 공동화·슬럼화된 지역 건축물 및 기반 시설 리모델링
 기존 산업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복지·교육 인프라 정비 및 지역 커뮤니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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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주차, 버스, 전차 시스템
 자전거 대여 시스템과 스마트 가로등

 친환경 건축시설 리모델링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갖춘 친환경 빌딩

 시민 주도 재생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산업시설과 연계한
지역 상품 개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기반 사업 추진

 도시재생대학
 지역 문제를 발굴해 해결방안 모색하는 지역 전문가 양성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수행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복지·행정·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

 지역 브랜드화
 지역 브랜드 관리 및 홍보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
 지역 협업 파트너와 함께 신규 미디어, 자치회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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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발전 도모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혁신기술 기반의 교통 인프라 확충 (스페인 바르셀로나, 22@Barcelona 프로젝트)
 냉난방시설 및 조명 실시간 조정 등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빌딩 설립, 로컬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후거리 프로젝트’ 수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Ultrechtsestr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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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기업 중심 도심재생사업 (록본기힐즈 모리빌딩)
 지역 내 공원, 보도공간 등 공공공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익 창출 및 지역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 홍보, 브랜드 관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관리 부서 운영

 타운 매니지먼트 전략을 도시재생에 활용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명소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미국 뉴욕시 타운매
니지먼트 지구, 영국 에딘버러시 타운 매니지먼트 지구, 미국 브루클린시 타운매니지먼트 지구 등)
 서울시도 무교·다동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민간주도 도심관리(town management) 도입 발표(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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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활성화와 상업 활성화의 관계
 상업 활성화는 주거 활성화를 촉진하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효과가 적음 (Jacobus and Chapple, 2009)
 상업 시설 유치를 통한 원도심 재생 (Porter, 1995)

 상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사업 모델
 상업 모델 : 동네를 바꾸는 작은 가게 및 앵커스토어 (Anchor Store)
 사업성+공공성 모델: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도시재생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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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펜션, 한복대여점,
감성잡화점, 흑백사진관
등 아날로그 매력이
넘치는 ‘황리단길’

전주객사 1,2길을 따라
젊은이들의 아지트가 된
카페, 식당들이 늘어선
‘객리단길’

작고 소박한 100여채의
한옥마을에 카페, 식당,
빈티지 상점들이 들어선
아기자기한 골목길, ‘익선동’

1970년대에 온 듯한 이발소,
지물포, 슈퍼마켓, 간판 없는
식당 등 옛 추억이 가득한
‘망원동’

문화주택*들 사이사이 공방,
카페,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제 2의 가로수길로 기대되는
‘후암동’
*1920년대 지어진 일본인 집단 거주용 고급 서양식 주택

9

BC카드 연평균 이용금액 증감률 (2014~2016, %)
자료: 2015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KB지식비타민」, 이하 KB보고서)

“빠르게 성장하는 골목 상권”
상권 대분류별 평균 성장률(%)
상권
골목

평균성장률
15.3

정의
새롭게 활성화된 인근 근린상권*이나
기존 상권의 배후지역
(삼청동, 경리단길, 연남동 등)

중심

8.7

대로변

8.9

몰링

4.9

중심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심상권
(명동, 강남역,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주요 권역의 거점 상권
(청담, 노량진, 마포역 등)

대형 쇼핑몰 중심 상권

(삼성동, 영등포역, 동대문시장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카페, 레스토랑, 생활잡화점, 패션상가 등이 형성된 주거지 기반 생활상권

“소비가 위축된 대형 중심상권 및 몰링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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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의 지리적 확장
구분

확장 후

구간

이태원1동 – 한남 2동

이태원 1,2동, 용산2가동, 한남동, 후암동

구조

구릉지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골목형성

골목 사이사이를 따라 상권이 확장
되는 분산형 구조 형성

-외국인 중심 슈퍼마켓,
레스토랑, 바
-명품 이미테이션
-큰옷, 맞춤양복점

-패션, 음식중심 퀴논거리**
-70여 점포가 밀집된 앤틱가구거리
-이슬람중앙서원 중심의 우사단길
-다양한 레스토랑을 보유한 해방촌길
및 경리단길

