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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1 세계환경변화

◦ 국제질서는 미국이 군사·경제·정치·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유일한 강국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과 중국

간 동아시아의 패권경쟁구도 치열

◦ 세계는 개방 압력 하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집

중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이며, 이로 인한 국가 간·도시 간 경쟁관계 심화

 세계화는 구분과 경계의 의미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새로운 종속관계의 형성 우려

 2015년 1월 기준 우리나라는 53개 국가와 FTA 타결(이 중 50개 국

가와의 FTA 발효), 19개 국가와 협상 중, 8개 국가와 협상여건 조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남
미공동시장(MERCOSUR),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

(EU), 아프리카연합(AU) 등 블록 간 및 블록 내 경쟁도 강화되고

있음

◦ 동아시아 경제 통합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세

계경제의 중심축은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 추세임

◦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

 기후환경협약 관련 주요 국가들은 2015년 6월 30일 기후변화 전략발

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

라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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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설

립에 합의하였음

 정부는 2015년 6월 30일 개최된 정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

지 온실가스 예상치(BAU) 중 37%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하여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간, 지역 간, 도시 간 이동성이 강화되고 있

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성 강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적 제조업 등의 2차산업 중심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신동력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

한 제조업 혁신 경쟁력 강화 추진

 경제불황에 따른 포디즘적(Fordism) 생산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화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재구조화로 새로운 도시성장 패러다임으

로의 전환

 유럽은 1980년대 중반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해 새로운 도시 성장 및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들어 창조도

시라는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임

 기존의 도시모델은 대부분 산업도시, 교육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식도시, 창조도시, 문화도시 등 새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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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도시로의 전환기에 이르렀음

1.2 국가정책흐름

◦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특화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은 양적 성장(총량적 성장) 시대에서 경제민주화 정

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질적 성장(국민중심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

으며, 정책적으로 창조경제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

 창의성을 경제혁신의 원천임을 자각하여 국가적으로 창조경제 생태

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창의와 혁신 등의 정책이 주류를 이

룸

 경제·사회·문화·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창조도시가 급부상되고 있으

며, 각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창조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노

력을 보임

◦ 질적인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 새로운 트

렌드로 자리매김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 콘텐츠와

각종 산업과 융합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

책을 펼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 시스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하위, 고령화속도는 최상위에

올라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은퇴자 재교육을 통한 일할 기회 부여,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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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마련,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주력해야할 시기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패러다임의 변화 추구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확보에 주력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2030년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41%→29%),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유지하는 등 신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추구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20,000t급 이상 크루즈 선
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

안을 담고 있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

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

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

임1)

 포항시는 2015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의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양건설산업과 MOU를 체결해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1) 한경경제용어사전(2015), http://www.s.hankyung.com/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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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내환경변화

◦ 포항은 철강중심의 산업지역과 경주·울진의 원자력에너지지역, 경주 역사

문화지역, 울릉도·독도 중심의 자연환경지역을 잇는 해륙발전축의 중심도

시로 자리매김해야할만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 삼

각 축의 중심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 POSCO 중심의 전통적 철강산업구조 중심의 산업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도시 성장 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며, 포스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세계 철강산업의 동향을 감안하면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 등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

 포스코의 법인세(지방세)는 2010년 232억원에서 2014년 124억원으로

약 47%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징수액)은 2008년 3,085억원에서

2014년 2,937억원으로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

◦ 지역적 강점인 R&D 인프라를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

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임

 포항시의 경우 외형상 산업별로는 개인·사업·공공·운수업·건설업을 중
심으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3)

하고 있는 추세임

 개인·사업·공공부문의 증가는 은퇴자의 창업과 어린이집 증가 등에

기인하고, 건설업은 지역개발에 따른 일용직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

처럼 대부분 임금이 낮은 업종과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새로운 고용창출 기반

이 필요함

2) 포항시 국회 제출 자료(2015), 법인세 및 지방세수 통계자료, 인용

3) 통계청(2015),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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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응한 창의적인 도심재생전략 마련이 시급함

 양적 팽창 위주의 무분별한 도시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와 인구감소 등 사회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기성시가지의 슬럼화 및 공동화로 인한 도심부의 쇠퇴는 상주인구·

유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곧 상권침체와 지역경제의

비활성화를 초래함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거 물리적 도시재생에서 탈피

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람·공간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도심과 농촌지역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함

 포항시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도시지역이 388.61㎢(32%), 비도시지역

이 836.24㎢(68%)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비도시지역이 약 2배 이상

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득수준·기반

시설·개발정도 등의 도농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울릉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관광자원 개발가능성에 의한 울릉공항 건설

요구되며, 이미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한 공항 건설 촉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추세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포항

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대규모 잠재관광 배후시장이 입지해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수요 창출에 유리한 환경과 해양자원 등을 바

탕으로 관광잠재력이 큼

 2020년에 완공하게 될 울릉공항이 건설되었을 경우, 포항공항 및 포

항시의 항만과의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높음

 서울-울릉의 직통항로 개설로 인한 포항의 관광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게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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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포항-울릉 간 위그선은 포항과 울릉간의 연계 관광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러시아·북한의 합작사업으로서 향후

극동아시아의 물류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포항시가

극동아시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KTX역세권 등 각종 SOC 건설에 따른 도시 성장기반 구축 이후의 새로

운 성장기반 마련 필요

◦ 기존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포항 비전 설정에 대한 지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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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의 목적

◦ 포항비전 2020계획 수립 당시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극 수렴하여 변화

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비전 설정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은 2007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약 8년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수립 당시에 비하여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기존의 포항 도시비전의 문제점 해결

 기존의 포항 도시비전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의 상호연계성 확

보 및 시너지 효과의 획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운 도시비전의 설정은 구체적 실천전략들 상호 간 연계성을 고려함

◦ 기존의 시각과 틀에서 벗어나 포항지역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담은 새로

운 비전 계획의 필요

 포항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적인 현실적 비전과 포항시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비전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비전 설정

 창의적인 도시발전 전략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새로운 창조도시

로서의 포항 건설을 목표로 함

◦ 민선 6기, 2030년 포항의 새로운 성장·발전 패러다임 설계가 필요

 도시 전체의 조화와 상생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도시의 질적·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발전 방향 모색
 포항 지역의 특성과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동해안의 거

점도시로의 육성을 목표

 동해안 중심도시 및 국가 성장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

인 계획 수립의 밑바탕을 주는 비전 설정

 포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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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획수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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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범위

3.1 시간·공간적 범위

◦ 본 과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창조도시 그랜드포항 2030 도시 비전의 설

정은 경상북도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미래 비전과 구체

적인 실천전략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포항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함

◦ 따라서 본 보고서의 공간적 범위는 포항의 미래 비전 설정의 대상이 되

는 포항시 전 지역으로 총 면적 1,127.9㎢에 이르며, 시간적 범위는 2016

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함

그림 1-2 시간·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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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용적 범위

◦ 국가경제 및 국토공간상 포항시의 역할과 위치 분석 후 21세기 포항 발

전 과제 도출

 국토공간의 전반적인 지위와 국가경제의 특성 파악
 국토공간상의 포항시의 역할에 대한 통계분석 및 동향조사
 21세기 포항의 발전방향 및 과제 도출
◦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의 중

장기 목표 설정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세계적인 경제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고 포항시 산업 변화 추이 예

측

 대내외적 여건동향 및 지역현황과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지역의 핵심가치와 잠재력 도출
◦ 포항시 비전과 미래상 정립 및 발전계획의 방향 설정

 포항시 발전의 미래 비전과 미래상 정립
 하위목표 수립 및 세부 발전계획의 방향 설정
◦ ‘창조도시 포항’건설의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제시

 포항형 창조도시의 개념 정립
 포항의 창조적 잠재력 분석
 포항의 여건과 비슷한 수범사례 시사점 도출 및 벤치마킹 전략 수립
 창조도시 건설의 각 테마 설정 및 테마별 실천전략 도출
 철강중심의 도시이미지 극복을 위한 도시브랜드 구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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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성격 및 절차

4.1 계획의 성격

◦ 중장기 계획

 단기계획은 현안문제의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구체적 집행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반면, 창조도시 그랜드 포항비전 2030은 중장기적

차원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종합적 성격을

지님

◦ 상위 계획

 창조도시 그랜드 포항비전 2030은 중장기발전 계획으로 포괄적·지침

적 성격을 띄며, 각 부문별 계획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상위계획

적 위상을 지님

◦ 구속적

 계획 실행에 대한 정당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속적·실행적

성격을 지님

◦ 탄력적

 2016년 ~ 2030년까지 향후 15년동안 포항시가 추구하는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창의적 기본구상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

에 있어 가변성·탄력성을 지님

4.2 계획수립의 절차

◦ 창조도시 그랜드 포항비전 2030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음

◦ 기본구상 단계

 창조도시 그랜드포항 2030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황 및 여건분석

과 더불어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국토공간상에서의 포항시의 역할과 위치를 고려하여 포항시 발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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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파악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포항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발
전전략 검토

◦ 계획수립 단계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중장기발전 전략에 대한 고찰과 함께 구

체적인 비전설정 및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각 부분별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실천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비전수립에 의한 세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계획 수립

◦ 계획확정 단계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등의 수렴을 통한 최종 비전수립안 확정
 

그림 1-3 계획수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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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전수립의 특징 및 경쟁력

◦ 기존의 포항비전을 살펴보면 비전수립의 기초가 되는 트렌드 분석이 미

흡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 등의 새로운 변

수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비전수립 시 능동적인 주민참여 및 니즈(Needs)파악이 단순하였으

며, 비전의 실행을 위한 각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음

◦ 기존 비전수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비전수립을 위하여 위와 같

은 문제점을 보완한 포항의 미래상 정립과 2030년의 미래비전을 수립함

◦ 특히, 포항시 각 지역의 고유 특색을 살린 포항의 새로운 가치와 잠재력

을 파악하여 비전수립에 반영

◦ 비전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비전 설정

그림 1-4 비전수립의 특징 및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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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전수립 접근방향

6.1 계획적 접근

◦ 포항의 현안 및 핵심과제 도출 및 목표 설정

◦ 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한 포항시의 중장기적 과제 도출

◦ 국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석하고 계획수립에 활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 기존 계획과의 연계방안 제시

◦ 포항시의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창조도시 포항을 위한 신규전략

사업 제시

6.2 협력적 접근

◦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비전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 산학연 연계의 통합적 지원체계 개발

◦ 주민참여 및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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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황 및 여건검토

1. 도시개요

1.1 역사적 배경

◦ 포항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장기면 산서리, 동해면 임곡리, 기계

면 하대리 등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구석기

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포항시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다수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으로 포항지역에 부락을 이루어 사람들이

모여 거주한 것으로 보임

◦ 청동기시대의 지배계급의 출현으로 국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포항지역

에 소국이 성립되었고 이후 신라의 성장으로 인하여 소국들이 신라로 편

입되었음

◦ 신라시대 BC5-6세기 왜구의 출몰이 잦아 오천의 고현성, 장기성, 오천읍

갈평리와 진전리에 면하여 장기면 경계에 있는 만리산성, 축성법으로 보

아 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신광토성, 기계면 문성리의 성산성 등은 신라

의 동변을 지키는 국방상 요충지에 축성되어 왕권의 보호, 외적의 격퇴,

백성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1.2 역사적 특성

◦ 나루끝은 포항진(浦項津, 포항나루)의 끝지역 명칭으로 현재의 포항도심

지 한복판에서 과거에는 배를 타고 다녔음

◦ 나루끝은 수백 년 동안 흥해군과 영일현을 잇는 영일만권의 육로·해로 교

통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하천을 이용한 강운의 교통수단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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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박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포항지역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중심지

가 포항진으로 형성됨

◦ 오늘날의 1990년-1996년 용흥동과 우현동을 잇는 용흥고가도로의 개통,

1995 - 2008년의 동해면 석리와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포항국도 대체우

회도로, 1991 - 2002년 경주시 강동면과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4차선(28

번 국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포항지역의 모든 간선도

로는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음

◦ 포항은 영덕·울진·삼척·강릉 등의 동해안 지역과 청송·영양·안동 등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7번 국도의 길목과 동

해안 해안도로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포항의 지리적 중요

성에 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반영하는 것임

◦ 포항의 지형 특성을 살펴보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을 참고하면, 오늘날

포항시내는 갯벌지역으로 3호 5도를 형성하고, 형산강과 시내 서편 골짜

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로 이루어진 여러 내(川)가 있었음

◦ 대표적으로 상도·대도·해도·죽도의 형산강 지류와 감실골·대흥골·아치골·

소티골 방면의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곡들이 만나 형성된 칠성천·양학천·

학산천 등이 있음

◦ 조선 후기(1832년 전후) 나루끝을 형성한 지류가 서산의 토사와 지형변화

로 매몰되고, 1914년부터의 형산강제방축조공사 등으로 논밭이 형성되고

택지가 조성되면서 제 모습을 잃고 명칭만 남게 되었음

◦ 또한 지류 부근의 개간으로 지형이 변모하는 중에서도 근래까지 동빈내

항 쪽에 학산천 하구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롯데백화점 앞길(동서로)

이 개설되어 배수로로 복개되면서 그 형태는 완전히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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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사적 발전과정

◦ 1세대 : 전략적 요충지로서 신라 형성 및 번영의 근거지 역할

 신라시대 개포(현 월포)에 수군진 설치, 통일신라시대 1군 6현 체제

형성

 군사요충지(흥해읍), 농업·목축업·수공업·어업 발달, 상업발달, 교통·

교역 중심

 근기국(勤耆國), 형산강 하구와 영일만 지역 중심, 육로와 수로를 이

용한 사로국 등과 교류, 해로를 이용한 예와 왜 등 주변국과 교류(설

화 근거)

 근기국은 신라제국의 진원지 사로국의 대외 교류의 창구 역할을 담

당하고 세력 확장의 거점기능 수행

 고구려와 예족의 북방문화와 가야의 남방문화, 신라문화, 토착문화가

융합하면서 발전

◦ 2세대 : 고려시대 중앙정부의 중요한 행정·군사 요충지

 고려시대 후기 수군만호진의 건설(현 두호동 일대)

 신라시대의 개포진을 우왕 13년(1387년)에 통양포로 옮기고, 만호를

위시해 정규군과 병선을 파견하여 방어를 튼튼히 함. 포항지역에 처

음으로 국방기지가 설치됨

◦ 3세대 : 조선시대 전국 상권의 중심 중계지 및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

 조선 후기 포항창진의 건설과 포항진의 복설

 조운(漕運)제도 부활에 따라 영조 7년(1731년)에 포항창진 설치하였

으며, 포항((浦項)지명의 공식적 첫 등장

 포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 유입, 5개 섬마을(상도, 분도, 죽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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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도) 개척, 전국 상권의 중심 중계지로 성장(함경도, 강원도, 전

라도 등 지역과 상업무역)

 1784년 포항창진을 폐하고 1871년에 포항진을 복설, 포항지역은 국

가의 진휼정책과 군사의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발전

◦ 4세대 : 일제의 수탈 하에서도 지역의 자생적 발전의 토대 형성기

 수산업전진기지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어업 종사인구 증가 및 경북에서 최초로 어업조합 결성, 어업기술의

향상

 일본자본의 침투에도 불구, 장시를 통한 상권 형성 및 지속

 금융조합 설치로 금융업 시작

 조선, 철강 등 공장설립을 통한 공업 기반 구축

 수리조합을 통한 농업 종사인구 증가 및 농업 생산량 확대

 철도 부설(1916년) 및 도로 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시작

◦ 5세대 : 우리나라의 중추산업인 철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1949년 8월, 포항시로 승격

 1968년 포스코(POSCO)의 건설

 1969년 경상북도 공업단지 첫 분양(→분양권 이전, 1970년 포항제철

(주) 1단지 분양)

 1차산업 중심에서 2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1995년 도농(포항시와 영일군)통합

의 포항시출범 이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항구로서 첨단과학비즈니

스, 해양문화관광도시,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의 조화에 기반

을 둔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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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포항시 역사적 발전과정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42

1.4 도시 연혁

그림 2-2 포항시 도시연혁 

◦ 1896.08.04. : 13도제 실시에 따라 흥해, 청하, 연일, 장기 4개 군이 형성됨

◦ 1914.03.01 : 4개 군이 통합되어 영일군이 됨(18면)

◦ 1931.04.01 : 포항면이 읍으로 승격(1읍, 17면)

◦ 1934.04.01 : 죽북·죽남면이 죽장면, 장기·봉산면이 지행면으로 합병(1읍,

15면)

◦ 1938.10.01 : 형산면이 포항읍에 편입(1읍, 14면)

◦ 1942.10.01 :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 (2읍, 13면)

◦ 1949.08.15 : 포항읍이 시로 승격 (1시, 1읍, 13면, 1출장소)

◦ 1956.07.08 : 흥해, 곡강면 통합 의창면 개칭(1시, 1읍, 12면)

◦ 1957.10.29 : 달전면 폐지, 흥해·연일로 편입 (1시, 1읍, 11면)

◦ 1967.03.01 : 기계면 기북출장소 설치

◦ 1973.07.01 : 의창면이 읍으로 승격(1시, 2읍, 10면, 3출장소)

◦ 1980.12.01 : 연일, 오천면이 읍으로 승격(1시, 4읍, 8면, 3출장소)

◦ 1982.09.01 : 해도1·2동, 상대1·2동 분동

◦ 1986.04.01 : 대보, 기북 출장소를 면으로 승격 (1시, 4읍, 10면, 1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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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1 : 통합 포항시 출범 (1시, 2구, 4읍, 10면, 25동, 1출장소)

◦ 1998.09.01 : 과소동 통·폐합(1시, 2구, 4읍, 10면, 19동, 1출장소)

◦ 2006.12.26 : 대잠동 신청사 이전

◦ 2009.01.01 : 소규모 동통합(1시, 2구, 4읍, 10면, 15동)

◦ 2010.01.01 :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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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렌드 분석

2.1 메가트렌드

그림 2-3 메가트렌드 분석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중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등 제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약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관계형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로 변모

 고령자 증가와 여성경제활동 요구의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식 확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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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시설의 정비와 보육 및 평생교육 인

프라에 대한 요구 증대

◦ 다양성 증가

 종교, 문화, 가치를 둘러싼 갈등의 표면화

 글로벌화를 통한 국가 간 이동성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

 1970 - 1980년대는 산업화에 의한 중화학공업이 발달

 1990년대는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창조경제의 대두로 인하여 융

합 및 창조산업의 요구 증대

◦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확산

 21세기 경제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3대 대륙의 블록 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

◦ 분권화

 세계화에 의한 지방화·분권화의 추진으로 분권화 시대에 지역은 새로운

경제의 주체

 지역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인식 속에서 경쟁 가속

화

 지자체의 역할 증대

 지역의 특화발전 모색

◦ 에너지·자원의 고갈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및 자원 고갈로 인하여 대체자원 확보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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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가치 중심의 생활문화 확산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대한 필요성 증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의 심화

◦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의 고갈 등의 환경적

문제에 직면

 기존의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개발에 대한 경쟁 심화

◦ 동북아 질서 재편

 중국·인도 등의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

경쟁력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고 있는 실정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IT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ICT산업의 각광

 창의성에 기반한 소프트산업의 급성장

◦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전 세계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상황

 과거 소비국가로서 세계경제에 견인하던 미국의 역할이 제한·축소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

 소득증대,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

 복지사회와 복지정책의 국민적 요구 증대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적 웰빙(well-being) 개념인 로하스(ROHAS)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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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트렌드

그림 2-4 국내트렌드 분석

◦ 서울과 수도권의 스프롤(Sprawl)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한 집적경제의 산물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결과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함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구조는 공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권은 과밀

화된 반면, 비수도권은 과소화 되어 지역격차가 뚜렷해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이 확장되어 수도권의 비대

화 현상은 더욱 심화됨

◦ 친환경 수요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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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친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

 무분별한 성장은 지양하고 환경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고용·노동, 재정, 부동산 시장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인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총 저축률의 하락, 연금부담, 고령인

력의 임금상승 등 기업 부담 증가로 R&D 또는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함5)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 투입, 소비 및 투자 등의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킴6)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강화

◦ U-City7) 사회 지향

 IT기술의 발달은 도시 속에서 생활, 안전, 교통 등의 정보 제공과 더

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

공함

 김포한강신도시, 오산세교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유비쿼터스 도시를 계획 또는 운영 중인 도시들이 생겨남

5) 현대경제연구원(2015), ‘2015 국내 트렌드 10+1’,, 인용 및 내용 재구성

6) 현대경제연구원(2015), 전게서, 인용 및 내용 재구성

7) U-City란 유비쿼터스(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

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의 개념과 도시계획을 혼합한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도시의 경쟁

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

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뜻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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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구조의 변화

 투자위축 및 저성장 시대에 도래하여 고용창출력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공급의 부족이 예상됨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책적으로 유연근로시스

템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고용 패러다임이 전환됨

 투자·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제

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취업자는 큰 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

며, 이는 곧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변화됨

그림 2-5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연도별 종사자 추이 

◦ 유통업과 제조업의 침체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확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해

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패턴이 확산되면서 유통·제조업이

침체될 우려가 높음

 국내 유통업체들은 해외의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내

수 제조업체 역시 내수시장에서 조차도 외국의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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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함

 국내 주력 산업 중 반도체,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제

조업은 최근 3년간 성장정체 또는 시장 영향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

으며, 특히 철강·기계·완성차·석유제품은 세계시장의 위축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거의 정체하고 있는 실정임8)

