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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상공인 지원·공간단위 도시재생 결합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통합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필요

그동안 시행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늘었

다. 하지만 과도한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 권리금 문제 등으로 기존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이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도심재개발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

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창신·숭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특히 산업기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 대한 초기진단을 통해 공공정책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소상

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공공정책 개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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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지역, 사회–경제적 환경 쇠퇴로 봉제업 중심 산업구조 위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숭인지역은 1960년대 이후부터 의류산업이 발전한 봉제업 

종사자 중심의 주거지이다. 동대문시장과 인접하여 빠른 의류 배달이 가능하고 이동비가 절감

된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봉제공장, 부자재 가게 등이 창신·숭인지역에 집적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내부에서 정보 교류, 빠른 일감 분배 등이 가능하다.

최근 창신·숭인지역은 물리적 쇠퇴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유출 등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은 경사도 10도 이상의 가파른 대지 면적이 전체 면

적의 절반을 차지한다. 4m 이하의 협소 도로 비율이 24%,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2%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소상공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한 주거·업무환경을 꺼리는 젊은 

층들은 창신·숭인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순 전출

인구의 60% 이상이 20·30대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여 지역 전체인구의 약 14%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상황이다.

[그림 2] 창신·숭인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 [그림 3] 창신·숭인지역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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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대문 상권의 침체로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도 계속 쇠퇴하는 경향이다. 경기침체에 따

른 재고관리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다품종·소량 주문방식이 일반화되어 주문

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 생산방식은 원청-하청-재하청의 복잡한 수

직적 구조로 가격경쟁이 심하다. 봉제업 종사자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소규모업체가 높은 비율

을 차지하여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창신·숭인지역 봉제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 내의 골목상권 역시 침체하고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4] 창신·숭인지역 산업의 구조적 악순환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중심 산업–인력 얽힌 소상공인 일터이자 삶터

창신·숭인지역에서는 봉제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업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을 배우려고 상경하여 봉제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다. 봉제업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상업

활동을 하는 소상인들은 경력이 1개월에서 5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세탁소, 부자

재 가게 등 봉제업과 관련된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은 경력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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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창신·숭인지역은 오래전부터 봉제업 중심의 소상공업 활동이 이루어져 왔던 곳이므로 소상공인 

서로가 인맥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의 봉제 공정은 하루가 바쁘

게 돌아가는데, 종합공장은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하청 또는 객공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맥에 기반을 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다. 일반적인 갑을관계라기

보다는 비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관계이다. 이 밖에 소공인 간, 공장주와 

객공·하청공장 간의 관계 역시 친밀하다.

이 지역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봉제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종사

해온 소상인과 소공인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빵집, 슈퍼 등 생활편의시설

이나 세탁소, 부자재 등 봉제지원가게 등은 사적인 교류가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은 봉제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맥이 얽힌 소상공인의 일터이자 삶터이다. 이 지

역의 산업적 위기가 소상공인의 직업, 사람과의 교류 등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5] 창신·숭인지역 소공인 연령 및 경력(심층 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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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이 법적·제도적 영향권 밖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

최근 동대문 상권의 쇠퇴는 창신·숭인지역의 봉제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져 이 지역의 수직적

인 산업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갑과 을’ 관계의 고착화, 눈치 싸움, 업

체 간 단가경쟁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임대료,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은 지하 공장, 공장 쪼개기 등 열악한 상

황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회피한다. 이로 인하여 창신·숭인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은 

법적·제도적 영향권 밖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림 6] 창신동 사업체 미등록공장 수 [그림 7] 창신동 봉제공장 층수 분포

지역실태·정체성 반영 못하는 도시재생정책에 지역주민 피로감·불신

창신·숭인지역은 2000년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뉴타운 지정, 2013년 뉴타

운 해제를 거쳐 2014년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이전까지 창신·숭인지

역에는 주거지 정비 위주의 공공정책이 실행되어왔으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주거

지 정비는 물론 지역산업, 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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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창신·숭인지역 주요 이슈와 공공정책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고, 공공정책의 진행과 

중단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불신하거나 아

예 관심을 두지 않는 소상공인이 많다.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생

사업이 ‘관광’ 위주의 역사재생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

인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간의 경험으로 인해 재생사업의 방향과 방법, 그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기대가 없거나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이 도시재생사업에 느끼는 불신과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

민, 소상공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발견 과정이 필요하다.



요약 / vii

[그림 9]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결과

산업·공간정책 결합 ‘서울형 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시급

최근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 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 고도화, 폐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창신·숭인지역에는 

미등록공장 비율이 높아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

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창신·숭인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제도가 

실제 소공인들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은 이원적으로 운영됐으나 최근에 제정된 소상공인 관련 법과 

도시재생법은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하나의 장소에 통합, 연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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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비공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새로 도입된 공간적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을 도시재

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0]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개념도

서울형 지원방안, 창신·숭인지역에 시범적용 후 확대적용 여부 타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창신·숭인지역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

한다. 이 방안은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하여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결합한 형태이다. 시범 적용 후 향후 다른 지역

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창신·숭인지역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므로 계획 내용 중에 소상공인 영업

권 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을 검토하여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서도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술한 소상공인 지원 법률과 연계하여 더욱 효과

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원청-하청-재하청의 수직적·경쟁적 생산구조를 수평적·협력적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봉제업 협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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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봉제업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플랫폼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

려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공장은 예비등록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유예기

간을 두고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객공 및 하청의 수직적·경쟁적 생산구조를 수평적·협력적 생산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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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창신·숭인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필요

뉴타운 해제 이전 공공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환경 개선 위주의 물리적 환경 정비에 

치중되어 있었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및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재생사업은 물리적·공간적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

화, 역사문화재생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은 1990년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뉴타운사업(재정비촉

진지구) 지정, 2013년 뉴타운 해제를 거쳐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이전까지 주거지 정비 위주의 공공정책이 실행되어왔으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으로 인해 주거지 정비는 물론 지역산업, 상권 등에 대한 종합적 정책실행을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림 1-1] 창신·숭인지역 주요 이슈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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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지역은 특히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정비사업 역사가 긴 만큼, 새로운 형태인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을 재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공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 관련 정책 

동향, 지역산업, 상권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검토하여 종합적 관점에서의 창신·숭인지역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2) 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그간 많은 정비사업이나 공공의 재생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늘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 권리금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상공인의 임차 수요증가로 인해 기존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이전하는 상황도 발생

하고 있다.

도심재개발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

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1-2] 공공정책 개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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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창신·숭인지역의 지역적 특성, 특히 산업기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에 대한 초기진단을 통해 공공정책 시행에 대비하는 지역 소상

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창신·숭인지역의 종합적 실태분석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색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서 창신·숭인지역은 공공정책에 따른 ‘재생 활성화’라는 기회와 임

대료 상승, 원주민·영세소상공인 이탈 등 위기를 동시에 앞두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의 영

세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쇠퇴한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여 재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창신·숭인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실태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사

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검토는 물론, 지역 기반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분석하여 창신·숭인지역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창신·숭인지역의 종합적 실태분석

- 창신·숭인지역의 물리적·사회적 실태는 어떠한가?

-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업(산업) 실태는 어떠한가?

- 창신·숭인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색

- 주요 국외 도시에서는 지역산업재생을 위해 어떻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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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신·숭인지역의 실태조사 및 변화진단

이 장에서는 창신·숭인지역의 전반적인 실태와 산업구조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창신·숭인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있는 법·제도와 공공정책을 검토하여 창신·숭인지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소상공인 심층인터뷰를 통한 소상공인 실태분석 및 인식조사

이 장에서는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관련 문헌, 선행연구, 

통계 자료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소상공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

상공인이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해외사례조사를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공공역할 재검토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검토한다. 창신·숭인지역과 

같이 제조업, 소상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사례를 검토하여 산업기반 도시재생 방안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연구내용 종합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지원 방안 도출

마지막 장에서는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업 특성, 소상공인 인식을 종합하여 창신·숭인지

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의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등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2)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한다. 창신·숭인지역은 2014년 

5월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종로구 창신1, 2, 3동 및 숭인1동 일부를 범위로 하고 

있다(약 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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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연구방법

(1) 창신·숭인지역 실태분석 및 제도분석

‐ 문헌 조사, 선행연구, 통계자료 분석 등으로 창신·숭인지역의 거주실태, 산업 전반 

실태분석

‐ 현장조사를 통해 창신·숭인지역 산업(봉제업, 상업) 현황 분석 

‐ GIS 분석을 통해 창신·숭인지역 산업(봉제업, 상업)의 공간분포 특성 분석

‐ 소상공인 지원법, 소공인 특별법 등 법제도 검토,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계획 검토

(2) 소상공인 실태분석 및 인식조사

‐ 문헌 조사, 선행연구, 통계자료 등을 통해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속성, 영업실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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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목적 - 소상공인 속성, 영업실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사항 조사를 위함

대상

공인
- 봉제업의 분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공장(원청공장), 단일공장(하청공장), 
객공, 봉제 지원가게(봉제기계, 부자재 등) 등 총 18인의 공인을 대상으로 함

상인
- 공간적 분포 특성(창신동 주요 가로(창신길), 창신 골목시장, 도로변 가로) 
및 다양한 업종 분포를 고려하여 슈퍼 및 편의점, 부동산 중개업소, 구두 
수선소, 세탁소, 반찬가게, 음식점, 카페 등 총 21곳의 상인을 대상으로 함

방법

- 현장방문 면접조사
- 반표준화 면접법: 연구목적·내용에 따라 면접질문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 1인 평균 20분(최소 10분~ 최대 60분) 진행

* 반표준화 면접법 실시 사유
-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모집단에 대한 특성 파악이 어렵고(통계자료 불충분, 미등록공장 
다수), 봉제업 특성상 무응답률이 높을 우려, 타 기관과 동일 내용의 중복 설문으로 인한 
주민 피로감 우려,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다양성으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표본설문지법 채택 어려움.

- 비교적 응답률이 높고,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조사 가능한 심층 인터뷰(면접법) 채택

기간
2015년 5월. 사전인터뷰 통한 설문지 수정 및 보완
2015년 8월. 1차 인터뷰 시행
2015년 9월. 2차 인터뷰 시행

내용

- 소상공인 속성 
- 창신·숭인지역 산업 여건 및 현황 관련 이슈
- 창신·숭인지역 산업전망 및 향후 계획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기대 및 우려

[표 1-1]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설계 

[그림 1-4]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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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 분석

‐ 해외사례: 지역산업재생을 위한 도시정책 사례(프랑스 파리, 미국 가먼트) 및 민관

협력,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사례(영국 쇼디치, 미국 브루클린)

‐ 국내사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촌 조성 사례(창원)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연구의 흐름



02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 
실태분석 및 변화진단

1_창신·숭인지역의 입지·물리적 현황 및 특성 

2_창신·숭인지역의 산업 특성 및 변화진단

3_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 및 사업 검토 

4_재생사업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황

5_소결: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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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 실태분석 및 변화진단

1_창신·숭인지역의 입지·물리적 현황 및 특성

1) 봉제산업이 발달하기 좋은 입지적 조건

창신·숭인지역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의류산업이 발전하면서 봉제노동자들의 거주지로 형

성되었다. 창신1동 왕산로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시장에서 발전한 의류봉제공장들이 

확산하면서 동대문 의류시장과 더불어 봉제공장 집적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류산업이 침체하고 공정별로 분업화되자 봉제공장은 동대문시장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시 북부와 동부의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

나 창신·숭인지역은 여전히 동대문 상권을 뒷받침하는 봉제공장 집적지로, 어느 지역보다 

신속한 의류 배달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빠른 일감 분배와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지

리적인 이점이 있다. 즉 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의류산업의 배후생산지로서 창신·

숭인지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1] 서울 봉제특화지역 간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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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파르고 좁은 도로(열악한 기반시설)

창신·숭인지역의 북측에는 낙산에서 뻗어 나온 돌산이 위치한다. 돌산 아래는 급경사 지

형을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창신·

숭인지역에서는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가파른 필지가 지역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한

다. 반면, 아래쪽 필지는 비교적 완만하여 창신·숭인 북측과는 다른 조건의 거주지가 형성

되어 있으며, 상공업시설은 통행이 편리한 아래 지대에 다수 위치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좁고 가파른 도로가 많다. 폭 4m 이하의 협소한 도

로가 전체 도로 중 24%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차량통행이 불가한 건물 비율이 38%로 

나타난다. 게다가 좁은 골목길들은 의류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협소도로 비율 24%(37,588㎡/118,854㎡)
차량통행 불가 건물 38%(1,226동/3,265동)

경사도 10도 이상 면적 54%

[그림 2-2] 창신·숭인지역 도로(좌) 및 경사(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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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물 중심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창신·숭인지역은 봉제공장, 근린생활시설, 다양한 유형의 주택 등 주거, 생산, 소비의 기

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공간별로 명확하게 그 기능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로변

(종로, 지봉로)과 창신길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봉제공장은 창신2동

을 중심으로 아래 지대에 다수 분포한다. 고지대 주변에는 주로 단독·다가구주택이 위치

한다. 창신3동과 숭인1동 고지대에는 재개발아파트가 있다.

