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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및 전략

 도심부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각양각색의 활동이 여러 층으로 

존재한다. 공공기관, 대사관, 대기업 본사 같은 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귀금속, 인쇄, 의류/봉제산업 같은 특화된 도

심산업의 생산기능이 있고 한편으로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같은 재래시장과 함께 대형고급 백화점이 공

존한다.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과 같은 많은 문화적 기반시설과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겨진 독특한 장소들은 도심

부에 강력한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가 시간의 증가로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

국인 방문객도 천만을 넘어 관광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도심부만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문화, 사회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도심부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특성을 

활용한 문화, 창착, 비즈니스 등 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활력이 넘쳐나는 도심부

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략1. 특화된 도심형 산업 거점 육성

Ÿ 도심부에는 귀금속, 인쇄, 의류/봉제 등의 도심형 산

업이 전국 최대의 집적지를 형성할 만큼 큰 규모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도심부 내에서 협

업과 분업을 통해 자기완결적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으며 소규모 창업과 서민형 일자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Ÿ 도심형 산업이 도심부의 다양한 활력에 기여해 왔음

을 주목하고 지금까지의 부적격 산업 이전정책에서 

전환하여 도심산업이 특화되어 경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Ÿ 특히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패션의류 생산

거점인 동대문 지역에 국내 의류 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서울의 패션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Ÿ 또한 도심부는 오랫동안 업무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온 곳으로 정부기관, 대기업본사, 외국대사관 

등 국제업무환경이 발달한 곳이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정주환경 및 문화환경을 개선하

여 국제기관, 다국적기업, 외국계 로펌 등 글로벌 비

즈니스 환경을 강화한다. 

전략2.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Ÿ 도심부의 역사문화 기반을 활용하여 도심부의 문화

예술산업 및 창작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대학로의 

공연문화, 인사동의 전통거리, 삼청동의 갤러리 및 

전시장 등 예술문화의 집적지에서 문화창작 산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족한 전통공예산업에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역사성을 간직한 전통공예사업을 진

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Ÿ 도심에 산재한 전통시장을 각 성격에 따라 특화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도심의 각 장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Ÿ 천만 외국인의 방문시대로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 형태는 대부분 쇼핑과 음

식 위주의 단순관광으로 다양한 관광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Ÿ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체험 등 다양

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통시장 및 관련 이

야기 발굴을 통한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 

관광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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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실천과제 1-1 3대 도심형 산업(패션의류, 귀금속, 인쇄) 거점 활성화

도심형 산업의 선정

Ÿ 지역특화도(LQ>1)가 1이상인 산업, 지역입지효과가 

큰 산업, 절대수는 적으나 공간적 집적이 가시화된 

산업을 기준으로 도심부 특화업종을 도출하였다. 

Ÿ 도심부 특화업종 중 산업 및 도시정책적 의미가 큰 

특화산업을  도심형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Ÿ 도심부 특화업종 중 도심산업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기능하여 도심산업 입지가 불가피하나,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별적으로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Ÿ 입지특화도가 특히 높고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으로 “종이․
인쇄, 귀금속, 의류·봉제 산업”을 선정하였다. 

도심형 산업 밀집지역의 도출

Ÿ 도심부를 주요 가로와 주요 사업지구 등을 기준으로

120개의 블록으로 나눈 후 제조업과 도매업의 밀도

가 상당한(20개/ha 이상) 블록을 기준으로 도심특화

산업 밀집지역을 도출하였다. 

도심형 산업 지원지역의 도출

Ÿ 대표적 도심 특화산업이거나(LQ>2), 특정 블록에서 

상당한 밀도를 보이는 산업(100개/ha)은 귀금속, 종

이·인쇄, 의류·봉제, 기계·금속 산업이다.

Ÿ 4개 산업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특화산업의 관

리범위를 설정하고, 특히 귀금속, 종이·인쇄, 의류·

봉제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한다. 

도심부 제조업 사업체 밀도 도심부 도매업 사업체 밀도

도심특화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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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대상 도심형 산업의 선정

의류봉제의 가치사슬 경로

도심부 특화업종 도출 

Ÿ 지역특화도가 1이상인 산업, 지역입지효과가 큰 산

업, 공간적으로 집적이 가시화된 산업을 기준으로 

도심부에서 특화된 업종을 도출하였다. 

지역특화도(LQ>1) 이상인 산업

Ÿ 금융 및 보험업, 방송통신, 공공행정, 법무, 광고/컨설

팅, 컴퓨터프로그램/정보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귀

금속, 목재/가구/비금속, 섬유/의복/가죽, 종이/인쇄/출
판, 도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등 

14개 업종이다.

지역입지효과가 큰 산업

Ÿ 금융 및 보험업, 방송통신, 공공행정, 법무, 귀금속

(도소매포함), 목재/가구/비금속(도소매포함) 등 5개 

업종이다. 

절대수는 적으나 공간적 집적이 가시화된 산업

Ÿ 도심부 입지(종로구, 중구)의 사업체 개수 40%이상

이 1개 행정동에 입지한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Ÿ 종이/인쇄/기록매체 제조업(을지로동, 42.23%), 기계/
금속 제조업(을지로동, 46.15%), 화학/고무/의약(을지

로동, 44.58%), 전기/전자/정밀(종로 1,2,3,4가 동, 
45.73%), 귀금속(종로 1,2,3,4가동, 76.93%) 등이 공

간적 집적을 보인다. 

