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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익산갑)

 

 [14:20~16:00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이양재 교수 (원광대 도시공학과)

   ■ 발  제  : 도시재생 뉴딜 정책

               김이탁 단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사업보고 : 최광석 국장 (익산시 건설교통국)

              ※섹터별 세부사업 프리젠테이션

                (익산시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오민근 박사)

   ■ 토  론 :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김계식 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박종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조재연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장경호 회장 (익산시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

   ■ 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춘석입니다.

어느 덧 무더웠던 여름의 햇살이 그리워지는 

겨울 초입입니다.

익산 발전의 미래와 비전을 고민해 온 지도 벌써 십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길 반복했던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

니다.

지금은 원래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서 있는 KTX 선상역사도 처음 지

상역사로 설계돼 있던 것을 턴키사업 최초로 설계변경을 이뤄 내 선

상역사로 만들어내는 데에 5년이 걸렸습니다. 천년 고도로서 익산의 

위상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익산의 미륵사지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

로 승격시키는 일 역시 매 단계 단계마다 만리장성을 쌓는 것만큼 힘

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결국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

다.

지금 우리 익산은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 앞에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난 후부터 줄곧 익산의 도심재생과 농촌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왔습니다.

개 회 사



그러나 민자 주도의 상업적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인구 감소로 자체 

동력을 잃어가는 지방의 한계 사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의 도심

재생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그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기존의 천

편일률적인 관주도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과 주민들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 친화적 프로젝트입니다. 

익산 원도심이 한창 번성했던 90년대의 영화를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

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늘 동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

획단장님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주요 연계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

들과 익산의 도시재생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 오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쪼록 귀한 분들을 어렵게 모신 자리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그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고민과 그 

실행방안들을 구체적 청사진으로 담아냄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익산 원도심 재생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

께도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의원 이 춘 석





주 제 발 표

∎ 도시재생 뉴딜 정책

     - 김이탁 단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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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보 고

∎ 익산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모델 개요보고

     - 최광석 국장 (익산시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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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모델 개요보고

최 석 국장 (익산시 건설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 먼저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고, 현재 공모 신청한 중앙동 일원 중심시가지형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14년 11월에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전라북도로부

터 2016년 6월 승인을 얻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

니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완료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5군데

가 선정되었으며 1순위인 KTX익산역 동편 중앙동지역에 대하여 도

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그간 2016년 5월 ~ 6월 8주간 지

역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아카데미 주민 작품을 익산역 대합실에서 7일간 전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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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는 주민 집중검토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

니다.

- 또한, 2016년 11월에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도시

재생관련 부서를 활성화지역인 중앙동에 전진배치 하였으며

- 2017년 1월에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임명, 2017년 6월에 도시재

생 지원센터 구성, 2017년 8월에 부시장을 의장으로 도시재생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

니다.

- 2017년 10월 25일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시는 중앙동 

일원에 대하여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공모사

업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존 활성화지역(88만㎡) 중 익산역을 중심으로 기준면적(18만5천

㎡)을 주민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그간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주민 집중검토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 기존 소규모 집장촌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센터 및 다기능 주민편의

시설로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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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시장 2층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춘 익산몰, 전통시장 손맛 전

수장, 열차테마 카페를 통한 상권 활성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가 2017년 4월에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

되었으며, 익산역 앞의 활성화지역 내 건물의 3개 층에 원광대 창

업지원센터가 2018년 1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 원광대와 익산시

는 협약을 통하여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할 예정이며 청년창업을 사업지 내로 유도하고 지원 및 관리를 통

한 청년창업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푸드트럭을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마을간이역 조

성, 지역 업체(하림, 하이트, 삼양라면)와 연계한 하하축제, 누들로드 

축제,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용한 익산문화기차길 조성, 유·무형 문

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 빈집 및 빈점포가 즐비한 지역에 대하여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 및 지역 상인들에게 임대해주는 공공상가 임대사업을 계

획하였으며 LH와 협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 전국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를 가진 익산의 시장길에 대하여 역사가 

문화로 시장길조성, 교복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의 교복문화거리조

성 및 보행자중심의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조성 등이 있으며 익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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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모든 점포들이 비어있는 지역에 청년 창

업거리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익산시 특화거리로 지정

되었던 글로벌 푸드거리, 리빙 토탈거리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스마

트시티를 적용한 활성화 지역내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가로등을 

추가 도입하는 하드웨어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 부처협업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세대융합 창업 지원사업

과 연계하였으며 청년과 중년들이 융합하여 창업 공모 시 익산에 

20%를 배정하기로 중기부 위탁사업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참여

의향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매년 청년 창업자를 배출하여 창업거

리, 청춘익산몰 및 공공상가 임대사업 대상지에 배치함으로써 익산

을 청년 창업을 통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통하여 초기 컨설팅부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관리 통하여 매년 10여개의 마을기업을 육성, 5년간 

6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진행 할 예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는 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인 ‘일자리’가 해당되고,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인 것이므로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

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통하여 쇠

퇴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오며 호남3대 도시이자 철



- 39 -

도 교통 중심지인 익산시의 100년 근대철도 역사를 문화의 길로 만

들겠다는 의미로 “역사가 문화로”라는 명칭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   론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한 사회 기업의 역할과 사례

     -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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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사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1. 도시재생사업 개요

ㅇ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도시개량 방식임

 

ㅇ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추세에 

따라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기존도시의 쇠퇴**가 심화됨

   *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쇠퇴 중 (‘14.12, 국토연)

   ** 1985～2010년간 구도심 인구유출로 부산 중구의 경우 47%, 대구 중구의 경

우 60%의 인구가 감소함(’15.6., 국회입법조사처)

  

ㅇ 과거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추진 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쇠

락해 가는 구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도시재

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법률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를 바탕으로 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 됨

ㅇ 새 정부는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

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주도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주도

(Bottom-up)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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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이>

기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주도방식(Top-down) ⇒ 지역 주도 방식(Bottom-up)

주민체감이 미흡한 

대규모 사업 중심
⇒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재생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
주민재정착, 사회적 약자 

배려
전국 46곳의 미흡한 지원

(선도 13곳, 일반 33곳)
⇒

소규모 사업 위주의 

전폭적․통합적 지원

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ㅇ 새로운 도시재생 개념이 도입되면서 재생사업의 범위가 물리적 

환경의 정비와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문화 및 삶의 

질 제고를 포함

ㅇ 주민과 여타 지역주체 간의 협업이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

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에 있어 ①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 ② 

지역의 취약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중심의 지원 확대, ③ 지역

공동체 활동 강화의 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

제를 ‘비지니스’ 형식을 통해 해결하고, 여기에 얻은 이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여 도시재생의 주요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달성하는 수단이 됨

    ①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 지역 고용창출 및 이윤의 지역사

회 재투자 

    ② 사회서비스의 확대: 복지, 주거환경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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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③ 공동체 활동 강화: 지역자산 활용, 주민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자극, 지역사회 활성화 

ㅇ 주민과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ㅇ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설립(사

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하여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중

이며,

 - 지역예술가와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협업하여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감천문화마을 이야기책자 등 관광용품 제작, 공동예술작품 

월(Wall) 조성, 예술작품 설치,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추진

 - 카페, 관광기념품 판매 등의 수익을 지역주민의 복지와 집수리, 

경로잔치, 장학금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환원

 - 감천마을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 이후 방문객이 평일 평균 500여

명, 주말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감천마을 동네가게

는 20여개소 에서 70여개소로 증가되어 일자리창출이 100여명 

이상 된 것으로 예상(부산시(2016년))

   * 부산 감천마을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서 형성되었으

며, 계단식으로 붙어있는 판자촌 형태로 약 4,000여 가구가 거주

ㅇ 사회적기업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쇠퇴한 도시를 살려서 지역(community) 주도로 일

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공약의 목적에 부합함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 사회적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면, ①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②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

생, ③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④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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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회적기업 수행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도시재생 분야에 적합한 지역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육성, ② 기