상업시설과 공장 용도의 건축물은 단독 용도로 사용되기보다 주거 기능과 복합적으로 사

용된다. 보통 2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며, 특히 도로 쪽 지하층과 지상 1층이 공

장과 상가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2-3] 창신·숭인지역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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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지역에서는 1990년대 단지 형태의 아파트 건설 외에는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했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00년대에도 사업성이 낮

아 개별적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외에 대형의 민간개발사업은 일어나지 않았다(서울

역사박물관, 2011). 2007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에 지구 지정

이 해제되어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창신·숭인지역의 건축물 중 30년을 경과하고 필지가 작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72%

로, 전체적으로 노후 정도가 상당하다. 봉제공장과 근린상가가 다수 분포하는 아래 지대

의 건축물 대부분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이다. 특히 다수의 봉제공장은 지하층에 

자리 잡고 있어 소상공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림 2-4] 창신·숭인지역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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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구역 해제 및 재생사업의 시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 창신·숭인지역에서는 신축,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현장조사 당시 개별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중인 건물

은 40곳이었고, 또한 화단 가꾸기 등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물리적 정비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2-5] 창신·숭인지역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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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리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관광 봉제 체험을 위한 봉제거리 박물관이 

조성되었다. 봉제거리 박물관은 창신동 거리에 간판을 두어 창신동 봉제공장의 연혁, 봉

제용어, 의류생산 공정 단계, 봉제공장의 작업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봉제거리에 위치한 

봉제공장들은 출입문을 열어두고 작업을 하여, 방문객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림 2-6]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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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창신·숭인지역의 산업 특성 및 변화진단

1) 소상공인 산업 현황

산업 현황: 봉제공장의 지속적인 감소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봉

제공장은 총 974개소로 나타났다(2015년, 창신동 기준). 확인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 내 

공장 등을 포함하는 경우 조사된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체로 등록된 봉제

공장이 SGIS 사업체 조사기준 408개소인 것을 참작했을 때, 창신동 지역 봉제공장 중 

절반 이상이 미등록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봉제공장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역사박물관(2011)은 2009년 창신2동의 봉제공

장 수를 약 2,000개소 추정하였다. 조사기준이 달라 자료에 한계가 있으나, 조사된 창신 

1·2·3동의 봉제업체 수가 약 1,000여 개임을 참작했을 때, 5년 전보다 봉제업체 수가 많

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 창신·숭인지역의 폐업률 12.5%, 이전율 2.8%라

는 수치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7] 창신·숭인지역 봉제공장 등록현황 및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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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음식점과 봉제업 지원가게

창신동 상업시설은 903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음식점이 253개소, 식료품점·마트가 87

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창신·숭인지역의 상업시설은 크게 창신길 중심의 근린상가, 대로변(종로, 지봉로) 상가, 

창신 전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신길 중심상가에는 음식점, 식료품점, 부동산 중개

업소, 미용실 등 창신동 주민과 봉제업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

로 위치한다. 재봉기계·오토바이 등 판매 및 수리점, 부자재 판매점, 세탁소 등도 봉제공

장이 밀집된 창신길을 중심으로 곳곳에 있다(46개소). 지하철 동대문역·동묘앞역 등과 마

주한 대로변(종로, 지봉로)의 상가는 음식점, 노래방, 휴대폰 대리점 등으로 방문 및 관광

객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창신길 초입 우측에는 창신 골목시장이 있는데, 족발, 건어물, 

빵 등을 판매하는 100여 개 점포가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그림 2-8] 창신·숭인지역 상업시설 현황 및 업체 수

[그림 2-9] 창신·숭인지역 상업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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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봉제업 공정별 분업화

창신·숭인의 제조업체는 대부분 봉제공장 위주이다. 창신동에 있는 수많은 봉제공장은 공

정별로 작업단계를 거친다. 먼저, 동대문시장 상인(디자이너)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한 패턴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패턴을 바탕으로 종합공장에서는 재단 및 재봉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종합공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고용한 노동자 외에 단일공장 또는 

객공(개인 또는 부부)에게 하청을 주어 일감을 분배한다. 마무리작업(시아게)에서는 재봉

을 마친 미완성 의류를 가져다가 끝손질, 다림질 등을 하고 완성품을 동대문 상인에게 

배달한다.

[그림 2-10] 봉제공장 작업단계 및 과정 

봉제업 공정별 공간분포

동대문시장과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신·숭인지역 봉제공장은 대부분 동대문역과 가

까운 저지대(창신지구대 아래)와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패턴작업은 의류제

작의 첫 번째 과정이지만, 매일 필요한 작업이 아니므로 보통 창신길 초입, 2~3층에 위치

한다. 5~6인이 종사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공장 역시 아래 지대에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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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소규모 단일공장도 창신길을 중심으로 주로 1층 또는 지하층에 위치한다. 마무리

작업 후 동대문시장으로 다시 배달해야 하는 시아게(마무리작업)공장은 배달이 쉬운 도

로변에 주로 위치한다. 객공 형태의 소규모 작업공장은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에도 곳곳에 

있다.

[그림 2-11] 창신·숭인 봉제공장 공간분포

주: 2015년 창신동 봉제공장 현장조사 결과



2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단일공장과 객공의 발달

봉제산업 쇠퇴로 종합공장이 감소하였다. 일감이 감소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규

칙적으로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월급제로 노동

자를 고용하는 종합공장보다, 일한 만큼 받아가는 하청업체와 객공이 증가하였다. 

하청업체는 종합공장처럼 모든 공정의 봉제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이 아니라 재단, 재봉, 

마무리작업 등 단일 공정만을 전담하는 소규모 단일공장이다. 이들의 경우 대표자(공장장 

또는 사장)가 있고, 일감이 많을 때 객공에게 일을 맡겨 처리한다. 

객공은 낱일을 받아 본인 소유의 기계로 작업을 하는 개인을 일컫는다. 심층조사 결과 

창신·숭인지역의 객공들은 종합공장 또는 단일공장(하청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해당 공장 

또는 본인 소유의 봉제기계가 있는 가정집 또는 작업장에서 작업한다. 객공 2~3인이 공장 

임대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소규모 단일공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가 따로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작업장만을 공유하는 형식이다.

[그림 2-12] 창신·숭인지역의 객공 및 하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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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지역에서 객공과 하청 시스템이 발달한 이유는 일감이 꾸준하지 않으므로 그때

그때 일감을 받아 작업하는 편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적고, 대부분 

작업이 단기간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다량의 일이 빠르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종합공장, 공장장, 의류봉제 협동조합 총괄운영위원장, 남]
“옛날에는 거의 가게에서 공장(시아게, 마도메, 미싱 등)까지 같이 있었지. 한 15~20년 전에는 
거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없지)….
“종합공장이면 주인들이 사장도 하고 직접 재단하고 사람들을 다 써야 돼요. 그럼 인건비에, 공장 
하나 얻는 데 세가 백만 원이라고 쳐, 그럼 일이 일 년 내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이 없어 그 사람 월급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일이 그만큼 꾸준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일이 
없으면 안 돼.”

봉제공장과 지원상업

창신·숭인동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의류 관련 부자재 가게,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 

재봉기계 판매 및 수리점을 다수 볼 수 있다. 이런 지원가게들은 봉제공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봉제업 종사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창신길과 당고개길을 중심으로 주로 

1층에 있다. 봉제업 지원가게는 창신동 내 총 46곳으로 전체 상업시설의 5%를 차지한다.

이밖에 봉제업 종사자들은 점심, 저녁 시간에 창신·숭인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한다. 배달음식집은 일반 음식점과 간판이 따로 없는 일반 가정집이

며 월 단위로 계약하기도 한다. 

[그림 2-13] 봉제업과 상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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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 및 사업 검토

1) 소상공인 관련 법률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28. 전부개정, 2015.5.28. 시행]

❚ 개요
기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관련한 사항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기존 법의 명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창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당한 소상공

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법률 체계가 정비되었다. 

❚ 주요 내용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청장에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

다. 소상공인의 현황 및 여건과 향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환경 개선 및 조직·협업화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업종별 발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

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사업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창업 

희망자 발굴, 창업 및 경영 교육,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금·인력·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 제공, 해외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세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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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제품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이밖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

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지원

정부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비고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행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 게재

제7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성장 지원

- 창업 희망자 발굴
- 창업 상담 및 자문, 교육
- 소상공인 경영상담, 자문, 교육
- 조세 감면

제8조
제9조
제14조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제품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사업

- 소상공인 협력 및 단체 결성

제11조
제16조

기타 회생 위한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취업 알선, 교육 등)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
제15조

[표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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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5.5.29. 시행]

❚ 개요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이 도시 내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공인에 대하여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14] 소상공인 지원법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 주요 내용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우수 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의 지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시설물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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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형소공인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이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종합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 조사

제5조~제7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9조~제14조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위한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공동사업의 지원

제15조~제18조

[표 2-2]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5.13. 일부개정, 2015.5.13. 시행]

❚ 개요
기존 법은 임차인의 기 투자비용 및 권리금 침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없어 임차인이 영업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5년 5월 해당 법이 개정되었다. 

❚ 주요 내용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권리금을 법제

화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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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임대인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

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도 강화하였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5.2.3. 일부개정, 2015.8.4. 시행]

❚ 개요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자생력을 갖춘 중

소 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려 한다. 시장의 시설과 환경 개선, 상거래 현대화 및 상인

조직의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성장시켜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 2005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 주요 내용
등록시장과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시장 중 시설이 노후하고 유통구조가 취약

한 곳, 상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 시설현대화사업, 편의시설 확

충,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2-15] 소상공인 지원법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02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 실태분석 및 변화진단 / 27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사업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의 정책 비전 및 주요 

업무를 살펴보았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판로 지원,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명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유통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 제품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공공구매, 우수 사회적기
업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를 
추진

사회투자기금 운용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융자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중소
기업육성자금 지원

- 시설자금, 재해·영세업자 지원

서민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대상
- 슈퍼닥터 컨설팅, 협업화 사업지원 등 경영 및 시설 개선
- 소상공인단체 육성을 위한 25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지원
- 자영업자 특별지원, 현장컨설팅 등 경영지도 및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모니터링, 예방강좌를 통한 피해근절
- 분쟁조정 지원 위한 명예갈등조정관 운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노후 시설 개선, 상업기반시설 설치
- 주차장, 고객 쉼터, 아케이드 등
- LED 조명 개선, 냉난방기, 간판조형물, 소방시설 등

[표 2-3]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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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재생사업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황

1) 창신·숭인 재생사업 경과

강남·북 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자 2000년대부터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노후불량주택지

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뉴타운 사업을 도입하였다. 뉴타운사업은 2002년 시범뉴

타운 시기를 거쳐, 2003~2005년 뉴타운 확대 지정 시기, 2005~2007년에는 재정비촉진지

구 전환기를 거쳤다. 창신·숭인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전환기인 2007년에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의 복합적 기능 수요가 고려되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과도한 지구 지정, 사전준비 부족, 세입자 대책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하여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창신·숭인지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

여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2013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뉴타운 해제 이후 창신·숭인지역에는 도시재생 전략이 부재하여 사회·경제·물리적

인 복합적 쇠퇴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이에 주거·산업·문화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 방

안이 필요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른 대안적 재생사

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 이전 2007년 4월 2013년 10월 2014년 5월

주거환경개선사업 ▶
창신·숭인 뉴타운

지정
▶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그림 2-16] 창신·숭인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경과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은 크게 ①사회재생(지역 역량 강화), ②역사문화재생, ③경

제재생, ④주거재생으로 나뉜다. 이러한 다기능복합의 통합재생모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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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최종성과 목표: 다기능복합의 통합재생모델 –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공간 조성

❚ 사회재생: 사람중심 마을만들기로 지역 역량 강화
전략 1. 주민역량 강화 위한 주민주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전략 2.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주거생활권 단위의 시설 확충

❚ 역사재생: 지역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재생
전략 3.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역 자산 활용기반 마련
전략 4.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문화요소 발굴 및 개발

❚ 경제재생: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전략 5. 영세 기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 토종 봉제산업 활성화
전략 6. 박물관 및 전시장 등 지역산업 홍보거점 마련

❚ 주거재생: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순응형 주거재생
전략 7. 뉴타운 해제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전략 8.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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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목표는 1년차(2014년)에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2년차(2015년)부터 재생사업 기반을 조성하며, 3년차(2016년)부터 주민 활동을 중

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4년차(2017년)부터는 사업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분 연도 사업 목표

1년차 2014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마을의 미래상 구상

주민화합 및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간 갈등 해소

2년차 2015 핵심산업 추진 및 연계사업 기반 조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

3년차 2016 주민 활동에 의한 사업의 가시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활성화

4년차 2017
사업의 성과 및 후속사업에 대한 구상 
시작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표 2-4]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연차별 사업 목표

(2)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시재생사업 중 소상공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소상공인 관련한 사업

은 경제재생분야와 역사문화재생분야에서 주로 나타난다. 

먼저 경제재생의 목표는 창신·숭인지역의 토종산업인 봉제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자

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봉제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재생사업의 전략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봉제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봉제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창

신동 패션 및 영화 아카데미 설립·운영, 마을목수, 매운족발사업 등을 통한 마을기업의 

육성, 새마을공동사업장 정비, 창신 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역사재생분야에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성활동 

지원체계 구축, 봉제 체험 루트 개발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역재생분야에는 노후주택정비, 안전마을 만들기,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이 있다.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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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봉제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영세한 봉제산업 종사자들의 거주공간

을 마련하고, 봉제인의 일터와 삶터를 연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연계사업

사업명 연계방안 사업명 프로그램 기타

지속가능한 봉제
산업 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을 연계
하여 인재들에게 
일감 조달 및 
작업환경 조성

지역밀착형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취업 준비형 
봉제기술 및 
창업 교육

서울시 
평생교육과, 
디자인정책과창신동 패션&

아카데미 설립·
운영

패션 및 영화
아카데미의 교육
장소로 활용

마을기업 육성

마을 특화상품
개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사업 
제안

소공인특화지원
센터

지역 소공인에
대한 지원 및
판매

중소기업청, 
종로구,
서울의류봉제
조합

종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 간판 정비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주민협의체

새마을
공동사업장 정비 
및 마을 공원 
조성 등

공동사업장
활용,
필요한 산업인력
의 공급과 수요 
네트워크 형성

창신새벽인력
시장 운영 
활성화

봉제인력 전문
관리 센터
구인·구직자 
일자리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봉제인력
전문관리센터

창신 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창신 골목시장과 
노점 정비

종로 북측지역
노점 정비

장기간 비영업
방치 노점 정비
노점 과다 적치 
상품 정비,
시야 방해 노점 
이전 및 규모
축소

종로구
건설관리과,
전국노점상
연합회,
민주노점상
연합회

[표 2-5]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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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소결: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의 복합적 쇠퇴로 산업 전반의 위기
창신·숭인지역은 물리적 쇠퇴와 더불어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유출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힘들게 겪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 등 시장의 변화가 더해져 창신·숭인지역 봉제업은 침체

를 겪고 있다. 봉제업 침체는 이 지역 특성상 봉제업 지원 상업과 지역 근린서비스시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지역 상업도 침체하게 되었다. 이렇듯 창신·숭인지역은 봉제업

으로 인해 지역산업이 침체하는 구조적 악순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 2-18] 창신·숭인지역 산업의 구조적 악순환 

❚ 소상공인 지원 법·제도의 한계: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의 실효성 확보 필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공인 특별법 등이 제정되었다. 경영 지

원, 고도화, 폐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었다. 창신·숭인지역은 미등록공장 비율이 높아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공

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창신·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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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제도가 실제 소공인들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책

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재생정책의 한계: 공간 단위의 통합적 연계 지원방안 구축 필요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네 가지 분야(사회, 역사, 경제, 주거)에서 각각 지역재생

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재생 분야에서는 봉제산업의 육성과 활

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세부사업은 프로그램을 연계한 일감 조달 및 작업환경 조성, 패션 아카데미 

운영, 시장 현대화 사업, 간판 정비 및 지원센터를 활용한 마을기업 강화 등 추상적인 수

준에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적 범위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에 적용할 때는 보

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재생사업에서 

보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계획 중인 소상공인 관련 재생사업은 경제부문 

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며, 사업내용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제도 적용 범위 외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과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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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1_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개요

창신·숭인지역 내 소상공인의 현황 및 영업실태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기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창신·숭인지역에서 소상

공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설정하였다. 소공인의 경우, 창신·숭인지역의 주요 산업인 

봉제업의 공정, 규모 등을 참작하여 종합공장(원청공장), 단일공장(하청공장), 객공, 봉제 

지원가게(봉제기계 및 부자재 가게 등) 등 총 18인의 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소상

인의 경우에는 창신·숭인지역의 상업시설 공간분포 특성(창신동 주요 가로, 창신 골목 시

장, 대로변) 및 다양한 업종 분포를 고려하여 슈퍼 및 편의점, 부동산 중개업소, 구두 수선

소, 세탁소, 반찬가게, 음식점, 카페 등 총 21곳의 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분 소공인 소상인

업종
종합
공장

단일
공장

객공
지원
가게

계
부동산
중개
업소

카페 식료품 잡화 세탁소
전자
제품

기타 계

인원 5 9 1 3 18 3 2 6 3 3 2 2 21

[표 3-1]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대상
(단위: 명)

조사는 반표준화 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목적 및 내용에 따라 면접 질문지(체

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여 진행하였다. 1인 평균 20

분,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의 분주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대상자별 편

차가 존재하였다(최소 10분 ~ 최대 60분). 반표준화 면접법을 실시한 이유는 설문조사법

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산업 분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많아 통계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특성 파악이 어려웠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업무 일정이 빠듯하므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경우 무응답률이 높을 것이 예상되었다. 게다

가 예비조사 시,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수많은 설문조사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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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이 어렵

다는 판단하에 비교적 응답률이 높고,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한 심

층 인터뷰(면접법)를 선택하였다.