Ÿ 섬유/의류/가죽의 경우 도심부에 입지하는 절대 수가

매우 높아 1개 동에 집중되는 수치를 보이지 않지만 

동대문 주변과 남대문 주변의 집적을 보인다.

산업유형

LQ>1 LQ<1이나 
공간적 
집적을 

보이는 산업

LQ 증가
(2002~2011년)

LQ 감소
(2002~2011년)

업무 및 
서비스 관련

금융 및 보험업
방송/통신
공공행정

법무

광고/컨설팅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제조 및 
유통관련 

귀금속
목재/가구/비금속

섬유/의복/가죽
종이/인쇄/출판

도매업

기계/금속
화학/고무/의약
전기/전자/정밀

문화 및 관광 
관련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관리 특화업종으로서 도심형 산업

도심형 산업의 산업정책적 의미

도심형 산업의 산업정책적 의미

Ÿ 다양한 분업과 협업 형태로 상호 연계된 생산/판매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획-생산-유통/판매-운송이 

모두 도심부와 그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다. 

Ÿ 납품처의 50%이상이 도심부에 위치하는 등 도심부 

선도산업의 지원역할로 도심부 전체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Ÿ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도심형 산

업의 이미지와 상권을 구축하고 있다. 

도심형 산업의 선정 

Ÿ 장시간에 걸쳐 도심부에 자연발생적으로 입지하고 

가시적 형태를 이룬 산업, 도심부의 산업네트워크 

구조나 상권형성 상 도심부 입지가 불가피한 산업이

다. 그러나 열악한 조업환경을 개별적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Ÿ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소매형 상업서비스 

업종과 대규모 오피스 형태의 업종은 제외하였다.
Ÿ 이에 따라 입지특화도가 높고 산업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업으로 

“종이/인쇄, 귀금속, 의류봉제 산업”을 선정하였다.
Ÿ 기계/금속 산업 또한 도심부에서 집적을 이루고 있

으나 산업의 가치사슬 체계가 약화되었고 도심부 입

지의 불가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도심형 산업이란? 도심부 특화산업 중에서도 산업 및 도시정책적

으로 의미가 큰 특화산업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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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제조업의 분포와 특징

도심부 제조업의 분포 현황(*같은 지번에 입지한 업종은 겹쳐서 표현되었음)

도심부 제조업의 분포

Ÿ 세운상가주변, 종묘주변을 기준으로 5인 이하의 영

세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음

Ÿ 비중이 크며 밀집도가 보이는 산업은 섬유/의류, 종

이/인쇄, 기계/금속, 귀금속으로 나타남 

Ÿ 귀금속 산업은 종묘주변으로, 기계금속은 세운상가

와 청계천 부근에 밀집해 있음

Ÿ 종이/인쇄 산업은 세운상가와 퇴계로 주변에 밀집하

고 있으며 최근 필동 주변으로 확장. 출판은 업무중

심지와 가까이에서 입지하고 있음

Ÿ 패션산업관련 섬유/의복/가죽은 동대문과 남대문을 

중심으로 도심부에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음

도심부 집적 제조업의 특징

▶ 영세성 : 도심부 제조업의 평균 종사자수 3.0명

(서울 전체 제조업 5.1명), 도심부 제

조업의 평균 연매출액 4.2억원(서울 전

체 제조업 9.5억원)

▶ 노후화 : 세운상가 주변 블록의 40년 이상 건물 

51%

▶ 집적화 : 공간적으로 소규모 필지와 골목에 밀집 



핵심이슈별 계획 |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  137 

전략 1.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Ÿ 도심형 산업별로 현황 여건이 다르고 사업체들의 현

안 요구사항도 다르며 공공부문의 지원방법도 차이

가 있으므로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Ÿ 업무, 광고 등과 연관이 깊은“인쇄업”은 발주처와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도심부에 입지하게 된다. 인쇄

밀집지역은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를 유도한다. 

Ÿ 제조-도매-소매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귀금속”은 정

밀세공귀금속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도심상권을 형

성한 산업이다. 제조분야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는 공동브랜드 형성 및 가로환경정비를 통해 격

조 높은 상점가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심관광과 연계

한다. 

Ÿ 동대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패션상권은 전국 최대

의 섬유/의류 집적지이며 관광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패션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봉

제산업”은 동대문주변 주거지역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산재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한 조업환경의 개선 

및 재교육,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패션산업 발

전의 지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Ÿ “기계/공구”산업은 소량 주문생산 형식으로 주문처

에 납품하거나 주변의 산업 관련 기계와 부품을 공

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공구 산업은 도심부의 입

지 불가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산업지원보다 

쇠퇴화 방지를 위한 상권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도심형 산업 관리지역과 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Ÿ 귀금속, 종이·인쇄, 의류·봉제 산업은 도심에서 높

은 특화도와 집적을 보이는 육성 산업군으로 3개 산

업의 밀집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Ÿ 도심형 산업 지원지역 외에 도심형 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변화

를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을 고도화 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Ÿ 가로에 인접하여 집적한 산업은 특화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상업거

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Ÿ 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단위맞춤형 정비

로서 기존 필지체계와 용도를 보전하도록 한다.