존에 지역 내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의 지역·업종별 협력체계 강화, 

③ 지역 민간자원연계 및 지역주민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

하며,

ㅇ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

역 내 사회적기업 참여 분야 설정 등 사전검토 등의 활동이 필수

적임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ㅇ 도시재생 사업 연계가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

회적기업 창업교육,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 등 단계별 지원활동 추진

①교육․홍보
 확산

②아이디어
발굴 ③창업육성  ④성장지원 ⑤인증지원

▪소셜벤처  

  캠퍼스투어, 

▪소셜벤처 

  학 동아리 

지원

▪ 사 회 기 업

가 아카데미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 회

▪ 사 회 기 업

가 

  육성사업 

  상시등록

▪사 회 기 업

가 

  육성사업

  (창업 공간, 

사업비, 

멘토링 등 

지원)

▪성장지원센터
  (사무공간,  

멘토링 등 지원)
▪사후 리  

후속지원
  (컨설 , 교육,

네트워킹 등)

▪( 비)사회

기업 

지정 (인증) 

안내  

컨설  

제공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된 

각 부처 지원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

업 육성

    * 국토부(주거개선 등), 교육부(교육 등), 복지부(돌봄 등), 환경부(대체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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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 경실련, YMCA, YWCA등 주요 

NGO 및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ㅇ (업종네트워크) 도시재생 관련 공동프로젝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종별 사회적

기업 공동 활동 지원

ㅇ (지역특화 사업 지원) 지역별 도시재생 관련 현장 수요 발굴 및 사

회적기업 연계 기반마련을 위한 초기 지원활동 추진(광역 2억원,  

기초자치단체 8천만원 한도 지원) 

    <지자체와 지역자원 연계 사회적기업 발굴 사례>

   * (인천) 주거재생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회적기업),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계한 창업지원 사업 추진

   * (대구) 도심재생형 사회적기업 모델(북구 연암서당골, 수성구 야시골 

등) 발굴

4. 향후 전망

ㅇ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이 필요

  - 이를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지역 내 일

자리 창출, 지역주민 대상 충분한 사회서비스제공(교육, 의료, 돌

봄 등),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커뮤니티(문화 등) 활

성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등의 지원을 확대 추진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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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

ㅇ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개발 방

식에서 지역주민 내지는 지역기반 조직이 관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중심의 재생사업방식으로 전환

ㅇ 대규모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재생‧지역특화 개발 

등 맞춤형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기업을 통

한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ㅇ 이러한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제안과 지역자산 기반 도시재생과 사회적기

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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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등 지역재생 사회적기업 사례

① 하우징 사업 : ㈜에스이하우징

   주거복지사업을 진행. 벽지, 바닥재 등 집에 관련된 모든 자재를 

취급하는 인테리어 자재 취급 전문기업. 취약계층 고용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인테리어 및 집수리 공사를 제공. 또

한 건설자재 도매업을 통해 주거복지분야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으

며 일반건축영역의 자재공급 및 시공(공사)을 통하여 수익 극대화 

노력.

② 주거정비사업 : 서울 장수마을 동네목수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집수리사업을 수행하는 도시재생회사. 사업 

대상지인 장수마을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노후 주거지

구 이자 서울성곽 주변의 경관 특색을 지닌 마을로 주로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 진행. 향후 집수리사

업과 함께 주민조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공간(마을박물관・
마을사랑방)을 확보하고 주민거점공간으로 활용 계획

 

③ 공연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제공 : 인천 자바르떼

   즐겁게 일상을 기획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문화생태적 가치를 만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문화예술을 통한 예술교육 활동, 체험사업, 

행사기획, 퓨전 국악 등의 공연사업 및 지역시민들과 문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진행.





토   론

∎ 도시재생에서의 근 문화유산자원 활용방안

     - 김계식 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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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의 근대문화유산자원 활용 방안

김계식 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핵심적 자산으로서 도

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정책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

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

피, 도시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체험․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

방향은 쇠퇴하는 도심의 경쟁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

심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공동체가 조화롭게 상생하는데 있습니다. 쇠

퇴하는 도심을 거꾸로 바라보면, 도심이 걸어온 길을 오롯이 담고 있

는 기억의 저장소로서 근대문화유산이 자리하여 전통과 현대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시재생은 여러모로 긍정적 측면도 많았습니다만, 전면 개발

방식 등으로 진행돼 원도심이 가진 정체성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사

라지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반성위에서 세월의 흔적과 삶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문화자

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하여 도시에 문화적 옷을 입히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그 의미

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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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고도인 익산시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는 옛 

삼산의원 등 익산시의 가장 가까운 과거를 묵묵히 지키고 인내해 온 

많은 근대기의 건축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연계망 구축과 활용 콘텐츠 개발․적용 등 소프트웨어

적 접근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은 ‘17년도에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고도 조성을 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건당 5억원 이내)’ 내실화 

및 고도 세계유산 팸투어(6회 운영) 사업과  문화재 야행(夜行)(13개 

시․도, 18개 사업/ 90억원) 및 생생 문화재사업(120건/ 70억원), 전통

산사 활용프로그램(25개/ 20억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프로그램

(12개 시․도, 25개 사업/ 10억) 등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

어 넣고 있는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2016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문

화재 야행(夜行), 생생문화재 등 17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약 

147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905억원의 경제적 파

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주민 참여형’ 문화적 도시재생 기반 확대 노

력을 지속하는 한편, 근현대 문화유산 집단 분포지역의 활용촉진 지구 

지정,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

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

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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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동안 근현대 건축유산의 기초조사와 보전 및 활용 등이 「문

화재보호법」과 「한옥 등 건축자산법」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정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17년 11월 20일 문화재청과 건축도

시공간연구소가 통합 정보체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유하는데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완료되

면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인천, 대구, 군산 등을 들 수 있습니

다. 이들 지자체들은 자발적 주민참여와 행정력이 잘 어우러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화 되면 여타 지자체에서도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이들 국가들은 근현대

에 형성된 건축물과 시설물을 문화적 관점의 도시재생을 통한 ‘복합

문화예술단지’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

화를 견인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발전소를 미술관(Tate Modern Collection, UK)으로 활용하여 

런던을 찾는 모든 이들이 꼭 가보고 싶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관이 되었으며, 독일은 폐광산업시설 ‘졸페라인’을 1989년부터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문화예술공간

으로 조성하였으며 2001년 세계유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양

물점 창고인  ‘구 가나모리 창고’들을 당시의 외관과 주요 구조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하코다테 히스토리 프라자 가마모리’ 복합문화공간

으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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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다양한 근대유산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내재된 핵심가치를 

살려 특화된 활용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익산시만의 매력적인 고품격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

인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낙후된 쇠퇴의 도시가 아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여 관

광 문화명소로서 살아있는 21세기 도시재생의 새로운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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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근  산업유산 활용 국내 우수사례

□ [인천] 개항장의 근대유산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

 ㅇ 활용 내용

   - 개항장의 주요 근대유산을 거점으로 활용한 ‘개항장 문화지구’ 

축제는 근대의상, 전통놀이, 만국 야시장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

험 기회 제공

   -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인 '인천 개항장 

밤마실(Culture Night)'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비롯한 다양

한 전시/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5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

을 얻음

   -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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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토리로 담아낸 근대골목투어

 

ㅇ 활용 내용

   - 근대골목투어 체험프로그램은 역사, 문학,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인 2017「대구야

행, 근대로의 밤」행사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및 문화체험

의 장으로서, 큰 호응을 이끌어냄

   - 2006년 마련된 근대골목투어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

   -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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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지역의 아픈 근대역사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활용 내용

 - 해망동 근대역사거리의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군산 근대건축관)’,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군산 근대미술관)’, ‘구 군산세관(관세

 박물관)’ 을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

 -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인 2017「군산야행!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행사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와 향

수를 자아내는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큰 호평을 받음

 -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을 전시관으로, 오래된 철도역과 병원을 미

술관으로, 도축장과 쌀 창고를 문화예술 센터로 탈바꿈시켜, 근대

역사거리를 조성

 - 지난 2013년 22만명을 필두로 2014년 48만명, 2015년 82만명, 2016

년102만명으로 관광객이 급증했고 시간여행을 테마로 한 축제도 

매년10월 개최하여 큰 호평을 얻고 있음

 -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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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근  산업유산 활용 해외 우수사례