거리씬

확장
요인

자료: KB보고서

확장 전

음식점 창업이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들을 중심으로 앤틱가구,
공예품, 생활잡화 등 다양한 업종들이 성장해 골목마다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구릉지 지형: 산지보다 작은 규모지만 평지만큼 침식되지 않은 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로, 완만한
경사면과 골짜기를 갖춘 지형.
**이태원 1동 녹사평대로 32길-보광로 59길에 이르는 골목으로, 베트남 퀴논(Quy Nhon)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소형점포(33m² 내외) 중심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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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책거리*를 통해 서강대·신촌으로
*홍대역 6번출구에서 와우교까지 250m가량 이어지는 전국 최초 책 테마 거리

연희동

홍대

합정동
망원동

지속적인 확장 가속화

상수동

상암동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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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상권별 맛집 추이(블루리본* 등재기준)
블루리본
 3단계 기준으로 나누어
온라인 회원들이 전국
맛집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를

맛집 증가율 상위 5위 이내 상권 (2012년 대비)
분류

상권

증가율(%)

골목

연남동/연희동

440

골목

한남동

370

비골목

노량진/대방

200

골목

서래마을

190

비골목

서초/교대/예술의전당

160

제공하는 한국
레스토랑 평가 가이드
 NC: Not Classified,
독립상권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의미

맛집 감소율 상위 5위 이내 상권 (2012년 대비)
분류

상권

증가율(%)

비골목

성신여대/고려대

-60

비골목

금천구

-50

비골목

노원구

-40

비골목

논현로

-39

비골목

명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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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New York Times 2017년 꼭 가봐야 할 곳 52개 중 하나로 선정

추천 장소
전포 카페거리

인디디자인씬

*출처 New York Times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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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고르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저커버그가 두 시간씩 출퇴근을 하는 이유는?”
 보헤미안 풍의 카페, 바, 상점이 밀집된 미션 디스트릭트, 소마,
도그패치 등 샌프란시스코 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는 실리콘
밸리 근로자 증가

 ”도시 문화야말로 창조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리처드 플로리다,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2005)
 “북캘리포니아 벤처산업의 중심이 실리콘 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 (The Economi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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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창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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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기반 도시경제 선순환 구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표출이 가져온 골목길의 부상


골목문화

골목장인

골목길

라이프스타일
산업

라이프스타일
도시

골목길은 기억, 추억, 역사, 감성을 기록하고 신뢰, 연결, 유대,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자본이다

 개인의 자기표현 및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세대가
주도하는 탈물질주의 경제


스스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라이프스타일 기업이다”



“앞으로 생겨날 라이프스타일 제안형 매장의 성공 포인트는
오너의 개성이다”(물욕 없는 세계)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기다움이 핵심이다”(창업가의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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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있는삶

일과가족의 균형
영적

슬로라이프

건강

테크놀로지

아웃도어

Doing Good

친환경
20

* LG경제 연구원, 2011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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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건강 / 웰빙

관련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활산업 분야)
유기농식품점 (한살림, 올가 등), 요가 (필라테스), 녹차, 산악자전거,
아웃도어용품, 공기청정기, 디톡스 음료 및 도시락

뷰티

남성화장품, 수제/자연주의 화장품, 아로마

여가

한옥스테이, 템플스테이, 공방, 서핑/요트, 인디음악, 캠핑

환경

업사이클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 로컬푸드, 전기차

개성 / 디자인
맛집
개인주의

자동차튜닝, 수제/디자이너 신발, 한복/한옥, 양품점 (독립브랜드), 편집숍,
신소재/스틸 인테리어와 가구
스페셜티 커피, 다문화음식 (태국/베트남/인도 등 비선진국 음식),
이자카야/사케, 차이나타운, 모던한식
1인 음식점, 소포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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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소비자
 가격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지향
 상품 내적 의미, 생산자의 가치관보다 트렌트 세터 취향을 추종하고 이를 과시