도심형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산업형 마을만들기”추진

Ÿ 도심형 산업의 특징인 높은 집적도와 네트워크형 생

산방식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협동조합 구성, 산업공

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Ÿ 지구별로 집적된 산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

와 함께 조업환경 개선을 주도하여‘산업형 마을만

들기’사업을 추진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

Ÿ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특정개발지구와 연계하여 해당산업의 세금

감면, 사업자금의 융자, 기반시설 우선정비, 건축규

제완화, 임대공간 무상지원을 통한 창업유도, 복지시

설 확충 등 산업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물리

적 환경개선을 유도한다.

권장업종시설의 지정 관리

Ÿ 핵심 산업군과 연관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권장업종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특화업종의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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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산업 관리지역 산업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예시): 인쇄산업진흥마을

산업지원

협동조합 구성 등 소공인 협력화 사업 추진

Ÿ 중점관리지구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전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

록 한다.

Ÿ 공동 작업 및 창고 공간의 임차, 공동설비, 공동 

R&D사업의 추진, 공동 브랜드 제작 및 공동마케팅, 

공동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유치

Ÿ 중점관리대상지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적극 유치

하고 협동조합형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운영한다.

Ÿ 소공인 경영대학 : 최신 트랜드 정보 및 수출형 산업

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Ÿ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사업 : 신규 및 재교육, 장인

노하우의 기술전수를 유도한다. 

Ÿ 작업환경개선지원 : 장비현대화, 노후시설 교체지원

Ÿ 기술조사 및 DB구축 : 장인들의 보유기술을 조사하

여 DB를 구축하고 특허기술을 발굴한다.

 

Ÿ 공동마케팅 :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로지원 사이트 

공동지원을 추진한다.

Ÿ 현장진단/경영컨설팅 지원 : 법무, 세무, 노무, 금융, 
계약 등 취약한 전문 분야를 지원한다.

Ÿ 일자리 취업박랍회 개최 :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

터와 연계하고 장인 DB를 구축한다.

Ÿ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산업진흥마을의 안전 및 복지 지원

Ÿ 공동 작업 공간, 공동 창고, 회의실, 접견실 등을 

마련하여 작업/업무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한다.

Ÿ 공동 방범시설 및 방범체계의 확충, 소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 및 방범 관리를 지원한다.

Ÿ 작업자들에게 부족한 식당, 휴게실, 샤워실 등 기

초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종이․인쇄산업 밀집지역에서 관련산업 분포현황 종이․인쇄산업 밀집지역에서 산업지원센터 및 커뮤니
티센터 입지 검토(예시)

종이․인쇄산업 밀집지역에서도로 및 카트이동로 정비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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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개선

가로 및 필지체계 유지를 위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Ÿ 면적인 밀집지역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가

로에 인접한 선형 밀집지역은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

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Ÿ 기존 산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및 필지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단위로 정비한다. 통과교통 성격의 가

로 확장은 지양한다.

Ÿ 과소필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개발애로필지는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설정하여 기존의 

필지체계를 유지한다.

공공 임대조업공간의 공급 및 열악한 조업환경의 개선

Ÿ 지식산업센터나 국공유지, 공사중단부지 등을 활용

한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으로 저렴한 임대조업공간

을 제공한다.

Ÿ 실내공기, 채광, 전기배선 등이 불량한 지역에는 보

조금 지원으로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관리

시설을 지원하여 오염과 소음 등 환경문제유발을 차

단한다.

 

카트 이동로 정비 등 특성에 따른 물류환경의 개선

Ÿ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필지에 카트 이동로를 정비하

는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물류체계를 검토한다.

Ÿ 공공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오토바

이 이용 잦은 곳은 오토바이 주차공간도 별도로 마

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확보로 가로활성화

Ÿ 주출입구를 지정하여 특화산업 지역을 명시하고 전

신주 지중화, 간판 정비 등으로 도심형 특화산업지

구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Ÿ 소화전 설치, 각 건물을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방

재 시스템을 확보한다.

Ÿ 커뮤니티 중심가로를 정비하고 가로변에는 홍보와 

관련된 판매시설(인쇄의 경우 기획인쇄, 상품인쇄, 귀

금속의 경우 판매상점, 개방형공방)을 배치하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품홍보 및 판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진양산가 주변 인쇄산업 진흥마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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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실천과제 1-2 동대문 DDP 중심 디자인 산업 거점으로 특화

구분
종로.중구 서울전체

%
(종로.중구/
서울전체)

LQ*지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패션
의류
산업

합계 31,416 70,113 76,882 267,027 40.9 26.3 3.13 1.95 

제조 3,823 13,004 19,809 118,502 19.3 11.0 1.48 0.82 

도매 21,555 44,378 27,153 87,474 79.4 50.7 6.08 3.77 

소매 6,038 12,731 29,920 61,051 20.2 20.9 1.55 1.55 

전산업 98,202 604,546 752,285 4,498,312 13.1 13.4 1.00 1.00 

*LQ : 종로․중구에서 패션의류산업의 비중/서울전체에서 패션의류산업의 비중

자료 :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 자료

패션디자인 산업 육성 필요성

Ÿ 도심부에는 서울패션의류관련 사업체의 41%가 위치

하고 있는 패션의류산업이 집중된 곳이다. 또한 종

로구, 중구의 사업체 중 32%가 패션의류관련 산업이

며 종사자의 12%가 패션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도심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Ÿ 그러나 도심부의 패션의류산업은 주문생산방식 위주의 

영세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 90년대부터  중국

산 저가 제품의 확산, 2000년대부터 제조·유통 일괄

형 의류(SPA;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제품 진출로 인해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패션클러스터 체제의 복원

Ÿ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중심으로 주변의 봉제산업, 

도소매상권을 결합하여 디자인-패턴-봉제-유통-판매의 

공생적인 패션클러스터 체제를 복원한다. 