□ [영국]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

 ㅇ 최초 용도 : 뱅크사이드 화력 발전소

 ㅇ 현재 용도 : Tate Modern Collection, UK

 ㅇ 활용 내용

   - 영국 정부의 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템즈강변의 뱅크사이

드 발전소를 리모델링 후 미술관으로 개관

   -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99m의 굴뚝을 건축물 상징요소로 활용

   - 20세기 아우르는 4가지 주제(풍경, 정물, 누드, 역사)로 전시

    * 기존 발전소 건축물의 내부를 현대적 요소로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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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광산시설을 블랜찌 광산박물관으로 활용

 ㅇ 최초 용도 : 19세기 광산시설로 사용

 ㅇ 현재 용도 : 블랜찌 광산박물관

 ㅇ 활용 내용

   - 광산시설을 박물관으로 그대로 보존, 관리, 활용

   - 가옥박물관(House Museum) 처럼 당대의 건물에 유물을 전시함

으로써 산업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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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오르세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활용

 ㅇ 최초 용도 :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계기로 기차역을 건립 사용

                   * 건립당시 리셉션 홀과 호텔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갖춤

 ㅇ 현재 용도 : 1986년 리모델링 공사 후 미술관으로 개관

 ㅇ 활용 내용

   - 근대시기 다양한 예술작품, 근대건축 모형 전시 등 파리의 도시

구조와 예술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당대의 철도역사 흔적을 살려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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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폐광산업시설의 졸페라인 세계유산 등재

 ㅇ 최초 용도 : 독일의 석탄-철광산업의 최대 생산기지

 ㅇ 현재 용도 : 박물관, 문화공간, 도서관, 콘서트 홀,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로 활용

                     * 1989년부터 10년간 도시재생사업 추진 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탄광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 2001년 세계유산 등재

 ㅇ 활용 내용

   - 박물관, 문화공간, 도서관, 콘서트 홀,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

로 활용

      * 당대의 채탄시설의 흔적을 살려 복합문화시설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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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군수공장을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

 ㅇ 최초 용도 : 군수공장

 ㅇ 현재 용도 : 중국 북경 798예술특구

 ㅇ 활용 내용

   - 문화창업산업 집중구로 지정(도시재개발 방침 변경)

   - 공장지대 그대로 보존, 새로운 예술과 접목시킨 문화적 공간 조성

      * 베이징의 3대 여행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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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가스공장을 주상복합건물로 활용

 ㅇ 최초 용도 : 비엔나 Gasometer B(가스공장)

 ㅇ 현재 용도 : 2001년 주상복합 건물로 리노베이션

 ㅇ 활용 내용

   - 당대 건물의 외관 유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

   - 4개의 가스탱크를 각각 다른 특징을 살려 설계

   - 아파트, 학생 호스텔, 이벤트 홀, 쇼핑몰, 영화 센터 등 복합시설

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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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산업기술 관련 등록문화재(동산) 목록(‘17년.9월 현재)

 <산업유산 등 록 문화재> 
  - 동산 분야 : 연구용  원자로, 「 기로」, 「 자동차 포니1」 등 44건

일련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문화재명
1 04.02.06 78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2 08.08.12 400 기아  경3륜 트럭

3 08.08.12 401 신진  퍼블리카

4 08.10.01 411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5 08.10.17 414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6 08.10.17 415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7 08.10.17 416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8 08.10.17 417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9 08.10.17 418 협궤  증기기관차 13호

10 08.10.17 419 대통령  전용 객차

11 08.10.17 420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12 08.10.17 421 협궤무개화차

13 08.10.17 422 협궤유개화차

14 08.10.17 424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

15 08.10.17 425 쌍신폐색기

16 08.10.17 426 전차  363호

17 09.04.22 429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

18 09.04.22 430 벽걸이형  공전식 전화기

19 09.04.22 431 벽걸이형  자동식 전화기

20 09.04.22 432 이중  전보송신기

21 09.04.22 433 음향인자전신기

22 09.04.22 434 인쇄전신기

23 09.04.22 435 무장하  케이블 접속장치

24 09.04.22 436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

25 10.06.25 462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26 10.08.24 467 전차  381호

27 12.04.18 494 부산  전차

28 13.08.27 551 압사기

29 13.08.27 552-1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30 13.08.27 552-2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31 13.08.27 553 현대자동차  포니1

32 13.08.27 556 전기로

33 13.08.27 557 연세  101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4 13.08.27 558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

35 13.08.27 559-1 금성  라디오 A-501

36 13.08.27 559-2 금성  라디오 A-501

37 13.08.27 560 금성  냉장고 GR-120

38 13.08.27 561-1 금성  텔레비전 VD-191

39 13.08.27 561-2 금성  텔레비전 VD-191

40 13.08.27 562 금성세탁기WP-181 

41 13.08.27 563 삼성전자  64K DRAM

42 13.12.20 577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
43 16.10.20 666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44 16.10.20 667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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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산업기술 관련 등록문화재(건축물) 목록(‘17년.9월 현재)

<산업유산 등 록 문화재> 
- 건조물 분야 :「한국 력공사 보 소」, 「화천 수력발 소」 등 27건

일련

번호
등록일자

등록

번호
옛 문화재명 문화재명 중분류 소분류

1 02.05.31 21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

태백 철암역두 선
탄시설 산업시설 공장

2 02.05.31 24 철원 얼음창고 철원 얼음창고 산업시설 창고

3 03.06.30 58 진천 덕산양조장 진천 덕산양조장 산업시설 공장

4 04.09.04 99 한전대전보급소 한국전력공사  대
전보급소 산업시설 사무소

5 04.09.04 109 화천 수력발전소 화천 수력발전소 산업시설 발전소

6 04.09.04 112 금강산 전기철도교
량

철원 금강산 전기
철도교량 산업시설 교량

7 05.04.15 150 통영 문화동 配水시
설

통영 문화동 배수
시설 산업시설 기타

8 05.04.15 156 서귀포 천제연 관개
수로

서귀포 천제연 관
개수로 산업시설 기타

9 05.06.18 175 정읍 신태인 구 도
정공장 창고

정읍 신태인 구 도
정공장 창고 산업시설 창고

10 05.06.18 182 군산 개정면 구 일
본인농장 창고

군산 발산리 구 일
본인 농장 창고 산업시설 창고

11 05.11.11 217 포항 구 삼화제철소 
고로

포항 구 삼화제철
소 고로 산업시설 기타

12 05.12.09 221 완주 구 삼례양수장 완주 구 삼례양수장 산업시설 기타

13 05.12.09 224 순천 별량농협 창고 순천 별량농협 창고 산업시설 창고

14 06.06.19 255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산업시설 공장

15 06.09.19 273 제천 엽연초수납취
급소

제천 엽연초수납취
급소 산업시설 기타

16 06.12.04 284 상 주 농 협 협 동 조 합 
구 창고 상주농협 구 창고 산업시설 창고

17 06.12.04 292 경주 우안 양수장 경주  우안양수장 산업시설 기타

18 07.09.21 355 청주 동부배수지 제
수변실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산업시설 기타

07.10.22 358 구의정수장 제1·2공장 서울 구의정수장 
제1·2공장 산업시설 기타

07.11.22 360 신안 증도 태평염전 신안 증도 태평염
전 산업시설 염전

07.11.22 361 신안 증도 석조 소
금창고

신안 증도 석조 소
금창고 산업시설 창고

07.11.22 362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신안 비금도 대동
염전 산업시설 염전

07.11.22 363 구 양천수리조합 배
수펌프장

서울 구 양천수리
조합 배수펌프장 산업시설 기타

08.07.03 376 구 성지곡수원지 부산 구 성지곡수원
지 산업시설 제방

08.08.27 403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김제 부거리 옹기가
마 산업시설 기타