포스트모던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과 개성을 드러내는 차별적, 주체적 소비 지향

 디자인, 심미적 가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소비

“사회가치와 개인가치·
정체성의 접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소비＂

라이프스타일 소비자
 자기표현을 넘어 사회적 실현과 소통을 위한 연대적, 소셜적 소비지향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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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변화
고도 성장기

안정 성장기

잃어버린 20년

현재
소셜적 소비성향

소비성향

동일적 소비성향

차별적〮 기호적

물질적 풍요로움

소비성향

콘텐츠 소비성향

사람과의 연대

퍼스트(first) 지향
진품 지향

사회의식

중류화

1억 총중류

격차사회, 고독

고용노동

샐러리맨화

안정고용

비정규화

포스트 1억 총중류
익명성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
일과 삶의 균형
출처: 로컬 지향의 시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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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살상무기, 사이버테러

 인터넷, SNS, 플랫폼 비즈니스, 모빌리티,VR/AR
 기후변화,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공유경제, 소셜벤처, 공유가치창출
 4차 산업혁명 (AI, 빅 데이터, 3D printing, 사물인터넷)

 탈물질주의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
 웰빙, 휴식, 힐링, 여행, 워라밸
 취향소비, 혼밥, 1인 가구, 1인 경제, 소셜적 소비

 심플∙슬로우 라이프, 킨포크, 휘게, 무소유, 공유
 지속 가능성, 친환경, 인권, 차별금지,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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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lar-Rational Value
Traditional Value

국가 및 주류의 집단/종교가치에 대항해
개인의 가치와 선택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변화

Survival Value



산업화(중산층의 소득증가 및 서비스/지식업종 성장)에
의한 국가경제발전은 각 국가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속가치(Secular value)와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 지향적 변화를 가져옴



1981년-1998년 사이 각 국가별 최소 두 시점 가치변화 조사
서유럽

미국

아시아

자기표현 가치(X) 및
세속가치(Y) 증가

X축 증가

혼재

서독,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등

기독교가치
기반의 전통중시

일본-X,Y축 증가
한국 - 정체

Self-Expression Value
출처: Inglehart & Baker (200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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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
- 다보스포럼, 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 2016. 1. 20., 경향신문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지능화 사회
1) IoT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알파고, 왓슨 컴퓨터 등)
2)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경제(On Demand Economy)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산업 융·복합
3) 고용구조 변화

이세돌과 알파고

미래 전망보고서
Oxford Martin School, 2013
CEDA, 2015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Mckinsey, 2016

퀴즈달인과 왓슨

내용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 사라질 것 으로 전망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택시기사 등)
호주 노동시장의 39.6%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고, 이 중 18.4%는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
독일 제조업 분야 생산부문 120,000개, 품질관리부문 20,000개, 유지부문 10,000개 일자리 감소,
생산계획부문의 반복형 인지업무 20,000개 이상 일자리 소멸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숙련·고임금 직업의 자동화, 인간이 하는 업무의 45% 자동화 전망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2016, KISTEP lnl 제 15호

직업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노동력 대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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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일들은 기계에 맡겨놓고 사람은 건강관리, 복지, 교육, 스포츠 문화 등의 영역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심오한 작업’이 아니라 ‘심오한 놀이’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창조하는 비영리조직의 일자리가 급증할 것이다”
- “’한계비용 제로사회”저자 ‘제레미 리프킨’…패러다임 시프트 이뤄지는 40년간 일감 쏟아질것”, 2014. 10. 31, 매일경제

“인문학적인 교육을 통한 휴머니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로 자라
나는 데 핵심요소”
-”클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기조연설 중, 2016. 10. 18.”

“한국인이 스스로 역사와 전통을 알고 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스마트폰에는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고전 번역이나 홍익인간 연구에는 2,000억을 투자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코리안스피릿 인터뷰, 2014. 11. 4.