Ÿ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디자인 강화를 통한 자체 

브랜드 개발, 창의적 인재 및 스타트 업 육성, 해외

홍보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패션의류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패션클러스터의 거점으로 활

용한다.

Ÿ 동대문 주변의 봉제산업은 조업환경의 개선, 신규인

력 양성, 신기술의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디자인브

랜드 추세에 적합한 봉제기술을 양성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동대문 DDP 중심의 도심특화산업 D-Valley 구축

Ÿ 도심에 특화된 패션의류산업, 귀금속산업, 인쇄산업 

등은 모두 디자인산업, 전통산업, 문화산업과 결합하

여 신창조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Ÿ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디자인 선도 거점의 역할을 

하여 패션디자인 산업, 쥬얼리클러스터, 관광상품과 

결합한 특수인쇄물 등 디자인 밸리를 구축한다.

동대문 DDP 주변과 남대문시장 주변의 패션의류산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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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도심 내부에서 제조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뉴욕의 의류산업 지구(garment district) 

Ÿ 뉴욕의 특별지구(special zoning)의 하나로, 1987년 

감소하는 뉴욕시의 의류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맨

해튼 서측 35~40가를 중심으로 8~9번 애비뉴 사이 

지정

Ÿ 상업과 업무, 호텔 등의 용도에서 의류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뉴욕 패션의 메카로 

대표되며 명소로 자리잡음(뉴욕의류종사자의 60%를 

차지)

Ÿ Garment District 안에 P-1, P-2를 지정하여 제조업 

용도를 보호

Ÿ Fashion Center BID를 지정하여 상업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으며 Garment Center National Register 

Historic District로 역사문화자원을 관리 

                             자료: MAS 2001 garment district report6

Garment
District

뉴욕의 의류생산과 할인판매, 전시공간을 위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지구

P-1
Garment District 내에서도 제조업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으로 주거, 호텔용도가 불허되고 공
업용도가 업무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금지됨

P-2
제조업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로 대형건축물(연
면적 7,000ft²이상)을 주거용도나 사무실, 호
텔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필요

Fashion 
Center 
BID

패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고 민간조직이 
관리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ms 사업
진흥지구로 민간조직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
반시설의 정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 

Garment 
Center 
National 
Register 
Historic 
District

뉴욕 패션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이 지역의 역
사유산을 역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자료:Birmingham Big city plan, 2010

버밍엄의 귀금속 지구(Jewellery Quarter)

Ÿ Jewellery Quarter는 2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

며 영국 보석 산업의 40%를 담당

Ÿ 왕립 버밍엄 예술가 모임이 있는 Jewellery지구 박

물관과 Pen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석분석소와 

유럽에서 제일 큰 보석아카데미가 위치

Ÿ 보존 지구 내에 200개 이상의 건물이 등록

Ÿ 버밍엄 시는 이 지역을 Enterprise Zone으로 지정하

여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산업진흥을 지원

Ÿ 버밍엄 마스터플랜인 Big City Plan은 이 지역을 핵

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유산의 장소화, 광장 등 

공공 공간의 조성,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세계 

유산 지역,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전통산업 지역

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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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실천과제 1-3 역사도심 중추기능에 걸맞는 국제업무·교류거점으로 특화

용산과 연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수용 및 역사도심 정체성 강화

Ÿ 대기업 본사의 입지, 정부기관, 외국대사관, 외국관련

기관의 밀집은 해외기업이 도심부를 선호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FTA 발효로 미국, 유럽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재무회계 기준의 글로벌화, 
지적재산권 소송 등으로 해외 로펌의 활동이 증가하

고 있다. 세계도시 서울로 발전하기 위해 도심부는 글

로벌 비즈니즈를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Ÿ 신규 업무수요는 현재 도심부의 업무밀집지역인 광

화문-세종로-남대문로와 용산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입

지를 유도하여 업무회랑을 이루고 대규모 개발사업

이 횡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지양하여 역사도심의 정

체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 및 환경 조성

Ÿ 해외기업이 도심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련 

인프라와 외국인 커뮤니티 형성 등 생활환경이 커다

란 요인이다. 

Ÿ 도심의 특성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문화창작산업의 

육성 등으로 풍부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정주

환경의 매력도를 높여 해외기업의 기반을 형성한다.

Ÿ 서울역 역세권개발부지, 동대문이전예정부지 등에 컨

벤션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역 역세권개발부지는 광화문-세종로-서울역-용산

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입지이며 동대문 지역은 

패션관광특구지역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 지정된 금융특구를 국제전략특구로 전환

Ÿ 지정된 후 특별한 전략수립이 미진한 금융특구를 국

제전략특구(가칭 아시아허브특구)로 전환하고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사, 국제기

구의 지역본부를 유치한다. 