 제조업 혁신을 유인하는 4T(Technology, Trade, Tax, Talent) 관점

에서 본 종합적인 산업 리셋(Reset) 정책 수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성 대두

◦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세계경제의 저성장의 지속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여 가계소득 증가를 토대로 소비·생산·투자 확

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9)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의 불균형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

◦ 여가 및 문화에 대한 욕구 증대

 소득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여가·레져·문화

등에 욕구가 증가되고 있음

8) 현대경제연구원(2015), 전게서, 인용 및 내용 재구성

9) 현대경제연구원(2015), 전게서, 인용 및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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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북트렌드

그림 2-6 경북트렌드 분석

◦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공간구조변화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해 있던 경상북도 도청이 2015년 경북 안동

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도청이전신도시는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및

발전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상함

 도청이전신도시에 국립백신연구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물순환 에코

시티, 박물관, 보훈회관 등의 주요 시설을 집적 시키고, 광역 및 연

결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 경상북도의 선도산업 육성10)

10) 대구경북연구원(2012), ‘경상북도 종합계획’, pp.57-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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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은 ‘저탄소녹생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

이라는 비전 아래 그린에너지산업 관련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 중

에 있음

 그린에너지산업 핵심 분야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와 전력 고효율 IT기술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를 집중 육성

◦ 녹색성장의 대표자원인 백두대간 활용

 정부정책이 6개 광역시도를 아우르는 거대개발권으로 백두대간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을 모색할 전망임

 백두대간의 생태 훼손지를 보호하여 광역생태네트워크로 보전 및 관

리하고 비도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

음11)

 백두대간을 활용하여 레져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12)

 초광역교통망으로 동서4축 고속국도(상주-영덕), 동서5축 간선도로

고속화(영주-울진), 동해남부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88고속도로

확장(대구-광주) 등을 추진 중에 있음

 녹색철도망으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울산-경주-포항)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접근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하

여 불리했던 경상북도지역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물류·산업·

관광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1) 대구경북연구원(2012), 전게서, pp.57-59, 인용

12) 대구경북연구원(2012), 전게서, pp.57-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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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3.1.1 6대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

으로 수용

∙ 대외개방적 국토형성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지역간 네트워킹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초생활권 구축을 통해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

대화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도시권 육성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고 도시권과 국토의 글

로벌 경쟁력을 제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경

제자유구역,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세종시 및 기업·혁신도시 등

성장거점을 육성

∙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이전

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융복합

산업과 녹색성장산업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조성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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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의 중심거점 육성 및 통합적 개발, 인구유입·정착기반 확

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및 문화·관광산업 기반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문화경쟁력을 제고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4대강, 백두대간·정맥, 해안·도서를 연결하는 통합국토관리체계 구

축 및 추진전략 마련

∙ 해양, 하천, 산림 등 주요 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지

역 지정 확대 및 환경 친화적 이용방안 마련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

∙ 치수(治水)·이수(利水)·친수(親水)와 수질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제 구축

∙ 강과 수변공간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 하천공간 정비,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하

천을 문화·레저·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새로

운 하천 문화를 창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해 대응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녹색방재축 설정, 방재거점 설정

등을 추진, 부처별로 분산·체계화된 재해관리체계를 통합적·포괄적

관리체계로 전환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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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 신시가지 확산을 억제하여 도심재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적·복합적 이용의 촉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

시환경을 조성

∙ 도시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택지개발,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주택 및 건물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

∙ 지역상징거리 조성 및 전통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육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외국인도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

성 추진

 인구 감소 및 기존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

쟁력 제고

∙ 주거환경 개선에서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산기반을 중시하는

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

∙ 신산업기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R&D

및 컨퍼런스 기능 등을 도입한 복합산업단지화 지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

∙ 인구정체 및 감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른 새로

운 토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를 운용하고 타임존

(Time-Zoning) 제도를 도입

∙ 개발행위허가제도 정비를 통해 계획적 국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주거 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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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고령

자 전용주택, 도심 소형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추진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기존 주

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환경친화적 녹색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단지 및 주택 디자인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신규건설 위주에서 운영 효율화 위

주로 교통정책 전환

∙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간 및 초광역개발권 간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X+□’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철도망의 접근성 향

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

원

∙ 고속국도, 국도 등 도로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균등한 간

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 개량 및 확충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 지능화 및 첨단화로 신속·안전, 편리한 첨단교통서

비스 제공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수단간 연계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

체계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부문별계획의 통합·조정을 강화하여 교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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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교통시설 확충의 상호연계를 도모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녹색교통 정착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지향형 교통정책 추진

∙ CO₂저배출형 교통수단(CNG버스, 경전철 등)의 점진적 확대로 친

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

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김포공항의 근

거리 국제선 서비스 강화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울산항 등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거점 항만의 특화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포항 영일만항은 거점항만에서 제외되었으며, 동해안의 중심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포항의 항만 전략이 새로이 계획되어야할 시점임

∙ 동북아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구축, 공항·항만 배후단지 물

류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글로

벌 물류체계 구축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미래형 선진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정밀 공간정보 실

시간 제공

∙ GIS,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

하고 각종 시설 및 정보 활용의 첨단 인텔리전트화(High-Tech

Intelligent) 추진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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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태평양권역 국가와 남극대륙

및 북극해 해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추진

∙ 풍력, 조류, 파력 등을 활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생태계에 기반의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고,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질서를 확립

∙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해양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

책 수립·시행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등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접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평화지대 구축 및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등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

∙ 한·중·일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및 아시아 횡

단철도 연결을 추진하여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로 도약

∙ 국제항공노선망 확충, 항공자유화 추진 등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 저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형 국토개발 지원모형을 구축하고 국토개

발사업 지원을 추진하여 국격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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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한국형 첨단그린도시, 산업단지,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여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

고 국익 창출로 연결

그림 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3.1.2 대경권 발전방향

◦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및 지역 간 복합네트워크 구축

 대구 대도시권은 글로벌 지식경제 중심지로서 대경권 중추관리기능

을 담당하고,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 기능, 기업지원서비스, 지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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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기능을 집적

∙ 국제적인 교육학술 클러스터 조성, 기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 의료산업벨트 육성, 지역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R&D 및 인력 양성 등 추진

∙ 대구는 의료·교육·비즈니스서비스, 첨단산업 등 지식경제 중심, 경

산·달성·칠곡은 R&D 및 제조업, 영천·군위·고령·청도는 제조업 위

주

 첨단산업도시권은 IT기반 신산업밸리 구축 및 대구대도시권과 연계

강화

∙ 구미는 지식기반 IT 거점도시로 육성, 김천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

공기관 관련 클러스터 구축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과학·에너지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 포항, 경주 등의 R&D 인프라 기반 강화, 금속소재 등 산업구조 다

양화, 영일항만 중심의 동북아 물류거점 기능 강화, 역사문화유산

의 재정비, 산림 및 해양자원 융복합형 관광 육성

∙ 포항의 경우 기존 철강산업을 이용한 탄소소재 등의 신소재로 대

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포항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도청신도시권은 경북의 행정중심도시로서 북부지역의 거점기능 수행

∙ 도청신도시는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서 행정, 교육, 문화, 유통 등 고

차서비스기능 수행

∙ 안동은 유교문화권 중심도시, 영주는 고품격 생태관광휴양도시, 문

경은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서 역할 정립

∙ 상주, 문경 등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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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두대간을 활용한 녹색 산업·문화관광산업 육성

 대경권 거점 조성, 중소도시 소프트 인프라 강화, 대구·경북 경제자

유구역 개발, 신도청 도시 및 KTX 역세권(동대구, 신경주, 김천) 개

발, K2 이전 및 적지 개발,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 추진

◦ 글로벌 네트워크형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교통망이 취약한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가기간교통

망의 조기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동서 5축(영주 - 울진), 동서 6축(상주 - 안동 - 영덕), 남북 6축

(영천 - 청송 - 양구), 남북 7축(울산 - 포항 - 영덕 - 삼척) 간선

도로망 건설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 대구(포항) -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추진으

로 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결 교통망 확충

 대경권의 신성장축을 형성하고 영일항만으로의 물류비용 절감 및 영

일항만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구 - 포항 간의 직결철도망 건설

 광역경제권의 간선철도 역할 강화를 위해 경북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 추진

 대경권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해

영일만항 및 인입철도 적기건설

 국토영유권 강화 및 울릉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등을 위

해 울릉도 소형 공항을 건설을 추진하고 울릉도 사동항의 2단계 공

사를 조기에 착수

◦ 융·복합 첨단산업 육성 및 R&D 확충

 주력산업 첨단화 및 뿌리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산업벨트 조성

∙ 첨단소재산업벨트 조성 : 전기·전자산업을 모바일 융합, 2차 전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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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발전

∙ 철강산업을 다변화하여 첨단신소재 중심의 비철금속소재, 연료전지,

메디바이오(MediBio) 등 육성

∙ 뿌리산업·자동차부품산업벨트 조성 : 기계금속·자동차부품산업, 로

봇산업 등의 융복합화를 통한 메카트로닉스 산업발전 기반 구축

∙ 신섬유산업벨트 조성 : 산업용·스포츠용 기능성 섬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

∙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화발전, 로봇 등 IT

융복합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추진

 대경권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R&D 거점 및 인력 양성

∙ 대구 R&D 특구 지정·육성과 신소재·IT융복합·메디바이오 등 대학 특

성별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 지역대학 육성 및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 육성

◦ 3대 문화권과 강·산·바다가 어우러진 녹색·문화·관광공간 실현

 4대 관광축 설정 : 대도시축, 역사·해양축, 백두대간축, 낙동강축

 대구권은 매력적인 도시관광문화지대로 비즈니스관광 기반 조성

∙ 공연문화예술, 의료, MICE, 스포츠, 패션 산업 등을 도심 재창조

및 팔공산, 신라·가야·유교문화,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육성

 낙동강·금호강의 수변 및 경관거점 지역에 친환경 수변생태공간 조

성하여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경주·동해안권은 신라문화와 동해안·낙동정맥의 해양·생태자원을 연

계하여 역사·문화와 해양·산림자원에 기반한 관광휴양벨트로 육성

∙ 울릉도·독도를 해양관광거점으로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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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유교문화자원과 백두대간 천

혜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녹색산업의 허브로 육성

∙ 국제 유교문화 허브, 로컬푸드, 웰빙온천, 슬로시티 등 백두대간 청정

비즈니스화

◦ 광역권간 연계 협력 추진

 영남권 모바일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및 대구·광

주의 첨단 산업과 문화·화합의 연계 협력 등 지역 선도산업 및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권간 연계 추진

 문화·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 및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등 문화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 및 연계

강화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내륙지역, 동해연안 등 지역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하고, 낙동강 살리기를 위

해 대경권과 동남권 간의 상호 협력 추진

3.2 경상북도 종합계획

3.2.1 추진계획

◦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안전지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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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포항시 발전방향

◦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교류기반 구축

 영일만항 건설,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로의 도약기반 마련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 및 철도망 등 광역 SOC 인

프라 조기 구축

 건설 중인 동해선 철도의 포항역 개통에 대비하여 신 포항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추진

◦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의 첨단과학 산업기반 확충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로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선도적 연구지

역으로 육성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구축으로 세계적 수소에너지 메카로 육성

 포항블루밸리의 조성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

◦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구현

 포은 중앙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

상

 동빈내항 복원, 포항구항 해양공원 등 문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으로

슬럼화된 구도심 회복 및 시민의 여가휴양 욕구 충족

 연오랑세오녀 신화를 토대로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을 추진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형산강 에코트레일 조성, 송도백사장 복원 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생태형 녹도, 폐 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생태하천 등 시민녹색 휴양공간 확충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역의 녹색성장 유도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65

◦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 복지체계 구축

 장학기금 조성(완료), 뱃머리 문화관 건립(완료),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시민행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복지문화도시 실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

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 물공급 통합관리 체계화

 경북 지방상수도 통합

∙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상수도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사업 추진

∙ 관망 신설 및 정비, 노후 정수시설 개량 및 자동화 설비 도입, 통합

서비스센터(TSC, Total Service Center) 및 지역서비스센터(LSC,

Local Service Center) 운영

∙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관망 정비, 전산화

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경북 물관리시스템 구축

∙ 물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이를 정보공유 시스

템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물환경 개선에 보

다 민간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첨단기술 집약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 마련

◦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 조성

 선진국형 취수원 다변화
∙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강변여과수, 인공습지

등 간접 취수방식의 비상취수 시스템을 대체 취수원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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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전문 상수댐이 필요

 명품 수돗물 공급

∙ 상수 관망 역세 강화, 주기적 청소 시행, 상수관망 오염물 유입관리

강화

∙ 직결급수 확대, 영세 수용가내 옥내수도관 개선,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 강화를 도모

 상수도 경영 효율화

∙ 물값 현실화 및 물수요관리 강화 추진을 통한 투명 경영 기반 조

성

∙ 직결급수 확대, 영세 수용가내 옥내수도관 개선,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 강화를 도모

그림 2-8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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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로벌 포항비전 2020

3.3.1 추진계획

◦ 활기찬 포항 건설

◦ 살기좋고 편리한 계획도시 건설

◦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포항 건설

◦ 풍요롭고 따뜻한 포항 건설

◦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3.3.2 북부생활권

◦ 행정구역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특징

 북부권은 주로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로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며, 내연산, 경상북도 수목원, 보경사 관광단지, 상옥고랭지대

와 화진, 월포, 칠포 등의 해수욕장이 분포되어 있음

 인구는 2013년 현재 56,816명으로 포항시 인구의 10.8%
◦ 주요과제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및 중심시가지의 주차문제, 공동화 심각

 대중교통체계의 미비 및 분담률의 저하

 공원녹지시설의 부족

 재래시장 및 상권의 활성화 필요

◦ 추진방향

 흥해·영일만항의 부도심 및 북부권의 중심지 역할 부여

 청하면 생활권은 도농거점 및 영일만항 부도심의 배후지원

 기계면 생활권은 소생활권 거점 및 도심과 부도심의 배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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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도심생활권

◦ 행정구역

 청림동, 제철동을 제외한 포항시 동지역

◦ 특징

 도심권은 형산강 북쪽의 기존 시가지로서 포항시 행정구역중 읍·면

지역과 공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임

 인구는 2013년 현재 336,696명으로 포항시 인구의 64.2%
◦ 주요과제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원활한 소통 부족

 내륙과 해안관광자원간의 연계성 부족

 친환경 농업을 활용한 테마 부여

◦ 추진방향

 행정 및 업무기능, 중심상업기능, 교육 및 연구기능, 공업기능을 각각

특화

 포스텍과 포항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기능과 테크노파

크와 나노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연구, 벤처산업단지의 기능

과 역할을 강화

 기존의 상업업무, 금융 중심지로서의 중심상업업무지구의 기능강화

와 더불어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

3.3.4 남부생활권

◦ 행정구역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청림동,

제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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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남부대생활권 중에서 도심부의 인접지역인 연일·오천지역은 남부지

역의 해안 및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단과 배후 주

거단지가 존재함

 구룡포 지역에는 구룡포항을 비롯하여 다수의 어항 및 어촌이 있으

며, 호미곶, 등대박물관, 영일장기읍성, 오어사 등 유명관광자원이 분

포하고 있음

 인구는 2013년 현재 130,582명으로 포항시 인구의 24.9%
◦ 주요과제

 공단지역 피크타임(Peak Time)의 교통체증 심각

 공단의 공장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발생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미비

 특색있는 해안관광자원 개발 부족

 해안의 산발적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및 해안오염

◦ 추진방향

 부도심 개발에 따른 연일·오천지역 주거용지의 확충, 오어사의 정비

및 온천 개발과의 연계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해안선 및 해안경관의 보호와 정비가 필요

하며, 해양역사특구 지정 등의 주변 단지 및 역사관광자원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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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3.4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3.4.1 도시미래상 및 계획목표

◦ 21세기 환동해 경제권의 해양수교, 첨단과학도시 포항

 첨단과학 산업도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국제자

유무역도시

 지역생활 중심도시, 농어업 특화 환경도시

◦ 계획목표

 지식기반과 산·학·연의 “첨단과학산업도시”

 육·해·공의 광역기능을 가진 “환동해물류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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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무대로 웅비하는 “국제자유무역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해양문화관광도시”

 경북동부연안생활권의 “지역생활중심도시”

 고소득 농수산업 육성의 “농어업특화환경도시”

◦ 개발전략

 첨단과학산업도시

∙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연구소 유치·설립

∙ 업그레이드 된 하이테크도시 건설

∙ 테크노파크 2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환동해물류중심도시

∙ 대북방 교역에 대비한 물류기능도시 건설

∙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 대구ᆞ·구미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완비

 국제자유무역도시

∙ 영일만항 자유무역항 지정 육성

∙ 국제 비즈니스 기능 강화

∙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거점도시기능 강화

 해양·문화·관광도시
∙ 소규모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복합개발

∙ 해양내륙형 복합관광 클러스터 연계구축

∙ 대보해양관광단지 및 ‘Sea-side형’ 골프장 조성

 지역생활중심도시

∙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연계 광역교통체계 계획

∙ 경북 동부연안권의 정보통신 중심도시 구축

∙ 지역환경정보와 지리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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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특화환경도시

∙ 전인교육을 위한 농촌 체험학습장 조성

∙ 생명ᆞ·생산·ᆞ생활의 해양수산도시 조성

∙ 친환경적인 청정생태그린도시 구성

그림 2-10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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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현황 및 여건검토

4.1 자연·지리적 환경

4.1.1 위치

가. 입지적 위치

◦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총 면적 1,128.76㎢에 이르며, 포항

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안동시, 서로는 대구광역시, 남으로는 울산광역

시와 맞물린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영덕, 서쪽으로는

청송, 영천, 남쪽으로는 경주, 동쪽으로는 동해와 인접하여 해안도시의 형

태를 이루고 있음

◦ 포항시는 서울·경기·인천에 이르는 수도권과 389.2㎞, 충청도의 중심인 대

전과 237㎞, 전라도의 중심지인 광주와 306.2㎞에 위치해 있어 다소 입지

여건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부산광역시와 106.9㎞, 공업과

조선의 중심지인 울산광역시와 70.1㎞,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공업지역인

대구광역시와 94.5㎞, 역사문화 중심지인 경주와 70.1㎞에 인접하여 주요

광역시와의 입지여건은 협력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철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의 입지로 철강산업

상징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일만 등 항만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음

◦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잠재력

이 큼

◦ 동해안과 형산강 등 수변자원이 풍부하여 수변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거

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함

나. 도시공간구조적 위치

◦ 포항시는 2구, 4읍, 10면, 15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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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법정동)

남구

상대동 1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1 해도동

송도동 1 송도동

청림동 1 청림동, 일월동

제철동 1 송정동, 송내동, 동촌동, 괴동동, 장흥동, 호동, 인덕동

효곡동 1 효자동, 지곡동

대이동 1 대잠동, 이동

북구

중앙동 1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학

산동, 대신동, 동빈로1가, 동빈로2가, 항구동, 대흥동 일원

양학동 1 득량동, 학잠동

죽도동 1 죽도동

용흥동 1 용흥동, 대흥동 일원

우창동 1 우현동, 창포동, 학산동 일원

두호동 1 두호동 

장량동 1 장성동, 양덕동

환여동 1 환호동, 여남동

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2015

표 2-1 포항시 행정구역

◦ 포항시의 생활권은 위치상 북부생활권, 도심생활권, 남부생활권의 세 군

데의 세력권으로 분류됨

행정구역 ∙ 송라, 청하, 죽장, 기북, 기계, 흥해, 신광

특    성

· 주로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로 구성되어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연

산 경상북도 수목원, 보경사 관광단지, 상옥고랭지대와 화진, 월포, 칠포 등의 

해수욕장이 분포되어 있음

주요과제

· 중심도로의 교통체증 및 중심시가지의 주차문제, 공동화 심각

· 대중교통체계의 미비 및 분담률 저하

· 공원녹지시설의 부족

· 재래시장 및 상권의 활성화 필요

추진방향

· 흥해, 영일만항의 부도심 및 북부권의 중심지 역할 부여

· 청하중생활권은 도농거점 및 영일만항 부도심의 배후지원

· 기계중생활권은 소생활권 거점 및 도심과 부도심의 배후지원

출처 :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청

표 2-2 북부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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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 청림동, 제철동을 제외한 포항시 동지역

특    성

· 도심권은 형산강 북쪽의 기존 시가지로서 포항시 행정구역 중 읍·면지역과 공

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임

· 인구는 2013년 260,223명으로 포항시 인구의 49.7%임

주요과제

·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

·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원활한 소통 부족

· 내륙과 해안관광자원간의 연계성 부족

· 친환경 농업을 활용한 테마 부여

추진방향

· 행정 및 업무기능, 중심상업기능, 교육 및 연구기능, 공업기능을 각각 특화

· 포항공대와 포항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기능과 테크노파크와 나노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연구, 벤쳐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기존의 상업업무, 금융 중심지로서의 중심상업업무지구의 기능강화와 더불어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