인간 능력에 기반한 경쟁력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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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심 성장
 중앙 중심 성장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수출산업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신성장 산업육성

 중앙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
 서울 본사, 수도권 연구소, 지방 공장

 종속적 생산도시

 다수의 독립적인 산업기반을 가진 지역경제가 상호
경쟁적·상호보완적으로 국가경제성장 견인

 라이프스타일 도시의 부상(인구5-50만명 규모)
 개성 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창출·공존
 개인이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이 실현되는 개방성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인재·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도시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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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라이프스타일

원산지

자연주의

유기농, 비건, 지속가능성, 업사이클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웰빙〮삶의질

Simple life, slow life, work and life balance
휘게, 피카, 킨포크, 라곰

미국 서부, 북유럽

미니멀리즘

노딕 디자인, 무인양행, 1인경제

북유럽, 일본, 미국 서부

Outdoor

서핑, Active and healthy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부

사회적 책임

공정무역, 다문화주의, 무차별주의

미국

독립문화

메이커스, 독립가게, 로컬샵

캘리포니아, 브루클린, 포틀랜드

공유경제

코워킹, 코리빙, 공유자동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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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일본을 더하다”

“하이마트로 가요”

-문화 경험을 통해 개인의 가치 실현과

-합리적인 가격의 신속한 상품/서비스

즐거움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 마케팅

제공을 강조하는 물질주의 마케팅

탈물질주의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이다
31

Inglehart-Welzel Cultural Map
-국가별 가치변화 추이비교*

*그래프상 좌표 추정

국가

Self Expression
Values**

Secular-Rational
Values***

한국

-0.7

1.0

일본

0.3

1.8

미국

1.2

-0.2

독일

0.7

1.0

중국

-1.1

1.2

대만

-0.8

1.1

스웨덴

2.2

1.7

덴마크

2.1

1.1

**개인주의 지향: 가족, 국가보다 개인가치 중시
(소수인권, 환경, 양성평등, 정치참여 등)
***인간중심 사회지향: 근면성실 지향 및 낙태,이혼 등 인간중심 선택 허용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 6 (2010-2014)

32

34

문화자원
Culture

정체성

임대료

Identity

Rent

“문화 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핵심 경쟁력”
공간디자인

기업가정신

Design

Entrepreneurship

접근성
Access
자료: 골목길 자본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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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조건

문화

임대료

기업가
정신

접근성
공간
디자인
정체성

소분류

국내외 사례

문화예술인과 시설

홍대 디자인, 미술, 인디뮤직 인프라

공방공예

일본 가나자와, 연희동

생활문화

양양 죽도해변 서핑, 성수동 소셜벤처, 홍대 독립문화, 이태원 외국인 문화

소상공인 문화

홍대 독립상인

공동체 문화

일본 도쿄 기치조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서울시 성동구

첫 가게

홍대, 가로수길, 삼청동, 이태원

앵커 가게

연희동 사러가쇼핑센터

소상공인/벤처창업

홍대 홍합밸리

골목상권 기획자

제주 원도심 아라리오 뮤지엄, 대전 원도심 성심당,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미츠비시 부동산, 광주 쿡폴리, 스위스
브베 네슬레, 일본 스와 앱손, 성수동 카우앤도그, 미국 시라큐스 대학

외부 접근성

이대 후문, 일본 도야마

내부 접근성

서울로 7017

골목자원

전주 한옥마을, 뉴욕 웨스트빌리지

건축자원

나고야 메이지무라, 영국 에든버러, 중국 상하이, 광주 쿡폴리

주민/상인 정체성

안동 선비길, 영국 에든버러, 양양 죽도해변, 뉴욕 브루클린, 광주 양림동, 싱가포르 티옹바루, 미국 버클리

공동체문화

일본 도쿄 기치조지
자료: 골목길 자본론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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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문화재 복원과 관광 자원 개발 (남촌, 서소문역사공원 등)
숙대입구-국립극장-만리동 문화벨트 구축

Rent

만리동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Entrepreneurship

앵커스토어 육성
문화산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
서울역 특색을 살린 도시산업단지 조성 (컨벤션, 여행, 지
역발전 등)

Access

서울역-서울로, 명동-서울로 연결성 제고

Design

서울로 일대 골목자원 보호
서울로 일대를 문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Identity

중앙역=비즈니스 중심지
주민 중심 서울로 일대 지역 운영/도시재생센터
서울로 정체성 확립 - 서울로 로컬 매거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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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대학문화, 지식인 문화, 보헤미안 문화 상권 조성
예스24 중고서점 유치?