심층조사 내용은 크게 ①소상공인 속성, ②창신·숭인지역의 산업실태 현황 관련 이슈(어

려운 점), ③창신·숭인지역의 산업전망 및 향후 계획, ④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 

및 우려, ⑤창신·숭인지역의 네트워크 및 관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림 3-1] 창신·숭인지역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2_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1) 소상공인 현황(인력 현황)

젊은 계층의 지속적 유출

봉제업 쇠퇴와 더불어 창신·숭인지역의 거주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거주인구는 2000년 기준 40,183인에서 2014년 기준 33,847인으로(인구통계, 

2014), 산업종사자는 2000년 10,216인에서 2012년 9,882인(사업체 조사자료, 2012)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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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순 전출인구의 60% 이상이 2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나(전입·전출현황, 2012), 향

후 창신·숭인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창신·숭인지역 인구 변화 

소상공인 고령화에 따른 산업인력 노후화

창신·숭인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4년 기준 4,619인(전체인구의 14%)으로, 이는 

2000년 2,333(7%)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창신·숭인지역의 고령화는 서울시 평

균에 비해 높고, 또 비교적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하는 40~50대가 소상공업을 맡고 있으나, 20~30대 인구 

유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산업인력의 고령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림 3-3] 창신·숭인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좌) 및 인구피라미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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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값싼 노동력 공급

창신·숭인지역은 서울시 및 종로구보다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다. 창신·숭인지역의 외국인 

인구는 2,525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한다(서울시는 3%, 종로구는 5%). 2000

년 197명(0.5%)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인구 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온 40~50대의 한국계 중국인이며 주로 봉제공장에서 근

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종사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나 일당

이 높은 곳으로 쉽게 옮겨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 외에 불법체류 외국인도 봉제 관련 업무 숙달 과정을 거친지 오래

지 않아 단속, 이전 등으로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어렵다. 

[그림 3-4] 창신·숭인지역 등록외국인 인구 변화 및 인구피라미드

[그림 3-5] 창신·숭인지역 등록외국인 체류자격(좌) 및 국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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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경력 및 진입 배경

소공인: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을 배우고자 창신동으로 상경하여 봉제업 시작

이 지역 소공인 대부분은 봉제업 종사경력이 20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 봉제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18인의 소공인 중 20년 이상 종사자가 15명, 이 중 30년 이상 

종사자는 9명이다. 

봉제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기술을 배우고자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한 경우가 많았다(15인이 다른 지역 출신). 대부분 16~17세에 봉제

업을 시작하여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다. 봉제기술 외에 배운 것이 없으므로 일거리

가 줄어들더라도 봉제업을 떠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창신·숭인지역에 봉제공장이 많고 동대문시장과도 가까워서 상경 후 바로 창신·숭인지역

에서 봉제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봉제 관련 일을 하다가 창신·숭인지역으로 이

주하여 봉제업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공장, 50대, 남]
“17살 때부터 봉제 일을 했어요. 올해로 35년 됐어요.”

[단일공장(재봉), 50대, 여]
“18살 때부터 기술을 배웠다. 못 배워서 그렇지.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단일공장(재봉), 40대, 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불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싱(재봉)일을 배웠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남편 따라 창신동으로 왔어요. 
창신동에 봉제공장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재봉 일을 시작했지.”

[단일공장(재봉), 50대, 여]
“30년 넘게 가위질을 했어요.”

[지원가게(봉제기계), 70대, 남]
“86년도부터 일을 했지. 한 30년 정도. 배운 게 이거여서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했지. 교복 입고 서울에 올라왔어.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야 
했으니까.”

[단일공장(재봉), 현재 실직, 50대, 남]
“20년 정도 봉제업에 종사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망해서 이렇게 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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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60대, 남]
“나도 한 30년 됐지. 만 30년.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지만. 열 몇 살 때부터 했지. 17살? 
시골서 어렵게 태어나 가지고. 배운 건 없고. 봉제하는 사람 다 그래. 거의 다가 중졸이야. 한 95%가 
중졸이야. 진짜라니까.”

[객공(재봉), 40대, 여]
“이 동네에서는 한 5년째인데, 신당동, 면목동에서 한 것까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19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47이니까. 중간중간 업종을 다른 것도 하긴 했는데 거의 꾸준히 했다고 
할 수 있죠. 별로 먹고살 게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봐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언니랑 동생들이랑 
같이 올라온 거죠 서울로. 시작할 때는 남대문에서 했어요.”

[재단 및 미싱, 40대, 남]
“한 이 십몇 년 됐어요. 오래됐죠. 내가 24살 때인가 이 동네에 들어왔거든요. 원래 친구들이 이 
계통에 있었는데 우연히 놀러 왔다가 이거를 접했는데, 이것도 기술이니 뭐니 빨리 습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되었죠. 집사람이랑 동생도 이 일을 해요.”

[단일공장(재봉), 70대, 부부]
“창신동 산 지는 한 37~8년 됐지. 우리 아저씨는 사장이었고, 나는 점원이었고.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여기 창신동 산 거지. 평촌, 의정부에서도 살다가, 여기 다시 온 거고. 옆에 사는 언니가 혼자 미싱을 
해도 백만 원을 버는 거야. 한 달에. 우리 아저씨 월급 40만 원, 내 월급하고 해봐야 60~7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저씨가 못하게 하는데 몰래몰래 하다가, 조금조금 배우다가 한 거지.”

[종합공장 및 지원가게(의류부자재) 동시 운영, 60대, 남]
“군대에 있을 때 외무부 당시에 6급(지금 9급)이었는데, 형님이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스페인에 발령이 났었는데 공무원 봉급 초봉이 6천 원인가 했을 때야, 그거 10년 해봐야 뭐 하나, 
집 한 칸 사겠나, 형님이. 그래서 25살 때부터 공장으로 들어가서 1년 해보자, 한 거지. 공장장으로 
있다가 시장 장사는 포기하고, 이 부자재를 하게 된 거죠.”

[종합공장, 40대, 남]
“원래 종로5가에서도 하고 남대문, 서대문에서도 몇 년 하고 그랬어요. 창신동은 가깝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원단가게 가깝고. 사람 구하기 편하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잖아요.” 

[단일공장(재단, 재봉), 40대, 남]
“창신동에서 스무 살 때부터 일했어요. 창신동에 산 지 한 25년 됐어요. 메이커 큰 회사 거기 있다가 
일 배우러 시장에 왔죠. 큰 회사는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옷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차피 해 먹으려면 
일 배워야겠다고 시장에 왔어요. 그리고 뭐, 혼자 연습해 온 거죠.”

[단일공장(재봉), 부부]
“20년 넘게 했어요. 거의 창신동에서 일했어요.”

[지원가게(의류부자재), 60대, 남]
“창신동에서 일한 지는 한 10년 됐나? 동대문 쪽(제일평화시장)에 있다가 이리로 왔지. 옛날에는 
수출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잖아. 중국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가 봉제하는 데가 많으니까 
여기로 온 거지. 이 일 한 지는 한 30~40년 됐는데, 맨 처음에는 내가 점원으로 있다가 물려받은 
건 한 15년? 이 정도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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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봉제인과 비교하여 다양한 경력 및 진입 배경

소상인의 경우 현재 업종 종사경력이 1개월에서 5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공인에 비해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소상인의 비율이 적었다.

21인의 조사대상 중 20년 이상 종사한 소상인은 7명으로, 대부분 신발가게, 세탁소 등을 

운영하거나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창신·숭인지역에서 1년 미만 상업활

동을 한 소상인(3인)은 카페, 제과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상인은 창신동 토박이부터 최근에 카페 운영을 시작한 상인까지 진입 배경 또한 다양하

게 나타났다. 창신동에서 상업활동 경력이 오래된 고령의 소상인들은 대체로 과거에는 

봉제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사업 부진, 은퇴 등의 사유로 창신·

숭인지역에서 세탁소, 신발 수선 또는 판매 등의 상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30~50대 소상인들은 동대문시장, 지하철역세권 등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고 창신·숭인지

역의 부족 시설 등의 시장 조사를 하여 창신·숭인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6] 창신·숭인지역 소공인 연령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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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40대, 여] 최근 창신동에서 카페 운영 시작(1개월)
“아는 동생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일본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근처 시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거점이 필요해서 카페를 함께 하자고 
부탁했어요. 이곳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처음이에요. 후배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저는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 30대, 남] 시장 조사를 통해 창신동에서 카페 운영 시작(6개월)
“저는 다른 쪽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하려고 발품 팔아서 서울시 전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는 동대문이라는 국보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위치가 좋은데, 그것에 비해서 카페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점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골목 이후로. 그리고 이 골목이 예전부터 봉제공장
이 많은 거로 유명하니까, 너무 일만 하고 지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무리해서 
카페를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호응이 좋아요.”

[구두 수선소, 70대, 남] 구두 제작 및 수선 40년 경력
“명동, 금강 이런 데에서 40년 넘게 구두 만드는 일을 했어. 남자 거, 여자 거, 아동화, 축구화. 
창신동에는 수선 일 하면서, 한 1년 동안 수선 배워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해
가지고, 놀 수는 없잖아.”

[세탁소, 50대, 남] 창신동에서 세탁소 운영 경력 26년
“창신동 토박이는 아니고,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갔지. 여기서 일한 지는 한 26년 정도 됐어요. 뭐,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찾았죠.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온 건데….”

[세탁소, 70대, 남] 창신동에서 세탁소 운영 경력 35년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창신동으로) 들어왔지. 봉제계통에도 다녔어. 옛날에 양복점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봉제계통에 다니면서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나이 먹어서….”

3)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현황

(1) 소득 관련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수입), 임차 현황과 이에 관련

한 것들을 조사하였다.

편차가 큰 소득 분포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창신·숭인지역 월평균 가구소득은 335만 원으로 서울시(360만 원) 

및 종로구(350만 원) 평균보다 낮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

(안), 2014). 이 자료를 통해서는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종사자와 상인들의 소득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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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려워 심층면접을 통해 수입을 조사했다. 많은 사람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밝

히기를 꺼려 조사가 어려웠다. 

일부 응답자에 따르면 봉제공장 중 종합공장은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내외이며, 이 중 

2,300만 원 정도가 하청,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 월 수익은 700~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공장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전문재단사와 전

문재봉사는 200~300만 원, 재봉제자(미싱시다)는 기술습득 기간에 100~120만 원의 임금

을 받는다(서울역사박물관, 2011).

하청업체 및 객공의 경우, 작업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완성된 수량에 따라 그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봉제인 다수가 봉제산업 침체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생산단

가가 낮아진다고 응답하였다. 치마는 2,500~5,000원, 바지는 3,000~7,000원, 재킷은 

7,000~10,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1). 인터뷰에 따르면 하

청업체와 객공은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신 골목시장, 상가 등 소상인들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부분을 밝히기 

꺼려 조사가 어려웠다.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이사] (한성화)
“하청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일해서 한 달에 700~8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하청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보통 하지 않으니까, 세금은 다 공장주에만 물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
죠.” 

[OO패턴, 하청, 재봉, 50대, 여] (안옥자)
“패턴 하나 뜨는데 3~7만 원이에요. 남방 한 장에 5만 원. 그런데 요즘엔 죽는 장수가 많아져서 
어려워졌어요.” 

[OO미싱, 재봉, 사장, 70대, 남] (황춘학)
“가내수공업으로 부부끼리 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보다 더 벌어요. 그런데 거의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거지. 다 소리소문없이 돈을 벌어요.” 

[원천공장, 의류부자재 가게 및 공장장, 60대, 남] (김명식)
“한 달에 부부가 일해서 500~6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도 벌어요. 다 세금을 안 
내고 공갈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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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 관련 

임차 현황 및 임대료 수준

일부 응답자에 따르면 창신·숭인지역에서 봉제공장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

고, 90% 정도가 임차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료는 공장 또는 상가 규모,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나, 덕산파출소를 기준으로 큰 차

이를 보인다. 창신·숭인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덕산파출소 기준으로 위쪽 지역은 경사가 

급격하여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출소 위쪽은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보통 제품공장, 새로 들어오는 사회적기업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길 

등 주요 도로는 임대료가 비싸 공장보다는 상가가 주로 위치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50대, 남] 창신동 토박이
“덕산파출소 위아래가 차이가 나요. 덕산파출소까지는 완만한 경사인데 그 위쪽으로는 급격한 경사
라서 임대료 차이가 나누어져요. 덕산파출소 아래쪽은 임대료가 비싸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출소 위쪽으로 가죠. 파출소 위쪽은 임대료가 워낙 싸고 잘 안 나가는데, 대부분 제품공장들로 
채워져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들이 하나둘씩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어나가기도 하고. 임대료가 
싸니까.”

창신·숭인지역 내 상가시설의 임대료 수준 관련하여 많은 사례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창

신동 골목에 있는 상업시설은 위치와 업종, 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6평 기준 

100~120만 원(부동산 중개업소)이며, 카페 등은 3평 기준 월 30~40만 원이다. 지하는 

동일 건물 1층 임대료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료는 30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1,500~2,000만 원, 

월세는 120~15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층과 2층 이상의 임대료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지하층 임대료는 지상층의 60~80% 수준이다. 권리금은 공장의 위치보다는 주로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시설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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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2013년에 의류협회 의뢰를 받아서 직접 봉제공장 현황을 조사했어요. 미등록업체가 많아서 100%
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는 조사한 것 같아요. 창신2동에만 한 1,000개 공장이 있는데, 창신동 
봉제공장은 90% 이상이 임대건물이에요. 임대료는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보증금 천오백, 
이천만 원에, 월세 120-150 정도. 권리금은 따로 없고 그냥 공장기계에 따라 달라요.”

[OO미싱, 단일공장, 50대, 여]
“여기(지하 1층)는 보증금 500만 원에, 한 달에 70만 원 해요. 우리 셋이서 같이 쓰고.”