출처 :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청

표 2-3 도심생활권 

행정구역 · 대보, 동해, 구룡포, 장기, 오천, 대송, 연일, 청림동, 제철동

특    성

· 남부대생활권 중에서 도심부의 인접한지역인 연일·오천지역은 남부지역의 해안 

및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단과 배후 주거단지가 존재함

· 구룡포 지역에는 구룡포항을 비롯하여 다수의 어항 및 어촌이 있으며, 호미곶, 

등대박물관, 영일장기읍성, 오어사 등 유명관광자원이 분포

주요과제

· 공단지역 출퇴근시의 교통체증 심각

· 공단의 공장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발생

·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미비

· 특색있는 해안관광자원 개발 부족

· 해안의 산발적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및 해안오염

추진방향

· 부도심 개발에 따른 연일·오천지역 주거용지의 확충, 오어사의 정비 및 온천 

개발과의 연계

·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해안선 및 해안경관의 보호와 정비가 필요하며, 해양

역사특구 지정 등의 주변 단지 및 역사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이 필요

출처 :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청

표 2-4 남부생활권 

4.1.2 지형

가. 지형

◦ 시가지 중심부에 영일만으로 유입하는 형산강 하구에서 퇴적된 삼각주로

비옥한 연일평야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태백산맥의 지맥이 남주하면서

깊고 높은 구릉지와 제3기층에 융기된 지형인 소구릉선이 시가지를 감싸

고 동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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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사 및 표고

◦ 경사도는 대부분 완만한 편에 속하며, 산지는 대체적으로 표고 500m내외

로 서북부 쪽의 향로봉(930m)을 중심으로 내연산(710m), 동대산(794m)

동해안 방향으로 천령산(775m), 삿갓봉(716m), 장구채(586m), 고주산

(347m)이 이어지며 비학산(762m), 사관령(788m), 침곡산(725m), 봉화봉

등의 산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경사도는 15°이하가 598.95㎢로서 일반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48.6%로 분포하고 있음

구  분 합계 15°이하 15~30° 30~45° 45~60° 30° 이상

구성비 100.0 48.6 28.4 17.7 5.2 0.1

면적 1,233.55 598.95 350.67 218.41 64.88 0.64

주 : 해면105.84㎢ 포함

표 2-5 경사분석

(단위 : %, ㎢)

출처 : 글로벌 포항비전2020

그림 2-11 포항시의 표고와 경사분석도

13) 포항시청(2014), ‘2011-2013 포항 시정백서’, 인용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77

4.1.3 수계

가. 하천의 흐름14)

◦ 포항의 하천은 포항시를 남북으로 나누는 형산강이 남서방향으로 동으로

흘러내리고 이에 지료가 있으며, 서 하천은 높고 동 하천은 낮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하천수는 대부분 동으로 흘러 동해바다로 유입됨

◦ 대하천으로 불리우는 하천은 곡강천으로 비학산 정상에서 발원되어 동해

로 하천수가 유입되나, 자호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 금호강으로

유입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임

◦ 성법령에서 북동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수는 하옥을 지나 급경사를 이루며

영덕의 오십천으로 유입하는 세 가지 방향을 나타냄

그림 2-12 수계 현황도

출처 :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계획, 2010, 포항시

14) 포항시청(2014), 전게서, 인용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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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산강

◦ 형산강수계는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서쪽으로 낙동강, 남쪽으로 태화

강, 동쪽과 북쪽으로는 동해안에 접하는 작은 유역들과 경계를 이루며,

유로연장 63.34km로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인내산 삼각점(388.6m) 동쪽

계곡(심곡천 상류)이 발원지임15)

다. 곡강천

◦ 발원지가 신광 일대이며 상류의 반곡 기일 마석에서 호리 저수지에 모여

든 하천수가 넓은 흥해를 지나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임16)

라. 냉천

◦ 발원지가 대송면의 주산인 운제산 정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흘러내린 하

천수가 오어지에 모아지고 남쪽으로 진전리의 뒤쪽 성황재에서 발원된

하천수가 오천을 지나 영일만에 유입하는 하천임17)

4.1.4 기후·기상

◦ 포항시의 북서부는 태백산맥의 남단부에 위치하는 산간지역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띄고 있으나, 동쪽의 동해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의 특성이 발생함

◦ 최근 자료인 2009년 - 2013년의 최근 5년간 평균기온은 14.5℃이며 최저

기온 –10.8℃, 최고기온 36.1℃로 연교차가 큼

◦ 2013년 월별 평균기온은 0.9℃ - 28.8℃로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지는 않

으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온을 상회함

◦ 연평균 강수량은 1,040㎜이며, 연도별 점진적으로 강수량을 증가하는 양

상이 나타남

15) 국토교통부(2015), 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http://www.nakdongriver.go.kr)

16) 포항시청(2014), 전게서, 인용

17) 포항시청(2014),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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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월별 강수량은 19.5㎜ - 204.4㎜으로 강수의 편차가 심한편으로

나타남

◦ 상대습도는 평균 63.2%, 평균해면기압은 1,015.6hPa, 이슬점온도18)는 6.

7℃, 일조시간19)은 2,283.5시간, 평균풍속 2.2m/s로 나타남

◦ 일기일수는 최근5년 평균 맑은날은 111.6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월별로

는 1월은 18일의 맑은날을 보인데 반하여, 7월은 맑은날이 단 하루인 것

으로 나타남

연별/월별
기    온(℃) 강수량

(㎜)평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최저극값

2009 14.8 19.1 35.3 -8.8 888.5

2010 14.6 18.8 35.7 -8.7 927.4

2011 14.3 18.5 35.1 -12.7 1,089.9

2012 14.1 18.2 36.8 -11.5 1,333.7

2013 14.9 19.4 37.6 -12.3 905.2

2013

 1  월 0.9 5.6 14.5 -10.1 33.8

 2  월 3.5 8.5 18.3 -12.3 19.5

 3  월 9.7 15.7 26.9 -1.9 69.1

 4  월 12.3 17.6 28.7 3.3 71.0

 5  월 19.0 24.6 32.5 8.1 87.5

 6  월 22.1 25.5 34.0 15.7 60.3

 7  월 28.4 32.6 36.6 21.5 165.5

 8  월 28.8 33.1 37.6 21.5 85.0

 9  월 22.6 25.9 32.4 14.6 66.9

10  월 17.7 21.4 26.5 7.8 204.4

11  월 9.5 14.1 22.1 -2.8 22.7

12  월 4.0 8.5 14.5 -5.5 19.5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6 기상개황

18) 이슬점온도는 습한 공기를 냉각시켜 가면 공기 중의 수증기는 어느 온도에서 응결하기 시작하여

이슬을 맺는데, 이때의 온도를 말하며, 이슬점은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기준이

됨(기상청, 2015).

19) 일조시간은 태양의 직사광이 지면을 비추는 시간을 나타내며 농림어업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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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별/월별
상대습도 (%) 평균해면기압

(h㎩)

이슬점온도

(℃)

평균운량

(10%)평균 최소

2009 63 9 1,015.0 7.1 50

2010 65 12 1,015.8 7.3 50

2011 63 5 1,016.3 6.5 51

2012 65 5 1,015.6 6.5 51

2013 60 4 1,015.3 6.4 45

2013

 1  월 45 8 1,024.3 -11.0 29

 2  월 41 4 1,022.9 -9.8 42

 3  월 50 8 1,016.2 -1.6 37

 4  월 53 8 1,012.7 1.6 45

 5  월 63 18 1,012.0 11.0 49

 6  월 79 28 1,003.0 18.0 69

 7  월 70 39 1,005.9 22.0 65

 8  월 71 34 1,006.9 22.6 46

 9  월 74 35 1,015.2 17.4 57

10  월 68 24 1,019.4 11.3 51

11  월 54 22 1,019.0 1.0 25

12  월 52 19 1,020.3 -5.3 26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7 기상개황(계속)

연별/월별
일조시간

(0.1hr)

 바 람 (m/s)

평균풍속 최대풍속 순간풍속

2009 22,699 2.2 11.7 22.7

2010 22,621 2.2 9.5 21.7

2011 21,936 2.2 9.4 20.8

2012 22,396 2.2 12.7 22.4

2013 24,524 2.5 11.0 15.6

2013

 1  월 2,075 2.6 7.3 15.5

 2  월 1,820 2.3 7.4 12.1

 3  월 2,192 2.5 7.7 13.1

 4  월 2,216 2.6 7.6 14.1

 5  월 2,364 2.4 7.0 12.0

 6  월 1,641 1.6 6.0 10.5

 7  월 1,853 2.6 7.8 12.9

 8  월 2,451 2.5 7.7 13.5

 9  월 1,818 2.4 8.9 12.0

10  월 1,739 2.8 11.0 15.6

11  월 2,276 2.8 8.6 13.5

12  월 2,079 2.8 7.9 12.4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8 기상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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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 0 0 9 885.5 17.0 27.1 35.2 26.1 102.0 101.6 

2 0 1 0 927.4 16.0 67.7 75.7 54.7 123.2 42.3 

2 0 1 1 1,089.9 27.1 103.5 15.0 105.0 145.2 171.4 

2 0 1 2 1,392.2 67.5 65.0 116.9 127.8 34.6 70.7 

2 0 1 3 905.2 33.8 19.5 69.1 71.0 87.5 60.3

표 2-9 강수량(계속)  

연   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0 0 9 339.9 62.6 76.4 26.5 43.1 28.0 

2 0 1 0 148.5 193.0 133.0 37.8 10.0 25.5 

2 0 1 1 188.3 97.2 34.8 92.0 73.7 36.7 

2 0 1 2 209.8 226.8 353.4 21.5 50.2 48.0 

2 0 1 3 165.5 85.0 66.9 204.4 22.7 19.5

표 2-10 강수량  

단위 : 일

연별 및 

월별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많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횡사

2009 104 96 53 112 100 2 3 3 8 - 7

2010 114 75 70 106 98 5 1 9 19 - 10

2011 106 90 57 112 100 4 1 8 12 - 9

2012 110 87 62 107 113 6 2 4 13 - 1

2013 124 91 66 84 107 10 - 8 16 - -

2

0

1

3

1월 18 7 2 4 4 5 - 3 - - -

2월 10 7 6 5 9 - - 1 - - -

3월 9 16 5 1 7 - - - - - -

4월 10 9 7 4 10 - - - - - -

5월 11 4 5 11 7 - - - 1 - -

6월 3 5 7 15 12 - - - - - -

7월 1 8 10 12 13 - - - 6 - -

8월 10 9 6 6 13 - - - 7 - -

9월 6 7 5 12 9 - - - 1 - -

10월 8 6 8 9 9 - - - 1 - -

11월 17 8 3 2 6 1 - 1 - - -

12월 21 5 2 3 8 4 - 3 - - -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11 일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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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대기환경

◦ 2014년 포항시의 도시대기질 측정항목에 대한 도시평균의 수치는 SO₂가

0.005ppm, NO₂가 0.016ppm, CO가 0.6ppm, O₃0.029ppm, PM10은 47㎍/

㎥로 나타남

◦ 포항철강 산업단지 일대의 장흥동과 포항 제3일반산업단지 일단의 3공단

의 경우 대기오염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나, 주거 및 상업지역의 죽도동,

대도동 주거·상업·문화지역으로 이루어진 대도동,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

진 대송면은 상대적으로 대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측정소
SO₂

(ppm)

NO₂

(ppm)

CO

(ppm)

O₃

(ppm)

PM10 

(㎍/㎥)

장흥동 0.006 0.024 0.9 0.024 69

죽도동 0.004 0.016 0.4 0.036 36

대도동 0.004 0.015 0.4 0.028 46

대송면 0.004 0.012 0.7 0.027 42

3공단 0.008 0.011 0.6 0.032 42

도시평균 0.005 0.016 0.6 0.029 47 

출처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014,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ir.gb.go.kr)

표 2-12 도시대기질 측정

4.2 인문환경

4.2.1 인구

◦ 포항시의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소폭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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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외국인수 역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증가율인 1.8%에 비하여 외국인수 증가율은 4.7%를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수요의 증가를 예상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

할 것으로 예상됨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센터 등은 비영리 단체

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부족해 외국인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외국인 센터와 같은 외국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포항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 역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한 상승세

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증가율인 1.8%에 비하여 고령인구 증가율

은 18%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포항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1㎢당 약 457명으로 대부분 산악지대인 북구

가 면적 대비 인구 367명으로 적은 반면,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위치한 남구는 인구밀도가 높아 약 634명으로 북구의 약 2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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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세대, 명

연별 및

읍면동별
세대수 전체인구 남자 여자 외국인수

65세이상

고령인구
인구밀도

2009 190,790 513,343 261,344 251,999 3,868 49,383 451

2010 196,411 518,908 263,974 254,934 4,153 51,026 456

2011 199,120 521,716 265,458 256,258 4,628 52,690 458

2012 202,148 523,345 266,132 257,213 4,432 55,647 463

2013 204,857 524,093 266,136 257,957 4,626 58,746 460

남구계 100,431 252,538 130,469 122,069 2,829 27,212 634

구룡포읍 4,964 10,114 5,388 4,726 507 2,688 212.6

연일읍 12,081 35,061 17,934 17,127 190 2,622 966.8

오천읍 20,091 51,206 26,896 24,308 401 3,828 378.6

대송면 2,228 5,138 2,806 2,332 270 974 149.3

동해면 4,569 11,115 5,660 5,455 86 1,907 252.9

장기면 2,596 5,229 2,579 2,650 178 1,943 50.3

호미곶면 1,221 2,416 1,200 1,216 63 791 115.1

상대동 12,697 28,398 14,692 13,706 159 3,105 8,232.9

해도동 10,315 21,631 11,035 10,596 119 2,845 11,088.6

송도동 7,453 16,848 8,687 8,161 91 2,537 8,866.1

청림동 2,951 6,777 3,564 3,213 56 911 1,000.1

제철동 1,501 3,526 1,980 1,546 122 309 168.5

효곡동 10,245 32,767 16,860 15,907 419 1,349 5,501.4

대이동 7,519 22,312 11,186 11,126 168 1,403 4,482.6

북구계 104,326 271,555 135,667 135,888 1,797 31,534 367

흥해읍 13,998 35,501 17,828 17,673 527 5,059 328.1

신광면 1,534 3,092 1,547 1,545 22 1,153 38.3

청하면 2,746 5,512 2,720 2,792 104 1,768 69.2

송라면 1,515 2,948 1,442 1,506 41 976 48.9

기계면 2,632 5,565 2,696 2,869 49 1,909 60.0

죽장면 1,543 2,896 1,407 1,489 22 1,131 12.2

기북면 678 1,304 632 672 16 550 24.6

중앙동 8,767 18,445 9,027 9,418 181 3,296 7,940.9

양학동 6,906 19,696 9,982 9,714 67 1,419 9,913.6

죽도동 10,382 22,099 10,971 11,128 136 3,214 11,808.1

용흥동 9,445 25,435 12,749 12,686 103 2,846 6,413.2

우창동 10,567 29,261 14,454 14,807 89 2,230 4,667.5

두호동 8,672 25,816 12,921 12,892 124 2,106 18,090.8

장량동 20,987 62,304 31,422 30,882 273 3,021 5,513.9

환여동 4,054 11,684 5,869 5,815 43 856 4,891.2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13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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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입과 전출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

남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단위 : 명, ％

연도별
총이동 순이동

전입 전입률 전출 전출률 　순이동 순이동률

2 0 0 9 70,732 13.9 71,119 13.9 -387 -0.1 

2 0 1 0 69,648 13.5 69,763 13.7 -115 0.0 

2 0 1 1 71,054 13.7 70,655 13.7 399 0.1 

2 0 1 2 67,451 13.0 67,520 13.1 -69 -0.1 

2 0 1 3 62,883 12.1 64,161 12.2 -1,278 -0.2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14 인구이동

◦ 포항시의 전체인구는 점차 소규모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대 인구는 지속

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2009년 - 2015년 7월까지 20대 인구는 9,366명이 유출되어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포항시 전체인구 대비 20대 인구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인구

(명)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519,467 519,368 517,951

20대 인구

(명)
71,092 69,254 67,721 65,941 64,406 63,091 62,128 61,726

비율(%) 14 13.6 13.2 12.8 12.4 12.2 12 11.9

전년대비

(명)
- ▲1,838 ▲1,533 ▲1,780 ▲1,535 ▲1,315 ▲963 ▲402

출처 : 포항시 내부자료, 2015. 07. 31 기준

표 2-15 20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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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산업

◦ 포항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포항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9 - 2013년의 5년간 약 11%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됨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9 35,531 173,131 

2010 36,053 187,791 

2011 37,378 186,872 

2012 38,528 188,965 

2013 39,424 191,35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16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포항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국 및 경북과 비교해 변화의 정도가 뚜렷

하고 심함

◦ 2000 - 2005년 전국과 경북의 2차산업 증감율은 5%안팍의 양상을 보이

는 반면, 포항시의 경우 약 42%가량 감소함

◦ 특히 2005 - 2010년 3차산업 증감률은 전국 21%, 경북 17%의 증가에 그

치고 있으나, 포항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구조의 변화가 뚜렷함

◦ 포항시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군의 다양화 방안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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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연도
산업

구분

경북 전국

종사자 비중 증감률 종사자 비중 증감률

2000

1차산업 4,461 0.58 - 77,514 0.57 -

2차산업 252,324 32.77 - 3,333,018 24.5 -

3차산업 513,239 66.65 - 10,193,742 74.93 -

2005

1차산업 4,491 0.55 0.67 51,666 0.34 -33.35

2차산업 265,013 32.18 5.03 3,450,893 22.78 3.54

3차산업 553,996 67.27 7.94 11,644,912 76.88 14.24

2010

1차산업 4,243 0.46 -5.52 46,795 0.27 -9.43

2차산업 272,931 29.43 2.99 3,417,698 19.37 -0.96

3차산업 650,134 70.11 17.35 14,182,535 80.37 21.79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2015, 통계청

표 2-17 전국, 경북 산업구조

단위 : 명, %

연도
산업

구분

포항

종사자 비중 증감률

2000

1차산업 399 0.25 -

2차산업 54,025 33.69 -

3차산업 105,931 66.06 -

2005

1차산업 669 0.42 40.36

2차산업 37,952 24.09 -42.35

3차산업 118,934 75.49 10.93

2010

1차산업 317 0.17 -111.04

2차산업 36,109 19.23 -5.1

3차산업 151,365 80.6 21.43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2015, 통계청

표 2-18 포항시 산업구조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88

◦ 지역내 총생산(GRDP)

 포항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04년 10조 3400억원에서 2012년

17조 5600억원으로 약 70%가량 증가하였음

단위 : 십억원

연도 GRDP

2004 10,340

2005 12,495

2006 13,733

2007 13,478

2008 14,328

2009 17,396

2010 15,613

2011 17,040

2012 17,560

출처 :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청

표 2-19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 산업단지

 포항시 산업단지는 총 19개소로 포항제철소, 포항철강관리공단 5개

소, 영일만 배후단지 6개소, 청하농공단지가 가동 중에 있으며 포항

블루밸리, 광명일반산업단지, 신흥일반산업단지, 구룡포일반산업단지

가 조성 중에 있음

∙ 청하농공단지, 포스코 4단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철강을 주력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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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개, 명

구 분 면 적 입주사
가동

공장
가동율

고용

인원

총  계 42,169 388 357 92.0 33,822

POSCO 9,070 1 1 100 16,000

포항

철강

관리

공단

소  계 13,173 345 311 90.1 16,157

1단지 3,930 79 75 94 7,132

2단지 3,996 100 90 90 3,485

3단지 2,611 72 67 93 2,850

4단지 2,047 90 75 83 1,527

청림지구 588 4 4 100 1,163

청하농공단지 196 24 21 87.5 330

영일만

배후

단지

소 계 6,327 18 18 100 1,235

1일반산단 980 6 6 100 285

2일반산단 719 6 6 100 330

3일반산단 197 0 0 - -

4일반산단 4,183 조성중 1 100 20

용한1지구 99 1 1 100 460

용한2지구 149 4 4 100 14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6,203 조성중 - - -

광명일반산업단지  714 조성중 3 100 100

신흥일반산업단지  112 조성중 - - -

구룡포일반산업단지  995 조성중 - - -

출처 : 포항시청 일자리창출과, 2015

표 2-20 포항시 산업단지 현황 

4.2.3 주택

◦ 포항시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

음

◦ 아파트, 다가구주택은 2009 ~ 2013년에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공동주택의 형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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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연립주택의 경우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포항시 주택보급율은 2008년부터 2012년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음

단위 : 가구, %

연도별
주택유형

보급률
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9 194,700 79,291 38,770 93,180 8,187 10,392 115.0 

2010 200,208 83,542 41,208 97,893 5,694 10,391 107.2 

2011 208,090 87,276 45,049 104,658 5,741 10,415 108.4 

2012 213,449 42,096 49,506 105,368 5,864 10,615 108.6 

2013 221,033 41,715 51,789 110,729 5,809 10,991 109.05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1 주택유형 및 주택보급율

◦ 2010년 기준 30년이상의 노후주택은 17,659호로 약 11%의 비율을 점유하

고 있으며, 15년이상의 주택은 약 53%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된 주택의

정비가 필요함

단위 : 호수

연도 
1979년

이전
1980 ~ 1994 1995 ~ 2004 2005 2006

2000 6,597 4,288 11,905 14,429 20,400 

2005 4,390 3,335 11,150 11,898 20,568 

2010 17,659 66,009 49,633 5,952 1,822 

남구 8,738 30,175 25,247 1,491 1,442

북구 8,921 35,834 24,386 4,461 380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2 건축연도별 주택(계속)