Rent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

Entrepreneurship

앵커 스토어
문화 기획과
신홍합 밸리
연세대 중심

Access

연대-이대-서강대-홍대-명지대 Connective Corridor 구축
서울 서부권-강남 접근성 제고

Design

랜드마크 문화재 지정과 골목 자원 보호

Identity

지식인 사회 정체성 복원
신홍합 정체성 구축 – 신홍합 로컬 매거진 지원

지원과 육성
도시재생 스타트업 유치
재가동
신촌 재생 프로젝트 (신촌에 디자인/도시학 대학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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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북문에서 이어지는 연희동 골목길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연희문예창작촌- 시인, 작가 등 문인들이 모여 집필활동을 하는 서울 최초 문학전문 창작공간
 연희동 프로젝트-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는 화랑
 연희동칼국수, 이화원, 피터팬 등 1980년대 맛집들부터 봉쥬르밥상, 매뉴팩트커피 등 젊은 감각이 더해진 맛집 즐비

 연희동, 연남동, 홍대를 이어주는 연남동 도보길과 상암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 남가좌동 자동차길
 연희동 골목을 탐방하는 젊은이들의 이동 촉진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연희동과 연결된 주변 동네로 확장하는 독립가게들
연희동-연남동 도보길

연희동-남가좌동 자동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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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기사 김래원


한옥을 구입, 그곳에 장인 가게를 착한 조건으로 (5년 임대보장, 월세 동결, 쉐어하우스)

유치해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건물주

 선한 의도와 착한 조건만으로 장인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까?
 골목길 혁신가를 위한 골목길 경제학의 7대 교훈

“골목이 간직한 보이지 않는



지역 기반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팔아야 한다 (Build)

가치를 지향하는



골목길 경쟁력은 개별 가게의 경쟁력만큼 골목 전체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사업가 주인공과



C-READI 조건을 실현하라 (착한 임대 조건은 수많은 조건 중 하나)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공간과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문화기획자가 되라 (합니다, 독립술집)



골목길 혁신가의 자산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연결력과 창의성이다



골목 장인을 유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훈련하고 보육해야 한다



최종 목표는 일, 놀이, 삶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골목도시다

로맨스 스토리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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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 (마이클 포터의 Creating Shared Value)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제품 생산 (예: 사러가쇼핑센터의 유기농 식품)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사슬 운영 (예: 대전 성심당의 로컬 자원 극대화)
 지역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예: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과 대전 성심당의 골목상권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스타트업
 정부와 시민단체와 협력해 도시의 유휴 공간을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창업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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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친환경 슈퍼마켓의 상생
• 유동인구, 주차장, 지역 자부심 등 공공재를 제
공하는 지역 간판 상점

43

아라리오길, 도시여행자의 제주
• 상업시설 유치 통한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44

대전 성심당 거리에서 본 원도심의 미래
• 지역과 기업 가치 동시 창출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다)

•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성심당 빵

45

지역 활동가가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 아티스트X스타트업X소상공인 연결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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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혁신가의 목표는 도시를 기획하는
앵커스토어의 창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나를 말하는 시대에는
우리 모두 브랜드 컨셉과 동네 이미지의 시너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브랜드의 컨셉, 타킷, 소비자의 경험, 그리고 동네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공간을 구성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꺼이 한 블록, 두 블록 안 골목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하자“
(2018 트렌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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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와 창업 교육 중심의 크리에이터 육성 기관

 지역 문화와 특색을 기반한 업종에 특화

 크리에이터 인재를 발탁, 창업기업으로 육성·보육하는 크리에이터 기획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카우엔도그 등 소셜벤처 보육기관