[봉제기계 상인, 70대, 남]
“한 달에 85만 원이야. 매년 10만 원씩 오르는 것 같아.”

인터뷰 내용과 같이, 창신·숭인지역의 공장과 상가는 임대료에 따라 그 공간적인 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상가시설은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접근성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덕산파출

소 아래 지대에 위치하고, 공장시설, 제품 가게, 사회적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위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봉제업 특성상 마무리작업(시아게)공장은 완성품을 동대문시장으로 배달해야 하

므로 접근성이 좋은 도로변이나 동대문역 근처의 평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공

장의 하청을 받아 작업하는 단일공장 또한 종합공장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하 공장 임차 및 공장 공유

임대료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봉제인들은 지하층에 공장을 두거나, 하나의 공장

을 여러 명이 공유한다. 지인끼리 혹은 지인의 소개로 2인 이상이 각각의 작업 테이블을 

두어 하나의 작업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패턴작업사와 재봉사, 재봉사 2~3인 등 공정

과정과 관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공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4)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 현황: 주체 간 네트워크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 현황, 특히 각 주체 간 네트워크,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협회, 상인회, 마을 활동 등), 동종 업계 소상공인과의 관계, 

소공인의 경우 동대문 상인과의 관계, 다른 소공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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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미싱, 50대, 여] (이영화)
“재봉 일을 해요. 3명이 함께 이 공장을 사용해요.” 

[OO패턴, 하청, 재봉, 50대, 여] (안옥자)
“원래 여기 옆에 사장님(패턴사)이 건물을 얻었는데, 공간이 너무 남아서 세를 줬어. 월세가 50만 
원 정도인데 나누어서 낸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부담도 적고.”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 여기 사장님이 부동산에 내놔서 알게 됐어.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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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인과 소공인: 인맥 기반의 갑을관계

창신·숭인지역은 동대문시장과 인접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봉제산업 중심지이

다. 동대문시장에서 일감을 받기 때문에 동대문 상인과 창신·숭인지역 종합공장 공장장은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있다. 창신·숭인지역의 종합공장은 대체로 오랜 기간 거래하는 특

정 업체(동대문 의류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동대문시장이 어려워지면

서 단가가 낮은 곳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예도 발생한다. 따라서 동대문시장 상인과 창

신·숭인지역 봉제공장 간의 관계는 인맥과 지리적 이점 등을 토대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지만 동시에 단가협상에 따라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경제적 관

계로 나타난다.

[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동대문시장 사인과 창신동 봉제인 간 관계는 갑을관계죠. 동대문 쪽에서 공임 싼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

소공인과 소공인: 친밀한 관계 유지

창신·숭인지역에서 오랜 기간 봉제업에 종사한 공장주들은 서로 알고 지내며 개인적인 친

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감, 인력, 봉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며, 업무 

외 시간에 노래방, 당구, 도박 등을 함께 즐기는 예도 있었다.

[종합공장, 사장, 60대, 남] 창신동에서 종합공장 30년 운영 경력
“봉제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나이가 비슷하면 다 친구로 지내고 그러지. 그것도 뭐 다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50대 미만도 별로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심심하면 당구장이나 가지. 솔직한 
얘기로.”

[단일공장, 하청, 50대, 남] 과거 봉제업 종사자
“여기 20~30년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 나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도, 이 
형님(OO전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니까 아는 사람이 더 많지. 창신동 청년회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주민자치회,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고….”

창신·숭인지역 내에서 ‘하청’에 따른 갑을관계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대체로 친분이 있는 다른 공장주와 인맥으로 연결되어 하청공장, 객공들과 친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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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감 감소

를 우려한 하청업체 간의 단가경쟁, 눈치 싸움 등의 문제로 수직적 관계임은 부정할 수 

없다. 

소공인과 소상인: 봉제업 종사자와 지원상업 종사자 간 친밀한 관계

창신·숭인지역에서는 음식점, 식료품점, 부자재, 세탁소 등 봉제인 지원상업이 많아 이들 

상인은 봉제인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창신·숭인지

역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경우에 업종과 관계없이 사적인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 지역에

서 오래 종사하지 않더라도 빵집, 슈퍼 등 봉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의 상

인들은 얼굴을 자주 마주하는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집, 40대, 남]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창신동에서 빵집을 개업한 지 6개월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요. 여기.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주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공장이나 어린이집이나 교회에 배달을 가기도 하고”
“(다른 상가 분들보다는) 주로 빵을 사러 오시는 봉제공장 분들을 더 많이 알죠.”
“(단골손님이랑) 사적으로 따로 뵙고? 그런 거 많죠. 사적으로 많이. 만나면 얘기도 하고. 얼굴 
아니까. 약주도 한잔하고.”

[호프집 사장, 60대, 남] 한마음상우회 총무, 창신동 토박이
“봉제하는 사람들이랑 다 친구지. 다 오래됐으니까. 동생들, 친구들도 있고. 다 제품 만드는 친구들.”

소상인과 소상인: 상인 간 교류 미미

창신·숭인지역 내 상업 관련 조직공동체로 창신 골목시장 상인회와 한마음 상우회가 있

다. 창신·숭인지역의 상점가는 크게 주요 가로변 상점가(창신길), 창신 골목시장, 그리고 

대로변 상점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창신 골목시장은 100여 개 점포 중 70개 점포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했고 활동도 활발하다. 창신길 초입의 일부 상인은 한마음 상우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한마음 상우회는 규모가 작지만 지속해서 월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창신길에서는 상권이 자주 변화하여 다른 상인과의 교류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대문역, 동묘앞역과 마주한 대로변 상점의 상인들은 고객이 창신동에 한정되지 

않아 창신·숭인지역 상인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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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창신 
골목시장

약 100여 개의 점포 중 70개 이상이 창신 골목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인회 활동도 활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의 비율도 높음

한마음
상우회

창신길 초입~녹십자약국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가입하여 활
동. 뉴타운 반대를 위해서 모였으며, 규모는 작지만 계속 
월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창신길
상가

녹십자약국 위에 분포한 상인들로 상권이 자주 변화하여, 
다른 상인과의 교류가 별로 없음. 거주자 비율도 낮음

대로변
상점

동대문역, 동묘앞역과 마주한 대로변 상인들로 창신동에 거
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고객층이 창신동에 한정되지 않음

[표 3-2] 창신·숭인지역 소상인 네트워크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새로운 네트워크

창신·숭인지역에서는 봉제 관련 조합, 상인회, 주민협의회,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 봉제

업, 상업, 주민별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며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주체

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기에 조직 간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연결이 느슨한 것으로 보인

다. 다수 소공인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원청공장(종합공장) 공장장을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별도의 활동이나 소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7] 창신·숭인지역 마을공동체 및 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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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인식: 소상공업 활동에 어려운 점

1) 산업 구조적 문제

동대문 상권의 쇠퇴, 중국 시장 확대 등으로 일감 감소, 단가경쟁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종사자들의 거래처는 대부분 동대문시장이다. 따라서 동대문 상권

의 쇠퇴로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종사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시장 확대로 

저가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동대문 의류시장이 이전의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창신·숭인지역에도 일감이 줄어들었다. 또 유행에 민감한 소비패턴으로 인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변화하여 일감의 규모가 줄고 작업량은 많아졌다. 봉제업 종사자 대부

분은 일감 부족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했다. 

일감 부족 문제는 봉제업체 간 단가경쟁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비수기 기간에는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업체 간 불가피한 단가경쟁으로 인해 20년 

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작업 단위당 단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말, 점

퍼 한 장 재봉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현재도 5,000원이다(서울역사박물관, 2011). 현재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작업 단가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일감이 점점 더 줄고, 단가가 오르지 않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오르는데, 단가는 안 
올라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OO미싱,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가가 안 올라가요. 늦게까지 일해야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어요. 바쁠 
때는 거의 새벽 2~3시 정도까지 일해요. 식사도 이 안에서 하고, 주말에도 일해요. 일감 없으면 
그냥 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OO패턴, 하청, 재봉, 50대, 여] (안옥자)
“패턴 하나 뜨는 데 3~7만 원이에요. 남방 한 장에 5만 원. 그런데 요즘엔 죽는 장수가 많아져서 
어려워졌어요.” 

[OO미싱, 지원가게, 70대, 부부] 
“인건비가 세니까 부부지간이 많이 하지. 제품도 거의 죽어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다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동생도 지금 베트남 가서 일하는데, 일을 제일 잘해도 10만 원 
받아. 아무튼,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옷 한 장에 5천 원짜리 
만들다가, 2천 원짜리 만들라고 하면, 안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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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의류봉제 협동조합 총괄운영위원장, 남]
“단가가 7, 8년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공장이나 인프라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공장사람들 연령이 높아질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국내 생산 거의 않잖아. 다 수입으로 
하고. 양품점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브랜드화가 된다 그럴까.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단가가 시장에서 파는 단가보다 더 싸지니까,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일공장, 재봉, 40대, 남]
“동대문에서 우리가 한 20,000장씩 넣어줄게요. 8,000원씩 합시다. 이러면 옆에 (동대문)가게들도 
그러는 거지. 저쪽 가게는 8,000원에 하는데 우리는 왜 만 원에 하자고 그래요? 이래요. 대신에 
물량이 확보되니까 우리는 8,000원에 주는 거죠. 그럼 공장에서는 남는 게 적단 말이에요. 물량이 
많아도. 그러다 골병드는 거예요. 물량이 많다 해도 공임이 적으니까.”

비수기, 단가경쟁 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

봉제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작업량과 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봉제업 특성상 계

절이 오기 전에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름철 7, 8월과 겨울철 1, 2월은 작업 건수가 

거의 없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일감이 없어 쉬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 

주문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봉제인들이 비수기

의 적은 일감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계절적 수입 편차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수기에는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작업과정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새벽까지 작업해야 하

는 경우가 많았다. 마무리공정 작업(시아게)의 경우, 밤늦게 재봉이 끝난 의류를 받아 마

무리작업을 마치고 새벽녘에 제품을 동대문시장까지 배달해야 한다. 작업량에 따라 하룻

밤 사이에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배달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어서 말 그대로 ‘눈치껏’ 일해야만 한다. 이밖에 하청공장 역시 들어오는 일감에 따라 어

떤 날은 새벽녘까지 작업하고, 어떤 날은 일없이 쉬어야만 하는 불규칙한 업무패턴을 가

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동대문시장과 창신·숭인지역 봉제공장 간의 입소문, 인맥 등으로 인하여 한 공장의 낮은 

단가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단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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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장, 재봉, 40대, 여] 25년 경력
“여름 2~3달, 겨울 2~3달 정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 있으면 날을 새다시피 해요. 어떨 
때는 정말 무식하게 일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일을 해요. 밥 먹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일 하다가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나고, 저녁에도 그렇고. 빨리 끝나면 11, 12시 정도 돼요.” 

[단일공장, 재봉, 70대, 부부] 37년 경력
“우리 아저씨 수입을 평균으로 150만 원씩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벌 때는 150만 원씩 벌지요. 
그런데 못 벌 때는 50~60만 원 된다고. 미싱사를 썼을 때는 월급 주고 나면은 우리 주인들한테는 
또 남는 게 없잖아.”
“성수기 때는 그럼 얼마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되질 않아.” 

[단일공장, 재봉, 40대, 남]
“11시, 12시, 1시, 7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8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식구들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보다, 공장에서 남이랑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이 직업 그만할 때까지. 일 바쁘면 애들이랑 못 놀아주고. 어디 못 가고.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두 시. 그때 밥 먹고. 애들 어디 가자고 그러면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그러면 못 가. 
그러다 애들 다 크고. 그러잖아요.”

[객공, 재봉, 40대, 여]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밥 먹고 또 바로 가서 일하고. 정말 정신없다니깐요. 바쁠 때는 
말 시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농담도 거의 한마디 못하고.”
“밥은 거의 시켜먹어요. 밥집 많아요. 호남식당, 맛나분식, 다 공장에서 밥 대 먹는 데에요.”

상인들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사건으로 인하여 관

광객 방문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봉제업 침체에 따라 관련 

지원가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들 역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30대, 남]
“카페에서 있다 보면, 뭐 얼마 전에 메르스가 있어서 중국이나 어디 관광객도 안 왔죠. 옷도 많이 
안 팔리고,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탁소, 50대, 남] 창신동에서 세탁소 운영 경력 26년
“봉제가 이렇게 죽으면, 같이 일이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봉제가 좀 일이 많고 잘 돌아가
면, 시장에도 일이 많고, 세탁소나 뭐,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장사가 잘돼요. 그런데 
봉제가 일이 없으면 같이 안 돼. 흐름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창신 골목시장 내 반찬가게, 40대, 남]
“여기는 봉제인들 때문에 꾸려가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어디로 빠지고 그러니까 같이 
어렵죠. 봉제인들이 식당에서 밥 시켜먹고 그렇게 활기가 넘치려면, 봉제가 잘 돌아가야 해. 이렇게 
사람이 다 잘 돌아가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일하러. 그러면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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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신·숭인지역 영업여건

봉제 인력 고령화, 젊은 사람 유입의 한계

심층조사 대상 봉제업 종사자들은 주로 50대 이상이었다. 조사대상 봉제업 종사자 18인 

중 50대 이상이 11명, 이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3인이었다. 봉제업 종사자 중 많은 

사람이 봉제업계의 고령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이 길고,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젊은 사람들이 봉제업에 종사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1970년대·1980년대 소위 

공돌이, 공순이 이미지 때문에 봉제공장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봉

제업계에 유입되는 20~30대 젊은 계층이 거의 없으므로 지금 세대가 지나가면 창신·숭인

지역의 봉제업은 사라질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OO공장, 종합공장, 40대, 남]
“인력이 노후화된 게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예요.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환경도 보시다시피 깔끔하지 않아서. 질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요즘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미용실은 하는데, 옷 만드는 일은 싫은 건지 의문이에요. TV 방송 보면, 
봉제공장은 70, 80년대 못 배운 언니·오빠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춰져서 참 안타까워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창신동 봉제 인력 평균 연령이 55세인데,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아마.”

[OO패턴, 하청, 패턴, 50대, 여]
“박물관 말고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 직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 년에 대학교 의상학과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졸업하는데, 
창신동으로 의상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몇 %일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지. 이제 10년이면 끝이에요.”

세금 문제로 인한 사업자등록 기피, 제도권 밖 소공인들

창신·숭인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공장이 많다는 것은 소공인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응답했다. ‘사업자등록=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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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공, 재봉, 40대, 여]
“사업자등록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한 집 걸러 한 집. 우리 지금 올라가는 그 골목만 해도 
거의 쫙.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버는데, 뭐 뜯어가려고 이걸(사업자등록) 또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좀 트인 거죠. 소득공제 뭐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는데, 안 트인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만 뜯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 하는 거지.” 

[OO패턴, 단일공장, 패턴, 50대, 여]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폭탄 맞는 얘기만 들었지. 세금을 내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무슨 이득이 
있고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라.”