14.07.01 594 　 양평 지평양조장 산업시설 공장

16.02.15 657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산업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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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등록문화재 통계 현황(‘17년8월31일 기준)

□ 등록년도별 현황

구분 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등록 711 44 21 81 82 92 48 60 30 15 19 51 60 64 8 17 19
말소 11 1 5 1 1 1 1 1
합계 700 44 21 81 81 92 48 55 30 14 19 50 59 63 8 16 19

□ 시․도별 현황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건수 700 195 18 11 7 14 21 6 0 71 37 28 52 60 78 37 42 23

□ 용도별 현황

건축물 
및 

시설물

구분 계

종
교
시
설

업
무
시
설

교
육
시
설

주
거
숙
박
시
설

전
쟁
관
련
시
설

문
화
집
회
시
설

의
료
시
설

산
업
시
설

공
공
시
설

인
물
기
념
시
설

상
업
시
설

기
타
시설
물

건수 448 68 75 52 43 29 9 14 27 74 33 7 17

동산
구분 계 정치외

교
산업경
제

사회생
활

교육예
술

과학기
술

군사치
안

건수 252 41 14 89 72 20 16

□ 종교별 현황

구분 계 불 교 유 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기 타 비종교
건수 700 30 5 32 31 2 11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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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별 현황

□ 재질별 현황

□ 지정․등록문화재 중 근대문화유산

 ※ 등록문화재700건 중 마을 옛담장 17건 포함

계 등록문화재 근대사적 비  고
737 700 37

구분 계 국가 공유 사유 기타(혼합)
건수 700 168 112 411 9

구분 계 석조 목조 금속 토자 종이 기타(성곽
등)

건수 700 37 30 53 1 9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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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현황

○ 13개 시·도 18개 사업

연번 광역 기초 사    업    명

1
서울

중구청 정동 야행(夜行)

2 성북구청 마을 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

3 부산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

4 대구 중구청  2017「대구야행, 근대로의 밤」

5 광주 동구청 2017 광주야행 “빛고을 달빛걸음”

6 인천 중구청 인천 개항장 ‘밤마실’ (Culture Night)

7 경기 수원시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야행'

8 강원 강릉시 오색달빛 강릉야행 

9 충북 청주시 2017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10
충남

공주시
세계유산도시 공주야행(夜行), 흥미진진한 

또 다른 四色 공주의 발견

11 부여시 사비 야행夜行 

12

전북

전주시 전주 문화재야행

13 군산시 군산야행!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14 고창군 뿌리 깊은 역사·문화 香을 담는 야행

15 전남 순천시 순천 문화재 야록( 天 文化財 夜 )

16
경북

경주시 “천년야행 ! 경주의 밤을 열다”

17 안동시 월영야행 - 달빛은 월영교에 머물고…

18 경남 김해시 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 초야행(初夜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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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생문화재 사업 현황

연
번

지자
체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1 서울 서대문
구 집중 독립문(사적  제32호), 서

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

 의열단
(의롭고열정적이던그들단지
과거에묻어두지않기위해서)

2 서울 서대문
구 집중 기사계첩

(보물제638호) 조선시대  100배 즐기기

3 서울 마포구 집중 서울양화나루와잠두봉유적
(사적제399호)

양화진근대사뱃길탐방
'나의양화나루유람기'

4 서울 송파구 집중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제11호)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
성백제. 바람들마을

5 서울 송파구 지속 서울석촌동고분군
(사적제243호)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고대 
역사 부활의 꿈

6 서울 동대문 시범 선농단
(사적제436호)

선농단에서  풍년을 기원하
다

7 서울 동작구 집중  양녕대군 사당 및 묘역
(서울유형 제11호)

종가와함께하는,
 오감만족 전통문화 체험 

8 서울 동작구 시범
사육신묘(시도유형  제8
호), 용양봉저정(시도유형 
제6호)

동작에서  멈추다

9 부산 서구 지속

부산임시수도정부
청사(등록문화재
제41호),부산전차(등록문
화재제494호),박물관소장
품(동궐도(국보제249-2호)
등)

부산근대유산1번지,
생생(生生)하네!

10 대구 동구 집중 신숭겸장군유적
(대구기념물제1호)

왕건길에서  신숭겸장군을 
만나다

11 대구 중구청 시범 대구구제일교회
 (대구 유형 제30호)

대구  근대골목 - 노크
(Knock) 1919

12 광주 시청 집중 남도의례음식장
(광주무형제17호)

남도  맛 따라~ 생생(生生) 
전통음식문화

13 광주 광산구 집중

용아생가  (광주기념물 제
13호), 김봉호 가옥(농가
주택/광주문화재자료 제25
호), 장덕동 근대한옥 (등
록문화재 제 146호)

광산,  가옥의 사계 3악장

14 광주 서구 집중

만귀정(광주문화재자료  
제5호), 병천사(광주문화
재자료 제11호), 가야금병
창 이영애(광주무형 제18
호)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
람

15 광주 남구 집중

고싸움놀이(국가무형제33
호),  칠석동은행나무(광
주기념물 제10호), 부용정
(광주 문화재자료 제13호)

신나는고싸움놀이로
고(告).고(誥).고(go)

16 광주 동구 시범
 허백련 춘설헌(광주문화
재자료 제5호), 
 제다(국가무형 제130호)

의재로  화폭산책

17 대전 동구 집중 송요년의묘역
(대전기념물제44호)

 이사동마을 500년 전통문화 
체험과 재연

18 인천 남구청 지속
문학산성(  인천기념물 제
1호), 인천도호부청사(인
천유형 제1호)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

19 인천 계양구 시범 부평도호부청사 출발!生生계양여행‘더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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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형제2호)
  부평향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가까이서보다,마음을더주
다!>

20 인천 강화군 시범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천연기념물제419호),저어
새(천연기념물제205-1호),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
물 제205-2호),  두루미
(천연기념물 제202호), 노
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제
361호) 

저어새  따라서 갯벌까지, 
갯놀이

21 울산 동구청 지속 울기등대  구등탑(등록문
화재 제106호)

울기등대의  빛, 대왕암 달
빛 아래서..

22 울산 울주군 집중

울산광역시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 천
전리각석(국보 147호),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울산문화재자료 제6호),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울산문화재자료 제6호), 
반고서원 유허비(울산유형 
제13호) 등

   7천년 그림역사책, 
대곡천암각화,
    타임머신 타고 힐링체험

23 세종 시청 시범

김종서  장군 묘(세종기념
물 제2호),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세종유형 제1
호), 전의 비암사 삼층석
탑(세종유형 제3호), 금이
성(세종기념물  제5호), 
연기봉산동 향나무(천연기
념물 제321호), 운주산성
(세종기념물 제1호) 등

생생  역사·문화 근방길 - 
“생생하게 걸어라”

24 경기 고양시 지속 일산밤가시초가
(경기민속제8호) 밤가시초가  마실 가자!

25 경기 평택시 집중 팽성읍객사
(경기유형제137호) 숨쉬는  500년 객사

26 경기 수원시 시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나들
이

27 경기 용인시 시범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경기민속 제10호)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
택 생생체험 ‘다시 태어난 
고택, 온기로 감싸다’

28 경기 용인시 집중 처인성
(경기기념물제44호)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
타를 겨냥하라’처인성 생생
체험

29 경기 시흥시 시범 시흥  오이도 유적(사적 제
441호) 오이도  Go, Back, Jump!

30 경기 양주시 시범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
128호) 돌아온  조선왕실, 회암사

31 경기 파주시 집중 반구정(경기문화재자료  제
12호)

임진강변  갈매기 벗 삼던 
방촌선생에게 길을 묻다

32 경기 여주시 집중

세종대왕  영릉(사적 제195
호), 조선왕조실록(국보 제
151호), 명성황후 생가(경기
유형 제46호)

세종대왕과명성황후의숲에서
더불어생생지락(生生之樂)하
기 

33 경기 포천시 집중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일
원(천연기념물 제537호)

‘용암이빚은예술품’
포천한탄강생생체험

34 경기 연천군 지속 연천숭의전지
(사적제223호) 연천,  'Corea'를 깨우다!