Ÿ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외국투자기업이나 전략유치대

상을 특정사업 법인으로 지정하고 세제감면 혜택 등 

전략특구 실행전략을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과밀부

담금 등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도 고려한다. 

도심부 내 법무·금융 및 보험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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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양적 증가 약화와 성장전략 변화의 필요성

수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위협

Ÿ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는 수위 경제중심지

로서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강남 도심과 비교할 때 

전체 사업체 수와 전체 고용 수에서 도심부가 강남

보다 낮게 나타난다. 또한 도심부의 업무비중(오피

스 면적 기준)은 1971년 기준 서울의 70.4%를 차지

하고 있었으나 2011년 기준으로 18.3%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Ÿ 최근 수도권의 행정기관 이전정책으로 도심부에서 

세종시, 혁신도시로 16개 기관, 5,147명이 이전할 계

획이지만 다른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여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등으로 중심기능을 유지하며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필요

Ÿ 100대 본사의 입지 수와 프라임급 이상 오피스 면

적, 외국법인 업체의 입지를 비교할 때 도심부가 강

남지역에 비해 우위를 보인다. 

Ÿ 향후 재개발을 지양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도심부에

서 업무기능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

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 중추관리 기능 부문 

등 중심기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은 충

분하다. 도심부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도심부의 중추관리 기능과 국제적 교류거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 분 종로/중구 강남/서초구 자료 출처

사업체수 98,202개 96,522개
2011년 사업체기초통계

고용 604,546명 1,029,931명

1000대 기업체 본사 174개 180개
2011년 매출액기준 대한상공회의소

100대 기업체 본사 37개 19개

외국투자업체 420개 1,080개 2013년 등록 현황
대한상공회의소외국법인업체 171개 103개

오피스 전체면적 약 905만㎡ 약 1,367만㎡
2011년 과세대장

프라임급 이상 오피스 면적
(연면적 5,000㎡이상) 약 61만㎡ 약 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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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작산업 육성

실천과제 2-1 문화지구 지정 확대를 통한 예술문화집적지의 보호 및 지원

시설중심에서 장소중심 지원 강화

Ÿ 도심부는 문화예술, 공연산업이 강세를 보이며 미술

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풍부하다.

Ÿ 또한 매일 90만 이상이 출퇴근하는 통근의 중심부로

서 외국대사관과 공사관 등이 집중되어 있어 고급 

소비계층과 문화수요가 늘 존재하는 곳이다.

Ÿ 도심부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환경은 문화기

반시설들이 집적하여 독특하고 고유한 분위기를 형

성하는 장소중심의 문화환경이라는 점이다.

Ÿ 공연관련 시설과 예술단체가 밀집한 대학로, 골동품,

표구점, 필방, 화랑 등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 개

인미술관과 화랑, 소형박물관, 소규모 공방으로 형성

된 삼청동 등 개별시설이 아닌 장소자체가 문화환경

이며 각 장소성을 보존·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

요하다.

문화지구 개선 및 추가지정 예술문화집적지의 보호

Ÿ 도심부에서는 집적된 독특한 문화적 장소들을 보호

하기 위해 인사동과 대학로에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Ÿ 그러나 2004년 문화지구 지정 후 수립된 계획이 개

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다. 문화지구임에도 인사동 및 대학로에서 주

요한 기능인 화랑과 표구점, 소규모 공연장들이 점

차 감소하고 있다.

Ÿ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함께 정기적인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Ÿ 또한 전통문화거리 보존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화지

구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연시설의 지원이나 전

통문화로 분류되지 않는 예술문화 창작관련 용도의 

지원으로 확산하고 문화지구의 확대적용을 검토한다.

장소 장르 주요 문화 시설

대학로

(문화 지구)
공연 예술

- 공연장 96개소

- 공연관련 대학(학과) 및 예술단체

인사동

(문화 지구)
화랑 거리

- 화랑 120개

- 골동품, 표구점, 필방 등

삼청동

화랑

미술관

갤러리

- 개인미술관, 화랑 73개소 

- 소형박물관 10개소

광화문
미술관

공연 예술

- 여러기업미술관 입지

 (대림미술관, 세종갤러리, 롯데화
랑, 일민미술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입지

정동
미술관

근대 유산
- 시립미술관, 덕수궁미술관, 정동

극장, 정동A&C

자료출처 :라도삼(2007), 서울의 문화자원분포와 문화생태연구, 서울연구원

도심부 내 주요 문화시설 현황 문화지구현황 및 신규지정검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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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산업 지원

Ÿ 문화지구의 지정용도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

사동의 화랑․표구, 대학로의 소극장, 삼청동과 서촌

의 공방 및 소규모 갤러리 등 각 예술집적지의 주요

한 기능을 보호한다.

Ÿ 빈사무실, 빈집 등 저사용 공간을 공공이 매입하거

나 임대하는 방법, 민간의 공간 기부와 연계하는 방

법 등을 사용하여 공공 공연장, 공공연습실, 공공 전

시실, 공동 창작공간 등 문화예술공간을 저렴한 비

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활용

Ÿ 도심부에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글

로벌 도시의 위상에 비해 앵커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규모있는 박물관, 미술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Ÿ 옛 시청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공공기

관이전 시, 빈 공간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비사업 내 문화창작산업 설치 유도

Ÿ 도심부내 정비사업 내에서는 문화․창작산업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업무회랑이 형성되어 있는 세종로주변은 통근인구가 

높아 문화수요가 높은 곳이므로 정비사업 시 문화공

간 및 창작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 시 주변의 영화산업, 인쇄산

업, 방송통신, 전자산업 등과 연계한 미디어문화창작

서비스 공간을 유도한다. 