 지방 원도심 지역을 도시형 관광단지로 지정

 골목산업 등 도시여행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스타트업 x 예술가 x 소상공인 크리에이터가 협업하는 도시산업생태계 구축
 ’홍합밸리‘ 모델: 홍대 지역에서 창업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업 지원
48

분야

업종

사례

골목길 디벨로퍼

대림산업, JOH (KAKAO)

골목투자펀드

이지스자산운용, AmPlus

골목건물 기획

연희동 쿠움파트너스 김종석 (57채)

골목길 기획

장진우, 열정도, 서촌 친친

골목창업 컨설팅

익선다다

앵커상점 기획

아라리오 뮤지엄, 성심당, 사러가 쇼핑센터

골목기반 창업 생태계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홍합밸리

도시 제조업

세운상가, 동대문시장

공공 디벨로퍼

어반하이브리드, 어쩌다 가게

골목길 기획자

공공디자인

로컬디자인무브먼트, 아키텍톤, 공공미술프리즘

골목길 투자자

지역 청년 거점 마련

블랭크, 나는섬

지역 맞춤 문화 콘텐츠 개발

광주 1930, 여인숙, 안테나

소규모 상업 거점 마련

청년장사꾼 열정도, 익선다다

육아 지원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빌드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교육

이락

게스트하우스 운영

천안청년들, 동네방네협동조합

활동

구성원

골목건축
투자자

소상공인(임차인, 건물주)
생산자

예술가

스타트업
건물주

소비자
기획자
관리자
(공공재
제공자)

주민

골목길 상가
기획
골목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객

주민회
상인회
지역정부

도시재생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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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소비자
 상인은 소비자에게 문화와 체험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상인에게 유대와 공감을 표현

 상인-상인, 상인-건물주, 상인-주민
 골목문화 생산자의 공동체 가치와 정체성 공유

 상인-제조자

제조자

상인
주민

소비자

건물주

 “제작자의 생각을 전한다”,
“제작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함께 이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나가오카 겐메이, D&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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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대 – 골목가게 리모델링
 신동엽의 신장개업, 백종원의 골목식당, 광주 쿡폴리

 제2세대 – 골목길 기획
 주식회사 장진우, 용산 열정도, 익선동 익선다다, 드라마 흑
기사

 제3세대 – 자산운용사 골목상가
 이지스자산운용 – 인사동 쌈지길, 가로수길 스와치빌딩
 대림산업 – D-Tower, D-Museum

 JOH(KAKAO) – Sounds Hannam

 제4세대 – 민·관 컨소시엄의 로컬밀착형 재생

“지역성 기반의 비전을 공유하는
투자자, 창업가, 혁신가를 위한
플랫폼화”

 리노베이션 스쿨 (제주)

 액티브 로컬 캠프 (군산 영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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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

 리노베링 (Area Management Company)
 도심 유휴공간을 창의적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하는 민간 도시재생회사

 크립톤(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단계별 투자와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
 자생력과 실력을 갖춘 창업자, 투자자, 건물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재생 및 지속발전을 촉진
53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과
스타트업 관련 리서치와
과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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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1970-80년대 주력산업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인위적 자원배치


토지, 노동, 자본 등 물리적 자원의

기적

도시산업





스마트기술의 진화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지식정보 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

제품 차별성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 대두



문화와 기술의 결합에 따른 복잡한
수평적·수직적 차별화

콘텐츠 생산 및 확산 강화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중심 한강의

지역산업

200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성장동력의 필요성 대두

중요성 강조


라이프스타일경제



지역문화, 정체성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회 확대

지역발전 1.0

지역발전 2.0

지역발전 3.0

단지산업

단지산업

단지산업

창조산업

창조산업

다운타운산업

다운타운 산업

국가산업의 지역배분

지역산업의 자생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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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의 밀도 높은 공간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 새로운 가치를 생산·소비하는 공동체 기반 생태계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골목마다의 문화, 역사 등 유·무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감 공동체 구축



도심제조업 (메이커 등)