35 강원 동해시 집중 동해구상수시설 “물,  동심에서 빛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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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제142호)

36 강원 원주시 지속 원주매지농악
(강원무형제18호)

원주매지농악과생기복덕-
생생문화재마을만들기

37 강원 원주시 시범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
호), 거돈사지(사적 제168
호), 흥법사지(강원문화재
자료 제45호)

법천사지생생체험-
원주의사지에서
남한강을만나다

38 강원 원주시 집중
강원감영(사적  제429호), 
원동성당(등록문화재 제
139호)

강원감영은  날마다 문화잔
치

39 강원 원주시 지속 안심사판  제진언집 (강원
유형 제151호) 외 6건

목판화삽화를활용한
전통판화학교

40 강원 강릉시 지속

강릉대도호부관아
(사적제388호),
강릉농악(국가무형제11-4
호)

강릉에서生生한樂을즐기다
마카모데두드려라

41 강원 강릉시 시범 강릉  선교장(중요민속 제
5호)

해와달과별이있는당신의고향
-
강릉선교장에서오감만족

42 강원 강릉시 집중 강릉용연계곡
(명승제106호) 자연에  살으리랏다

43 강원 속초시 시범

속초도문농요(강원  무형 
제20호), 속초 매곡 오윤
환선생 생가(강원 문화재
자료 제137호)

“콧노래가  흥얼흥얼, 도문
농요!”

44 강원 고성군 집중 고성왕곡마을
(중요민속제235호)

왕곡마을로떠나는
생생(生生)시간여행

45 강원 인제군 집중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연
기념물제171호),설악산대
승폭포(
명승제97호),설악산십이선
녀탕일원(명승제98호),설
악산수렴동,구곡담계곡일
원(명승제99호),설악산용
아장성(
명승제102호),설악산공룡
능선(명승제103호),설악산
내설악만경대(명승제104
호),한계산성(
강원도기념물제17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명승
학교

46 강원 영월군 시범 영월부관아
(사적제534호)

 “관풍헌, 四色에 잠기
다!”
 - 사색공감, 낭만콘서트

47 강원 정선군 시범

정선아리랑(강원무형제1
호),
영월고씨굴(천연기념물제
219호),평창백룡동굴(천연
기념물제260호),영월문곡
리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
이트(천연기념물제413호),
태백구문소전기고생대지층
및하식지형(천연기념물제
417호)

요리보고조리보고
시간여행

48 강원 영월군 집중 영월장릉
(사적제196호)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여행”

49 충북 도청 집중 영동설계리농요
(충북무형문화재6호) 다달이  농사를 노래하다

50 충북 청주시 집중 청주  문산관(충북 유형 
제49호)등 7점

다같이돌자동네한바퀴
문의문화재단지생생

51 충북 옥천군 시범 옥천  조헌 묘소(충북 기념 의병들이여,  옥천으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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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제14호), 옥천 조헌 신도
비(충북 유형 제 183호), 옥
천 영모재(충북 문화재자료 
제75호), 옥천 이지당(충북  
유형 제42호)

하라

52 충북 진천군 집중 김유신탄생지와  태실(사
적 414호) 소년  김유신, 삼국을 품다

53 충북 보은군 집중 보은  정이품송(천연기념
물 103호) 등 5개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54 충북 괴산군 시범 괴산홍범식고가
(충북민속문화재14호)

홍범식  고가와 함께하는 이
야기 여행

55 충남 논산시 시범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등록문화재 제60호), 구 
강경성결교회(등록문화재 
제42호), 구 강경노동조합
(등록문화재 제323호), 구 
한일은행강경지점(등록문
화재  제324호), 구 연수
당 건재약방(등록문화재 
제10호), 강경갑문(등록문
화재 제501호), 죽림서원
(충남유형문화재 제75호) 
등

다  같이 돌자, 강경 한바퀴

56 충남 공주시 시범 공주남혈사지
(충남기념물제35호)등3곳

  공주 동서남북 4혈사지 
  백제 자연석굴과의 만남

57 충남 논산시 집중

논산명재고택
(중요민속제190호),논산백일
헌종택
(중요민속제273호)등

충청도  양반, 그들의 생활
을 엿보다

58 충남 계룡시 집중 계룡사계고택
(충남기념물제190호)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

59 충남 아산시 집중  이충무공유허
(사적제155호) 임진왜란을  기억하라

60 충남 아산시 집중 아산맹씨행단
(사적제109호)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
시대 명재상 이야기

61 충남 당진시 지속 기지시줄다리기
(국가무형제75호)

“의여차!  흥겨운 줄다리기 
, 우리의 세시픙속

62 충남 서산시 시범

서산보원사지(사적제316호)
외6건
(보물제102호석조,보물제
103호당간지주,보물제104호
오층석탑,보물제105호법인
국사탑,보물제106호법인국
사탑비,국보제84호서산용현
리마애여래삼존상)

서산  보원사지에서 생생하
게 짓자

63 충남 예산군 집중 대목장
(국가무형제74호)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
하라’ 대목장 생생체험

64 충남 예산군 시범 윤봉길  의사 유적 (사적 
229호)

매헌윤봉길의사,  나도 작은 
윤봉길입니다

65 충남 예산군 집중 황새
(천연기념물제199호) 황새랑  같이 살이 생생체험

66 충남 홍성군 집중 홍주읍성
(사적제231호) 홍주천년,  홍주성 한바퀴

67 충남 부여군 시범 부여정암리와요지
(사적제373호)

정암리  들봄과 백제 와박사
이야기

68 충남 금산군 시범

칠백의총(사적제105호),조
헌관련유품(보물제1007
호),  금산   이치대첩지
(충남기념물 제154호) 등 
임진왜란 유적

의병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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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충남 태안군 시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충남기념물제85호)

2017년옥파이종일선생생가지
생생문화예술체험존으로다시
태어나다

70 충남 홍성군 집중

한용운선생생가지
(충남기념물제75호),
결성동헌
(충남문화재자료제306호)

문화  in 결성

71 전북 정읍시 집중 정읍김동수씨가옥
(중요민속제26호)

김동수씨  가옥의 건축이야
기

72 전북 정읍시 시범

정읍황토현전적(사적295
호),  정읍전봉준유적(사
적293호), 만석보터(33
호), 말목장터와 감나무
(110호), 고부관아터(120
호),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233호),  양호전기(234
호), 흥선대원군효유문
(235호)

새야새야파랑새야,  전봉준 
만나러 가자스라

73 전북 군산시 집중

구  일본 제18은행군산지
점(등록문화재 제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등
록문화재 제374호), 동국
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
64호),  군산신흥동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183
호), 구 군산세관(전라북
도 기념물 제87호)

근대군산시간여행
-거리마다이야기가피어난다-

74 전북 전주시 지속

 조선태조어진(국보 제317
호), 경기전(사적 제339
호), 
 조경묘(전북 유형 제16
호), 전주사고, 예종대왕
태실및비(전북   민속 제
26호)

풍패지향전주,
태조어진을뫼시다.

75 전북 김제시 시범
벽골제(사적제111호),
김제농악(설장고)
(전북무형7-3호)

생생한  벽골제 농경문화 체
험

76 전북 고창군 시범 고창읍성
(사적제145호)

고창읍성  ‘갑’ ‘을’이 
바뀌는 날

77 전북 부안군 시범 위도관아
(전북유형제101호) 고슴도치의  사랑

78 전북 임실군 시범 이웅재고가
(전북민속문화재제12호)

500년  종가와 함께하는 둔
데기 생생월령가

79 전남 강진군 지속 영랑생가
(중요민속제252호)  영랑생가, 詩 ․ 愛 물들다!