단위 : 호수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합계

2000 39,376 31,072 8,117 4,624 130,631 

2005 37,399 31,549 5,854 4,001 143,122 

2010 4,723 7,987 1,732 2,040 157,557 

남구 3,050 2,867 1,210 546 74,766 

북구 1,673 5,120 522 1,494 82,791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3 건축연도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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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용도지역

◦ 2013년 기준 포항시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388.61㎢, 비도시

지역은 836.24㎢로 구성되어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연도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2009 1,224.70 388.34 836.34 

2010 1,224.86 388.55 836.31 

2011 1,224.86 388.54 836.31 

2012 1,224.86 388.61 836.24 

2013 1,224.86 388.61 836.24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4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

◦ 2013년 기준 포항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41.55㎢, 상업지역 5.26㎢, 공업

지역 40.31㎢, 녹지지역 204.56㎢로 나타나 녹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약 4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단위 : ㎢

연도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

지역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중심 일반 근린 유통

2009 4.65 18.04 10.42 3.37  -  4.93  -  - 

2010 4.71 18.25 10.78 3.49  -  4.98  -  - 

2011 4.82 18.25 10.78 3.49  -  4.98  -  - 

2012 4.10 22.80 11.13 3.52  -  5.26  -  - 

2013 4.10 22.80 11.13 3.52 - 5.26 - -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5 도시지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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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연도별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도시

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 보존 자연 생산

2009 13.44  14.79 4.82 2.51 198.43 14.75 98.20 

2010 13.96  17.65 5.04 2.50 195.50 14.75 96.94 

2011 13.96  19.93 5.13 2.50 193.06 14.71 96.93 

2012 13.96  20.15 5.31 2.49 188.55 14.41 96.93 

2013 13.96 21.04 5.31 2.49 187.68 14.39 96.93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6 도시지역

◦ 2013 기준 포항시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93.82㎢, 생산관리지역

44.83㎢, 보전관리지역 82.32㎢, 농림지역 588.29㎢, 자연환경보전지역

26.99㎢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관리지역은 2009년에 비해 2013년에 4.26㎢가 늘어났으며, 농림지역

은 5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연도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009 89.02 40.57 36.58 643.13 27.05 

2010 93.63 44.80 81.31 589.55 27.02 

2011 93.63 44.80 81.31 589.55 27.02 

2012 93.72 44.82 82.31 588.40 26.99 

2013 93.82 44.83 82.32 588.29 26.9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7 비도시지역

4.2.5 도시계획시설

가. 교통시설

◦ 광역가로망

 포항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도로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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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로망체계는 고속국도 1개 노선, 일반국도 5개 노선, 국자지원지

방도 3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으로 구성됨

 포항시의 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고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7호선 및 31호선의 경우 첨두시간의

교통혼잡이 발생함

 포항시의 국도·국지도·지방도의 경우 부산, 울산, 감포, 경주, 영덕,

청송, 영천 등의 지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와 북

부내륙지역 및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포항시의 유일한 고속국도인 익산~포항 간 고속국도는 포항과 대구

를 연결함

도로유형
노선

번호
노선명 기종점

연장

(㎞)
차로수

고속국도 20
익산~포항간 

고속국도
익산-포항 150.2 4차로

국도

7 국도7호선 부산-온성 29.9 4~6차로

14 국도14호선 거제-포항 16.4 2차로

20 국도20호선 산청-포항 30.3 4차로

28 국도28호선 영주-포항 13.7 4차로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94.7 2차로

국가지원

지방도

20 국지도20호선 포항-영덕 52.5 2차로

68 국지도68호선 경주-상주 31.0 2차로

69 국지도69호선 영천-영덕 40.3 2차로

지방도

921 지방도921호선 기계 봉화-죽장 상옥 24.0 2차로

925 지방도925호선 청하 서정-구룡포 병포 74.1 2차로

929 지방도929호선 장기 양포-오천읍 26.0 2차로

출처 :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청

표 2-28 광역가로망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94

◦ 도로

 포항시 일반국도 및 지방도 연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 줄

어들고 있는 추세임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약간 늘어났으나, 지방도로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3년에 약 2.3%가량 줄어듬

 도로의 포장률은 고속국도·일반국도는 100%, 지방도로는 약 87~89%,

시군도로는 약 70~73%로 나타남

단위 : ㎞, %

연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2009 909,595 80.7 13,692 100.0 188,876 100.0 

2010 868,303 80.0 - 100.0 161,276 100.0 

2011 883,813 80.8 14,640 100.0 161,276 100.0 

2012 871,125 81.5 14,640 100.0 161,276 100.0 

2013 881,036 81.9 14,640 100.0 161.276 100.0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29 도로(계속)

단위 : ㎞, %

연도
지방도 시군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2009 182,118 87.5 524,909 70.8 

2010 182,118 87.5 524,909 71.3 

2011 182,088 87.5 525,809 72.0 

2012 169,388 89.0 525,821 72.9 

2013 177,888 89.5 527,232 73.2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0 도로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95

그림 2-13 포항시 광역교통망

출처 :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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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설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도육교는 7개소, 연장 195m로 동일함

 터널은 2009년 3개소, 연장 516m였으나, 2013년 6개소, 2,551m로 늘

어남

 가로등은 2009년 11,765개소에서 2013년 14,999개소로 약 27% 증가

됨

 전반적으로 고가도로 및 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이 증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였으며, 가로등 역시 증가하여 도시안전에 대

한 시설물이 증가됨

단위 : 개소, m, ㎡

연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2 0 0 9 7 195 553 9 1,387 22,329 

2 0 1 0 7 195 553 9 1,387 22,329 

2 0 1 1 7 195 553 9 1,387 22,329 

2 0 1 2 7 195 553 9 1,387 22,329 

2 0 1 3 7 195 553 9 1,387 22,32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1 도로시설물(계속)

단위 : 개소, m, ㎡

연도
터널 가로등

개소 연장 면적 개소

2 0 0 9 3 516 9,601 11,765 

2 0 1 0 6 2,551 33,878 11,765 

2 0 1 1 6 2,551 33,878 14,064 

2 0 1 2 6 2,551 33,878 14,999 

2 0 1 3 6 2,551 33,878 14,99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2 도로시설물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97

◦ 주차장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9년 207,558대에서 2013년 230,915대

로 최근 5년간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포항시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2009년에 비해 2013년에 16% 증가하였

음

 포항시의 주차장의 구성은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음

연도 합계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2009 207,558 157,188 36,685 11,648 2,037

2010 214,377 164,246 36,838 11,214 2,079

2011 220,091 170,095 37,091 10,828 2,077

2012 225,261 175,507 37,235 10,391 2,128

2013 230,915 180,779 37,766 10,135 2,235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3 포항시 자동차 등록대수

연도
합계 

노상

 유료 무료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 0 0 9 10,304 190,434 9 442 527 17,632 

2 0 1 0 9,444 182,265 17 440 45 4,297 

2 0 1 1 9,444 182,295 17 440 45 4,297 

2 0 1 2 12,007 209,053 28 459 45 4,297 

2 0 1 3 11,959 205,353 28 611 45 4,297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4 주차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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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외
부설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 0 0 9 37 3,149 250 7,409 9,481 161,802

2 0 1 0 37 3,398 243 4,794 9,102 169,336

2 0 1 1 37 3,398 243 4,794 9,102 169,366

2 0 1 2 54 3,778 254 4,974 11,626 195,545

2 0 1 3 54 3,778 254 4,974 11,632 195,471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5 주차장

◦ 자전거도로

 2013년 포항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총3개 노선, 연장 5.29㎞로

구성

단위 : 개수, ㎞

연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2 0 1 1 5 34 5 34 - -

2 0 1 2 8 19 2 10 6 9 

2 0 1 3 3 5.29 - - 2 4.6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36 자전거도로

◦ 버스노선

 포항시는 2007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5개 노선에 한하여 간·지

선제 및 시내순환, 간선급행버스 등의 시내버스 노선을 구축하였음

 포항시 시내버스 노선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도시간선(일반형)

10개 노선, 도시간선(좌석형) 4개 노선, 외곽지선 94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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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포항시의 철도망은 현재 여객을 담당하는 부산진-포항, 연장 147.8㎞

를 운행하는 동해남부선과 산업철도인 효자-괴동, 연장 5.6㎞의 괴동

선이 있음

 2015년 3월 완공한 서울-포항의 직결노선이 운행되며, 이 노선이 개

통과 동시에 동해남부선은 화물을 취급할 예정임

단위 : ㎞

노선명 기종점 연장

동해남부선 부산진-포항 147.8

괴동선 효자-괴동 5.6

KTX 서울-포항 38.7

출처 :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대구경북연구원

표 2-37 철도

◦ 터미널

 포항시 여객터미널 중 고속버스터미널은 1일 61회/1,000명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1,200회/6,000명 운행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은 1개소의 총 6,391대가 운행 중에 있음

구분 위치 시설규모 비고

고속버스 

터미널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7

지상1층

부지면적 3,300㎡

연면적 480㎡

1일 이용인원 : 1,000명

1일 운행회수 : 61회

시외버스 

터미널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3

지하1층, 지상2층

부지 20,027㎡

연면적 6,473㎡

1일 이용인원 : 6,000명

1일 운행회수 : 1,200회

포항종합

화물터미널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108,478㎡ -

출처 :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청

표 2-38 터미널

◦ 공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위치한 포항공항은 포항시청

에서 약 11.5㎞, 포스코에서 구룡포 방향으로 5㎞ 떨어진 곳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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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1970년 2월 비행장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서울포항 노선이

개설되었고, 1992년 4월 포항-서울, 10월에는 포항-제주 간 노선이

개설되었음

 항공기 운항회수는 연간 약 10만회가 가능하며, 국내선 승객 385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장은 약 5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임

 포항공항의 주요시설로는 스넥코너, 포항시 홍보관, 은행, 관광안내

소, 도서관, 비즈니스룸, 농수특산물점, 렌트카 시설 등이 있음

 하지만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인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 운항이 중단됨

그림 2-14 포항공항

출처 : https://rv.wkcdn.net/http://rigvedawiki.net/r1/pds/rkthnew.jpg

◦ 항만

 현재 포항의 항만은 포항구항과 포항신항, 영일만항이 있으며, 포항

구항은 동빈부두, 송도부두, 여객부두 세 개의 부두를 보유하고 있으

며, 포항신항은 1-8부두로 여덟 개의 부두를 보유하고 이 부두들은

하역을 담당하고 있음20)

 포항신항은 제1부두에서 제8부두까지 8개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하역능력은 86,603천톤이며, 포항구항은 송도부두, 여객부두, 화물부

20) 포항시청(2009), ‘포항시 2020 도시기본계획’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101

두를 운영하고 있고 하역능력은 2,088천톤이고,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역부선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하역능력은 2,644천톤

으로 나타남

구분 부두명 안벽길이 하역능력 야적장

포항구항

송도부두 544 1,876 28,042

여객부두 367 - -

화물부두 200 212 8,441

포항신항

제1부두 1,970 50,993 20,956

제2부두 1,255 7,193 89,768

제3부두 500 2,196 27,339

제4부두 420 2,707 21,782

제5부두 855 5,642 20,940

제6부두 740 3,179 53,252

제7부두 1,576 7,805 118,189

제8부두 1,448 6,888 107,570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1,000 1,322 249,472

일반부두 420 1,322 77,903

역무선부두 250 - 15,000

출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5

표 2-39 무역항

단위 : m, 천톤, ㎡

 연안항인 구룡포항은 포항시에서 단 한 개소가 존재하며 부두연장은

약 1,600m이며, 하역능력 1,144천톤, 동시접안능력 16,000톤임

구분 항명
부두연장

(m)

항내수면적

(㎢)

하역능력

(천톤)

동시 접안능력

(톤)

연안항 구룡포항 1,600 500 1,144 16,000

출처 :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대구경북연구원

표 2-40 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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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및 녹지시설

◦ 공원

 포항시의 자연공원은 8,509,000㎡의 군립공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포항시의 도시공원은 2013년 기준 어린이공원 185개소, 근린공원 60

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5개소 등 총 251개소가 지정되어 있

음

 도시공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나 아직까지 도시공원은 포항시 면적·인구에 비하여 부족할 실정

임

단위 : 개소, 천㎡

연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0 0 9 1 8,509  - - - - 1 8,509 

2 0 1 0 1 8,509  - - - - 1 8,509 

2 0 1 1 1 8,509  - - - - 1 8,509 

2 0 1 2 1 8,509  - - - - 1 8,509 

2 0 1 3 1 8,509 - - - - 1 8,50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41 자연공원

단위 : 개소, 천㎡

연도
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0 0 9 235 1,406 184 331 47 1,058 

2 0 1 0 243 13,199 184 403 55 11,746 

2 0 1 1 243 13,199 184 403 55 11,746 

2 0 1 2 248 13,316 184 404 58 11,840 

2 0 1 3 251 13,335 185 400 60 11,863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42 도시공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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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천㎡

연도
묘지공원 체육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0 0 9 1 - 3 17.5

2 0 1 0 1 989 3 61 

2 0 1 1 1 989 3 61 

2 0 1 2 1 989 5 83 

2 0 1 3 1 989 5 83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43 도시공원

그림 2-15 포항시 공원·녹지 현황

출처 :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2009,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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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통업무시설

◦ 대규모 점포

 포항시의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1개소, 쇼핑센터 2개소, 대형마트 6

개소가 위치해 있음

단위 : ㎡, ㎡

유형 상호 소재지 영업장면적 매장면적

백화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 39,404 24,903

쇼핑센터

그랜드애비뉴 포항시 남구 효자로 70 22,050 19,689

효성프라자 

웰빙아울렛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8,834 7,509

대형마트

이마트 포항점 포항시 남구 냉천로 10 21,542 12,500

이마트 포항이동점 포항시 북구 대이로 188 16,914 13,265

롯데마트 포항점 포항시 남구 지곡로 237 4,082 3,412

흠플러스 죽도점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8 6,167 5,749

홈플러스 포항점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12,739 8,903

하나로클럽 포항점 포항시 북구 장량로 171 13,256 6,842

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 2015

표 2-44 대규모 점포

◦ 전통시장

 포항시의 전통시장은 총 60개소로 공설시장이 12개소 사설시장이 27

개소 무등록 시장이 21개소가 있음

∙ 포항시 전통시장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무등록시장은 현재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전통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등록시장의 등록시

장으로의 변경 또는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개소

합계 공설시장 사설시장 무등록시장

60 12 27 21

출처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2015

표 2-45 포항시 전통시장 일반현황

 포항시 공설시장을 살펴보면 북부시장, 오천시장, 흥해시장, 구룡포시

장은 100개 안팎의 점포를 보유한 대규모 시장이나 이외의 시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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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정도의 점포만을 보유한 소규모 형태를 띄고 있음

 포항시의 사설시장의 경우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인 죽도시장을 비롯

하여 동해종합시장, 용흥시장 등의 대규모로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시장명 소재지 점포수
면적(㎡)

주차면 장날
대지 건물

북부시장 북구 대신동 120 502.70 332.8 70 상설

구룡포시장 남구 구룡포리 82 3,161 1,164 4 3,8일

오천시장 남구 오천읍 115 9,856 7,585 176 5,10일

도구시장 남구 동해면 10 206 150 40 2,7일

장기시장 남구 장기면 13 4,179 574 - 4,9일

흥해시장 북구 흥해읍 109 7,742 2,198 27 2,7일

신광시장 북구 신광면 22 10,374 1,742 -  5,10일

기계시장 북구 기계면 18 3,772 843 -  1,6일

죽장시장 북구 죽장면 18 2,651 403 -  3,8일

청하시장 북구 청하면 12 17,405 1,785 30  1,6일

송라시장 북구 송라면 12 1,174 179 -  3,8일

기북시장 북구 기북면 5 2,486 99 -  2,7일
출처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2015

표 2-46 포항시 공설시장 현황 

시장명 소재지 점포수
면적(㎡)

주차면
대지 건물

남부시장 남구 상도동 35 1,653 825

해도5시장(형산시장) 남구 대도동 40 1,165 789

상대종합시장 남구 상도동 41 1,655.5 1,591.76

동해종합시장 남구 해도동 110 3,296.21 4,304.8

송도시장 남구 송도동 56 1,119 989.9 8

청림시장 남구 청림동 13 2,053 1,020.35

양학시장 북구 학잠동 43 1,965 1,199.83

죽도시장 북구 죽도동 476 30,743 12,948 1,889

중앙시장 북구 죽도동 22 1,652 1,648

서부시장 북구 용흥동 10 2,393.70 1,841.34

용흥시장 북구 용흥동 146 3,293.8 6,992.4 25

두호1시장 북구 창포동 31 1,137.70 807

장량시장 북구 장성동 39 1,498 998.46

장성종합시장 북구 장성동 30 1,091 1,156

그린종합시장 북구 장성동 28 2,287.20 4,777.37

환호그린빌시장 북구 환호동 35 2,486 999

출처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2015

표 2-47 포항시 사설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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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 및 체육시설

◦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남구 26개, 북구 39개로 북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포항시 전체 65개가 지정되어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보·중요민속자

료·중요무형문화재는 각각 1개가 지정되어 있음

단위 : 개

연도 및 

읍면동
총계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중요

무형문화재

2009 64 15 1 7[1] 2 3 1 1

2010 63 15 1 7[1] 2 3 1 1

2011 65 16 1 7[1] 3 3 1 1

2012 65 16 1 7 3 3 1 1

2013 65 16 1 6 3 4 1 1

남구계 26 7 - 1 1 3 1 1

연일읍 9 1 - - - 1 - -

오천읍 3 1 - 1 - - - -

대송면 2 - - - - - - -

동해면 2 1 - - - 1 - -

장기면 5 3 - - 1 1 1 -

호미곶면 1 - - - - - - -

제철동 1 - - - - - - -

효곡동 1 - - - - - - -

상대동 - - - - - - - -

해도동 2 1 - - - - - 1

북구계 39 9 1 5 2 1 - -

흥해읍 7 1 - - - 1 - -

신광면 5 2 1 - 1 - - -

청하면 2 - - - - - - -

송라면 10 4 - 4 - - - -

기계면 4 - - - - - - -

죽장면 1 - - - - - - -

기북면 7 1 - - 1 - - -

용흥동 2 - - - - - - -

장량동 1 1 - 1 - - - -
주 : [ ]내는 동일문화재가 타 시도와 분산지정된 건수임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48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는 남구 12개, 북구 21개로 북구에 지방지정문화재가

남구에 비하여 다소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포항시 전체 33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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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음

 지방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무형문화

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단위 : 개

연도 및 읍면동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2009 24 14(1) 8 2 -

2010 24 14(1) 8 2 -

2011 24 14(1) 8 2 -

2012 29 17(1) 8 4 -

2013 33 20(1) 8  -

남구계 12 8 2 2 -

연일읍 8 6(1) - 2 -

오천읍 2 1 1 - -

대송면 1 1 - - -

동해면 - - - - -

장기면 - - - - -

호미곶면 1 - 1 - -

제철동 - - - - -

효곡동 - - - - -

상대동 - - - - -

해도동 - - - - -

북구계 21 12 6 3 -

흥해읍 4 2 2 - -

신광면 3 1 2 - -

청하면 - - - - -

송라면 6 5 1 - -

기계면 2 2 - - -

죽장면 1 - 1 - -

기북면 4 1 - 3 -

용흥동 1 1 - - -

장량동 - - - - -
주 : ( )내는 동일문화재가 도내 시군간 분산지정된 건수임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49 지방지정문화재

◦ 문화시설

 포항시의 문화시설은 공공공연장·민간공연장·영화관 등의 공연시설,

미술과·화랑과 같은 전시시설, 시민회관·종합복지회관·청소년회관 등

의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원 등의 기타문화시설이 2013년 총 23개

소가 건립되어 있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공연장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종합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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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12개에서 14개소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문화시설은

2009년과 2013년이 동일함

 전반적으로 포항시의 문화시설은 종합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한 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단위 : 개소, 명

연도

공연시설
전시

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

장

민

간

공

연

장

영

화

관

스크

린수

미

술

관

화

랑

시

민

회

관

종합

복지

회관

청

소

년

회

관

문

화

원

국

악

원

전

수

회

관

2 0 0 9 2 1 3 24 1 - - 12 - 1 - -

2 0 1 0 3 1 3 23 1 - - 12 - 1 - -

2 0 1 1 4 1 3 24 1 - - 13 - 1 - -

2 0 1 2 4 1 3 24 1 - - 13 - 1 - -

2 0 1 3 4 1 3 23 1 - - 14 - 1 - -

남 구 계 2 1 1 7 - - - 7 - - - -

구룡포읍 - - - - - - - 1 - - - -

연 일 읍 - - - - - - - 1 - - - -

오 천 읍 - - - - - - - - - - - -

대 송 면 - - - - - - - 1 - - - -

동 해 면 - - - - - - - - - - - -

장 기 면 - - - - - - - 1 - - - -

호미곶면 - - - - - - - 1 - - - -

송 도 동 - - - - - - - - - - - -

청 림 동 - - - - - - - 1 - - - -

제 철 동 - - - - - - - 1 - - - -

효 곡 동 - 1 - - - - - - - - - -

대 이 동 1 - - - - - - - - - - -

상 대 동 1 - 1 7 - - - - - - - -

해 도 동 - - - - - - - - - - - -

북 구 계 2 - 2 16 1 - - 7 - 1 - -

흥 해 읍 - - - - - - - 1 - - - -

신 광 면 - - - - - - - 1 - - - -

청 하 면 - - - - - - - 1 - - - -

송 라 면 - - - - - - - 1 - - - -

기 계 면 - - - - - - - - - - - -

죽 장 면 - - - - - - - 1 - - - -

기 북 면 - - - - - - - 1 - - - -

양 학 동 - - - - - - - - - - - -

용 흥 동 - - - - - - - 1 - - - -

우 창 동 - - - - - - - - - 1 - -

두 호 동 - - - - - - - - - - - -

장 량 동 1 - - - - - - - - - - -

환 여 동 - - - - 1 - - - - - - -

중 앙 동 1 - 2 16 - - - - - - - -

죽 도 동 - - - - - - - - - - - -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50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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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포항시의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소가 건립되어 있고, 지역