[단일공장, 재봉, 70대, 부부]
“우리는 사업자등록을 우리 아들 앞으로 내가지고 버는 만큼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지. 근데 이게 
세금을 내면은 비수기 있잖아. 비수기 때는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저기 OOO사장님은 크게 하니까 하청을 주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데가 80~90%니까, 그게 
세금이 다 OOO사장님이 폭탄을 맞는 거야.”

[지원가게(부자재), 공장장, 건물주, 60대, 남]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5%가 안 될 거예요. 95%는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한 달에 
부부가 500~600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천만 원도 벌어요. 다 세금을 안 내고 공갈쳐서 그러지.”
 
[종합공장, 공장장, 의류봉제협동조합 총괄운영위원장, 남]
“여기 상공인들의 한 60~70% 정도는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요새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부가세 내는 게 한 10% 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그걸 20~30% 정도로 올려서 임대료로 받으려고 해요. 이 건물에 세 들어 공장 한다고 
하면 말이야.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지.”

좁은 업계, 눈치 싸움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 공정은 대규모 종합공장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단일공장(하청)과 

객공에게 일감을 받아 단기간에 작업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종합공장 공장주와 단일공

장, 객공 간의 신뢰와 인맥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일감을 주고받는 주요 가게가 있으며, 비수기 등 일감이 없는 시기에 다른 공장 

일을 받아와야만 수입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래공장과의 인맥, 눈치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동대문시장과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상인의 

요청으로 하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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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의류봉제 협동조합 총괄운영위원장, 남]
“갑의 가게니까, 갑이 마도메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못 보내는 거야. 그럼 딴 데 찾아서. 이 집 
깨끗하게 못 다리고 안 된다, 단가가 비싸다, 그럼 싸고 잘 다리는 데로 우리가 옮겨주고 그러는 
거지.”
“공장 운영하는 사장들하고 가게(단일공장)하고 이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공생관계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싸게 해야지 나도 많이 팔릴 거 아니요. 공임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안 팔리면 나도 
손해야. 서로 인정하는 단가라는 게 있어요. 공임이 조금 비싼 대신에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어주면 
가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관계지.”

[OO패턴, 재봉, 50대, 여]
“일감이 거의 다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곳은 어려서부터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처럼 서로를 다 알고 지내요. 그러니까 인맥을 무시할 수 없지.” 

봉제업 쇠퇴와 함께 찾아온 소상인 위기

봉제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감 감소, 단가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창

신·숭인지역의 봉제업이 점차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봉제업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슈퍼, 호프집, 음식점 등 상업시설 역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상인들 역시 창신·숭인지역에 대

해 ‘봉제골목’, ‘봉제 특화’, ‘봉제로 먹고사는 곳’ 등으로 칭하고 있어, 이 지역 특성 중 

‘봉제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O미싱, 단일공장, 사장, 70대, 남] 창신동에서 30년 경력
“여기 상가랑 공장이랑 다 같이 돌아가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 여기 제품공장이 돌아가면,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면 식당도 장사가 안돼.”

[창신길 위치 호프집, 사장, 한마음상우회 총무, 60대, 남]
“상업하고 봉제업하고 연관이 많아요. 여기 창신동은 봉제업이 잘 돌아가야지 톱니바퀴 돌아가듯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서 잘 안 돌아가는 상황. 나라 경제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다 어울려서 잘 돌아가야 하는데. 봉제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여기(호프집) 
와서 술 한 잔 마시고, 나도 그 돈으로 옷 하나 사 입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재생사업 같은 걸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1원도 
없는데,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애먼 사람들만 피해 보는 거지.”

[골목길 슈퍼, 40대, 부부] 
“이쪽 창신동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봉제 쪽을 좀 살려줘야…. 왜냐하면 시장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들 모여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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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사장, 50대, 남] 창신동에서 세탁도 26년 운영
“봉제가 먹고 살기 좋아야지, 이렇게 동네가 좀 활성화되죠. 봉제가 죽으면, 같이 일이 없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이십몇 년 살다 보니까 그래. 봉제가 좀 일이 많고 잘 돌아가면 
시장이 더 일이 많고, 세탁소도 그렇고 다 장사가 잘돼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세탁소도 
14개 정도 있었는데, 봉제 일이 잘 안되면서, 지금은 고작해서 7개 정도밖에 없어. 엄청 많이 
줄었죠.” 

[안경점, 사장, 40대, 남]
“상인들은 봉제업이 활성화가 되면 좋죠. 여긴 어차피 다 봉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봉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죠. 여기가 봉제 골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데 
개발하자고 카페 들어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편의점, 60대, 남] 창신동에서 8년 경력
“일단 봉제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해. 그 사람들이 잘 되려면 동대문 의류시장이 잘 돼야 하는데, 
동대문 의류시장이 안 되는 거야.”

3)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이 영업환경에 있어 느끼는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악한 실내 환경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창신·숭인지역의 봉제공장 다수가 지하층에 위치한다. 봉제 기계 

때문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실내 환경이 다소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 봉제업 종사

자는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폐 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했다. 소음이 심각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밖에 불편한 의자와 재단판, 조명

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창신·숭인지역 봉제업 종사자들은 장시간을 공장의 실내에서 보내고 있어서 소음, 먼지, 

노후한 설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소공인들

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상태나 업무 집중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공인이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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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및 안전문제(도로, 오토바이, 전신주 등)

봉제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마무리작업 후에 동대문으로 다시 제품을 배달해야 한다. 

이때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창신동의 가파르고 좁은 도로 상

태로 인하여 사고를 경험한 예도 있었다. 일반 상인들도 오토바이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 

방문객의 유입 한계 등을 이유로 혼잡한 교통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주요 가로 사이를 가득 메우는 지저분한 전신주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응답자도 있

었다. 구청, 시청, 통신사 등에 끊임없이 접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달라진 것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지하에 있으니까 빨리 돈 벌어서 올라가고 싶어요. 지하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OO패턴, 재봉, 50대, 여]
“일하는 것이 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옛날 설비를 그대로 사용해서 불편하지요. 오래 앉아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나무 의자에 방석 깔고 앉다 보니 사람들 엉덩이에 욕창이 나고 굳은살이 배겨요.”

[단일공장, 재봉, 공장주, 70대, 남]
“작년에 술, 담배 일절 안 하는 사람이 폐 쪽에 이상이 생겼어요. 2층에 다락같이 만들어서 봉제일 
하는데. 그리고 재단기에 손 잘린 사람도 있고. 그건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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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 없다고 응답하였다. 창신·숭인지역의 소공인은 업무 특성상 오토바이 사용이 불

가피하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단일공장, 재봉, 공장주, 70대, 남]
“서울에서 종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해요. 여기서도 오토바이 사고 많아요. 나도 
옛날에 죽을 뻔한 적 이후로는 오토바이 안 써요.”

[두부OO, 40대, 남]
“시장 안에 오토바이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시장 안에도 이제 거래처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다고. 이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오토바이가 왔다 하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더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들어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야 돼. 그러면 뭐 관광버스도 들어오고, 도시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 아녜요.”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차가 지나가면서 애를 치고 다니는 걸 봤어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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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기대 및 우려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과 바라는 점을 조사

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 긍․부정적 견해, 개선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창신·숭인지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한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소상

공인의 인식 정도는 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인 경우, ②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으나 큰 관심이 없는 경우, ③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로 

나타났다.

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우 – 조직 임원 중 일부

봉제 관련 협회, 상인회 등에서 특정 직책을 맡은 일부 소상공인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창신·숭인지역에서 오랜 기간 소상공업 활동을 해왔고, 

본인의 직업과 관련한 마을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뉴타운 지정, 구역 지정 해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시작 등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뉴타운 지정 당시부터 계속되어온 재개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대체로 단기성

에 그치는 등 정책 변화가 잦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봉제 공동작업장, 봉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을의 물리적 환경 정비, 봉제거리 박물관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지, 구역 지정 해제 등에 따라 중단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의 문제점과 공공정책 방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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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서울봉제협동조합 이사, 50대, 남] 
“뉴타운 당시에 봉제형 타운이나 그런 걸 조성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봉제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찬성을 했었지. 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피부에 확 와 닿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한 번 (지켜)보는 거지. 소공인 지원이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인력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참 좋았는데. 이게 신규 인력이 기술 습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급 줄 수 있게 한 건데, 사라져서 참 아쉬워요.” 

②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큰 관심이 없는 경우 – 일부 소상공인

일부 소상공인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인, 손님 등을 통해 전해 

듣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

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이전의 뉴타운 지정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혼동하

는 예도 많았다. 막연하게 최근 마을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봉제거리 박물관, 화단 정비 

등)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객공, 재봉, 40대, 여]
“조합에 가입을 해서 다니고 있어서, 문자 받아서 도시재생 뭐 이런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설명회, 공청회 등) 있다 뭐 있다 해도, 시간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사실. 
내가 완전 사장이 아니니까, 사장님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 날 나갈 물건이 있는데 그걸 또 다 
맞춰줘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항상 문자는 와요. 문자는 오는데. 가보지를 못하는 거지.”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알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니 실제로 무슨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우리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일만 한다니까.”

[단일공장, 재단, 40대, 남]
“도시재생사업, 뭐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거는 지어다 주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뿐이죠. 이 동네가 예전부터 도시개발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도시 개발(뉴타운)도 안 되지.”

[세탁소, 70대, 남] 창신동에서 35년 경력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번에 설명회 갔다 왔는데, 나는 통장 하면서도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 몰라.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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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

다. 일부 소상공인은 사회적기업, 마을활동가 등 공동체 활동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

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사업으로 시행된 봉제거리 박물관 조성사업

이나 화단 가꾸기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거 봉제업 종사자, 50대, 남]
“도시재생사업 다 쓸데없는 짓이야. (화단을 가리키며) 저런 거 뭐에 쓰라는 거야.”

[과거 봉제업 종사자, 50대, 남]
“저, 앞에 나이 어린 것들(카페, 사회적기업)은 서울시나 구청 지원을 받는 거 아니야.”

③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 – 대부분의 소상공인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생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시재생선도지

역 선정 및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루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봉제공장 종사자들과 고령의 소상공인에게서 이러한 특성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몰라요. 맨날 지하에서 일만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기 살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 뉴스 볼 시간도 없어요. 다 처음 들어봐요.”

[단일공장, 재봉, 70대, 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에) “(도시재생)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게 들어와요?”

[편의점, 60대, 남] 창신동에서 8년 경력
“도시재생? 못 들어봤는데. 근데 재생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타운 같은 건 아닐 거 아냐. 
뉴타운 그건 끝났잖아요. 오래됐잖아.”

2) 현재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인식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내용 중 사회재생, 역사재생, 경제재생, 주거재생에 관한 내용을 간

략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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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역사재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① ‘관광’에 치우친 역사재생에 대한 소공인의 부정적인 견해

최근에 조성된 ‘봉제 거리 박물관’과 ‘도성마을’ 등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이 지역 소상공

인에게 강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따라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상인들은 역사재생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대다수 

소공인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봉제 작업과정을 관광객이 와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수치심, 불편함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소공인이 많았다. 관광객 유입에

도 부정적이었으며, 관광객 유입은 본인들의 업무환경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창신·숭인지역의 주요 특성인 ‘봉제’를 주제로 한 재생사업이 정작 봉제인

들의 생각과 의견은 묻지 않고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 지역 소공인들은 오

히려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소공인의 공공사

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 관광화에 대한 동의와 공감을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본다? 일하는 우리를 들여다본다? 이거 참 못 참아. 골목마
다 다 봉제공장인데 진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들여다봐요. 일이 돼? 너무 짜증 나지.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여기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 동네는 대낮에 사람들 일할 때는 개미랑 
오토바이밖에 안 다녀요. 왜냐면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청소나 좀 자기네들이 해주면, 우리가 손대기 힘든 그런 것. 그런 거가 
필요한 거죠. 이제 나는 다시 찾아오지 말아요. 알았죠?

[부자재 가게 및 종합공장 동시 운영, 60대, 남]
“봉제박물관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여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시장(님) 생각이고. 
하려면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내 직업을 노출시켜도 괜찮겠다, 
이런 정도까지 성숙한 다음에 필요한 거지. 문 안으로 누가 본다고 해봐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 거냐고.”

[세탁소, 70대, 남] 창신동에서 35년 경력, 창신2동 제15통장
“관광사업이 말은 좋은 거죠. 창신2동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 충신동, 이화장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는 잘 안 온다고. 이쪽은 조금 덜 알려졌다고 봐야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 동네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시행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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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재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재생 분야와 관련하여 체감하고 있는 사업은 ‘공동작업장 조성’

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소공인이 자발적으로 창신·숭인지역의 경제재생에 대

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 소상공인은 이 지역의 산업쇠퇴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경제재생에 대한 기대감과 바라는 사항이 많았다.

이 지역 소공인 대부분이 적은 일감과 낮은 단가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비수기 

기간에 일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로를 확보하거나, 

비수기 기간에 공공지원 물품 생산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소공인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재생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추상

적으로 ‘일감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소공인이 많았다.

[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가장 중요한 건 일감과 사람이거든요. 일감이 어떻게든 늘어나야 하죠. 그게 문젠데, 소비자들은 
그래도 싼 것을 원하니까 중간에 유통 마진을 없애자는 거죠.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기획해서 
직접 판매하면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고. 그 유통 
마진이 분배가 되니까 퀄리티는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장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판매장, 복합 매장 같은 것을 조성해 줘가지고 소비자들도 직접 찾아갈 수 
있고 좋은 것을 싸게 사 입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저개발 국가에 돈 같은 것만 주지 말고, 옷이나 신발 등을 지원하면서 그 물품을 여기에서 생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없을 때는 몇 달을 놀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노는 시즌에 돈도 벌 수 있고.”

또한, 뉴타운 시절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인 만큼 소공인 중 많은 사람이 공동작업장에 대

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뉴타운 사업 중단으로 공동작업장이 조성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

을 토로하는 소공인도 있었다. 상인 중에서도 공동작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례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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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 가게 및 종합공장 동시운영, 60대, 남]
“봉제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출자하여 건물을 사들여 공동 주인(공동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합공장, 공장장, 남]
“창신동 일대를 개발해서 제조업체들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건물에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다 할 수 있게.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복합건물을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단일공장, 재단, 40대, 남] 20년 경력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거 지어다 주고, 분할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 동네가 도시개발(뉴타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뿐이었죠.”
“(공동사업장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최소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원단 오르락내리락하고, 일감 내릴 때 그런 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환풍 
시설이나 그런 건 다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니야.”