80 전남 나주시 지속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나주목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금성관(전남 유
형 제2호), 목사내아(전남 
문화재자료 제132호), 정
수루(전남  문화재자료 제
86호), 나주남파고택(중요
민속 제263호), 염색장(국
가무형 제115호(전수교육
조교)), 소반장(국가무형 
제99호),  반남고분군(사
적 제513호)

조선의도시로가자
-나주,달빛에취하고,쪽빛에
물들고…

81 전남 순천시 시범

순천낙안읍성(사적  제 
302호), 순천검단산성(사
적 제 458호), 순천왜성
(기념물 제 171호), 충무

임진왜란의  역사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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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재자료 제48호)

82 전남 목포시 집중 목포진지
(전남문화재자료제137호)

목포진  수군교대식 재현행
사

83 전남 목포시 시범

구목포일본영사관(사적제
289호),이훈동정원(전남문
화재자료제165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지점
( 전남 기념물 제174호)  
      

목포  근대 역사 여행

84 전남 여수시 시범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
호),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보물 제571호), 여수 타
루비(보물 제1288호) 등

승리의바다,
백성의바다

85 전남 화순시 지속

조광조  적려유허비(전남
기념물 제41호), 학포선생
부조묘(향토문화유산 제7
호), 학포당(전남 기념물 
제92호), 영벽정(정남 문
화재자료 제67호)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
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86 전남 진도군 집중

진도씻김굿(국가무형  제
72호), 진도다시래기(국가
무형 제81호), 진도만가
(전남 무형 제19호)

생생학  살아 숨쉬는 우리 
상장례문화

87 전남 곡성군 집중 마천목좌명공신록권  보물 
제1469호

충정공마천목사당과  도깨비
살 설화

88 전남 해남군 시범

전라우수영성지(전남  기
념물 제 139호), 강강술래
(국가무형 제8호), 명량대
첩비(보물 제503호)

 명랑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89 전남 장성군 시범

오산창의사(전남  유형 제
120호), 서능 정려비 (전
남 유형 제162호), 박수량 
백비 (전남 기념물 제198
호)

‘충’과  ‘효’를 품어 
‘의’를 낳다

90 전남 보성군 집중  구 보성여관
(등록문화재제132호)

‘생생[生生]한’  전통문화 
속으로

91 전남 신안군 시범

신안  증도 태평염전(등록
문화재 제360호), 신안 증
도 석조소금창고(현 소금
박물관(등록문화재 제361
호)

자연의  신비 소금, 생생 소
금밭 체험

92 경북 청송군 집중
소류정(등록문화재  제497
호), 찬경루(경북유형 제
183호)

소류정(小流亭),  항일의병 
정신을 품다!

93 경북 영양군 시범

석계고택(민속문화재  제 
91호), 원리주곡고택(민속
문화재 제114호), 석천서
당(문화재자료 제 79호), 
유우당(문화재자료 제285
호), 석간고택(문화재자료  
제603호)

두들마을고택품속!
맛과멋의향연
-장계향과이문열의삶속으로 

94 경북 영덕군 시범 갈암종택(경북기념물  제
84호) 밥상에서  시작하는 배움

95 경북 칠곡군 집중

칠곡  해은고택(경북민속 
제178호), 칠곡 감호당(경
북 문화재자료 제619호), 
칠곡 지경당(경북 문화재
자료 제620호)

2017  매원전통마을 세시풍
속 체험잔치 릴레이

96 경북 봉화군 집중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 봉화 추원재(경

황금닭의  기지개! 종가문화
와 문화재의 만남



- 77 -

북유형 제343호), 봉화향
교(경북유형 제253호), 삼
계서원(경북 문화재자료 
제417호) 등

97 경북 김천시 시범

금릉빗내농악(경북무형제8
호),봉황대(경북문화재자
료제15호),  김천   김산
향교(경북 유형 제463호) 

김천  문화에 혁신을 물들이
다.

98 경북 영주시 시범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사
적 제313호)

영주  읍내리 벽화고분 생생
사업 ‘고분 속의 신라사람
들’

99 경북 안동시 집중
하회탈(국보  제121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
형 제69호)

탈  쓰고 탈 막세!

100 경북 경주시 시범

태종무열왕릉(사적20호),
태종무열왕릉비(국보25
호),김유신장군묘(사적21
호),진흥왕릉(사적177호),
서악서원(지방문화재기념
물19호),금산재(비지정문
화재) 

21C글로벌리더양성
‘新화랑풍류캠프’

101 경북 구미시 시범

용와종택  및 침간정(경북 
민속문화재 제18호), 삼가
정(경북 문화재자료 제50
호)

종가집슬로우푸드(Slowfood)
여행1박2일!!
       -나눔ㆍ협동ㆍ배려ㆍ
존중의 여행-

102 경북 의성군 시범

사촌리  가로숲(천연기념
물 제405호), 의성만취당
(보물 제1825호), 전통마
을(사촌, 산운) 등

모이소  들어보소 생생 역사
문화 체험교실

103 경북 울릉군 집중 울릉도동리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제235호)

문화재와  울릉도 근현대사
와의 만남

104 경북 포항시 집중 분옥정(경북유형  제450
호)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
다

105 경북 성주군 집중 성주사우당
(경북문화재자료제561호)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106 경남 고성군 집중 고성오광대
(국가무형재7호)

잠자는말뚝이를깨워라.
생생!!!

107 경남 남해군 지속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
승 제71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제
150호), 남해 관음포 이충
무공유적(사적 제232호), 
남해  충렬사(사적 제233
호)

물때를잡아라!
죽방렴과어부림

108 경남 밀양시 집중

밀양백중놀이(국가무형  
제68호), 아리랑(국가무형 
제129호), 감내게줄당기기
(경남무형 제7호), 법흥상
원놀이(경남무형 제16호), 
밀양영남루(보물 제147호)

밀양아리랑  생생

109 경남 거창군 집중 거창  수승대(명승 제53
호)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
산 기행

110 경남 거창군 집중 거창  동계종택(중요민속 
제205호) 우리집  정체성 찾기

111 경남 산청군 집중 목면시배유지
(사적제108호)

목화밭에서역사를
꽃피우다

112 경남 통영시 시범
통영  세병관(국보 제305
호), 제승당(사적 제113
호), 통영충렬사(사적 제

자유학기제  ‘이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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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호)

113 경남 김해시 시범

봉황동유적(사적  제2호), 
분산성(사적 제66호), 수
로왕릉(사적 제73호), 수
로왕비릉(사적 제74호),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41
호), 구지봉(사적  제429
호), 김해오광대(경남 무
형 제37호)

Talk하면通하는
생생가야나들이

114 경남 함양군 집중

일두고택(중요민속  제186
호), 하동정씨고가(경남문
화재자료 제361호), 용추
사일주문(경남유형 제54
호), 학사루(경남유형 제
90호), 동호정(경남문화재
자료  제381호)

같이  공유하는 함양문화재
의 가치

115 제주 서귀포
시 집중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
승 43호), 제주서귀포 외
돌개(명승 제79호), 서귀
진지(제주도기념물 제55
호)

탐라  명승에서 남극 노인성
을 보다

116 제주 서귀포
시 집중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
차 및 전통민속 재연

117 제주 제주시 집중
연대
( 제 주 도 기 념 물 제 2 3
호~23-23호)

제주  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수씨 연대기”

118 제주 제주시 집중 제주옹기장
(제주도무형제14호)

혼디모영  노랑굴에 흙밥지
어 봅주 !

119 제주 제주시 지속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국가무형제71호)

神人同樂의바람축제
-영등할망름질걷기

120 제주 제주시 집중 제주농요
(제주무형제16호)

제주민의  삶 전통을 넘어 
현대로 ‘랑몰라 봐사알
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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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향교․서원 활용 사업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문화재명 사업명

1 서울 강서구 시범 양천향교 605년의 양천향교, 지금 되살아나다

2 부산 동래구 집중 동래향교 향교스테이 운영

3

대구

북구 시범 구암서원 서원 빗장을 열다

4 북구 집중 칠곡향교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2”의 감동

5 달성군 집중 도동서원 선비, 그 깊이와  너비 “도동서원”

6

광주

광산구 집중 월봉서원 고봉다움, 고봉다음

7 광산구 집중 무양서원 온고지신溫故知新  무양

8 남구 집중 광주향교 온고지신과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9
대전

서구 집중 도산서원 도산서원으로 떠나는  라온마실

10 대덕 집중 회덕향교 회덕향교 愛  빠져들다

11
인천

남구 집중 인천향교 인천향교 전통문화  삼색감동 체험

12 강화군 집중 교동향교
우리전통문화교동향교에서,
배우고즐기며지키자!