적으로 살펴보면 북구에 3군데, 남구에 9군데로 박물관은 주로 남구

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남

지역 박물관명 주소

북구

영일민속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8 

새마을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불원사불상전시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남구

로보라이프뮤지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31

구룡포근대역사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3 

만화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국립등대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

해군6전단

항공역사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21-18

포항바다

화석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93-1 새천년기념관 2층

한국수석

포항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포스코 역사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포항떡체험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0 2층

표 2-51 박물관 

◦ 도서관

 포항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이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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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좌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남

 도서관의 연간 이용객수는 2010년을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포항시는 작은도서관도 37개소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2015년 11월 포은 중앙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향후 포항시

의 연간 도서이용자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개수, 개수, 명

연도 및 도서관별 도서관수 좌석수 연간 이용자수

2 0 0 9 6 2,016 1,742,581

2 0 1 0 6 2,117 1,297,448

2 0 1 1 6 2,057 1,786,787

2 0 1 2 6 1,942 1,788,069 

2 0 1 3 6 2,000 1,479,642

포항시립 포은도서관 1 764 114,748

포항시립 영암도서관 1 352 339,787

포항시립 오천도서관 1 364 263,137

포항시립 동해석곡도서관 1 90 58,444

포항시 대잠도서관 1 130 578,206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 1 300 125,320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52 공공도서관

◦ 체육시설

 포항시의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경기장·축구장·테니스장·운

동장·체육관 등의 체육관 및 경기장이 2009년 84개소에서 2012년 72

개소로 줄어듬

 등록체육시설은 2013년 기준 골프장 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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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의 신고체육시설은 2009년 585개소에서 2013년 724개소로

증가하였음

단위 : 개소

구분/연도 체육시설 2009 2010 2011 2012 2013

체육관 및 

경기장

육상경기장 1 1 1 1 1

축구장 3 13 13 3 11

야구장 1 1 2 1 2

테니스장 3 5 5 3 9

간이운동장 72 72 71 40 40

구기체육관 2 2 2 2 4

생활체육관 1 1 1 2 2

국궁장 1 3 3 1 3

롤러스케이트장 - - 1 1 1

사격장 1 1 1 1 1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4 4 3 4 4

신고

체육시설

빙상장 1 1 1 1 1

승마장 1 1 1 1 3

종합체육시설 1 1 2 2 2

수영장 4 5 4 4 4

체육도장 137 144 151 158 175

골프연습장 93 103 137 135 161

체력단련장 91 120 91 97 107

당구장 257 250 273 290 271

썰매장 1 - - - -

무도장 - - - - -

무도학원 10 9 7 7 7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53 체육시설

마. 교육시설

◦ 포항시의 학교수는 2009년에 비해 2013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학생수는 약 9%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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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유치원 114개소, 초등학교 65개소, 중학교 324개소, 고등학교 27

개소, 전문대학 2개소, 대학교 2개소, 대학원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학생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7,794명, 초등학생 27,944명, 중

학생 19,232명, 고등학생 20,796명, 전문대학생 8,530명, 대학생 7,110명, 대

학원생 3,128명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명

연도 및 학교별 학교수 학생수

2 0 0 9 233 103,619

2 0 1 0 238 101,453

2 0 1 1 249 99,147

2 0 1 2 256 97,479

2 0 1 3 254 94,534 

유치원 114 7,794

초등학교 65 27,944

중학교 34 19,232

고등학교 27 20,796

전문대학 2 8,530

대학교 2 7,110

대학원 10 3,128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54 교육시설

바. 사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포항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3년 기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

당 577개소, 노인휴양소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남구 257개소, 북구 331개소

가 위치하고 있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항시의 고령인구가 상

승함에 따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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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명

연도 및 

읍면동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휴양소

시설수 시설수 종사자수
　

남 여 시설수 시설수

2 0 0 9 552 2 … … … 541 9

2 0 1 0 563 1 … … … 552 10

2 0 1 1 572 1 … … … 561 10

2 0 1 2 582 1 8 5 3 571 10 

2 0 1 3 588 1 8 5 3 577 10

남 구 계 257 - - - - 252 5 

구룡포읍 31 - - - - 31 -

연 일 읍 33 - - - - 33 -

오 천 읍 44 - - - - 43 1

대 송 면 18 - - - - 17 1

동 해 면 31 - - - - 31 -

장 기 면 38 - - - - 36 2

호미곶면 10 - - - - 10 -

송 도 동 6 - - - - 6 -

청 림 동 6 - - - - 6 -

제 철 동 3 - - - - 3 -

효 곡 동 10 - - - - 10 -

대 이 동 11 - - - - 11 -

상 대 동 8 - - - - 7 1

해 도 동 8 - - - - 8 -

북 구 계 331 1 8 5 3 325 5

흥 해 읍 70 - - - - 69 1

신 광 면 22 - - - - 22 -

청 하 면 31 - - - - 30 1

송 라 면 23 - - - - 23 -

기 계 면 33 - - - - 33 -

죽 장 면 25 - - - - 25 -

기 북 면 15 - - - - 15 -

양 학 동 11 - - - - 11 -

용 흥 동 19 - - - - 19 -

우 창 동 18 - - - - 18 -

두 호 동 20 1 8 5 3 18 1

장 량 동 20 - - - - 20 -

환 여 동 4 - - - - 4 -

중 앙 동 13 - - - - 13 1

죽 도 동 7 - - - - 6 1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55 노인여가복지시설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114

◦ 노인의료복지시설

 2009년부터 2013년 포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7개소에서 27개소

로 10개소 증가하였음

 남구와 북구의 노인의료시설의 개수는 각각 13, 14개소로 분포하고

있으나, 북구는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로 남구에 비해 5개소가 많으

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은 남부가 6개소로 북부보다 4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명

연도

합계 노인요양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09 17 769 643 345 14 742 624 329 

2010 23 906 697 398 17 854 656 367 

2011 25 934 766 424 18 876 720 394 

2012 26 973 806 459 18 906 745 416 

2013 27 1,055 835 526 19 985 776 482

남구 13 432 376 242 7 377 335 208

북구 14 623 459 284 12 608 441 274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56 노인의료복지시설(계속)

단위 : 개소, 명

연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2009 3 27 19 16 

2010 6 52 41 31 

2011 7 58 46 30 

2012 8 67 61 43 

2013 8 70 57 44

남구 6 52 41 34

북구 2 18 18 10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57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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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항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시설, 방문목욕서비스시설로 나타남

 포항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9년 15개소에서 2013년 22개소로

총 7개소가 늘어남

단위 : 개소, 명

연별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시

설

수

이용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이용인원 종

사

자

수

시

설

수

이용인원 종

사

자

수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2009 5 102 74 31 3 29 29 17 … … … …

2010 4 82 56 18 2 9 5 13 3 - 11 -

2011 5 92 60 27 2 11 6 14 4 - 11 16

2012 4 72 44 15 2 11 - 7 6 - 24 30

2013 4 72 60 27 2 11 5 7 6 - 11 16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58. 재가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포항시의 여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시설 1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

원시설 2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로 총 4개의 시설이

위치해 있음

 여성복지시설은 남구에 3개소 북구에 1개소가 위치해 있어 지역적

편중이 심함

단위 : 개소

연도 및

읍면동
합계

한부모

가족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09 3 1 1 1 -

2010 3 1 1 1 -

2011 3 1 1 1 -

2012 3 1 1 1 -

2013 4 1 2 1 -

남구 3 1 1 1 -

북구 1  - 1 -  -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59 여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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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시설

 포항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2008년 4개소에서 2012년 9개소로 약 2배

이상 증가함

◦ 보육시설

 포항시의 보육시설은 2008년 365개소에서 2012년 639개소로 42.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 환경기초시설

◦ 포항시의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

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차장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시설이 있음

◦ 포항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도심에 집중되어 있음

◦ 퍠기물처리시설이 1,191,935㎡로 면적이 가장 크며, 폐수종말처리시설 127

㎡로 면적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종류 면적

분뇨처리시설 7,975

수질오염방지시설 1,230

폐기물처리시설 1,191,935

폐수종말처리시설 20,163

폐차장 127

하수도 412,362

하수종말처리시설 238,218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60 환경기초시설

4.2.6 관광

◦ 관광자원

 포항시의 자연관광자원은 산림, 계곡, 폭포, 공원, 온천, 해수욕장, 수

목원, 기괴암석 등 다양함

 포항시의 인문자원은 사적 및 사찰, 문화유적으로 구분되며 사찰과



제2장 현황 및 여건검토

117

문화유적은 다수 존재함

 포항시 무형자원으로는 크게 박물관, 기념관, 테마마을, 공원, 축제

등의 자원을 지니고 있음

자원유형 관광자원

자연

자원

산림 내연산, 운제산, 비학산

계곡·폭포 상·하옥계곡

도시공원 수도산, 탑산

온천
신광온천, 영일만온천, 연산온천, 성곡온천, 용흥게르마늄온천, 

포항패밀리온천, 인덕오아시스온천

해수욕장 송도,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

수목원 경상북도수목원, 기청산식물원

기괴암석 만문암, 불선암, 불암, 좌봉암, 상승암, 대왕암, 관암, 미역바위

인문

자원

사적·사찰
보경사, 오어사, 법광사, 고석사, 천곡사, 임허사, 무학사, 몽운사, 

선암사, 해봉사, 전불사, 일출선원

문화·유적 영일민속박물관, 냉수리 신라비, 장기읍성, 장기곶 등대, 등대박물관

무형

자원

박물관 영일민속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덕동문화마을

기념관 대전3·1의거기념관,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테마마을
포항전통문화체험관, 가사천지구 농촌전통테마마을, 성동 

메뚜기마을, 가사천지구 삼굿마을, 상옥슬로우시티, 기계 봉좌마을

공원 환호해맞이 공원

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해병인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만축제, 포항과메기축제, 구룡포특산물축제, 포항해변축제, 

포항바다연극제, 국제재즈패스티발

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 2015

표 2-61 관광자원

◦ 관광사업체

 포항시 관광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여행업체수는 2009년 93개소에서

2013년 157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숙박업소의 경우 2009 – 2013년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행업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숙박업소의 수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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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연도

여  행  업 관광숙박업

일

반

국

외

국

내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
호텔수 객실수

2009 4 45 44 6 - - - - -

2010 4 54 56 7 - - - - -

2011 4 63 70 7 - - - 1 51

2012 7 65 73 7 - - - 1 51

2013 9 67 81 7 - - - 1 51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62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 숙박시설

 포항시의 숙박시설은 2009년 486개소에서 2013년 459개소로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숙박시설 486 481 477 481 459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63 포항시 숙박시설 현황  

◦ 관광객수

 포항시의 관광객은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포항국

제불빛축제, 호미곶해맞이축전, 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축제·행사들

이 자리를 잡아 관광객 증가로 나타남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13,214,175 17,667,005 17,252,260 15,297,819 15,914,162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4, 포항시청

표 2-64 포항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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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포항시 관광객 현황 

4.2.7 도시 재정

◦ 재정규모

 포항시의 예산규모는 2009년 1,313,648백만원에서 2013년 1,443,559백

만원으로 9.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3%, 특별회계는 12.6%의

증가율을 보임

 2013년 기준 포항시의 세입은 1,479,413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비중

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1,363,190백만원 중 일반회계

의 비중 역시 81%를 차지하여 잉여금액은 세입금액의 약 8%인

116,223백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계 일반 특별

2009 1,313,648 1,107,051 206,597 

2010 1,259,080 1,057,127 201,953

2011 1,277,354 1,060,456 216,898

2012 1,359,828 1,130,397 229,431

2013 1,443,559 1,210,793 232,766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65 재정규모(예산현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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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

계 일반 특별

2009 1,371,233 1,134,469 236,764

2010 1,296,161 1,050,778 245,383

2011 1,303,977 1,051,570 252,407

2012 1,378,532 1,110,130 268,402

2013 1,479,413 1,195,380 284,033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66 재정규모(세입 부문)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출

계 일반 특별

2009 1,152,857 942,781 210,076

2010 1,120,136 913,273 206,863

2011 1,180,834 950,686 230,148

2012 1,235,700 991,970 243,730

2013 1,363,190 1,107,527 255,663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67 재정규모(세출 부문)

단위 : 백만원

연도
잉여

계 일반 특별

2009 218,376 191,688 26,688

2010 176,025 137,505 38,520

2011 123,143 100,884 22,259

2012 142,832 118,160 24,672

2013 116,223 87,853 28,370

출처 : 포항시 통계연보, 2013, 포항시청

표 2-68 재정규모(잉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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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3.6%에서 2014년 33.1%로 크게 줄

어듬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재정자립도 53.6 50.1 41.4 33.1

출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표 2-69 재정자립도

◦ 지방세징수

 포항시의 지방세 규모는 2004년 329,607,772천원에서 2013년

473,174,168천원으로 약 44% 증가함

 2004 - 2013년까지 총 지방세징수 현황은 증가하였지만, 2008년부터

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단위 : 천원

연도 지방세 징수

2004 329,507,772

2005 409,480,352

2006 473,691,755

2007 425,083,911

2008 496,155,489

2009 465,708,441

2010 457,251,960

2011 501,420,927

2012 489,151,383

2013 473,174,158

출처 : 행정자치부(2014), 지방세 통계

표 2-70 지방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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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OT 분석

5.1 강점(Strengths)

◦ 포항시민의 창조 및 개척 정신

 조선시대 포항시는 5개의 섬마을인 상도, 분도, 죽도, 하도, 해도를

개척하여 현재의 포항의 토대를 만듬

 1970년 농촌개건 및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새마을운

동의 발원지가 바로 포항시임

 연오와 세오의 이동으로 일월이 빛을 잃었다가 세오의 비단 제사로

다시 광명을 회복하였다는 일월지의 전설과 자취는 태양신에 관한

한국의 유일한 신화이며 지금도 포항의 정신으로 남아 있음

 포항 송라면 대전리에서의 마을 주민 대다수가 3.1운동에 참여한 가

운데 치열하게 전개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음

◦ 포스코의 입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의 상징 도시

 세계 6위의 철강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포스텍 중심의 연구 인프라를 통해 대경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R&D

중심도시의 위상을 갖춤

 포스텍, 한동대 등의 R&D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 포항가속기연구

소(PAL),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등의 R&D 역량이 뛰어난 각종

연구기관들이 다수 분포함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R&D 투자 규모 확대21)

∙ 주요 기관(POSCO, RIST, POSCO ICT)의 2010년 중 국내총연구개

발비(GERD) 규모는 2005년 대비 1.78배 증가한 반면 동 기간

GRDP는 1.36배 증가함

21) 배성익 외(2014), ‘포항경제의 현황, 도전 및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BOK 연구자료,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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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관의 GRDP대비 GERD 비중은 2005년 2.9%에서 2010년

3.9%로 증가

 포항 R&D 생산유발효과는 1.613으로 충북, 충남, 울산에 이어 전국

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 수준임22)

∙ 수도권과 영남권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키고 있음

∙ 포항 R&D의 (+)외부확산효과는 총 135개 부문으로 이중 대경권이

57개로 가장 많음

 해양분야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주도권 확보 기반 구축

∙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해양수중글라이더 운용지원센터 등을 조성함

◦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및 내륙의 다양한 문화자원 보유

 울릉도 - 독도, 경주 - 영덕 연계개발의 중심지이며 철강특화 산업

도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다양한 국제 및 국내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국제재즈페스티벌, 포항

국제불빛축제, 포항과메기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 등)

◦ 동해안지역의 경제 중심도시

 2012년 기준 경상북도 지역 전체 GRDP의 20.5%를 차지하고 있음23)

◦ 경쟁력을 갖춘 과메기 등 특화된 어업자원을 보유함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면, 장기면, 동해면 일원에 총 면적 약 5,848

㎢, 총 투자규모 149억원의 과메기산업 특구가 지정됨

5.2 약점(Weakness)

◦ 철강중심의 단일 산업체제로 신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이 풍부한 미래창조

산업의 비중이 낮음

 다양한 산업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의 탄력성이 낮음

22) 배성익 외(2014), 전게서, BOK 연구자료, pp.106-108.

23) 통계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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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성장에 따른 기업 경쟁력과 혁신역량 부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와 외부충격에 대한 내구성 취약

 2011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포항 GRDP의 약 50.5%)의 86.5%를 철

강산업이 차지하고 있음24)

 2013년 기준 지식기반산업체는 881개소로 전제 사업체의 약 2.2%에

불과함25)

◦ 산업단지 조성 부진으로 동해안지역 거점 역할의 제약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블루벨리는 현 시점까지 조성 시작 단계에 놓

여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총 13개소 중 완료 7개소, 조성 중 5

개소, 미개발 1개소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부진한 실정임

단 지 명 위  치 지정면적(㎡) 조성기간 비 고

국

가

산

단

포항제철 송내, 과동, 동촌 33,276,000 ‘75.01 ~’20.12
완료공유수면

(18,901,000)

포철

제2연관
장흥, 호동 4,005,000 ‘77.08-’92.02.01 완료

청림지구 청림 587,000 ‘74.04-77.10 완료

포  항

블루밸리
구룡포, 장기, 동해 6,119,465

1단계 : ‘09.09 ~’16.12

2단계 : ‘09.09 ~’19.09
조성중

공

업

단

지

포철

제1연관
괴동 3,929,000 ‘70.04.01-’72.03.21 완료

포철

제3연관

대송, 옥명, 대각, 

송동
2,612,000

1단계 : ‘90.4.12-’93.12.31

2단계 : ‘91.12.31-’94.12.31
완료

일

반

산

단

포항4
대송 옥명,대각, 

오천 문덕
2,047,257 ‘02.01.24-’06.9.21 완료

영일만 죽천, 용한, 곡강 980,771 2004.1-2013.12 완료

영일만2 용한, 곡강  719,811 2005.10~2011.05.19 완료

영일만3 용한  197,528 ’11.01~’12.08.30 완료

용한지구 용한 96,494 ‘95.01~’20.12 완료

용한2지구 용한 149,000 ‘07.03~’10.12 완료

영일만4 죽천, 용한, 곡강   4,215,596 ‘11.10~’18.12 조성중

구룡포 병포, 하정 994,655 ‘10.09~’16.06 조성중

광  명 광명, 용산 728,200 ‘10.10~’15.06 조성중

신  흥 신흥, 소동 111,650 ‘10.06~’16.12 조성중

그  린 연일 우복 870,954 ‘13.12~’16.12 조성중

미  남 청하 미남 384,260 사업승인일로부터 3년간 심의 준비중

청  하 청하 하대리 196,079 ‘89.12-’90.12 완료

표 2-71 포항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

24) 배성익 외(2014), 전게서, BOK 연구자료, pp.106-108.