남산문화지역의 도심부 연결성 강화

Ÿ 남산지역에 남산 예술센터,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 

남산 창작센터 등 공공문화지원 시설이 집적되어 있

으나 도심부의 활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Ÿ 충무로와 세운축 중심의 보행축의 연결 등으로 도심

부 상업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남산주변에 산

재한 문화시설과 도심내부의 문화자원이 보다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빈집을 활용한 예술공간 스페이스캔 이전 예정 공공기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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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2 전통공예산업 등 전통문화관련산업 지원시설 설치

전통공예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Ÿ 전통공예품은 역사문화예술이 집약된 생산물로서 일

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독특한 문화풍습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이다.

Ÿ 전체 산업에서 전통공예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작지만 도심부 일정 지역에 전통공예산업의 집적

지가 나타나고 있다.

Ÿ 특히 도심부는 방송, 광고, 출판, 영화, 공연산업 등 

문화예술창작 산업의 기반이 비교적 풍부하고 인사

동과 같은 상권의 형성으로 전통공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안정적이다.

Ÿ 역사도심으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경관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보존뿐만 아니라 전통공예산업

과 같은 문화산물의 보존도 중요하다.

‘전통공예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전

통공예산업 기반 조성

Ÿ 전통공예산업은 가내수공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

하는 상태로서 신기술개발이나 후계자 양성이 어려

워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Ÿ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전반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규정

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심의 전통공예산업 전반에 대

한 구체적 지원을 위해‘전통공예산업 진흥 및 육성

에 관한 조례 제도’신설을 제안한다.

Ÿ 전통공예산업체 지원: 자금지원, 공간지원, 원자재 

구입경로 지원    

Ÿ 기술개발 및 후계자 양성: 전통공예학교 설립, 후계

자 양성 프로그램 및 인건비 지원, 신상품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 경연대회 개최

Ÿ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역축제와 연계, 전시

회 개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장소와 결합한 전통공예산업의 육성

Ÿ 인사동 거리의 전통상품가게와 북촌에 입지한 공방, 

광장시장의 한복상가와 전통 먹거리, 돈화문로 전통

악기 거리 등은 전통적인 장소이미지와 결합하여 물

건의 구입과 만들기나 연주 등 체험 등으로 발전시

켜 전통공예산업의 판로를 높이고 친숙성을 높인다. 

Ÿ 소규모의 공방에 대한 공동 작업장, 전시장, 체험장 

등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예시: 북촌 공예품)를 

통해 장소와 공예품의 이미지를 상승, 발전시킨다.

 

북촌과 서촌의 공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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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전통상업거리 활성화

교토시 전통공예박물관의 교토 전통공예품 복원된 전문대가의 패루

교토의 전통공예산업 육성

교토 전통공예산업의 현황

Ÿ 교토에는‘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산업법)’에 의하여 총 17개 분야에 관련된 전

통산업이 존재, 교토시 자체적으로 72개 품목지정

Ÿ 오랜 역사에 의해 구축된 기술 및 감성, 그리고 미

적 감각을 자랑하는 하는 이른바‘교토물건(Made 

in Kyoto)’의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음

Ÿ 전통공예산업, 전통시장, 다도와 공연예술과 같은 

전통문화를 결합하여‘교토’의 브랜드화 구축

교토시 전통공예 지정 품목 17개

니시진오리 (西陣織) 교토 니시진에서 만들어지는 직물

교유젠 (京友禅) 기모노에 사용되는 염색기법

교코몬 (京小紋) 교토 전통의 자잘한 무늬의 염색물

교카노 교시보리
(京鹿の子絞)

10세기 헤이안시대 궁정에서 시작된 염색 
기법

교쿠로몬쯔키조메
(京黒紋付染)

혼례,장례등 예복에 사용되는 검정 직물  
염색기법

교누이 (京繍) 아스카 시대부터 이어져온 자수기법

교구미히모
(京くみひも) 헤이안시대가 그 시작으로 알려진 매듭기법

교야키·시미즈야키 교토 전통 도예법 중 하나

교싯키 (京漆器) 교토 칠기

교사시모노 (京指物) 교토 전통 머리에 꽂는 장신구

교부쯔단 (京仏壇) 교토 전통 불단

교부쯔구 (京仏具) 교토 전통 불구

교세키고게힌
(京石工芸品) 교토 전통 돌공예품

교닌교 (京人形) 교토 인형

교센스 (京扇子) 교토 전통 접는 부채

교우찌와 (京うちわ) 교토 전통 부채

교효구 (京表具) 교토 전통 표구

교토시의 전통산업 진흥정책

Ÿ 2005년 10월“교토시 전통산업활성화 추진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홍보, 

시장개척을 강화하고 있음

Ÿ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전통공예학교’를 설립하여 젊

은 세대에게 기술 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Ÿ 교토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전통공예 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뤄지도록 함

Ÿ 원자재 구입 경로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축제, 

박물관, 체험관 등으로 홍보수단 마련 

베이징의 전통상업거리 활성화

제조와 판매가 공존하는‘전점후장’특징 보호

Ÿ 베이징은 중국의 오랜 수도로 황실에 물건을 납품

하고 귀족 및 서민들의 수요를 충당하는 등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전통상점거리가 발달

Ÿ 베이징의 전통상점은“전점후장(前店後場)”으로 전면

부 상점에서는 물건을 팔고 건물 안쪽 후면부에서

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와 판매가 공존하는 체계.