13 울산 중구 집중 울산향교 울산 맹모삼천  유학길

14
세종

세종 집중 전의향교 굿모닝 전의향교(全義鄕校)

15 세종 집중 연기향교 연기향교, 다시  미래를 꿈꾸다

16

경기

평택 시범 진위향교 진위향교 풍류놀이

17 양주 시범 양주향교
감동양주향교365
-시대를이끄는확실한변화

18 양평 집중 운계서원 미션 사라진  동재․서재를 찾아라

19 포천 집중 포천향교 톡 투 유(Talk  to 儒~!)

20 포천 집중 용연·화산서원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21 김포 집중 우저서원 전통문화예술  체험사업

22 김포 집중 통진향교
발칙한유생들,

향교문을열고6개의열쇠를찾다

23 고양 집중 고양향교 꿈동이 돌담학교와  고양 향교

24 오산 집중 화성궐리사 행단에 열린 꿈  궐동학교

25 파주 집중 자운서원 율곡코드

26 수원 집중 수원향교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 임금님

27

강원

춘천 집중 춘천향교 두 번째 우듬지 프로젝트

28 동해 집중 용산서원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29 홍천 집중 홍천향교 향교골 느티나무  선비와 만나다

30 영월 집중 영월향교 내가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

31 평창 집중 평창향교 평창향교, 꿈을  키우다!

32 정선 시범 정선향교 향교와 함께 ‘꿈을  높이자’

33 고성 집중 간성향교 간성향교에서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34

충북

청주 집중 청주향교 새로운 유교문화의 꽃을 피우다!청주향교

35 청주 집중 문의향교 향교사랑 문화상생  나누기

36 괴산 집중 화양서원 화양서원- 자연에  기대어 마음을 읽다

37 진천 시범 진천향교
향교와 함께 행복한 교육 살아 숨 쉬는 
문화 사랑방 만들기

38

충남

보령 집중 보령향교 보령향교에서 옛  문화를 만나다

39 아산 집중 온양향교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뿌리를 찾아서’

40 서산 시범 해미향교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

41 논산 집중 연산향교 예(禮)와  충(忠)을 찾아 떠나는 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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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곡서원 행

42 논산 집중 돈암서원 돈암서원 禮힐링캠프

43 부여 시범 부여향교 에헴! 부여선비  나가신다 !

44 서천 시범 문헌서원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헌서원

45 홍성 집중 결성향교 함께 너머 가는  결성향교

46 예산 시범 예산향교 예산향교에 효심이와  충심이가 떴다

47 공주 집중 충현서원 우리동네  문화사랑방, 충현서원

48

전북

전주 집중 전주향교 오감으로 느끼는 인의예지 plus, 전주향교

49 군산 집중 임피향교 드림트리스쿨

50 정읍 집중 무성서원
최치원의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풍류를찾아서

51 남원 집중 남원향교 향교동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

52 김제 시범 김제향교 김제향교-해동소학 어린이 향교 아카데미

53 완주 시범 고산향교 향교 아틀리에

54 임실 집중 임실향교 어이 유생(儒生)!  유생(乳生)

55 순창 시범 순창향교 순창향교 전통예절 및 선비문화 체험사업

56

전남

나주 집중 나주향교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57 담양 집중 창평향교 창평향교 은행나무  학교

58 곡성 집중 곡성·옥과향교 과거보고 신나게  놀자

59 구례 집중 구례향교 Happy 구례향교

60 화순 집중 능주향교 호락호락한 온고지신

61 화순 집중 동복향교 호남 도학의 산실,  동복을 만나다

62 강진 집중 강진향교 좌물통 열린  강진향교

63 영광 시범 내산서원 자유학기제 연계서원 문화체험 학교

64 장성 집중 장성향교 청렴.절의 의기찾아  떠나는 선비여행

65 해남 집중 해남향교 해남 옛 향기를  찾아

66

경북

포항 시범 연일향교 충효예 향교를 깨우다

67 경주 집중 경주향교 2017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8 경주 집중 옥산·서악서원
서원 네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

69 안동 집중 묵계서원 꼬마도령의 놀이터  “묵계서원”

70 구미 집중 인동향교 예나 지금이나  인동향교

71 구미 집중 동락서원 2017 동락서원  나들이 : 동락별곡

72 영주 집중 소수서원 소수서원 학맥계승 및 선비양성 프로젝트

73 영천 집중 영천향교 영천향교에서 선비를  만나다

74 상주 시범 옥동서원 선비정신과콘텐츠의어울림 

75 청송 시범 청송향교 청송향교, 옛 향기로움 속에 인본을 배우다

76 고령 시범 고령향교
대가야Culture,
향교에서다!!다(多)!!다(All)!!

77 성주 시범 성주향교 생생문화재! 성주향교 인성사랑(愛) 캠프

78

경남

진주 집중 진주향교 경남유교대학

79 진주 집중 충의사 가호서원 논어학교

80 사천 시범 사천향교
나눔,어울림,즐거움이함께하는
사천향교문화체험학교운영

81 사천 시범 곤양향교 『어쩌다 선비』가  『당당한 선비』로

82 김해 집중 월봉서원 지역문화와 국제화  시대의 선비대학

83 밀양 집중 밀양향교 밀양향교‧서원,천년의숨결과충절을느끼다!

84 창녕 집중 창녕향교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

85 고성 집중 고성향교 향교 전통교육  체험교실

86
제주

제주 집중 제주향교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배우멍!

87 서귀포 집중 정의향교 우리 같이 향교  가자



토   론

∎ 익산의 문화자원과 문화  도시재생의 성공요건

     - 박종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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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 조재연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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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조재연 과장 ( 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추진방향

 ◦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

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상권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상생협약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따

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등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 상권내몰림 현상 : 구도심에 예술인 유입(임대료 저렴) → 문화․예

술 분위기 조성 → 중산층 유입, 상권활성화 → 임대료 상승 → 초

기입주자․원주민 이탈

    ** 사례(경리단길) : ‘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 창업이 활성화되어 임대

료가 70% 상승

□ 중기부 주요사업 추진방향

 ① (상권활성화) 현행 상권활성화사업은 관(지자체) 주도의 하향식

(Top-down) 방식으로 상권의 자생력 제고에 한계

 ⇒ 상권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상권주체(임대인, 임차인 등) 주도 

상권활성화 추진(Bottom-up 방식)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유지‧발전

   

    * 임대인‧임차인의 3/5이상 동의로 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인‧임차인으

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통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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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활성화에 따른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 상권육성이 절실하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

터 개발지원

 ⇒ 임차인·임대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참

여 지역상권위원회를 두어, 자율적 상권활성화 추진(사업비 매칭)

     * 장기 임대차 기간 보장(15년), 일정기간 임대료 동결 또는 최소화

< 참 고 > : 상권활성화 사업 개선 개요

구분 기존 사업(상권활성화) 개선 사업(자율상권 육성)

지원
대상

◦ 전통시장 + 지역상권이 연계된 
곳 중 일정규모 이상 도‧소매 점
포 밀집지

   *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 매출‧인구‧사업체수 2년연속 감소

◦ 매출‧인구‧사업체수 2년연속 감소
하는 일정규모 이상 도‧소매 점포 
밀집지

   *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 임대인과 임차상인간 상생협약 
체결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연장(5→15년), 임
대료 인상 억제, 상권활성화 공동노력 
등

지원
조건

◦ 구역당 3년간 18억원, 
연 6억원 (전액국비)

◦ 구역당 5년간 80억원 (매칭)

   * 국비 50 : 지방비 40 : 자부담 10

주요
사업

◦ (공동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개발 등 구역 공동사업

◦ (고객유치) 고객 및 지역주민 대
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축제·홍보 
개최 등