[전자제품, 70대, 남] 창신동에서 전자제품 가게 55년 운영
“나는 지원 같은 거를 바라지도 않지만, 내 작은 소견이에요. 저 동대문 운동장, 뭔 박물관 해놨죠? 
디자인 플라자? 그런 것보다도 거기다가 그런 걸 할 바에야 한 10층, 20층 그냥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가지고 이 봉제공장을 갖다가 거기에다 쫙 몰아. 그래서 여기는 치마, 바지 뭐 이렇게 쭉 하면 
하다못해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거 좋구나, 해서 사서 나가고. 우리 한국 뭐 보여줄 것도 있고. 
이런 지하에 먼지 나는 데서 제품하고, 거기 위생도 안 좋아요. 그러고 여여 이대병원 자리, 그런 
데에도 차라리 거기다가 지하를 좀 파고, 봉제니까 엘리베이터 이쪽저쪽에 몇 대 놓고. 그렇게 하면 
동네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지. 그렇게 말해봤자 말도 안 들어주고.”

이 지역 소공인들은 대부분 인력의 노령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세대에는 이 일이 이

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봉제업은 동대

문시장과 함께 공생하며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공인도 있었다. 따라서 봉제업

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 후배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 학생 등 신규 인력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일부 소공인은 봉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했다. 

[OO패턴, 하청, 패턴, 50대, 여]
“박물관 말고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 직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 년에 대학교 의상학과에서 몇 명이 졸업하는데, 수도 없는데, 
창신동으로 의상 디자인과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몇 %일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지. 이제 10년이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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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30년도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봉제기술이 뭐 차곡차곡 한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기술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죠. 언론에서 봉제공장은 못 배운 언니·오빠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춰져서 안타까
워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인력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참 좋았는데. 이게 신규 인력이 기술 습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급 줄 수 있게 한 건데, 사라져서 참 아쉬워요.”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현재 옷 상표들이 모두 영어인데 여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어 상표를 읽는 게 어려워요. 
상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이 없는 기간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3-8] 창신·숭인지역 소공인의 경제재생에 대한 의견

③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공감(주거재생)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기반시설 및 가로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

로 동의하였다. 특히 안전문제로 인한 도로 정비,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공인과 

상인 모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창신·숭인지역에는 의류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가 자주 오간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

이 안전문제, 보행 불편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시장 상인들은 방문객 유치 어려움의 

이유로 혼잡한 교통과 주차장 문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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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50대, 여] 창신동에서 30년 넘게 전자기기 가게 운영
“일단 여기가 많이 복잡하니까 골목 정비 같은 거 하면 좋지. 여기 골목이 좁고 복잡해서 차 한 
대만 들어오면 엉키고 난리도 아니야. 차 엉키면 빠져나가지도 못하잖아. 차, 오토바이가 여기 
얼마나 많이 다녀.”

[식료품 직매장, 40대, 남] 10년 경력
“영업하면서는 길이 새로 나면 조금 더 편해질 텐데, 그냥 감안하고 해야죠. 그런데 길이 좁은 
게 좀 문제죠. 차가 조금만 막히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길이 넓어지는 것 아니면 뭐 어떻게 (정비) 
해준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두부OO, 40대, 남] (임명섭)
“시장 안에 오토바이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시장 안에도 이제 거래처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다고. 이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오토바이가 왔다 하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더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들어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봐야 돼. 그러면 뭐 관광버스도 들어오고, 도시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 아녜요.” 

[부자재 가게 및 종합공장 동시 운영, 60대, 남]
“우선순위가 주차난 해결이지요. 차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고, 이륜차는 벌금 무는 
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 하니까. 벌금을 때려야 도로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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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작업여건 개선, 전반적인 시설 정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공인도 있었다.

[단일공장, 재봉, 공장주, 70대, 남]
“몇 년 전에 구청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없는 사람들, 열악한 부부지간에 하는데, 형광등을 
다시 해준다든가, 불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건 내가 봤을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해.”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1)]
“열악한 시설이랑 환경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잘 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
면 시설이 괜찮아져야지.”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2)]
“여기 전선 지중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번을 고생했는데 다들 자기네 
담당이 아니래.” 

④ 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사회재생에 대한 낮은 인지

창신·숭인지역에는 봉제와 상업 관련 협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입지하고 있다. 

지역의 봉제업 종사자들과 창신 골목시장의 상인들 일부는 봉제협회, 상인회 등에 가입하

여 활동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지역 내 공동체 조직이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은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조직 활동이 

어렵다. 봉제 관련 협회는 물론 도시재생 관련한 공청회, 설명회 등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한 경험이 있으나 도시정책 변화와 그 방향에 대해 피로감을 

느껴 활동을 그만둔 예도 있었다. 일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

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업무여건이 여의치 않고 공공의 사업 진행 방식에 박탈감을 

느껴 참여를 중단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주요 목표 창신·숭인 소상공인 인식

역사재생 관광 중심 역사재생에 대해 부정적

경제재생 경제재생에 대한 기대, 적극적 의견 표출

주거재생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공감

사회재생 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에 대한 낮은 인지

[표 3-3]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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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항은 ① 재생사업을 통해 마

을,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를 기대하는 경우, ② 재생사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관

심한 경우, ③ 지역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① 재생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등 변화 기대 – 일부 소상인

일부 소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창신·숭인지역의 마을 환경 정비, 봉제업 재활성화, 

상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정책에 따른 마을의 변화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자, 50대, 여] 창신동에서 30년 넘게 전자기기 가게 운영
“뉴타운 사업 하면 여기 다 떠나야 하잖아.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은 부수지 
않고 보수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런대로 있는 거지. 도시재생사업 해서 복잡한 거 
싹 다 정비해주면 좋지. (중략) 봉제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 봉제가 잘 돼야 여기 장사도 
사니까.”

[카페, 40대, 여]
“도시재생사업 해서 여기가 관광지가 되면 사람들도 오시긴 하겠죠? 사실 여기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일본 분들이 왔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분들이랑 성곽길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뭐 그런 게 괜찮았어요. 그런 걸로 (창신·숭인지역에) 
수혜가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카페)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관광이다 뭐다 
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환영이죠.” 

[카페, 30대, 남]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거로는 어떤 예술 하는 분이 마을 
활동하시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뉴스에서. 실제로 저 창신동이라는, 오토바이 주인들 상대로 
뭔가 퍼포먼스적인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도 뭔가, 그런 식으로 차후 이야기
지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조용한 동네일수록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각적
인 발전을 해줘야….”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성세대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이 
바뀌면,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고.”

[식료품 직매장, 40대, 남] 10년 경력, 창신동 토박이
“여기가 관광지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뭐, 기존 
동네 사람들 말고 외부 사람들도 오니까, 카페나 이런 건 조금 더 잘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일반 가게들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말로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서 쌀을 
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저기 카페 같은 데에서 차 한 잔 정도 하고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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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 골목시장 반찬가게, 40대, 남] 창신동에서 8년 영업 
“일단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에는 뭐 활력이 넘치겠지. 지금 재생센터 그쪽에서 코디랑 
나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호프집 사장, 60대, 남] 한마음상우회 총무, 창신동 토박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 특화 거리 만들어서 어디 외국처럼. 내 생각에는 봉제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특화 거리를 만든다는데 솔직히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 만드는 건 찬성이야. 찬성인데, 
시민들이 쉽게 발길이 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빛 좋은 개살구만 만들지 말란 말이야. 
큰 건물 번듯하게 세우고 그런 건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관광화가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그거는. 우리 가게 와서 먹든 안 먹든 그건 관계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홍보를 해야지.”

② 재생사업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 – 다수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에, 재생사업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소공인 대부분은 재생사업과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재생사업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를 막연한 것으로 여기

며, 산업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도시재상사업으로) 환경 개선 이런 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단가나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재생사업이나 이런 건 오래 걸리니까, 나 그만둔 
다음에나 다 되려나?”

특히, 재생사업에 대한 피로감으로 공공정책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신·숭인지역은 뉴타운 지정, 주민 동의로 해제된 첫 번째 지구, 도시재생선도지

역 등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언론, 각종 연구 등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방송 출연 등으로 그들의 삶과 바라는 점을 여러 번 말해왔

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현장조사와 인터뷰 당시에도 대부분 소공인이 이에 대해 상

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재생사업 중 하나인 공동사업장 조성사업의 경

우, 뉴타운 지정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말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응답자

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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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소공인으로서는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 공공에서 행하는 조사 및 연구의 결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였다. 

공공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마땅한 결과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언성을 높인 소공인도 있었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공공정책으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도시재생선도지

역 선정을 통해서도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OO패턴, 단일공장, 재봉, 50대, 여]
“내가 이번 초에 뭘 했냐면 연구원들 다 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직접 와서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면이 없고, 다 거부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민인 
나를, 나랑 같이 가서 한 거예요. 나도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은 진단까지 다 내려놨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 뚜껑 열리게 하더라고.”

[단일공장, 재봉, 70대, 부부]
“그 책 안 보셨어? 창신동 이야기 작가 선생님이 여기 해갖고 책 냈잖아. 다큐 3일 거기에도 나오고. 
굿모닝 대한민국에, KBS가 한 번 촬영을 해서 이제 OOO사장님이 인터뷰하게끔 몇 집을 소개해주잖
아. 그러면 계~속 사장님이 소개해줘서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그래. 계속 인터뷰 해가지고 시간 
뺏기고. 이제 그만 한다고 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6~7년 동안 계속 오니까. 작가분들이고 
대학생들이고 뭐고 자기네들은 들어올 때 5분만요, 5분만요 하다가 오면 1시간 금방 빼먹잖아.” 

공공의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은 불신으로 이어져 마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대다수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봉제거리 박물관, 마을활동가, 가로 화단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없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다.

[과거 봉제업 종사자, 남, 50대]
“다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저런 거(화단) 뭐에 쓰라는 거야. 돈은 다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저런 것(화단)뿐이니. 저렇게 해놓으면 주차하기도, 차 빼기도 힘들단 
말이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냐. 이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할걸.”

[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도시재생사업도, 소공인법에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소공인법이 
뭐 하는 법이야? 특화지원센터?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 세금 낭비 같아요.” 

[종합공장, 공장장, 50대, 남]
“패턴 교육 이런 것도 받아 봤고, 판매장? 그거에 저도 참가해서 같이 옷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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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는데. 상공인들이 이런 것을 계속 필요로 하게끔 자꾸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올해 좀 안되면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공공에서는 그걸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공무원들 특성은 
실적, 뭔가 보여주는 것, 그런 거 다 보니까. 분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성과가 없으면 끝나버리
니까.” 

공공사업의 성과가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시행 횟수, 참여자 수 등으로 평가되다 보니 이후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공인들은 ‘공공’이 기다

려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점차 상실한 것으로 판

단된다.

[호프집 사장, 60대, 남] 한마음상우회 총무, 창신동 토박이
“백날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 교육받으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2번 갔는데. 
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교육받으라고 하는 게 웃긴 거죠. 실제로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필요한 
건 없어요. 다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하는 일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재생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돈만 낭비하는지.”

③ 임대료 상승, 환경 변화 등을 걱정하는 경우 – 소상공인 다수

많은 소상공인은 최근 재생사업으로 인한 마을 환경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봉제거리 

박물관, 성곽 마을 등 관광과 관련한 역사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 창신·숭인지역

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창신길에 신규 카페가 3곳이 개업하였는데, 일

부 소공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관광사업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관광 활성화로 

임대료 상승과 공장 이전 등을 걱정하는 소공인이 많았다.

[OO미싱, 단일공장, 사장, 70대, 남] 창신동에서 30년 경력
“성곽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바람에 커피집이 많이 생겼어. 근데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곳이랑) 안 어울려. 예전에는 이런 커피집이 없었
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10만 원씩 계속 올라. 가게가 워낙 작으니까 작년에 75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주인이 세금(7만 원 정도)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거야. 치사해도 나갈 수 없으니까, 낼 
수밖에 없지.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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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장, 공장장, 60대, 남]
“뭐, 이거 해서 카페 생기고 어쩌고. 카페 이런 거는 전혀 제품에 도움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동네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동네 상권 뭐 형성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여기는 제품쟁이 아니면 
안 돼. 다 봉제 종사자들인데 일 있으면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고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 없어.”

[카페, 40대, 여]
“관광지가 되면 아무래도 더 제대로 된 먹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영세 상인들은 아무래도 
점점 더 갈 데가 없어지고, 좀 집값도 올라가고. (중략) 지금 약국 옆에 정육점이 나갔대요. 원래는 
여기서 힘들게 일하신 분이 주인이었는데, 몇 달 안 되어서 창신 시장 어디로 가신대요. 여기 
워낙 그런 장사는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원래 있던 대로 원상복구 다 해놓으라고 주인이 그랬대
요. 계속 창신 시장 어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비슷한 예로 장사가 안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소득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뜬다고 소문나면, 너나없이 그냥 몰려들겠죠? 
어디냐 삼청동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순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인사동도 중국 물건도 
너무 많이 팔고. 그래가지고 좀 별로더라고. 그런 게 좀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정육점처럼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서라든지 나라에서 그분들을 좀 항의나 불만이 없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_소결: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1)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종합

(1)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업은 봉제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봉제업 쇠퇴로 인해 창신·숭인 

전체 산업이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산업인력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차기 산업인력

인 청장년층은 창신·숭인지역을 떠나고 있어, 이 지역의 산업쇠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

다. 봉제업을 지원하는 상업시설 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산업쇠퇴에 따른 일감의 감소와 이에 따른 업체 간 단가경쟁은 산업구조를 점차 수직적이

고 경쟁적으로 만들었다. 동대문 상인과 소공인, 원청공장과 하청공장 간의 ‘갑과 을’의 

관계, 여기에서 비롯되는 업체 간 단가경쟁, 눈치 싸움은 창신·숭인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되면서 임대료, 세금 등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하 공장 또는 공장 쪼개기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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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상공인 실태와 소상공인이 인식하는 문제점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

창신·숭인지역은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공공정책의 진행과 중단에 따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불신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며,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관광’ 중심의 역사재생이 소상공인에게 강하게 인식되

어 있었다. 이 지역 소공인들은 관광화에 대해 큰 불쾌감을 나타내었다. 반면,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소상공인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공공정책 경험으로 인해 재생사업의 방향과 방법,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대가 없

거나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마을 재활성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을 바라는 소상인들은 재생사업의 결과에 대해 다

소 기대하는 반면, 적은 수입과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 소상공인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마을 환경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03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 75

[그림 3-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2)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봉제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산업 지원 필요

창신·숭인지역에서 봉제업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적 요소이다. 소공인들이 입을 

모아 이 지역 봉제업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걱정하고 있다. 소상인들 또한 봉제업

이 잘 돼야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봉제업 쇠퇴로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상황이

지만, 봉제업은 여전히 이 지역의 산업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정책, 그리고 도시재생 측면에서 창신·숭인

지역이 갖는 특수한 ‘봉제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지

역 봉제산업에서 나타나는 갑을관계, 경쟁 관계를 해소하여 노동으로 인한 대가가 독점되

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생적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젊은 층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비패턴, 시장 경쟁에 대응하

여 향후 산업을 지속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현장밀착형 지원 통한 제도․정책의 실효성 확보
현재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이 마련되어 있거나, 착수 중

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상공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자등록을 꺼려 법․제도 테두리 

밖에 존재하여 제도와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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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 정책․사업과 대상자 간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창신·

숭인지역 소상공인들의 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들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및 사업과 대상자의 간격을 좁혀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끄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표와 결과 공유를 통해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재생사업

많은 소공인이 재생사업과 그간의 공공정책에 대해 높은 피로감을 나타냈다. 이는 공공지

원에 대한 불신 또는 무관심으로 이어져 다수의 소상공인은 재생사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

책에 대해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과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

이 아닌 기다려주고 함께 일으켜나가는 사업임을 소상공인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창신·숭인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이루어나가는 눈높이 재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

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림 3-11]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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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지역산업기반 도시재생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

1_사례 검토 개요

이 장에서는 창신·숭인지역의 산업기반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창신·숭인지역의 주요산업과 유사산업(의류, 제

조업 관련) 재생 사례와 민관협력을 통한 재활성화 사례 등을 문헌과 선행연구 등을 통해 

검토한다. 끝으로 민관협력 및 공동체 지원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사례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해 재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키워드로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중 지역 산업재생, 기타 공공의 대응정책 등 재활성화에 대한 공공

의 역할이 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 대상을 선별하였다. 해외사례는 서울연구원

(2015)의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등 관련 선행연구, 신문․인터넷 기사 

등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국내사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 쇠퇴, 도심 공동화

에 대응하고자 한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4-1]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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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지역 산업재생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프랑스 파리: 소상공업 보호 위한 보호거리 지정

(1) 개요

프랑스 파리시는 1970년대까지 도심 내 상업 기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고급 부티크,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발전하여 골목상권은 위기를 맞

이하였다. 골목상권을 유지해오던 수공업, 소매업, 소규모 식료품점, 전통 카페 등이 감소

하면서 골목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하였다. 이에 파리시는 시

내에서 소상공업 활동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2) 주요 내용

보호 상업가로 지정을 통한 소매상업과 수공업 보호

파리시는 2006년 파리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 PLU) 수립 시 파리시의 소매업

과 수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거리’를 지정하였다. 파리시에 있는 상업 거리 중 400여 

개 거리에 대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매상업과 수공업 보호 정책을 

명시하며 보호 상업 가로를 지정하였고, 3가지 유형으로 보호조치 강도를 구분하였다.