Ÿ 전점후장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불편한 상가시설을 

개선하고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Ÿ 핵심적인 전통 상가거리는 대책란(大柵欄) 상점가, 

유리창(琉璃廠) 문화거리, 전문(前門) 상업문화관광

구, 십찰해(十刹海)문화관광 풍경구의 연대사가((烟

袋斜街)와 하화시장(荷花市場) 등으로 가로정비와 

활성화 대상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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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3 전통시장 활성화 및 특성별 환경개선 지원

차별화된 상권 특성 강화 

Ÿ 도심부 산업에서 도소매산업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평화시장, 방산

시장, 중부시장, 통의시장 등 다양한 물품을 다루는 

다양한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존재한다. 

Ÿ 광장시장의 주단, 의류 등 한복상가와 빈대떡을 위

주로 한 먹자골목, 방산시장의 제과관련 상품과 벽

지, 포장지 등 인쇄산업, 중부시장의 건어물과 해산

물 등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동대문 패션타운도 각각 

남성의류, 여성의류, 직물과 모자, 가방, 신발 등 각

자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들이 

서로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Ÿ 최근 독특한 장소성을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

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

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각 시장에 얽힌 사람, 

역사,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장소의 매력

을 높이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Ÿ 각 시장마다 구축되어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전통

시장 환경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Ÿ 조명, 환기, 배수 등 기본적 환경관리 시설과 함께 

각 구역별 특징을 보여주는 간판디자인, 보도포장을 

도입하고 가판 배치의 관리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Ÿ 전통시장은 도심부의 옛길과 관련된 곳이 많다. 시장 

내부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 연결하여 

계획 설계한다.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반영한 바닥패

턴 도입이나 상권별 차별화된 바닥 패턴 등의 도입

으로 공간별 연계를 명확히 하는 등 시장과 골목, 

이웃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Ÿ 빈 가게, 공터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의 휴식장소 및 

공연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오래된 가게‘터줏대감’등 스토리텔링 의 발굴

Ÿ 가장 오래된 가게 등에 부여하는‘터줏대감’의 발

굴 등 전통있는 가게에 인증을 부여한다.

Ÿ 시장통의 명인들, 이야기가 있는 상점, 시장통 역사 

이야기 등을 발굴하여 스토리북을 발간하고, 볼거리/ 

먹을거리/체험하기 등 테마별 관광루트를 개발한다. 

도심부에 위치한 시장들 광장시장

광장시장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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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1 한옥 게스트하우스, 도시형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 도입 유도

호텔시설의 건축 공급량 및 입지의 관리

Ÿ 현재 도심부 호텔은 총 43개소, 9,105개실로 소공동, 

명동, 남대문 주변으로 밀집하여 있고, 동대문 지역

은 많은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Ÿ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호텔 건축을 유도하고 특

히 동대문 지역은 주변 이적지를 활용하여 호텔 공

급을 검토한다.

Ÿ 그러나 2009년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4

대문안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

률의 20%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 의 효과로 2012

년 이후 다수의 호텔 완공이 예상되어 호텔 공급 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사동, 율곡로 등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 호텔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호텔 입지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숙박시설의 공급 유도

Ÿ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 템플스테이 등으로 호텔 외

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Ÿ 한옥체험과 게스트하우스는 개수에 비해 객실 수가 

한정적이므로 주민들과 연계한 탄력적인 운용프로그

램을 검토한다.

Ÿ 주로 주택지 내부에 위치한 한옥체험과 게스트하우

스는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세심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현황(2012년 기준)

호텔수 객실수

종로+중구 43 9,015

강남+서초 44 8,100

호텔 현황(2012.12.31. 기준)

종로+중구

호텔수(객실수)

강남+서초

호텔수(객실수)

2008년 현황 35 (7,968) 38 (7,225)

2011년 완공 2 (386) 2 (93)

2012년 완공 6 (721) 3 (431)

2015년까지완공예정량 15 (2,795) 12 (1,495)

호텔 건설 추이

호텔수 객실수

한옥체험 58 233

게스트하우스 29 148

템플스테이 조계사, 금선사, 낙산묘각사 3개

대체숙박현황(종로구+중구)

자료: 서울시 관광정책과 내부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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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2 기존 특성 및 장소성을 활용한 관광 지원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책자,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 안내 프로그램 강화

Ÿ 현재 종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목길 해설사와 같

이 각 주요 장소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개하는데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관련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Ÿ 지역 주민과 연계한 해설사 제도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자부심과도 연결되며 더 많은 스토리의 

발굴로 장소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역 가능한 전문적 안내사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보

다 나은 관광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Ÿ 역사적 장소, 전통시장, 현대적 쇼핑가, 공연문화 거

리 등 테마별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관광객들에

게 좀 더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Ÿ 관광 안내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방문객이 