25) 포항시(2015),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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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역 내의 도로망과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체계가 미흡한 실정

임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동서연결도로망의 미흡

 KTX 신역사와 도심권 간의 연계 교통망 부재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심 주차난 및 교통정체현상 심화

◦ 기존시가지 쇠퇴 및 도심공동화 현상 대두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대의 구도심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임

◦ 도농격차 및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포항시는 2013년 기준 도시인구가 60%이상으로 농촌지역에 비해 높

으며,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아도 도시지역에 70%이상 밀집되어 있어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함

◦ 청년층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

◦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

◦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행위자들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미약

 비전 실현 및 포항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능동적·자율적 솔루

션시스템의 부재

5.3 기회(Opportunity)

◦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

 세계 경쟁무대에 지역과 도시가 주요 행위자로 등장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발전 및 성장을 추구

◦ 중앙정부의 지역혁신발전 및 창조경제육성 강력 추진

◦ 포항시는 동북아시아 지역 개발의 경쟁 속에서 가장 유리한 잠재력을 지

니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풍부함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투자, 러시아의 극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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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지역의 개발 등

◦ 동해안 지역의 SOC 확충

 KTX 직결선, 동해안 고속도로, 동해선 철도, 울릉공항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 강소기업 중심의 자립형 도시 육성 기반 구축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소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

계 조성의 움직임이 활발함

◦ 지역 간 연계협력 개발의 선도적 추진으로 경북지역 거점도시로 부상 가

능성 증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형산강 에코컬쳐 프로젝트 추진 등

◦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비 비중의 증가

 포항시의 국비는 2005년 13.8% 대비하여 2015년 27.4%로 총 13.6%

의 국비가 증가함26)

◦ 새만금 - 포항 고속도로 건설로 인구와 산업고용 순기능이 기대됨

◦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철강제품 수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기능

성과 제품고급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철

강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부품산업으로의 다양한 대응체계기반을 구축

◦ 최근 중국의 부상 및 일본·러시아와 함께 환동해권 해양경제, 특히 해양

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양플랜트 발전, 해양 생물·바이오 등 해

양 신산업에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

 포항시는 환동해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체류형 해양관광

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 포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 해양레포츠 및 먹거리를 통한 건강테

26) 포항시 국회 제출 자료(20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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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관광 육성 등 4대 분야 34개 전략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5.4 위협(Threat)

◦ 지역의 창의성·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의 부족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태평양 진출에 따른 주도권 경쟁이 과열

되고 있음

◦ 글로벌 철강공급의 과잉과 수요부족에 따른 철강산업의 위축으로 지역경

제의 침체

 포스코 설립 이후 철강공단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급부상하고 인구도

늘었으나, 철강 중심의 클러스터는 전후방연관산업군이 융합되는 혁

신적인 산업클러스터로는 진화하지 못함

 최근 철광석 등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

으나, 그동안 누적된 철강공급, 중국의 철강수출 확대, 탄소배출 규

제에 따른 철강산업의 위축이 예상됨

 포항시의 GRDP는 2008년(17조 3,968억원)까지 지속적 성장 이후

2009년(15조 6,139억원) 감소, 2010년(17조 5,467억원) 최대 규모 이

후 2012년(16조 4524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임27)

◦ 포항시의 재정자립도 악화

 2014년 기준 전국의 인구규모가 유사한 도시들 중에서 최하위의 재

정자립도 순위를 나타냄(천안시 41.2%, 파주시 40.6%, 구미시 37.7%,

김해시 38.8%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포항시는 33.1%로 최하위)28)

◦ 국가 재정악화에 따른 향후 중앙정부 지원 축소 및 국비확보 경쟁과열이

예상됨

27) 통계청(2015)

28) 통계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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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 규모는 2000년 기준 약 797억 달러(GDP대비 16.7%)에서

2010년 기준 2010년 약 3,290억 달러(GDP대비 31.9%)로 2배 가까이

증가함29)

 국비 비중은 2005년(13.8%) 대비 2015년(27.4%)% 13.6% 증가30)하였

으며, 이를 도비 비중까지 감안할 경우, 시 자체 예산규모는 감소하

므로 재정수입구조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할 우려

가 있음

 1일 기준 1인당 급수량은 2008년 513ℓ에서 2012년 474ℓ로 감소하

고 있는 추세임31)

◦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포용 및 융화 기반의 부재

◦ 경상북도의 환동해 교류는 국내 지방정부와의 협력, 해외(환동해권) 지방

정부와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낙후된 동해안권의 공동발전을 위

한 협력을 목적으로 2004년 3개 시·도(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

도)가 결성, 교류 협력과 동시에 경쟁 구도임

29) 통계청(2015)

30) 통계청(2015)

31) 통계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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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사례분석

6.1 국내사례

6.1.1 서울 “2030 플랜”

◦ 도시개요

 면적 : 605.96㎢
 인구 : 999만명(2013년 기준)
◦ 계획내용

 서울의 미래상
∙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

복한 시민도시’를 서울의 미래상으로 선정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립

되었고,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적 성격을 보완

하였으며,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의 위상을

높임32)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은 인구구조, 사회·경제 여건,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산업구조, 주택 및 시가지 변화 등 주요부

문에 대한 기초현황분석과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관

점에서의 비전을 설정함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실현화하는 공간계획

∙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정

한 핵심이슈별 계획을 공간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화함

∙ 미래상과 핵심이슈별 계획을 반영하는 도시공간구조 설정, 이와 연

계된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 제시, 생활권단위의 발전방향 및 계

32) 김인희(2015), ‘2030서울플랜’,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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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제 제시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특징을

가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한 전략적 계획

∙ 저성장 기조의 지속, 재정투입에 대한 수요증가,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는 시민요구에 공공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33)

∙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으로 투입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책을 전

략적으로 추진

그림 2-17 서울특별시 서울2030플랜

출처 :서울특별시(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자설명회 자료, http://www.ehistory.go.kr

6.1.2 부산 “2030 도시기본계획”

◦ 도시개요

 면적 : 995.740㎢
 인구 : 350만명(2013년 기준)
◦ 계획내용

 도시의 미래상과 기본목표 설정의 의의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

러다임을 반영하며 부산의 21세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동북아의

광역경제권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34)

33) 서울시청(2014),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p.7

34) 부산시청(2014),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보고서’,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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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균형발전 실현

∙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

∙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과 질적 발전 추구

∙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인프라 구축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형성
∙ 동남-큐슈 초국경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한·일 양국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신국토 발전축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 지역의 국제경

쟁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 도모35)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

∙ 제조업을 지식기반 혁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경쟁력이 낮은 제조업 부문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녹색산업, 녹색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창조도시 전략으로 도시재생 추진

∙ 과거 산업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쇠퇴한

지역의 경우 산업지역 또는 산업시설을 창조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36)

35) 부산시청(2014), 전게서, p.79

36) 부산시청(2014), 전게서,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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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부산광역시 2030 도시기본계획

출처 : http://www.ultraorange.kr, http://www.montage-services.com

6.1.3 경기 “경기비전 2020”

◦ 도시개요

 면적 : 10,186㎢
 인구 : 1,172만명(2013년 기준)
◦ 계획내용

 계획수립의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

략을 수립

∙ 지역개발·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

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

획 수립37)

∙ 참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 및 도민의 비전을 수립

 계획목표

∙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도시

∙ 빈곤과 차별 없이 사회적 융합을 추구하는 도시

 지역발전 과제38)
37) 경기도청(2012), ‘경기비전2020중기계획’,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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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 광역 도시성장관리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환경 혁신

∙ 규제의 개선, 참여와 협력형 거버넌스 실행

 산업 간, 기업 간, 소득계층 간 동반성장 도모

∙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

∙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과 질적 발전 추구

∙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 인프라의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

∙ 2020년 경기도의 경제는 동북아경제권의 급부상과 권역내의 국가

별 경쟁 심화, FTA 확대로 인한 비교우위산업의 성장, 서비스산업

중심의 외국기업 국내 진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임.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

진국형 지식경제를 실현할 것임39)

그림 2-19 경기도 경기비전2020

출처 : 경기도청(2012), http://www.dkbnews.com

38) 경기도청(2012), 전게서, pp.9-18

39) 경기도청(2012), 전게서,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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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인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 도시개요

 면적 : 1,029㎢
 인구 : 283만명(2014년 기준)
◦ 계획내용

 계획수립의 목적40)

∙ 글로벌 비즈니스 전진기지 구축

∙ 공간 및 기능의 연계 강화, 균형발전 도모

∙ 21C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

∙ 새로운 도시 비전 제시

 미래상 달성을 위한 4대 목표 및 전략체계41)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 미래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저탄소 녹색 도시

∙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도시

∙ 역사·문화 자원의 계획적 보전과 발굴로 도시재생 제고

 목표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 도시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도시발전 및 시민 삶의 질을 증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위 집행계

획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정

그림 2-20 인천광역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출처 : 인천시청(2012), http://www.gongdori.tistory.com

40) 인천시청(201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p.21

41) 인천시청(2012), 전게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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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울산 “2025 울산도시기본계획”

◦ 도시개요

 면적 : 454㎢
 인구 : 110만명(2013년 기준)
◦ 계획내용42)

 계획수립의 목적

∙ 세계화, 광역화, 지방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고,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

향, 도시미래상 및 전략을 재정립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

∙ 21세기를 선도하는 울산의 새로운 도시비전을 마련하여 세계경제

의 중심축인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

 미래형 국가 성장동력의 “국가기간·첨단산업 도시”

∙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완성

∙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연구개발 전문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 구축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물류거점 도시”

∙ 울산항을 환동해권의 국제무역 및 물류거점 중심항만으로 육성

∙ 산업 물동량의 원활환 수송을 위한 광역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 고속철도 울산역 일원을 특성화된 녹색성장거점으로 육성

 아름답고 품격높은 “생태환경·문화복지 도시”

∙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 ‘에코폴리스 울산’의 지속적인 추진

∙ 관광레저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42) 울산시청(2010),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p.3,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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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권한 폐지 후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울산시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타 광역시 보다 앞서

계획함으로써 울산이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근대화

의 메카에서 선진화의 리더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한 선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도시발전의 틀을 마련함

그림 2-21 울산광역시 2025 울산도시기본계획

출처 : http://www.photoholism.tistory.com, http://www.chulsa.kr

6.1.6 평택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 도시개요

 면적 : 454㎢
 인구 : 45만명(2013년 기준)
◦ 계획내용43)

 계획수립의 목적

∙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도시발전의 장기비전 및 미래상 제시

∙ 주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설정

 도시의 미래상

43) 평택시청(2010),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p.8,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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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창조하는 융복합도시 평택”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시, 산업·물류·군사도시와 농촌·전

원·환경 등 다양한 이미지 창출

∙ 평택항, 고속도로와 철도가 가로지르는 물류중심지

∙ 반도체, LED등 첨단산업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인구 100만이 어

우러져 살아가는 활력있는 도시 창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 첨단기술산업단지의 개발

∙ 평택항 배후 첨단 물류기지 조성

∙ 산-학-연-주 복합단지 조성

∙ 지역 간 광역교통 및 생활권내 교통연계 강화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

∙ 공원 및 녹지의 균형있는 설치, 조성

∙ 유니버셜디자인을 기반으로한 교통약자의 이동환경개선

∙ 생활안전기반 확충(CPTED)

∙ 보육, 의료등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보편화

∙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

∙ 국제화를 지향하는 평택시 기본전략에 부합되고 지역의 경제·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견인 역할을 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

도록 기반을 구축

∙ 문화공연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기회 확대

∙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고 및 외고 유치와 지원

 환경이 보존된 농촌과 공존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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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 : 정온한 농촌환경 보호

∙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농촌경관디자인을 통한 매력있는 농촌마을 형성

∙ 농산품의 품질 표준화와 브랜딩 강화

그림 2-22 평택시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출처 : http://www.m.news.joinsland.com/, http://www.gongdori.tistory.com/

6.2 국외사례

6.2.1 벤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계획”

◦ 도시개요

 면적 : 115㎢(그랜빌 아일랜드 : 0.16㎢)

 인구 및 관광객 : 57.8만명(그랜빌 아일랜드: 2500명), 연간 관광객

1200만명

◦ 계획내용

 공공기간 주도의 추진

∙ Granville Island 재생사업은 금융저당기능을 빼고 본다면 우리나라

의 한국토지주택공사(구, 주택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CMHC)이라는 공공기

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연방정부와 벤쿠버시도 함께 개발사업

에 참여

 재정적으로 자족성을 갖춘 사업모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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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정부의 보조금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계획에 근거

한 순차적 개발에 따라 먼저 완료된 사업의 운영수익을 바탕으로

다음단계 재개발 사업의 비용을 충당

∙ 재정적 자족성을 갖춘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해결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중

요한 요소

 마이크로 도시계획(Microurbanismo)의 실천

∙ 주거와 문화,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 소통하는 도시 커뮤니

티를 조성44)

그림 2-23 벤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출처 : http://www.1wallpaperhd.com, http://www.604now.com/2013/08/15/throwback-vancouver/

6.2.2 싱가포르 “Remake Singapore”

◦ 도시개요

 면적 : 692.7km²

 인구 : 540만명(2015년)
◦ 계획내용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로,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005년 명목 GDP의 26.8%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44) 오동훈(2010),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

시행정학정보 제23집 제1호 pp. 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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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전자계통(반도체, 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가장 중요한 분

야임

∙ 세계적인 수요에 따라 석유정제와 화학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

며, 특정 제약 분야가 성장45)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과 훌륭한 항만 시스템으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수입품의 재수출(Re-Export)도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함

∙ 싱가포르의 산업 기반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과 몇몇의 정부관련

거대 국내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약 5000여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

의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적음46)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집중화

∙ 세계 제1의 환적항인 싱가포르항만이 도심의 중심지역과 연계되어

도심의 상업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동력 제공

∙ 창이공항(Changi Airport)은 세계 2위의 승객과 하물수송 능력을

가진 대형 공항이지만 도시 중요지역에서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

능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활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47)

 세계 도시를 위한 도심 개발사업

∙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 동남아시아의 관광

허브로서 필요한 여건들을 다수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

∙ 총 20억 달러가 투입된 선텍시티 개발사업은 압도적인 규모의 개발

45) 조병구(2006), ‘싱가포르 정치안정 속 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비전 수립’, 경제정보센터

46) 김동률(2006), ‘아시아경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추진체계’, 한국개발연구원

47) 부산도시계획정보지(2014), ‘항만물류도시의 미래를 보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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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싱가포르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국

내외 문화예술인 사이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싱가포르를 아시아

의 문화예술 허브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문화 공연을

통해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서적 단결을 가능하게 함

 마리나베이개발프로젝트(Marina Bay Development Project)

∙ 선창지역 마리나베이(Marina Bay)를 1970년대 간척사업을 통해 중

심업무지구인 레플스(Raffle Place)와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한 프로

젝트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의 핵심으로 마리나베이에 금융, 비즈니스 서

비스, 관광, 주거 등 다양한 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

되었으며, 상가포르 산업의 13%를 차지하는 금융 중심지의 이름에

걸맞게 역대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하며, 3만7천명의 고용을 창출

∙ 엄격한 도덕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카지노까지 유치하여, 2010년 싱

가포르 경제성장률을 14.7%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나타냄 고도
로 산업화된 경제로,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48)

그림 2-24 Remake Singapore

출처 : http://www.gettyimages.com, http://www.world-finance-conference.com/

48) 부산도시계획정보지(2014), 전게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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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뉴욕 “PlaNYC”

◦ 도시개요

 면적 : 1,214㎢
 인구 : 840만명(2013년)
◦ 계획내용

 계획의 성격과 위상

∙ 2007년 수립된 PlaNYC는 뉴욕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

노후화된 기반시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공간발전 전략

∙ “더 푸르고 더 위대한 뉴욕”이라는 미래상 아래 “지속적인 성장”,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 “기후변화 대비”라는 3가지를 핵심이슈

로 제시

∙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향상,

주변지역에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들을 제시하고 있음

∙ 생활 주변의 녹지확보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의 침수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임

 시장실 직속의 전담부서(OLTPS)를 통한 계획의 실행과 총괄관리

∙ OLTPS는 PlaNYC의 실현을 위해 다른 기관과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뉴욕시에서 수립·시행되는 모

든 정책과 사업들이 PlaNYC에 부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함

 뉴욕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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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토지이용 중심의 마스

터플랜이 아니라, 향후 뉴욕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

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에너지, 환경, 교통, 물, 그리고 기후변화 등

의 핵심이슈에 대해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계획임

∙ 도시의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21세기 도

시가 당면하고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다룸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시민참여 유도

∙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

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

∙ 11번의 공식적인 공청회뿐 아니라, 100번 이상의 커뮤니티 및 다양

한 시민단체들과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연차별 진행보고서 작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뉴욕시헌장에서는 매년 PlaNYC의 부문별 실행 성과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함

∙ PlaNYC의 모니터링 보고서인 Progress Report가 2008년 이후 매

년 발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전략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PlaNYC의 실행력을 강화함

그림 2-25 PlaNYC

출처 : http://www.turstyka.w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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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베를린 “도시기본계획”

◦ 도시개요

 면적 : 892㎢
 인구 : 334만명(2007년)
◦ 계획내용

 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

∙ 부문별 계획은 도시발전계획을 통해 수립되며, 권역별 계획은 전략

적 권역계획과 자치구 생활권 발전계획을 통해 수립

∙ 전략적 권역계획은 베를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중

요한 개발사업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며, 자치구 생활

권 발전계획은 자치구를 3-7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

획, 도시형태 및 설계, 환경, 교통 등에 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짐

 계획수립 및 승인 주체

∙ 도시기본계획은 시정부가 수립하며, 베를린시에서 공간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발전국임

∙ 도시발전국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정비, 보존, 사회개발, 환경,

교통 등 공간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의견을 조

정하는 역할을 담당

 베를린 도시정책의 지향점

∙ 외곽의 신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의 재정비

∙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기능복합화를 통한 도심의 활성화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만참여와 소통창구 마련

∙ 베를린의 계획수립과정에는 계획수립주체, 시민, 관련부서, 시민단

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견을 조정하는 의사소통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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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됨

∙ 1990년대 초 ‘도시포럼(Stadtforum)’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베를린

의 중요한 공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개별 계획의 공람공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이 기구는 계획의 정합성·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그림 2-26 베를린 도시기본계획

출처 : http://www.buzzerg.com,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

6.2.5 프랑스 “마르세이유”

◦ 도시개요

 면적 : 240.62 km²

 인구 : 82만명(2005년 기준)
◦ 계획내용

 La Friche la Belle de Mai(라 프리쉬 라 벨드 메) 일반현황

∙ La Friche는 ‘황무지’, La Belle de Mai는 ‘5월의 아름다움’을 의미

하는 말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의지를 표현

∙ 프리쉬가 있는 지역은 섹터 1,2,3의 세 개 주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섹터 1은 도시사업ㆍ문화유적 아카이브시설, 섹터 2는 멀

티미디어 제작과 발표의 공간, 섹터 3은 창작과 발표를 위한 레지

던스 프로그램,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총면적은 1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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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단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이동하는 도시의 한 부분

으로 구상된 이 창작공간은 도시계획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에 대

한 이해와 실천이 준비된 개인 및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라 프리쉬는 마르세유의 예술가, 현장진행자, 대중 모두에게 주요한

문화 활동 장소들 중의 하나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 라 프리쉬의 프로젝트는 사회와 유리된 고고한 ‘예술’의 발전이 아

니라, ‘도시 계획의 일부’ 이자 ‘도시재생의 방안’에 대한 활동으로

문화단체로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도시의 일부분이 되어 도시재생

의 방안을 문화예술로 제시하고,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제공

 낙후된 지역의 활용

∙ 단순한 전면재개발을 지양하여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새로

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역사적 문화를 승계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커뮤니티를 형성

 이해관계기관과의 협력

∙ 마르세유시와 연극집단(SFT), 음악공연예술가 집단 등이 상호 협

력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공간을 조성

 아직까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약하나, 향후 지역민 고용증대,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 질적 수준 향상, 수입·편의시설 증대라는

실질적인 혜택 기대49)

49) 황영우(2010), ‘자치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스페인 및 프랑스 수변공간 창조전략 벤치마킹’,

부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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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프랑스 마르세이유

출처 :

http://beautifulplacesintheworlds.blogspot.kr/2013/03/barcelona-spain-2nd-largest-city-nice.html

6.2.6 스페인 “바르셀로나(22@ Barcelona)”

◦ 도시개요

 면적 : 100.4 km²

 인구 : 160만명(2006년 기준)
◦ 계획내용

 22@ Barcelona 개발사업50)

∙ 22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산업 선도를 위해 낡은 공장지대를 문화적

인 창의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 바르셀로나의 22번째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설정한 명칭으로, 지

식집약단지로의 전략적 집중을 추진

∙ 4천세대의 주거시설 조성과 15만명의 고용을 목표로 함

∙ 요트, 마리나 시설, 워터프런트, 지구 조성 계획과 SAGERA지구는

고속철 복합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함

 마이크로 도시계획(Micro Urbanismo)의 실천

∙ 주거와 문화,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 소통하는 도시 커뮤니

티를 조성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

50) 황영우 외(2013),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현실적·고차원적 가치로 승화’, 부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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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미디어, 디자인 등 창조기업 및 연구기

능 유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지 건설,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 유치

∙ 인프라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설

 친수공간으로서의 마리나 개발과 도심의 연계성 강화

∙ 친수공간으로 집객력을 높이고 케이블카로 도심공원과 접근성을

제고

∙ 수변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우수한

인재유인 및 시민들의 욕구 충족

 관광자원의 적절한 스토리텔링화

∙ 가우디 성당을 비롯한 가우디의 다른 건축물들도 관광자원화를 하

고, 이를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함으로서, 많은 이

야기 거리를 관광객들이 추억으로 새기게 함

 도시 공공공간의 창출 및 사회적 문화 계승

∙ 작은 공원, 광장 등의 공공공간과 교통 등의 인프라를 정비

∙ 연안 공장지대를 올림픽 빌리지(추후 주거시설 활용) 및 마리나로

조성하는 등 기존 도시스톡을 유산·자산으로 인식, 활용함으로써

창조적 도시공간과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재생전략을 구사함

∙ 지역민의 정주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계승 정책을 추

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냄

 다양한 주체의 육성과 참여
∙ 시영 기업인 22@Barcelona 사업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주도함과 동

시에, 각 구성원의 전문분야 하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과, 정보기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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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

함으로써 도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전문가와 시민의 상호관계

를 증진시킴51)

그림 2-28 스페인 바르셀로나(22@ Barcelona)

출처 : http://www.xpress.sfsu.edu, http://www.rbsrisa.nl

6.2.7 일본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 도시개요

 면적 : 437.4 km²

 인구 : 368.9만(2010년 기준)
◦ 계획내용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의 목적52)

∙ 간나이·이세사키쵸지구와 요코하마역 주변지구를 일체화하여 업무

기능과 쇼핑·문화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립성을 제고

∙ 공원과 녹지를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이 워터프런트 공간을 확보

∙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미나토미라이21 개발 주체별 역할53)

∙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 미나토미라이21 지

구의 지권자(토지소유자 및 차지권자)와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51) 용준도(2014), ‘바르셀로나의 창조적 도시재생’, 지역발전위원회, pp.58-60

52) 요코하마시(2012), 미나토미라이21 팜플렛,

53) 김정욱 외(2009), ‘항만재개발연구 관련 일본 출장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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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나토미라이21 시가지조성 기본협정’을 1988년 체결