첫째, 일반적 보호조치(소매상업, 수공업) 거리는 해당 거리에 접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상업과 수공업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게 함으로써 이들 상권을 보호한다(총 

254km). 둘째, 강화된 보호조치(소매상업, 수공업) 거리는 각 건물 1층 모두 상업과 수공

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용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9km). 셋째, 보호하려는 특수조치(수공업) 거리는 해당 거리에 있는 수공업 공간들 모

두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상업 공간은 다른 종류의 상업이나 수공업 공간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소매상과 수공업 보호 거리는 파리시 8만여 개 상업시설 중 3만여 개 상업시설을 포함하

고 있으며, 보호거리 길이는 파리시 도로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파리시는 기존 골목상

권을 파리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부로 보고, 도시계획적으로 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수공업과 소매상업의 양적인 보호와 기능 강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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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반적 보호조치
(소매상업, 수공업)

- 총 253.7㎞, 해당 거리에 직접 접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상업, 수공업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강화된 보호조치
(소매상업, 수공업)

- 총 19㎞,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상업과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접근통
로, 로비, 공동시설 등 공간 제외)

-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 이들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현재의 용도를 
유지하여야 함

보호하려는 특수조치
(수공업)

- 총 21.5㎞, 해당 거리에 수공업 공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함. 
상업 공간은 다른 종류의 상업이나 수공업 공간으로 변경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

출처: 서울연구원(2013), 세계 주요 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p.11

[표 4-1] 파리시 소상공인 보호정책 주요 내용

[그림 4-2] 파리시 소상공인 보호 상업가로

출처: APUR(2012), L'evolution des commerces à paris,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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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거리 사업(Vital Quartier)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1)

파리시는 보호거리 지정으로 소매상업 및 수공업의 양적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 도시정비지방공사인 SEMAEST를 통해 2004년부터 상

업 다양화 보전 사업을 시작하였다. SEMAEST는 선매한 점포를 수리하고, 이후 임대를 

통해 점포를 활성화하며, 최종적으로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MAEST는 폐점 등 쇠퇴 현상이 나타나는 ‘상업 활성화 필요지역’과 업종 단일화가 일어

난 ‘상업 다양화 필요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 11개 사업지

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받아 식료품점, 서점, 정육점, 세탁소 

등 시민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근린업종 종사자 또는 수공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

였다. 

[그림 4-3] 파리시 PLU 상업보존가로+동네활성화사업 1·2차 대상지 종합도

출처: semaest 홈페이지(http://www.semaest.fr/) 

1) 박진아(2012), 시장경제 속 소형 상업의 위협, 도시계획적 해법은 없는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5호,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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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6개 지역에서 약 9,000㎡의 상업지역을 매입하여 13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저

렴하게 임대하였고, 2011년 11개 지역에서 344개 상점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상점 윈도 디스플레이 지원사업2)

파리시는 상업가로의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의 구매동기를 향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상점 윈도 디스플레이 지원 사업(Lesvitrines Vital’Quartier)을 실시하고 있다. 상인과 협

의하여 상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전문 디스플레이어가 지원하여 상점 전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활기찬 거리 사업 대상지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모두 무료로 지원이 된다. 이를 

통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 미국 가먼트(Garment): 특별지구지정을 통한 쇠퇴산업 재활성화

(1) 개요 

19세기 가먼트지구는 극장, 호텔, 카지노 등 밤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 이에 불법 성매

매, 도박, 밀매, 대부업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였다. 1920년, 부동산 개발자와 몇몇 의류

산업종사자들은 가먼트지구를 산업지구로 만들기 위해 협동의류센터 건물(Co-operative 

Garment Center Building)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26년에 가먼트지구는 뉴

욕시에서 가장 빨리 개발된 패션 중심의 산업지구가 되었다. 1940년대에는 의류제조업이 

쇠퇴하였고 1960년대부터는 홍콩, 서울과 같은 저임금 노동력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나 의류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현재는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와 자본가

가 공동으로 패션 센터인 ‘패션 비즈니스 활성화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를 설립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가먼트

지구의 의류산업은 쇠퇴와 활성화를 반복해서 거치고 있다.

2) 박진아(2012), 시장경제 속 소형 상업의 위협, 도시계획적 해법은 없는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5호,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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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뉴욕시 가먼트지구의 주요변화와 공공의 대응

(2) 주요 내용

특별의류센터지구 지정을 통한 제조업 공간 보호 노력

1984년 뉴욕시는 ‘가먼트 산업개발 기구(Garment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를 설립하여 제조업 육성 및 패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87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의류센터지구(Special Garment Center District Zone)

를 지정하여 토지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제조업의 수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 지구에서는 제

조업과 상업의 공간 비율을 1:1로 유지하도록 규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2009년 기준) 특별의류센터지구 내에는 의류제조업, 의류 관련 사

무실, 의류 전시실 등 의류산업 관련 업종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5] 뉴욕시 가먼트지구 조닝과 BID

출처: 프레시안(13.09.18), 봉제공장 외면한 '甲' 동대문, 나 홀로 생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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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제조업 공간 유지를 통해 BID 보호3)

BID는 패션 제조업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부동산 소유주가 패션 제

조업 공간을 업무 또는 상업 용도로 전환할 경우, BID 내 다른 지역에 동일한 면적으로 

패션 제조업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패션 제조업 공간을 유지하며 지구

의 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6] 뉴욕시 특별의류센터지구 의류업 임차점유 현황

출처: The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2011), Garment District Report

3) 프레시안(2013.09.18.), 봉제공장 외면한 '甲' 동대문, 나 홀로 생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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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계속] 뉴욕시 특별의류센터지구 의류업 임차점유 현황

3) 영국 쇼디치: 민관협력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재생

(1) 개요

16세기 말 영국 쇼디치지구는 주요 극장가였지만 이후 17세기에는 범죄와 성매매율 증가

로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 프랑스 신교도, 유대인, 방글라데

시 이민자들이 이주해오면서 다문화 지역이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비어있거나 폐쇄되어 있었던 작업장, 창고 등이 예술

가와 디자이너들의 갤러리나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지역으

로 발전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기존 이민자들이 떠나는 등 재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쇼디치지구에서는 쇼디치 지역 사회 조합

(Shoreditch Community Association)을 결성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와 주민들의 권리

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근 유입된 신생 벤처 회사들과 기존의 이민자, 예술

가들이 공생하게 되었고, 쇼디치는 런던의 문화예술 및 정보산업(IT)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8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그림 4-7] 런던시 쇼디치지구 재활성화 과정

(2) 주요 내용

중앙정부의 해크니 프로젝트: 지역 특색 살리기 위한 공공 재생사업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창조 도시 전략의 하나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중심의 쇼디치 공

공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 중앙정부는 2012년 낙후 공간개발계획 중 하나인 ‘해크니 프

로젝트’를 통해 큐브(White Cube), 리빙턴 플레이스(Rivington Place) 등 랜드마크 건

물을 조성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촉매 역할

을 심어놓는 것이었다. 

[그림 4-8] 런던시 쇼디치지구 화이트 큐브 건축물

출처: 쇼디치 오피스 스페이스 홈페이지 (http://www.shoreditch-officespace.co.uk/office-space-to-let-on-
hoxton-square-shored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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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는 갤러리와 스튜디오, 박물관이나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들에 대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연장 운영하도록 하거나, 음악, 팝업 바, 특별 초대전, 작가나 예술전문

가 및 큐레이터 주도의 아트 투어 프로그램을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시행하는 등의 방법

으로 문화예술 지역으로서 쇼디치의 장소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벤처 기업의 등장과 IT 산업 유치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

쇼디치지구의 장소성이 강화되자 예술가들과 더불어 신생 벤처 회사들이 유입되었다. 해

크니 자치구 및 의회는 2012년 1월, 쇼디치의 벤처 및 영화 산업과 오스틴 지역의 산업 

간에 협력하는 해크니-오스틴 텍사스 합의서(Hackney -Austin, Texas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비즈니스 전략 지원, 입지 선정, 컨설팅,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고 쇼디치에 

새로운 사업체 이주 지원, 지역 기업체 홍보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회 등을 추진

하여 IT라는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테크 시티 

내 기업들은 견습 제도 및 직업 실무 연수를 통해 지역 젊은이들에게 산업에 참여할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해크니 의회는 학교와 해크니 지역 대학에 창조산업 

대표들이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쇼디치 개발신탁과 해크니 협동조합 발전회

쇼디치지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쇼디치 개발신탁(Shoreditch 

Development Trust)과 해크니 협동조합회(Hackney Cooperatives Development)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쇼디치 개발신탁은 식당 사업, 건강 및 웰빙 사업, 작업공간 제공 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 

운동 및 환경 운동을 독려한다. 첫째, 쇼디치 개발신탁에서 운영하는 ‘워터하우스 레스토

랑(Waterhouse Restaurant)’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런던 외곽 농장에서 재배된 지역 

농산물로 요리하고,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친환경 요리사로 교육·육성한다. 

식당에는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식당 수익금은 쇼디치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한다.

둘째, 건강 생활 센터(Healthy Living Centre)를 운영하여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과 금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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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런던시 쇼디치지구 워터하우스와 건강 생활 센터

 출처: 쇼디치 개발신탁 홈페이지(http://www.shoreditchtrust.org.uk/)

셋째, 쇼디치 개발신탁에서는 2004년부터 창조적인 지식 정보 비즈니스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의 작업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 소규모 기업, 요리 교실, 비정기적 회의 등 

원하는 목적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제

공한다. 공간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쇼디치 개발신탁의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자선

사업에 재투자한다. 

[그림 4-10] 런던시 쇼디치지구 작업공간 대여사업

출처: 쇼디치 개발신탁 홈페이지(http://www.shoreditchtrust.org.uk/)

 

해크니 협동조합회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한다. 지방정

부 및 기업들이 임대(100년 임대)하거나 기부하여 마련된 건물과 광장을 재임대하는 등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과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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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런던시 쇼디치지구 요리사 교육 및 지역공동체 행사

출처: 해크니 협동조합회 HCD(2015), 연간 리포트 

[그림 4-12] 런던시 쇼디치지구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재생 

문화예술과 IT 산업의 공생 

쇼디치지구 일대는 새로운 IT산업 유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창조·디지

털 산업체들이 유출되지 않고 새로운 흐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변화를 파악한 공공의 지원과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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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런던시 쇼디치지구 지역재생 대응전략

4) 미국 브루클린: 민관협력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재생

(1) 개요

브루클린은 과거 설탕 정제업과 선거 시설, 가스 정제업, 제철소, 도축장, 출판소 등의 

제조업체가 입지한 세계적인 제조업 지역이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고, 

1980년대 탈공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1954년에서 

1990년대 사이 브루클린 지역 내 제조업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대 들어서 예

술가들이 브루클린 아카데미로 유입되면서, 공방이나 카페, 갤러리를 내며 지역이 점차 활

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림 4-14]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 재활성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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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브루클린 문화지구 지정을 통한 문화 주도 도심 활성화

뉴욕시는 브루클린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지구(Brooklyn Cultural 

District)를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하려는 방안이었다. 뉴

욕시는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Brooklyn Academy of Music, 

BAM)를 중심으로 다문화 예술 지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시 소유지 및 개인 소유지를 

매입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거점으로 삼았다.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브루클린 박물관,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공

공 건축물도 지어 그 거점을 확산해나갔다.

[그림 4-15] 뉴욕시 브루클린 문화지구 지정현황

출처: http://www.tfa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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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형태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

뉴욕시는 공간 조성 외에도 공공․민간 합작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지구

의 활성화를 돕는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브루클린 문화적 

어드벤쳐 프로그램(BCAP)’은 여름 캠프 형식으로  7~12세 아이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

여 장소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세 개의 BID4)가 모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다운타운 브루클린 파트너십

(Downtown Brooklyn Partnership)’은 백만 제곱피트의 공공공간을 관리하고, 여러 활

동을 주최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 또는 기존 기업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발하거나, 지역 문화재 보호, 시민 공동체 활동, 대학교 교육 관련 참

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뉴욕시는 해당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간 부동산 유형

에 따른 특별 세금을 부과하고 모은 세금을 다시 BID에 사용하여 지구에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돕고 있다5).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클 전략적 계획

뉴욕시에서는 현재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도시건축설계 스튜디오인 

WXY가 주도하여 다운타운 브루클린 파트너십과 덤보 개선지구(DUMBO Improvement 

District),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Brooklyn Navy Yard)가 함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

글 전략계획(Brooklyn Tech Triangle Strategic Plan)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500개 이상의 기술 및 창의적 기업체를 위한 공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비즈니스 리더, 지역 업체 및 부동산 협회, 정부, 기술 

공장, 협회 및 조합 대표자들, 교육자 등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전략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및 기반시설 등의 부문과 해당 지

역의 건물과 공간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뉴욕의 경제와 기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5가지의 대표 전략을 담고 있다.