보다 쉽게 관광정보 및 역사문화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 주민간의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도심부 박물관 및 전시관 통합패스 및 교통권 발급

Ÿ 도심부의 관광루트와 연계한 통합패스의 개발은 관

광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Ÿ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티패스는 주로 교통카드 

기능으로 연계된 관광상품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여

러 가지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통

합패스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Ÿ 도심부 주요지점 주변 관광버스 주차공간의 부족으

로 인해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 발생과 그로 인해 

차량정체가 유발되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Ÿ 현재 서울시에서 ‘관광버스 주차공간 가이드’를 운영

하고 있으나 홍보 미흡 및 가이드와 실제정보가 상

이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Ÿ 도심부내 관광버스 주차공간에 대한 홍보 및 홈페이

지, 표시판 등 다양한 안내체계 마련과 함께 지능형 

주차시스템으로 관광버스 주차 정보의 실시간 제공

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된 관광버스 

단속도 강화되어야 한다. 

Ÿ 도심부 관광버스 주차공간의 50%에 해당하는 16개소

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광버스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회전율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Ÿ 현재 도심부 관광버스 주차장 30개소 중 15개소가 승

용차와 병행하여 주차할 수 있는 시간제 관광버스 주

차장으로 일반차량으로 인해 관광버스가 주차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승용차 병행주차 구간 중 관

광버스 전용으로 변경 가능한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

Ÿ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인 남산 주변에 대한 관광

버스 주차장 신설과 공공부지 개발 시 관광버스 주차

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북촌 골목길 탐방 해설사 안내책자 외국인 관광객용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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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3 전통문화 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외국인 1인당 지출비용 및 항목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

Ÿ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2013년)를 바탕으로 보면 외

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은 쇼핑과 식도락으로 다른 

관광활동은 매우 한정적이며 문화지출 소비액은 1인

당 $36.5에 불과하다.

Ÿ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다변화된 소재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옥, 한식, 한복 등 전통생활양식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프

로그램의 활성화 및 테마관광루트의 개발

Ÿ 한옥체험, 템플스테이 등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제공하

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주거문화와 독특한 종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Ÿ 도심부는 한식, 한복, 침선 등 고유의 식문화와 의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전통시장의 한복

과 포목, 전통먹거리, 북촌과 서촌의 공방, 인사동의 

필방 및 교구, 돈화문로의 국악기 등 장소마다 각각 

특징있는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다. 한복체험, 전통공

예체험, 국악체험 등 각 장소마다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Ÿ 도심부에 곳곳에 위치한 한정식, 냉면, 광장시장의 빈

대떡 및 종로5가 닭칼국수, 생선구이, 관훈동의 굴보

쌈 등 곳곳에 숨겨진 먹거리를 소개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역사를 매개로한 역사탐방루트, 전통시장을 연계한 전

통시장 숨은 가게 찾기, 갤러리를 소재로 한 갤러리 

투어, 전통공예산업을 소재로 한 전통체험루트, 한양

도성과 도심의 자연을 연계한 생태역사관광루트, 도심

부의 예술가의 흔적을 찾는 문화예술루트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테마관광루트 개발을 지원한다.

 전통문화체험교실  테마관광루트예시 (자료: 서울시, 도심부 전통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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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적 의미의 재해석 및 장소화

Ÿ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역사도

심의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역사

문화적 사실과 함께 새로운 역사문화적 의미의 도출

과 재발견도 중요하다.

Ÿ 특히 도심부의 재방문율이 높아지면서 궁궐 등 대표

적 관광장소이외의 다양한 장소의 발굴이 필요하다.

Ÿ 광화문광장 등과 연계한 국가상징거리로서의 세종로, 
왕의 거둥길로서 돈화문로 가꾸기 등 기존의 역사적 

장소에 대해서도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과 장소화 사

업을 추진한다.

Ÿ 우리 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형상화하고 장소화하는 

‘한글마루지 사업’의 사례처럼 고유한 문화유산을 구

체화시키고 장소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산업유산의 발굴 및 스토리텔링 등 소재의 다양화 모색

Ÿ 단순한 정치중심지로서의 역사와 예술중심의 문화를 

넘어 산업화의 유산과 관련 이야기도 훌륭한 역사문

화자원이다. 

Ÿ 600년 역사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흔적과 한국 근현

대사의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도심부에는 다양한 산

업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산업유산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으로 경제적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로서의 도

심부 역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으로 각인

된 도심산업 밀집지역의 이미지쇄신과 함께 관광·상
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Ÿ 산업유산은 건축학적 가치보다 장소적 가치를 보존

하며 산업화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의 발굴, 즉 스토

리텔링의 구성을 함께 하도록 한다. 

Ÿ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근원을 보여주는 주자소와 박

문국같은 조선시대 산업 유산, 한국전쟁․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사와 얽힌 기계공구 상가, 빠른 산업화의 

아픔을 담은 평화시장의 전태일 다리, 한국 영화산업

의 발상지인 충무로 영화 거리 등 산업유산들은 근

현대를 살아가는 도심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들이다. 

한글마루지 사업 구상 (자료: 서울시, 세종대로 주변 한글 마루지 종합계획, 2011)

 각 산업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 옛 주자소 현판

 옛 국도극장의 모습

전태일 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