∙ ‘미나토미라이21 시가지조성 기본협정’은 지권자와의 사이에서 시가

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자주적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하여 조화로운 시가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을 목적으

로 함

 미래형 도시모델 창조54)

∙ 경쟁력이 떨어진 조선소와 관련 시설, 부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

고 그 부지를 활용해 임항파크를 비롯한 공원녹지로 조성

∙ 업무와 쇼핑, 음악과 미술, 엔터테인먼트가 공존

∙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지하철역, 버스정

류장 등에도 같은 개념의 미래형 디자인을 적용해 지구의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

성 확보 사이의 균형

∙ 문화를 중심으로 과감한 도시재생 전략을 취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선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의미

∙ 행정(시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을 맡아 개발과 공공성의 균형을 추구

 이벤트형 도시재생의 선도 사례

∙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를 계기로 박람회장 및 박람회 시

설물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지구를 만듬

∙ 낙후된 요코하마항과 주변지구를 재활성화하고자 요코하마항과 주

54) 윤혁렬(2006),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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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10만 588㎡를 박람회와 이후 연계된 계획에 따라 재활성화했

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수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55)

그림 2-29 일본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출처 : http://www.digital-images.net/, https://www.flickr.com/

6.2.8 일본 “오사카(21세기 종합계획)”

◦ 도시개요

 면적 : 222.3㎢
 인구 : 260만명
◦ 계획내용

 '오사카 21세기 종합계획'의 사업배경

∙ 지금까지 대도시로서 축적해 온 사회자본과 자연·문화자원 등 다양

한 스톡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고도의 도시기능을 집적시키는 동시

에 정보와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를 강화

∙ 일상생활권을 중시하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생활기반의 스톡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정비를 추진

 '오사카 21세기 종합계획'의 발전비전56)

∙ 오사카의 재생·활기배증 : 오사카의 도시나 산업 등이 재생하고, 오

사카에 사람이 모이고 사는, 누구나 꿈을

55) 윤혁렬(2006), 전게서, 서울연구원, pp.1-3

56) 금성근 외(2006), ‘경쟁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부산발전연구원

http://www.digital-imag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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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킬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오사카 만

들기

 위기의식 공유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

∙ 항상 위기를 의식하면서 행정기관과 경제관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방

안을 찾으려고 노력함

∙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책과 행동계획을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나아감

 지역간, 조직간 연계를 위한 매개기능의 강화

∙ 지구규모에서의 지역간·도시권간 대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오사카는 행정·경제계·학계 등은 광역적 연계를 보다 강화

하여 간사이라는 광역경제권의 관점에서 잠재력과 효율성을 종합

적으로 높이려함

∙ 분야별로 매개조직을 만들어 분야별 연계를 강화

 창업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연계한 원스톱 기업지원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정비

∙ 육성하고 집적시켜야 할 산업분야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는 인

프라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

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

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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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일본 오사카(21세기 종합계획)

출처 : http://www.flickr.com, http://www.shutterstock.com

6.2.9 일본 “도쿄(도시만들기 비전)”

◦ 도시개요

 면적 : 622.99㎢
 인구 : 880만명
◦ 계획내용57)

 기본계획(도시만들기 비전)의 성격

∙ 도쿄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 비전”은 인구 감

소, 고령화사회,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수립되

었으며, 2009년에 개정

∙ 도쿄 도시정비국이 수립하는 “도시만들기 비전”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 도쿄가 지향해야 할 장래 도시상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정책유도형 전

략계획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

 장래 도쿄의 도시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유도형 계획

∙ 기존의 종합계획이 도시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

다면, “도시만들기 비전”은 장기적은 관점에서 도쿄가 지향해야 할

57) 금성근 외(2006), ‘경쟁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부산발전연구원,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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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광역적 접근을 통한 환상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구축방향 제시

∙ 도쿄도를 지역특성에 따라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존별 지역상과 주

요 중심지별 장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심, 부도심, 핵거점 등

중심지 성격과 기능에 따라 필요한 육성용도를 설정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공항·항만을 환상형의 광역 교통기반시설과 연결하여 도쿄권의 교

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핵거점에는 코어 및 도시축 상의 교통편

의를 살려 업무·상업·문화 등 고차서비스기능을 집적시킴으로써,

도쿄권의 활력과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

하고 있음

 도쿄도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실제 시민들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1992년 법정화되어 23개 자치구

별로 수립하는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루어짐

∙ 도쿄도는 도시의 장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지

역별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세부 내용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통해 수렴되고 있음

∙ 도쿄도와 자치구의 마스터플랜은 각각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운

영되기 때문에, 도쿄도와 자치구는 상하관계보다 상호협력 관계가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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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일본 도쿄(도시만들기 비전)

출처 : http://www.gotokyo.org, http://www.jjongphoto.tistory.com

6.2.10 영국 “런던(London PLAN)”

◦ 도시개요

 면적 : 1,572㎢
 인구 : 830만명
◦ 계획내용58)

 런던을 세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의 계획

∙ 런던의 경제적 번영, 일자리 창출과 주택공급, 친환경적인 도시, 살

만한 도시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건설, 다양한 계층간 사회

적 융합은 세계도시런던이 지향하는 키워드이며, 도시계획이 계획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의 관리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영’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 복잡한 도시계획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참여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참여를 통해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

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투명한 공공성을 만들어간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간계획을 반영

∙ 도시계획체계의 개혁은 기존 계획체계가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이루

58) 양재섭(2010).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64-6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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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사전예방적이지 못하고,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자원

의 비효율적 활용, 토지이용계획에서 사회·복지·문화·교육·건강·경

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공간계획(Spatial Plan)적 접근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적용, 도시계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

여 확대 등에 의해 비롯됨

 사전연구에 바탕을 둔 정책수립과 모니터링 실시

∙ 런던플랜이 제시한 여러 정책은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증거 중심

적인 정책으로 런던의 현실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그림 2-32 영국 런던(London PLAN)

출처 : http://www.mrwallpaper.com, http://www.boatingbusi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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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전 구상과 전략

1. 비전의 기본이념

◦ 환동해권의 경제를 주도하는 포항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공존·발전하는 경제의 중심 도시
 지역의 인재,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
 환동해 산업·물류를 선도하는 중추도시
◦ 21세기 첨단·해양문명을 선도하는 포항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발전으로 해양산업 및 문명을 선도하는 해

양도시

 포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형성되는 첨단해

양도시

 내륙과 해양의 연결하는 해륙네트워크가 형성된 해륙도시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포항

 도시 공간 전체를 창의성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조성
 포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 공간 구축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 균형발전하는 도시
◦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포항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친환경 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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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전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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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의 기본방향

◦ 경제논리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가치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

 도시 어메니티 강화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의 중요성 반영
 지역개발정책과 계획의 단일성이 아닌 다양성 추구
◦ 양적 개발방식에서 질적 개발방식으로의 전환

 지역개발 목적을 명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도시개발의 방식이 질적 성장·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수적이

며, 양적·질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

 지역개발정책과 계획의 획일성을 지향하고 차별성 및 창의성 강화
◦ 버림과 채움의 개발방식에서 복원과 채움의 개발방식으로 전환

 기존의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화의 조화
 부분과 전체의 상호보완성과 연계
 채우는 과정에서 비운 것의 회복(재생)과 새로운 채움과의 융합
◦ 이슈 중심의 백화점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방식

으로의 전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조화를 통한 기대효과 창출
 특화와 차별화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3D중심의 개발방식에서 4D 개발방식으로 전환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담은 살아 움직이는 입체 시공간의 창출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을 통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 확산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162

3. 2030포항 도시비전 기본구상

3.1 포항시 핵심가치

◦ 창조적 정체성

 송라면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은 포항시민의 애국심과 진취적 기상,

강인한 의지의 산물임

 기계면에서 최초로 일어난 새마을운동은 포항시민의 창조성과 자주

성을 상징하며 이는 포항시의 창조적 정체성을 대변함

◦ 글로벌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해온 세계적

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선도하였으며 산업화에 큰 기여

한 기업으로 포항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옴

 포항을 제조업의 중심도시로서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포스코이며

이는 포항의 도시브랜드 상승에 기여함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는 여러 중소기업 동반성장프로그

램을 기획 및 실행하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효과를 가져다줌

◦ 세계적인 대학교 포스텍

 재정적으로 포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교인

포스텍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 및 공급하여 포항시의 잠재적 가치

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포스텍의 대학부설연구소는 법인승인연구소 17개소, 대학승인연구소

55개소로 총 72개소의 연구소가 운영 중임(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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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소명

법인승인 연구소

포항가속기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

술원,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소, 미래IT융합연구원, 국방마

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 특화연구센터, 고분자연구소, 기초과학연구

소, 생물공학연구소, 자동차기전연구소, 철강전문연구소, 철강제어

연구센터, 환경연구소, 항공재료연구센터

대학승인 연구소

나노다공성재료합성연구단, 미세유체응용화학연구단, 블록공중합체 

가지조립연구단, 상호결합복합기능성물질연구단, 생체유체연구단, 

엑스선영상연구단, 지능초분자연구단, 쾌속조형기반 장기프린팅연구

단, 국부투시영상과헵틱기반수술용로봇기술연구센터, 기하학연구센

터, 분자·소재융합계의 전자-광 거동 연구센터, 토폴로지연구센터, 

산합협력연구소, 정보신소재연구소, 포항수학연구소, 생물학연구정

보센터, 테크노경영연구정보센터, OFDM기반 광대역이동 인터넷연

구센터, 이동단말 내장형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경북씨그랜트 센터,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레이더IR 표적식별특화연구센터, 기업

가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센터, 기계학습연구센터, 금융 

및 위험관리연구센터, Display 기술연구센터, E-Car 연구단, 엣지이

론과학연구소, U-Manufacturing연구센터, 국방 R&D 전략 및 기술

협력 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 과학문화연구센터, 기능유전체연구

소,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 바이오나노텍 연구센터, 삼성테

크원-포스텍지능형미디어연구센터, 소재융합기술연구센터, 시스템

온칩화학공정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아토초과학기술연구소, 

연료전지연구소, 유전자손상신호전달연구소, 이론물리연구소, 이산

화탄소연구소, 인문기술융합연구소, 지능로봇연구센터, 바이오에너

지연구소,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 초소형기계기술연구소, 포스코기

술연계센터, LED센터, 영재교육센터, 대사절환 공동연구센터

출처 : 포항공대 홈페이지(http://www.postech.ac.kr/)

표 3-1 포스텍의 연구소 현황

 포스텍은 매년 평가하는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줄곧 상위권을 지키

고 있음

 산학연 합동연구체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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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됨

◦ 풍부한 R&D 인프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포항테크
노파크 등의 각종 R&D기관들이 있으며, R&D특구 예정지인 지식경

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한동대의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단’을 필두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

 세계에서 3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함
◦ 우수한 물류 인프라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방과 더불어 러시아 및 일본의 서부 지역과

의 앞으로 열리게 될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하여 영일만항 등의 우수

한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

 KTX 개통으로 물류 및 관광수요 유인효과 상승

◦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204㎞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음

 포항운하, 호미곶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있음

 과메기, 물회, 검은돌장어 등 포항 고유의 먹거리들의 전국적인 인지

도가 상승하여 관광유발 효과 상승

 형산강 등의 우수한 생태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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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포항시 핵심가치

3.2 포항시 잠재력

◦ 경제적 잠재력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교인 포스텍,

환동해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영일만항 등의 우수인

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과메기, 검은돌장어 등의 특화된 어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풍부한 농수산자원 및 포스코, 포항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청하

농공단지 등의 다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함

 KTX 신역사의 개통으로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효과의 창출 가능성 높음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미국, 유럽, 남미 등 포스코의 해외지사와 연계된 각종 산업분야의

교류 증진

◦ 환경적 잠재력

 우수한 경관자원인 내륙의 산악지형과 해안의 구릉지형, 보전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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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천 등의 천혜의 환경적 자원이 풍부함

 산림과 해양이 공존하여 일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있음

 타 지역에 비하여 따뜻한 기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농수

산물의 재배 및 유통이 가능함

 우수한 해양자원 및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음
◦ 문화적 잠재력

 연오랑세오녀 등의 설화를 문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발전시켜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높음

 세계적 수준의 해양 및 내륙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활용가치 역시 높음

 스틸아트 페스티벌, 불빛축제, 바다연극제 등의 특색 있는 축제의 개

최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함

그림 3-3 포항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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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30 포항시 도시비전 및 목표

3.3.1 비전 제시

◦ 포항시의 비전은 포항지역의 역사·문화·산업·도시공간·인재·경제·환경·자

원 등의 포항시의 핵심가치와 잠재력을 고려하여 “GLORY 포항”으로 설

정하여 2030 미래비전을 제시

3.3.2 비전의 의미

◦ “GLORY 포항”의 의미는 비전의 하위목표인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삶

이 풍요로운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공간의

개념인 ‘공간이 빛나는 도시’의 ‘빛나는’의 사전적 의미인 Glory를 사용하

여 경제·삶·사람·공간이 빛나는 포항이라는 의미

◦ GLORY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인 ‘찬란한’, ‘영예·영광’, ‘자랑스러운 것’의

의미를 내포하여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도시를 조성하자는 의미

◦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르꼬르뷔지에(Le Corbusier)

에 의하여 자연과 공간을 인간에게 돌려주고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

시상을 제시한 ‘빛나는 도시’인 포항을 의미

3.3.3 비전의 목표 및 추진방향

◦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철강산업 주도의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향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유치·지원·인프라 조성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
한 기반 마련

 경쟁력 있는 창조 농어업 인프라 조성

 동해안의 신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 삶이 풍요로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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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조성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
 지역적 격차와 정보·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어린이·청년·여성·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맞춤형 복지환경 조성

 교육의 기회의 제공과 자기개발 환경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우수 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재취업·노인일자리 창출·여성인력확보·은퇴근로자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도시의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전문가 육성 환경조성
 우수한 인재의 지역 내 발굴 및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람이 모이는 도시

 환동해시대의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포항시 지리적 이점과 지역 자원인 강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산업 중

심지로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
광도시 조성

 천혜의 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변환경 조성
◦ 공간이 빛나는 도시

 산업, 문화, 역사,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도시공간 조성

 SOC시설의 확충으로 이동성과 합리성 높은 도시공간 조성
 내륙과 해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과거·현재·미래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도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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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포항시 도시비전

그림 3-5 4대부문 12대 핵심목표 35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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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전 실현의 방법론

3.4.1 6세대 발전론

◦ 개념

 세대란 기존 발전 패러다임은 물론 새로운 질적 변화를 담은 신개념의 발
전을 의미함

 지역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 기존의 발전론을 뛰어넘는 지역공간의

창조적 진화를 위한 발전론

 지역개발은 ‘유에서 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의미함

 개발은 물질적인 것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보다 다양

한 가치의 창조적 행위를 말함

◦ 주체

 6세대 발전론의 주체는 포항 시민 각자가 창의성을 지닌 창의적 인

재가 되어야 하며, 포항시 전체가 아이디어의 생산의 장이 되어야

함

 과거 산업화시대의 도시는 도시계획 전문가, 공학자, 행정관료 등에

의한 하향식 개발이며 이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탈산업화시대는 도

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의 결집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유도해야함

◦ 추진동력

 창의성(Creativity) :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지역 비전의 기획
 합리성(Rationality) : 실현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추진

 효율성(Efficiency) :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확보하는 정책추진
체계

 능동성(Activism) : 정책 참여 행위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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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accounTability) : 정책 보완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솔루

션 시스템

 순환성(circulatION) : 기획-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의 선순환구조
 창의성·합리성·효율성·능동성·책임성·순환성 등의 6가지의 핵심기제

를 바탕으로 Dynamic Innovationism을 실현

그림 3-6 6세대 발전론의 추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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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추진전략

◦ 포항형 창조도시 구현

 창조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 자원, 인

재 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함

 포항형 창조도시는 포항이 갖고 있는 창조적 정체성과 잠재력을 바

탕으로 미래의 포항을 이끌어갈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말함

 포항이 갖고 있는 경제적·문화적·환경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포항형

창조도시를 구현해야함

◦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고도화

 포스트 철강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의 다각화

 철강산업의 단선적 구조에서 다양한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신
산업의 육성

 연구소, 경제특구 유치 등 외부 경제요소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

 강소기업 육성·유치·지원·인프라 조성을 통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산업들 간의 공존
◦ 도시의 다양한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강화

 개인 간·지역 간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조성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수변환경, 복지환경, 관광환경, 정주환경, 산업환경 등 도시 내의 물

리적·비물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한 환경개선

◦ Human Capital 발굴·육성 및 활용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과 더불어 타 지역의 우수인재 유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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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인재의 활용 방안
 국내 뿐만 아닌 외국의 우수인재 활용 시스템 구축

 젊은 인재만이 아닌 인적자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체계 확립
 KTX 신역사 및 지역의 중요 공간과 도시와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구조로 개편

 내륙과 해양의 조화, 도시와 농어촌의 조화, 도심과 주변지역과의 조

화 등의 고려한 도시공간 구상

◦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세계적인 우수 연구소, 한국 차원의 통합 연구지역, 차별적이고 고유
한 전문화 영역의 개발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전략, 투자계획에 대

한 지역적 협력

 기업가적 주체와 촉진자의 역할, 지역 수준에서의 지식 및 아이디어

의 창출, 습득, 전달간의 관계, 지역혁신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시스

템이 작동하는 제도적이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체계 확립

 최적 해결수단에 대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

 포항 지역의 기술 프로파일, 산업구조, 지리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제안

 정책의 설계, 추진 및 평가시스템의 공개가 필요하고, 보다 많은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

 지방정부의 사업을 선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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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지역시장·권역시장·국내시장·세계시장에 적합한 밸류체인 형성

 산업 내 밸류체인 상의 강점·약점·경쟁력을 파악하여 포항시에서 특

화할 수 있는 산업 선정

 특화 가능한 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육성

전략, 시장의 성장가능성, 기술 등의 협력가능성 등의 구체화 방안

제안

 특화된 산업의 지역시장에서의 정착에 대한 지원과 나아가서는 선진

기업과 합작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방안 모색

◦ 해륙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포항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관광 잠재력인 내륙과 해양의 조화로운

해륙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거점조성은 이동성이 강화된 현재 및 미

래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수준의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전략적

계획

 관광객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요에 부합되는 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지양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과 더불어 외국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

는 국제적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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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항시 발전 총량지표

5.1 인구지표

5.1.1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 장래인구추계를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이를 살

펴보면 크게 추세연장에 의한 방법론, 추세곡선에 의한 방법론, 지역 간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론으로 나뉨

◦ 추세연장에 의한 인구추계 방법론으로는 등차·등비수열법, 최소제곱법, 지

수성장모형, 곰페르츠 모형, 로지스틱 모형, 다중회귀 모형, 선형성장 모

형이 대표적임

◦ 추세곡선에 의한 인구추계 방법론은 시계열 모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방법론임

◦ 지역 간 비교유추에 의한 방법론으로는 비교법, 비율법, 코호트 모형이

대표적이며, 특히 코호트 모형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장래인구추계

방법론임

5.1.2 추세연장법에 의한 장래인구추정

◦ 추세연장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인구추정방법론

으로 과거인구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인 외부 요인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증감의 추세를 예측하는 모형임

◦ 포항시의 경우 산업단지, 영일만항, 송도지구의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단

순히 과거추세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세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으

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고려한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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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20 2025 2030

등차급수모형 522,651 523,819 524,987 526,155

등비급수모형 523,792 525,876 527,969 529,647

지수함수모형 523,982 526,067 528,160 530,262

최소자승모형 517,832 519,515 521,197 522,880

평균 522,064 523,819 525,578 527,236

표 3-2 추세연장법에 의한 포항시 인구추정 

5.1.3 장래인구추정

◦ 자연적 증가에 의한 인구추정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집단생잔모형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구의 전출

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순수한 출생률 및 사망률만을 고

려하여 추정함

 출생률과 사망률의 추이는 5년간 경상북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상

북도 대비 포항시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함

구분
2006-2010 2011-2015 2016-2020

5년간 경북 포항시 5년간 경북 포항시 5년간 경북 포항시

15-19 12 10.5 10.5 9.2 10 8.7

20-24 193 168.5 166.5 145.4 150.5 131.4

25-29 737 643.4 678 591.9 654 570.9

30-34 369 322.1 384.5 335.7 419.5 366.2

35-39 87.5 76.4 93.5 81.6 105.5 92.1

40-44 13.5 11.8 14 12.2 15.5 13.5

45-49 1 0.9 1 0.9 1 0.9

표 3-3 출생률 추이(2006-2020)

구분
2021-2025 2026-2030

5년간 경북 포항시 5년간 경북 포항시

15-19 9.1 8.0 8.3 7.3

20-24 132.9 116.1 117.4 102.5

25-29 616.2 538.0 580.7 506.9

30-34 447.4 390.6 477.2 416.6

35-39 115.9 101.2 127.3 111.1

40-44 16.6 14.5 17.8 15.6

45-49 1 0.9 1 0.9

표 3-4 출생률 추이(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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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5 202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4 0.9968 0.9970 0.9973 0.9976 0.9976 0.9979