◦ (환경개선) 특화거리, 환경개선, 화
장실‧주차장 등 기반시설, 안전시
설 구축 등

◦ (상권활성화) 기존 상권활성화사
업 + 핵심점포 발굴‧유치, 청년상
인 육성 등

◦ (사무국) 상권관리 전문가 고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등
을 추진

추진
절차

<Top-down 방식>

◦ (신청) 시‧군‧구 → 시‧도 → 중기
청

<Bottom-up 방식>

◦ (신청) 임대인‧임차인(3/5동의) →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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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성화) 전통시장 특성화요소 발굴․육성을 시장단위에서 프로젝

트 지원 방식으로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그간, 시장단위의 신청․지원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한계* 극복

을 위해 프로젝트 지원 방식으로 혁신

     * 예(골목형 시장) : 시장단위의 포괄적 지원 → 순대 특화거리 조성 

등 구체적 사업지원

  ◦ 분배적 가이드라인(ICT/기반설비/이벤트/홍보) 방식에서 특화요

소 발굴․육성에 집중하여 투자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 시‧도

◦ (사업추진) 상권관리기구
  *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 (사업계획 수립) 임대인‧임차인으
로 구성된 조합(자율상권조합, 시군구
인가)

  * 조합내 상권 련 문가 의무 채용

◦ (사업추진)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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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년상인 육성) 핵심상권, 관광지 인접지역 등 고객유입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여 청년상인 안착 민 성과제고에 집중

     * 쇠퇴한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

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검토

  ◦ 공공자산화(지자체 부지‧점포 매입) 적극 유도(최우선 사업선정·

지원)  →  지역 청년상인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으로 조성

     * 예 : (지자체) 부지 및 건물제공, (중기부) 공간조성, 청년상인 모집‧

교육, 사업지원 등

  ◦ 예비 청년상인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상인 오픈 인큐베

이터*｣ 운영 활성화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안착 지원

     * 우수 아이템을 가진 예비 청년창업자를 입점, 테스트마케팅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정식입점 등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익산 원도심 재생관련 제언

     * 상권활성화, 청년몰,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현대화 등

 ◦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권내몰

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송정역시장) : 건물주-청년상인-지자체(지방중기청 입회)간 임대

료 인상 방지 협약체결을 통해 청년상인들의 일정기간 안정적 영

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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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몰 등 청년창업 공간은 공공자산화(지자체 매입) 노력 필요 

 ◦ 시설개선‧도입 시 익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접목을 통

해 타 시장과 차별화 필요

참 고  주요 추진사례

 경기 오산오색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육성전략) 특화상품(수제맥주) 개발 및 고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점화

 ◦(주요성과) 수제맥주 공방 및 수제맥주 야시장 운영, 프리마켓 운

영(20회, 약 860명 참여)을 통해 젊은층 유입(고객 평균연령 50~60

대→35세)

   - 전년 대비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13.7% 및 고객수 15.7% 증가

 원주중앙시장 (청년상인 육성)

 ◦ (청년점포 육성) 버려진 2층 건물에 지역의 젊은 예술인과 상인을 

유치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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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성과) 중앙시장 방문고객 대폭 증가하는 등 원도심 상권 회

복 중심역할 (원주시 주요 쇼핑‧관광명소로 발돋움)

     * 정부지원 점포(31개) 외 자발적으로 창업 활성화(41개 점포 자발적 

창업 입점)

   - 일평균 시장 방문고객 당초 100여명 → 주말 1,500명까지 확대

 수원 영동시장 (청년상인 육성)

 ◦ (육성전략) 7~80년대 영동시장 분위기 재현, 먹거리 외에도 문화

상품을 다수 입점시켜 복합 문화쇼핑몰 구성

     * 대표점포 : 푸드코트, 수제건조간식, 캘리그라피제품, 문화사진관, 

건강식빵 등

 ◦ (주요성과) 시장인근 푸드트럭 존과 함께 시장 내 명물로 자리매

김 하여 청년층 및 가족단위 고객유입 대폭 증가 (평일 1,000명, 

주말 6,000명)

   - 청년점포의 시장 내 재료구매, 주변상인과 공동 문화공연 및 환

경정비 등 협업 추진(상인회에서 청년몰 인테리어 및 관리비 지

원)

     * 상인회에서 청년몰 공용공간 정비 및 인테리어 지원(1억5천만원 상

당), 공동관리비 부담  



토   론

∎ 장의 으로 본 익산 도시재생의 방향

     - 장경호 회장 (익산시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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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으로 본 익산 도시재생의 방향

장경호 회장 (익산시 도시재생주민공동 의체)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

다.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리시와 농업중심의 정체

성을 지니고 있었던 익산군의 통합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새로이 조

성된 ‘근대도시 이리’와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고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대도시 익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익산시는 고대의 역사문화자원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4대 고도

(경주, 부여, 공주, 익산)로서 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였고 

미륵사지를 비롯한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 되는 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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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년 이리역 개통과 더불어 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주현

동, 인화동, 중앙동 등 마을부락이 형성되어 현재 도시의 모습이 갖추

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리시, 익산군 통합 이후 이리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익

산의 구도심은 외곽 확장개발로 인한 신도심의 발달과 정주인구의 감

소로 공가와 폐가가 많이 생겨나고 상업과 주거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점점 황폐해져 활력을 잃어가고 갈수록 쇠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

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등을 개

설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침체를 촉진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

권을 위협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구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

다. 

 참고로 저는 2001년 익산역 앞의 상가에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하였

고 지금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7년째 중앙동을 지켜오고 있

습니다.

 침체일로를 겪고 있던 익산역 앞 구도심의 상인들은 상가번영회를 

결성하였고 저는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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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를 잃어가는 도심에 생기가 넘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

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상가 회비를 모아 거리에 

장판을 깔고 청소년 댄스팀과 퍼포먼스팀을 불러 공연을 하였고 근처 

미술학원들의 도움을 받아 거리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회의를 통해서 전선들과 전신주로 흉물스러웠던 거리를 지

중화 공사를 하였고 커다랗고 너저분했던 돌출간판을 작은 간판으로 

모두 바꾸어 달았으며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던 바닥은 석재를 이용

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중화 공사와 간판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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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익산시와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낙후되어가는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들

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구도심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통해 도시

재생의 개요와 우리 동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타 지역 사

례 등을 보기위해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지중화 공사와 간판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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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도시재생아이디어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익산

역에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집중검토회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매월 정기회

의를 통해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기본 안을 잡

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의 정체성에 주

목하였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자산에 대해 알

아보고 경쟁력과 사업성에 대해 면 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 1900년대 초반에 새로이 조

성된 철도교통 중심의 근대도시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이리역의 

개통, 1950년 미군기 오폭사건과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등을 아픔을 

겪으며 철도와 같이 성장한 도시였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지구 내에는 다행스럽게도(?) 근대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자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를 컨텐츠화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네이밍인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가  탄생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익산시민 50여명과 함께 근대문화유산 자전거트래킹을 

실시하였고 학교선생님들과 논의하여 300여명의 관내 학생들이 도심

을 찾아 근대역사자원 견학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푸드트럭을 유치하여 젊은 청춘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별밤아래’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매주 주말에

는 구도심 중앙에서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익산 버

스킹’이라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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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심 내에 가볼만한 장소들을 주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소개하

는 도심 투어가이드북을 만드는 제안도 결정이 되어 곧 책의 출간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주민공동협의체의 회원들은 익산의 구도심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상인들과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책을 출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시재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

역을 조사하고 책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서로가 희망을 향해 어깨를 

걸고 간다는 의미이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문화로” 근대문화유산 자전거투어> 

<익산시청소년도심투어> <익산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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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박한 꿈은 올해가 가기 전에 주민들이 만든 책의 출판기념

회를 회원들의 가족들과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지구 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범위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춘 석  

북 익산시 인북로 248 2층 (남 동)

Tel : 063)851-8888    Fax : 063)851-8886

서울특별시 등포구 의사당 로1 국회의원회  810호

Tel : 02)784-3285     Fax : 02)788-0238

홈페이지 : lcs174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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