콘텐츠솔루션



독립서점



코워킹스페이스



디자인



문화자산



게스트하우스·호텔



소셜벤처



뉴미디어(소프트웨어, 게임 등)



시각·행위예술



Food & Beverage



문화기획사



창조서비스 (R&D, 건축 등)



음악



갤러리



도시재생 스타트업



ICT 통신서비스 (유통 플랫폼 등)



영화·영상



사진관



IT기반 스타트업



ICT 디바이스



광고



공예공방



로컬기업



지식정보



편집숍



골목기획사



의류·악세사리점



가구·소품점

Place-Based
56

창조산업
창조산업

문화산업

골목산업

문화산업
골목산업

Sector-Based Economy

Place-Based Economy

대중교통 접근성과 다운타운 인프라 조성으로
물리적 집적이 가능

장소 정체성 기반 독특한 어반 씬 (Urban scene) 형성

산업 장소 듀플리케이션이 가능

 산업단지, 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기능의 물리
적 활성화를 통한 발전 도모

산업 장소 듀플리케이션이 불가능

 도시와 골목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독립가게, 스타트업, 문화공간 등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공
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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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창업 – 예술가,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로컬 크리에이터의 혁신적 융복합 창업을 지원

정책

도시재생– 다운타운 창업과 창업자를 겨냥한 창업, 상업, 주거, 교육 공간의 리모델링

창조산업 –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ICT 등
문화산업 – 콘텐츠, 문화자산, 시각행위예술, 공예공방 등

산업

골목산업 – 공간/문화/기술/공동체의 융복합, 지역자원 연결하는 혁신적 소상공인 창업생태계

창조도시 – 매력적인 도시 어메니티 (편의·문화·상업·체육시설 등) 공급을 통해 창조인재를 유치하는 도시

도시

라이프스타일도시 – 개성 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창출·공존하는 도시
 다운타운도시 – 골목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이 집적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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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도시

 걷는 도시 = 보행자 도시

 다운타운 라이프스타일 도시

 골목길 도시

 일, 삶, 놀이를 한 곳에서

 휴먼 스케일 건축과
디자인

 도시형 아파트

 개인과 소상공인의 도시

 5-50만 단위 생활권 도시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

 20여개의 단위 콤팩트 도시로
구성된 다핵도시 서울

“밀도 높은 도시문화 인프라 기반 도보 생활권에서
생산·소비·거주하는 도시 공동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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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일본 후지사와 “스마트타운”- 에너지관리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입을 통한 탄소배출감소와 신재생에너지활용 증대

 스웨덴- 도로혼잡에 따라 유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인출시스템 (교통량25%, 대기오염14%감축)
 항저우 “알리윈ET”- 실시간 교통상황정보공유 기반 신호등
조정시스템 도입(동아일보,2018.3.)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스템

 소상공인 스마트 비즈니스
 “Square” - 소도시 상공인을 위한 카드 결제 시스템(NYT, March2018)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 첨단기술 기반 스튜디오와 장비가
구비된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교육/창작실습 프로그램 운영

 하이테크-하이터치 매장 디자인 - AI, IoT 등 디지털
서비스로 고객 동선, 관심사 등을 파악해 맞춤형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가게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connectivity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등- 트램, 자율주행버스·트럭,

공유자전거시스템 등의 구축과 대중교통/도보 간 유기적
환승 시스템

 보행자 중심 서비스



영국 Welsh town, 일본 오키나와 현– 무료 와이파이
쇼핑거리 (NYT,March2018)
뉴욕 “Link NYC”,– 거리의 공중전화박스를 인터넷 서핑,
지도 검색, 모바일기기 USB충전, 무료통화 등 디지털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연합뉴스, 2016)

 지역 상권 빅데이터
 임대료·유동인구·업종별 자료의 수집/공유로 지속적 상권
발전에 활용
오픈·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자원의 공유/개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혁신하는 리빙랩
 개인화·지역화된 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지역 역량에
적합한 산업생태계 구축(산업연구원,4차산업혁명과스마트지역혁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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