4) MetroTech BID, Tulton Mall Improvement Association, Court-Livingston-Schermerhorm BID

5) 뉴욕시 BID는 뉴욕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연간 105백만 달러(약 1,26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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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

출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홈페이지(http://brooklyntechtriangle.com/)

전략 내용

Space for Tech to Grow 
(기술이 성장하기 위한 공간)

단기계약을 원하는 낮은 신용등급의 임차인과 지주의 요구가 상이, 
그 방안으로 신용 대출기관 설립, 특별 창조지구 지정, 기술활동 공간 
마련 

A new Tech Ecosystem 
(새로운 기술 생태계)

클러스터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에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 비영리 벤처 단체를 설립하여 교육과 훈련을 병행

Connections Across the 
Tech Triangle 
(기술 트라이앵글 전반 연계)

DUMBO, Brooklyn Navy Yard, Downtown Brooklyn 간 대중교통을 
늘이고 보행자도로를 확충하여 연결성을 높임

Dynamic Places for Tech
(기술을 위한 역동적인 공간)

가로 공공 예술을 위한 공간 마련, 각 지역의 미개발된 공원·광장을 
연결, 정체성 강화를 위한 조명계획 등으로 다이내믹한 공간을 창출

Tech Triangle Interface
(기술 트라이앵글 인터페이스)

지구 내 기반시설에 무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소매상인들 및 지주와 
함께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연간 이벤트 진행, 기술을 시험할 기회 
제공 

출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홈페이지(http://brooklyntechtriangle.com/)

[표 4-2]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5개 전략

5) 창원 창동예술촌: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촌 조성

(1) 개요

창원시 상가지구는 50% 이상이 빈 점포,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78% 밀집한 쇠퇴지

역이며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상권 발전으로 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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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 일부 지역의 빈 점포 55개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분 내용

사업내용 골목길 70개 빈 점포를 활용한 창동예술촌 조성(골목길 거점)

사업 기간 2012.11~2015.11

사업금액 3,020백만 원(1차 사업 2,300백만 원+2차 사업 723백만 원)

임대료 창원시 60% 부담 연간 150백만 원, 주민참여 40% 부담

창동 상가지구
도시재생
적용 기법

– 상가지구 현장실험실 운영
– 전통명가 발굴 및 지원
– 상가지도 섹터 맵 및 책자 제작
– 지역 화폐(가고파) 발행 및 유통
–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
– 생활공예 프리마켓 ‘가고파’ 운영
– 빈 점포 활용 예술촌 조성
–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 상권활성화사업과 협력사업 추진
–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브랜드&스토리 개발

쇠퇴도심 활용 기존상권 충돌방지 문화재생

빈 점포, 지역 자산
활용

쇠퇴 도심 풍선효과 
방지

예술촌 조성

출처: 국토교통부(2014),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국토교통부(2013), 창원테스트베드 기법 적용 연구

[표 4-3] 창원시 창동 문화예술촌 개요 및 창동 상가지구 도시재생 기법

(2) 주요 내용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촌 조성 노력

창원시는 창동예술촌 조성을 위하여 건물 임대료의 60%를 보조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정비비용으로 20억 원을, 2012년에는 운영비로 매년 4~5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문가, 

상인연합회,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 주체에게 창동예술촌의 관리·운영에 대한 역할을 부여

했으며 기반시설 개선은 창원시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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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4-17] 창원시 창동 문화예술촌 환경개선사업 전·후 비교

출처: 국토교통부(2014),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문화예술촌 입주 작가에게 창원시가 임대료를 직접지원

창원시는 작가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창동예술촌 작가들과 협력하여 사업 발굴·

기획 전시 참여 및 문화 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창동예술촌의 상업화

로 인해 기존 시가 제시한 임대감정가 60%를 수용해온 건물주가 계약 종료 후 건물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 작가의 내몰림으로 창동예술촌의 정

체성에 위기를 맞자 창원시는 예술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 지속성, 효율성, 창원시 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임대료 재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6).

6) 창원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이재영(2015.08.04.),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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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재생사업의 효과파악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연 2회에 걸쳐 상인회 만족도, 주요지점 지가, 통행량, 빈 점

포 활용, 신규 창업 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존상가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창동과 오동동 일대 상가지구의 통행량이 

시간당 평균 1,603명(2011.12 기준)에서 2,749명(2012.12 기준)으로 약 71% 증가하며 

집객 도심으로 장소성을 회복하였다. 빈 점포 수도 148개(2012.01 기준)에서 74개

(2012.12 기준)로 50% 감소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7)

[그림 4-18] 창원시 창동예술촌 도시재생 추진체계

출처: 국토교통부(2014),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3_소결: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 국내외 사례 종합

창신·숭인지역의 산업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따른 공공 차원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

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파리, 미국 가먼트, 브루클린, 영국 쇼디치는 도시의 쇠

퇴-재활성화 과정에서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소상공인을 보호․지

7) 국토교통부(2014),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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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 등 강력한 공간적 규제와 프로그램 지원, 거점 마련 등 간접적인 

보호 방안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프랑스 파리는 소상공업의 양적 보호를 위해 소상공업 보호거리 지정 등 공간적인 규제 

정책을 폈으며 가게 입면 개선 지원 등 소상공업의 질적인 지원방안을 병행하였다. 미국 

가먼트는 쇠퇴한 의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 지구를 지정하여 공간적으로 제조업

을 보호․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영국 쇼디치와 미국 브루클린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역산업

을 재생하고자 하였다. 

구분
공간정책 규제 등을
통한 보호

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한 활성화

프랑스 파리 수공업 보호거리 지정 활기찬 거리 사업

미국 가먼트 특별 지구 지정
소상공인 지원부서와 연계한

경제발전 프로그램

영국 쇼디치 지역 특색을 살리는 랜드마크 건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미국 브루클린 문화지구 지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경남 창원시 창동
빈 점포 활용 예술촌 조성 등

거점 마련
지역 정체성 살리기 위한 예술인 임대
료 지원, 예술인 협력 등 사업 추진

[표 4-4] 국내외 사례 주요 내용 

도시의 기능적 쇠퇴와 재활성화 과정을 오랜 기간 겪어온 해외 주요 도시와는 다르게 국

내 도시의 경우 꾸준한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상권 쇠퇴 등의 현상

을 겪고 있다. 도시화의 역사가 짧은 만큼 공공의 대응 방안도 최근에서야 마련되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문화 예술촌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쇠퇴한 상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별로 그 적극성과 직접적인 정도에서 차이는 나타나지만, 기존상권 쇠퇴에 따른 소상

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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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1) 공간적 차원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보호․지원
프랑스 파리, 미국 가먼트 및 브루클린은 기존의 상권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보호거리, 특수 지구 등을 지정하였다. 특히 파리시는 상업시설을 모니터링하여 보호가 

필요한 상업 가로를 파악하고, 보호거리 지정이라는 도시계획 차원의 규제를 통해 소상공

인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수공업과 소매상업의 양적인 쇠퇴를 방

지하고, 이와 더불어 상업 거리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창신·숭인지역은 봉제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상공인들의 일터이자 삶터이다. 이에 대

해서는 봉제업 종사자가 아닌 많은 주민과 상인 역시 공감하고 있다. 이렇듯 창신·숭인지

역에서 봉제업이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이라면, 공간적․도시계획적 규제를 통해 봉

제업을 양적․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 정체성 파악 및 공감대 형성

국내외 사례에서 지구 지정을 통한 재활성화 방안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에 대한 실태분석

과 이를 토대로 한 미래상 달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파리 시는 

소매상업과 수공업, 가먼트는 제조업, 브루클린은 문화지구 등 각 지역의 역사와 그간의 

과정으로 지역 정체성·미래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재활성화에 따른 상업화·관광화 등

의 지역 획일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재생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창신·숭인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공공의 재생사업이 주민 또는 정책 

수혜 대상자에게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공공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

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발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밀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미래상이 공론화되어야 하고, 지역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사업의 결과를 

계속해서 공유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재생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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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맞춤형 민관협력을 통한 자생기반 마련

뉴욕 브루클린과 영국 쇼디치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추구하고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BID를 설립하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브루클린에서는 

소유자, 세입자, 시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마케팅, 직업 훈련, 가로환경 증진 사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시

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불법 행상, 위생 상태, 공실률, 리뉴얼 비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공공의 공간적 규제 등의 수단과 더불어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신·숭인

지역의 산업 경쟁력 및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거주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협력

조직체 등을 지원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산업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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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1_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기본방향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마련

지금까지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은 이원적으로 운영됐으나 최근에 제정된 소상공인 관련 법

과 도시재생법은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하나의 장소에 통합, 연계, 지원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된 소

상공인 지원 관련 법과 도시재생법을 결합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보

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창신·숭인지역 봉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최근에 창신·숭인지역과 밀접한 동대문 상권의 침체로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도 동반 쇠

퇴하고 있다. 다품종·소량 주문방식, 원청-하청-재하청의 복잡한 수직적 생산구조, 봉제

업 종사자들의 빠른 고령화 진행, 소규모의 높은 비율 등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산업의 특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장래에 상업화, 

관광화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이 동반될 것이다. 결국, 높은 임대료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들은 창신·숭인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인 영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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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최근에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2개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 

하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③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④ 기타 불공정거래의 피해 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 교육 등) 등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지원, ②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의 지정, ③ 기타 도시형소공인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인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이라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도시지역에서 종사하는 소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전자가 비공간적인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

률이라면, 후자는 도시지역 내 소공인 집적지구라는 공간적인 산업정책으로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법률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상기한 두 법률은 비공간적인 

산업정책과 공간적인 산업정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적용 가능하

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 지정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 서울지역 내 쇠퇴한 

공장밀집지역의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의 쇠퇴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쇠퇴지역 내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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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쇠퇴지역 내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우선 서울시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서울시에 맞는 집적지구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쇠퇴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집적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연계·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미 서울시는 「도시

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도시형

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의 지정」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개념도

2) 창신·숭인지역 봉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이상에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쉽게 말해서 기존

의 비공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새로 도입된 공간적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을 도시재

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

안이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창신·숭인 도시재생활

성화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기대한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신·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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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상공인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신·숭인지역에 

대한 문헌 조사, 현장조사에 의한 GIS 분석, 소상공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등을 수행하

였다. 그 분석 및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동대문 상권의 침체로 창신·숭인지역 내의 봉제업도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관리 어려움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서 다품종·소

량 주문방식이 일반화되어 주문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창신·숭인지역의 봉제업은 원청-

하청-재하청의 복잡한 수직적 생산구조로 가격경쟁이 심하다. 봉제업 종사자들의 빠른 고

령화와 소규모업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창신·숭인지

역의 침체한 봉제업으로 인해서 창신·숭인지역 내의 골목상권 역시 침체하고 있다. 이러한 

창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

형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창신·숭인 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높아 명확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 기간과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창

신·숭인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산업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창신·숭인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제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문제와 창

신·숭인지역에 자리 잡은 봉제업의 특성(고령화, 미등록공장 등) 문제를 구분하여 소상공

인의 영업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집적지구

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도시 소공원의 입지분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은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조례 제정 등 후속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실제 사례

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신·숭인지역의 봉제공장은 미등록공장의 비율이 높고 

일반주택지에 혼재하고 있어 무엇보다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집적지구의 

지정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대상 및 지원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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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히 미등록공장의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가능

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신·숭인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

립된 지역이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와 관련된 시책사

업을 검토하여 연계·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도 소상공인 지

원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기한 소상공인 지원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원청-하청-재하청의 수직적·경쟁적 생산구조

를 수평적·협력적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생사업의 하나로 현재의 봉제업 협회 등을 활용하여 봉제업 협동조합을 구

성하기 위한 플랫폼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봉제공

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공장은 예비등록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5-2] 객공 및 하청의 수직적·경쟁적 생산구조에서 수평적·협력적 생산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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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현재 상업화, 관광화의 과열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기존 영업자가 밀려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현상이 창신·숭인지역에서도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창신·숭인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이탈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

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임대료 상승에 대비한 안심상

가 마련, 자산공유화 전략, 임차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체결 등과 같이 선제적으

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때 임차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지원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

한 집적지구의 지정, 법률에서 정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역할

을 분담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처럼 외부자

본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의 추가 입점을 막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장 용도를 지정하고 차별적인 공공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그림 5-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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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Support Plans for Micro Enterprises 

in Urban Revitalization Areas

Nam-Jong JangㆍDa-Mi MaengㆍYoo-Jin KimㆍJong-A Hwang

Changsin·Sungin as leading Urban Regeneration areas faces both an 

opportunity of ‘Vitalization of Regeneration’ according to public policy 

and crisis such as raise of rent and leaving of the native citizen and poor 

micro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To revitalize Changsin·Sungin by 

overcoming the declined industrial crisis protecting poor micro 

enterprises under the effect of the public policy cal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overall and multilateral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angsin·Sungin must be preceded. There should be a 

diagnosis of Changsin·Sungin areas through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reas and micro enterprises, and then plans for 

protecting micro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revitalization as per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explored on the basis of it.

 According to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i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investigate overall condition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Changsin·Sungin. Also, examine current status 

and an institutional limit of Changsin·Sungin reviewing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supporting micro enterprises and public policie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nd cognition of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in 

depth. Investigate the environment micro enterprises are in, the 

cogni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expectation on the 

public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Third, derive implications of the role of publ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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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case studies based on 

manufacturing and small business i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s, 

and France. Last, understand comprehensive cog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and micro enterprises through the 

process of the above research and bring out the improvement plan to 

protect and support micro enterprises on the basis of the identities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hangsin·Sungin.



Contents / 113

Contents

 01 Introduction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2_Range and Method of the Research

02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Small Business and Diagnosis of 
the Changes in Changsin·Sungin

1_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sin·Sungin Areas

2_The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and Diagnosis of the Changes in 

Changsin·Sungin

3_Examine Systems and Projects Related to Small Business

4_Current Status of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in Regeneration Project

5_Conclusion: Controversial Issues and improvement Issues of Changsin·Sungin 

Areas and Small Business

03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and Cognition of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1_Investigation Summery

2_Actual Condition of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3_Cognition of Changsin·Sungin: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 Activity

4_Cognition, Expectation and Concern of Micro Enterprises ab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

5_Conclusion: Controversial Issues and Improvement Issues



114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04 Cases of Micro Enterprises Support Policy for Regional Industry Based 
Urban Regeneration

1_Investigation Summery

2_Domestic and Foreign Cases for Regeneration of Regional Industry

3_Conclusion: Summery of the Foreign cases and Implications

05 Plan for Supporting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Urban 
Revitalization Areas

1_Basic Direction of Supporting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Urban 

Revitalization Areas

2_Plan for Supporting Micro Enterprises in Changsin·Sungin Urban 

Revitalization Areas



서울연 2015-PR-2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01-6 935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02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업실태분석 및 변화진단
	03 창신·숭인지역 소상공인실태 및 인식조사
	04 지역산업기반도시재생을 위한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
	05 창신·숭인도시재생활성화지역소상공인 지원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