5-9 0.9989 0.9989 0.9996 0.9996 0.9997 0.9997

10-14 0.9990 0.9990 0.9994 0.9994 0.9996 0.9996

15-19 0.9980 0.9980 0.9985 0.9985 0.9988 0.9988

20-24 0.9967 0.9967 0.9971 0.9971 0.9977 0.9977

25-29 0.9952 0.9952 0.9963 0.9963 0.9970 0.9970

30-34 0.9942 0.9942 0.9948 0.9948 0.9957 0.9957

35-39 0.9920 0.9920 0.9934 0.9934 0.9945 0.9945

40-44 0.9866 0.9866 0.9910 0.9910 0.9924 0.9924

45-49 0.9789 0.9789 0.9830 0.9830 0.9855 0.9855

50-54 0.9696 0.9696 0.9740 0.9740 0.9778 0.9778

55-59 0.9568 0.9568 0.9656 0.9656 0.9707 0.9707

60-64 0.9376 0.9376 0.9502 0.9502 0.9574 0.9574

65-69 0.9031 0.9031 0.9238 0.9238 0.9339 0.9339

70-74 0.8392 0.8392 0.8689 0.8689 0.8835 0.8835

75-79 0.7423 0.7423 0.7810 0.7810 0.8005 0.8005

80세이상 0.6045 0.6045 0.6499 0.6499 0.6728 0.6728

표 3-5 장래인구 생잔율(2010, 2015, 2020)

구분
2025 2030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4 0.9979 0.9982 0.9981 0.9984

5-9 0.9998 0.9998 0.9999 0.9999

10-14 0.9997 0.9997 0.9998 0.9998

15-19 0.9991 0.9991 0.9993 0.9993

20-24 0.9982 0.9982 0.9986 0.9986

25-29 0.9976 0.9976 0.9981 0.9981

30-34 0.9965 0.9965 0.9972 0.9972

35-39 0.9955 0.9955 0.9963 0.9963

40-44 0.9936 0.9936 0.9947 0.9947

45-49 0.9878 0.9878 0.9898 0.9898

50-54 0.9813 0.9813 0.9844 0.9844

55-59 0.9753 0.9753 0.9794 0.9794

60-64 0.9640 0.9640 0.9699 0.9699

65-69 0.9432 0.9432 0.9517 0.9517

70-74 0.8973 0.8973 0.9102 0.9102

75-79 0.8196 0.8196 0.8379 0.8379

80세이상 0.6960 0.6960 0.7188 0.7188

표 3-6 장래인구 생잔율(20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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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20 2025 2030

0-4 20,284 19,205 18,250 17,845

5-9 22,237 20,241 20,202 20,167

10-14 14,583 22,214 22,209 22,207

15-19 26,822 14,571 14,567 14,564

20-24 35,621 26,767 26,743 26,724

25-29 38,308 35,528 35,464 35,415

30-34 37,222 38,191 38,100 38,027

35-39 43,593 37,081 36,951 36,847

40-44 34,152 43,364 43,169 43,009

45-49 41,050 33,879 33,662 33,484

50-54 43,306 40,537 40,042 39,634

55-59 48,092 42,475 41,680 41,030

60-64 41,552 46,717 45,563 44,624

65-69 27,897 39,763 38,332 37,178

70-74 17,631 26,022 24,544 23,359

75-79 14,983 15,712 14,098 12,832

80이상 18,739 12,181 9,984 8,365

계 526,072 514,448 503,560 495,311

자연증가 

인구전망
526,072 514,448 503,560 495,311

연평균증가율 - -0.02 -0.02 -0.02

표 3-7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증가인구 예측

◦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추정

 포항시에서 외부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나타남

 포항시의 경우 관광지개발, 역세권개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구증가분은 사회적 증가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유동인구의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인구유입에 대한 적용사항으

로 볼 수 없으며, 산정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예측치에 반영하지 않

음

 산업단지 입주율은 경우 단계적으로 2020년 70%, 2025년 8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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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0%의 입주율로 추정하였음

 수용인구의 추정은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원단위를 바

탕으로 비율에 맞추어 산정함

구분 위치 면적(㎡) 사업기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룡포, 장기, 동해 6,119,465 2009-2019

영일만4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죽천, 용한, 곡강 4,215,596 2011-2018

구룡포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병포, 하정 994,655 2010-2016

광명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광명, 용산 728,200 2010-2015

신흥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신흥, 소동 111,650 2010-2016

그린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연일, 우복 870,954 2013-2016

기타 공업용지 포항시 전역 8개소 8,800,000 2009-2020

계 13,040,520 2009-2020

표 3-8 사회적 인구유발 가능 개발사업

연도 2015 2020 2025 2030 비고

수용인구 - 43,304 49,491 61,864 외부유입률 80%

표 3-9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인구유발 추정

 기타 공업용지 개발에 따른 종사자수 추정은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의 내용을 토대로 2030년 종사자수를 추정하였음

 기타 공업용지의 업종 현황으로는 제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

타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로 구분됨

 기타공업용지 입주율은 경우 단계적으로 2020년 70%, 2025년 80%,

2030년 100%의 입주율로 추정하였음

 기타 공업용지 관련 유입인구 추정 역시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2030년 유입인구를 추정하였음

연도 2015 2020 2025 2030 비고

수용인구 - 84,800 96,914 121,143 외부유입률 80%

표 3-10 기타 공업용지 개발에 의한 인구유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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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고려한 장래인구 추정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증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2030년 포항

시 인구는 678,318명으로 추정됨

∙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증가 인구를 추정한 결과 2030년 포항시 인

구는 495,311명으로 예측됨

∙ 개발사업 등의 사회적 인구증가를 추정한 결과 2030년 포항시 유

입인구는 183,007명으로 추정됨

구분 2015 2020 2025 2030

자연적 인구증가 526,072 514,448 503,560 495,311

사회적 인구증가 - 128,104 146,405 183,007

계 - 642,522 649,965 678,318

표 3-11 자연적·사회적 인구증가를 고려한 포항시 장래인구추정

5.1.4 인구지표의 설정

◦ 한 지역의 인구변화는 출생, 사망, 도시 환경 및 규모, 국가 및 지자체의 정

책 여건, 과거 인구변화 추이, 인구이동의 추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나타남

◦ 포항시의 장래인구 역시 자연적 인구증가 요소와 외부 요인에 의한 사회

적 인구증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설정함

연도 2020 2025 2030

포항시 장래인구 추정 642,522 649,965 678,318

표 3-12 포항시 장래인구 추정

5.2 주요 지표

5.2.1 경제 지표

◦ 지역내총생산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

에서 제시한 GRDP 자료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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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2030년 지역내총생산은 108,041십억원 1인당 GRDP는 64,147천

원으로 자생력을 갖춘 광역도시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은 각각 11.57%, 12.53%로 낮아지는 반

면 1인당 채무액은 32만원으로 높아져 재정상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1,465,961백만원에서 2030년 5,886,616백만원으로

약 402%가 증가하며 일반회계 세출 역시 2015년 1,298,023백만원에서

2030년 4,629,626백만원으로 약 361%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5 2020 2025 2030

GRDP(10억) 25,139 40,873 66,452 108,041

재정자립도(%) 33.70 29.29 25.46 22.13

재정자주도(%) 61.90 57.40 53.24 49.37

채무액(억원) 1,487(28%) 1,912(37%) 2,459(47%) 3,162(60%)

1인당 채무액(만원) 28 37 47 60

일반회계 세입(백만원) 1,465,961 2,330,077 3,703,548 5,886,616

일반회계 세출(백만원) 1,282,350 1,967,220 3,017,862 4,629,626

1인당 지방세 

부담액(백만원)
1,298,023 1,908,355 2,805,666 4,124,894

1인당 GRDP(천원) 38,375 45,013 53,735 64,147

표 3-13 경제지표 추정

5.2.2 산업 지표59)

◦ 포항시 산업별 총 사업체수 증가에 비례하여 총 종사자수도 점차 증가가

예상됨

◦ 2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1

차 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는 정체와 감소가 예상됨

◦ 광업은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과 해양자원 등의 연구 및 발굴사업 예정

등으로 점차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및 관광시설 확

59) 2015년부터 5년단위의 미래의 산업지표의 추정은 2013년 기준 과거 10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
연장법에 의해 예측하였음. 따라서 과거 10년동안 2차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반영한 예측이며, 최근 수년간의 3차산업의 급격한 증가를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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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전반적 동반 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15 2020 2025 2030

포항시 산업별 

사업체수(개소)

합계 41,379 47,179 54,738 64,831

1차산업 18 18 18 18

2차산업 4,257 5,066 6,048 7,248

3차산업 37,104 42,095 48,671 57,574

포항시 산업별 

종사자수(명)

합계 208,510 245,681 289,478 341,082

1차산업 94 85 76 69

2차산업 64,772 85,907 119,294 173,522

3차산업 148,877 183,055 231,393 301,808

표 3-14 산업지표 추정(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산업별 사업체수 추이는 광업이 512%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48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4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천연광물사업 및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주민생

활환경과 건강·복지 분야의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개소) 2015 2020 2025 2030

합계 41,379 47,179 54,738 64,841

농업, 임업 및 어업 18 18 19 19

광업 17 29 50 87

제조업 2,570 2,966 3,422 3,9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28 48 82

환경복원업 78 81 84 87

건설업 1,575 1,962 2,444 3,044

도매 및 소매업 11,547 13,167 15,474 17,913

운수업 2,952 2,638 2,356 2,105

숙박 및 음식점업 9,200 9,749 10,330 10,94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5 193 202 211

금융 및 보험업 532 639 768 924

부동산업및 임대업 1,096 1,355 1,675 2,071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706 824 962 1,1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526 826 1,297 2,0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 120 115 111

교육서비스업 1,952 2,027 2,105 2,186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47 3,085 5,153 8,605

예술,스포츠및 여기관리 서비스업 1,214 1,237 1,260 1,284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브스업 5,223 6,035 6,974 8,058

표 3-15 산업지표 추정(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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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624%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건설업이 5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5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환경과 건설 분

야의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동반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명) 2015 2020 2025 2030

합계 208,510 245,681 289,478 341,082

농업, 임업 및 어업 94 85 76 69

광업 50 46 42 38

제조업 42,138 47,236 52,951 59,35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38 1,359 2,502 4,606

환경복원업 1,266 1,638 2,119 2,740

건설업 20,580 35,456 61,680 106,780

도매 및 소매업 28,924 33,456 38,698 44,762

운수업 9,864 9,366 8,893 8,443

숙박 및 음식점업 22,624 25,156 27,971 31,10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63 1,560 1,381 1,222

금융 및 보험업 6,851 8,271 9,985 12,0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60 4,716 6,246 8,2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89 9,641 12,249 15,56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11,170 13,584 16,520 20,09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46 11,202 16,411 24,043

교육서비스업 15,920 18,144 20,679 23,5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758 30,441 52,180 89,445

예술, 스포츠 및 여기관리 서비스업 2,987 3,408 3,890 4,4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2,221 14,110 16,290 18,808

표 3-16 산업지표 추정(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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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환경 지표60)

◦ 총 주택수는 2015년에 비해 2030년 약 1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동반해 도시공원 면적 및 공원의 수도 각각 169%와 134%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생태환경 부문에서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는 2015년 0.66ppm에서 2030년

2.172ppm으로, 오존 대기오염도 또한 0.03ppm에서 0.059ppm으로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15 2020 2025 2030

주택

주택수(호) 183,423 213,535 248,590 289,400

주택보급률(%) 117.31 133.83 152.66 174.15

도시

생태

도시공원면적(㎡) 14,013,917 15,436,636 17,003,791 18,730,047

도시공원수(개소) 287 342 408 486

1인당 녹지면적(㎡) 425 406 389 372

생활

환경

상하수도보급률(%) 90.84 101.18 112.70 125.54

오존 대기오염도(ppm) 0.030 0.038 0.047 0.059

미세먼지

대기오염도(μg/m³)
44.94 40.02 35.63 31.72

아황산가스 

대기오염도(ppm)
0.015 0.015 0.015 0.016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도(ppm)
0.015 0.015 0.015 0.016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ppm)
0.660 0.982 1.461 2.172

주차장 면적(㎡) 52,683 68,224 88,351 114,415

자동차1000대당교통

사고발생건수(건수)
9.85 7.68 5.98 4.66

표 3-17 환경지표 추정

60) 2015년부터 5년 단위의 미래의 환경지표의 추정은 2013년 기준 과거 10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
연장법에 의해 예측하였음.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경우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의 추세를 반하였
으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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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교육 및 복지 지표

◦ 출산율 저하로 및 고령화 진행으로 학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시설물

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교육과 보육, 교원 수급, 학교시설 재배치, 대학구조 조정 등 향

후 다양한 교육 정책적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 전망

◦ 노인복지시설부문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 꾸준한 증가추이로 예상되나 향후 포항시의 고령화 진행속도를 고

려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망됨

구분 2015 2020 2025 2030

교육 학교

학교수(개소)

초등학교 84 98 114 133

중학교 37 39 41 43

고등학교 31 33 35 38

대학교 4 4 4 4

학생수(명)

초등학교 26,119 21,736 18,033 14,961

중학교 17,983 15,204 12,855 10,868

고등하교 14,877 13,512 12,273 11,147

대학교 7,207 7,455 7,711 7,976

전문대학 9,072 10,583 12,346 14,402

복지

노인복

지시설

합계
시설수(개소) 29 44 57 72

종사자수(명) 204 271 346 428

방문요양서비

스

시설수(개소) 13 18 23 28

종사자수(명) 132 157 186 221

주야간

보호시설

시설수(개소) 3 3 2 2

종사자수(명) 10 5 3 1

단기

보호서비스

시설수(개소) 1 1 0 0

종사자수(명) 3 1 0 0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수(개소) 12 22 32 42

종사자수(명) 59 108 157 206

장애인복지시설(개소) 12 17 22 27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명) 2.32 2.76 3.29 3.93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개수) 18.08 30.63 51.90 87.92

표 3-18 교육 및 복지지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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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문화 및 관광 지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광객 또한 증가추세로 나타남

◦ 관광산업을 문화시설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융합관광 영역을 발굴·육성

하고,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과 융합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구분 2015 2020 2025 2030

문화

도서관 7 9 11 14

박물관 6 8 11 13

미술관 6 8 11 13

공연장 8 15 29 58

관광 관광객수 16,038,734 17,273,593 18,508,452 19,743,311

표 3-19 문화 및 관광지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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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간구조 구상

6.1 도시공간구조 개편 배경

◦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국내·역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와 핵심 트렌드에

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임

 포항시의 핵심가치와 잠재력에 걸맞는 장기발전과 미래상 정립을 구

체화 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각 분야별 핵심전략과 핵심사

업이 조화롭게 계획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

 도농간의 격차해소의 일환으로 지역의 거점을 설정하여 각 테마에

맞는 도시공간으로 구상이 중요함

◦ 위계적 중심지 체계에서 효율적 중심지 체계로의 개편 요구 증대

 글로벌 포항비전 2020에서 제시하였던 도심·부심·거점 등 위계적 관

리는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권역별·생활권별 관리에 중점을 두었

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구도심의 쇠퇴, 상위계획과의 부정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었음

◦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거점별 차별화된

도시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공간구조를 재편

 지역별 특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참여형 공간구조개편을 구상해야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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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포항시 도시공간구조 개편배경

6.2 도시공간구조 개편 방향

◦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포항시의 비전의 4대 목표와 창의행정을 실현하

기 위한 목표별 계획과 실천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2030년 포항시의 비전으로 설정한 GLORY포항이 실현되기 위한 4대

목표인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 공간이 빛나는 도시, 창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

 6거점 5발전축의 스타(Star)형 공간구조를 구상
◦ 포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해양자원을 고려한 공간구조를 설

정

 포항의 북부지역은 산림자원과 더불어 역사자원이 풍부하며 남부로는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둘 수 있는 바다와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도

심부는 기반시설·부대시설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포항 지역의 중앙을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남북

내륙·해양관광거점을 잇는 역할을 수행

◦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거점지구를 계획하여 환서해권의 중심 물

류지역인 새만금지구와의 물동량 교류 및 확보를 위한 거점 마련

 동서고속도로의 구축은 환서해경제권과의 물동량 교류를 촉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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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일만신

항이 가장 유력한 적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을 물류산업거

점 역할을 수행

◦ R&D 기관 및 포스텍이 입지한 포항의 지곡동을 중심으로 R&D 및 강소

기업육성 거점을 조성하여 포항이 지니고 있는 강점인 R&D인프라는 십

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맞는 공간구조로 개편

 지식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원과 R&D인프라의 연계에 적합한 지역

에 R&D 및 강소기업육성 거점을 조성

◦ 포스코와 지리상 인접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지하여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오천읍-대송면 지역에 친환경산업단지

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포항의 산업을 육성

 주거·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며 포스코와 접근성이 좋

은 지역을 친환경산업단지 거점으로 조성

 일본·러시아와의 물류·유통의 연계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일

만과 포항블루밸리 등 산업단지와의 연계거점의 역할을 수행

◦ KTX포항역의 개통으로 서울-포항 간 직결노선이 개설되었으며 이로 인

해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 모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

항의 북부지역에 농수산물공동판매시설 등의 조성으로 친환경 농축산 거

점으로 계획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유통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포항의 북부지역을

친환경 농축산 거점으로 개발하여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지역균

형개발이라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부합

 경상북도청의 안동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연계거점으로 역할이 강화

되고 주변지역의 관문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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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포항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방향

6.3 도시공간구조 개편 구상도

6.3.1 개발축의 설정

◦ 도농복합형 도시인 포항시의 지역별 연계 발전 및 소통·상생·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축 설정

◦ 지역의 산업별 중심 거점을 연결하고 나아가 주변지역과 상생·협력을 도

모할 수 있는 발전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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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향 구간

R&D·해양관광 발전축 동-서축 구룡포-지곡

역사문화·관광 발전축 동-북축 구룡포-송라

농축산·내륙관광 발전축 남-북축 오천-죽장

물류·유통 발전축 동-서북축 기계-흥해-청하

물류·소재·도심 발전축 남-서북축 오천-흥해-청하

표 3-20 개발축 설정 

6.3.2 녹지축의 설정

◦ 산·바다·강으로 둘러싸인 포항의 입지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과 연계하여 포항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요소들을 연계·발전이 용이하게 녹지축 설정

◦ 공원·녹지축은 구룡포·장기 - 도심 - 죽장·송라로 이어지는 산림과 능선

을 연결하여 구상

◦ 수변경관축은 구룡포 - 형산강 - 포항운하 - 송라로 이어지는 강과 바다

를 연결하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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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포항시 도시공간구조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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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2. 삶이 풍요로운 도시

3. 사람이 모이는 도시

4. 공간이 빛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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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시비전 부문별 실천전략

1.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1.1 목표

◦ 철강산업 주도의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향

◦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유치·지원·인프라 조성

◦ 지역 내 대학 및 R&D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포항시 지리적 이점과 지역 자원인 강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산업 중심지

로 육성

◦ 경쟁력 있는 창조 농어업 인프라 조성

◦ 동해안의 신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1.2 추진전략

◦ 철강산업의 단선적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 및 플랫폼

조성

◦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연계한 신

성장동력 창출

◦ R&D인프라와 연계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포항시 성장 전략산업 육성 전

략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전문화 지원 정책 수립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언스밸리 유치를 통해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해양 산업 고도화 및 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항만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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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인프라 조성

◦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

◦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기능을 연계하여 녹색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그림 4-1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1.3 여건분석

1.3.1 국내외 경제동향

◦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는 3% 초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내수활

력이 높지 않은 유로존, 중국, 일본 등은 경제회복의 속도가 더딘 상황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의 내수중심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나, 인도 등의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경기회

복으로 전반적인 신흥국 경기는 점차 개선될 전망임61)

◦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수출·소비·투자 등의 감소

로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

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등이 최고의 화두임

61) 관계부처 합동(20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 경제정책 방향’,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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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

으로 점차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민자유치의 확대, 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도입,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62)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가 핵심 국가전략으로 대두되

었으며, 창조경제가 국가경제의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부상함63)

1.3.2 정부 정책 동향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분야 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

역활력 제고’분야의 구성과제로는 지역의 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인한 창조경제의 실현, 지역기반 연구 활

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내 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수산업의 경

쟁력 강화로 설정함

◦ 정부는 2014년『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등 3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과제로 수출증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산

업의 고부가가치 추진,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신성장동력 확충, 산업구

조의 체질 개선, 대규모 투자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경제 활력증진에 대

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1.3.3 경상북도 정책 동향

◦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경상북도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62) 관계부처 합동(2014), 전게서, 인용 및 재구성

63) 산업연구원(2015), ‘대구 경제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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넒은 면적을 보유한 도로서,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이며 산업인프라, 인적

자원, 고속교통망 등 우수한 투자여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동해 시

대의 경상북도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북형 창조경제 전략으로는 G-WAVE 전략을 채택하여 다

음과 같은 4가지의 중점전략을 채택함64)

 세계 베스트 과학기술
∙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미래 신산업 육성 선도

∙ 지역 ICT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육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부품소재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D산업 주도적 개척

 주력산업 융합엔진화
∙ 융복합화를 통한 주력산업의 성장엔진화

∙ 미래 씨앗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중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창조적 문화융성
∙ 종가문화 및 인문정신 확산으로 전통·인문자산 창조적 발전

∙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 경북전역 스마트 그리드화를 통해 전력수급 안정 기여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 원자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첨단융합산업 육성, 교육·학술 산업 육성, 역사·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허브, 친환경 네트워크형 상생발전지대 창조를

대경권의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64) 포항시청(2014),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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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포항경제의 구조적 특징

◦ 포항경제는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선적 산업구

조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포항의 철강산업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100% 수입하여 철강제품을 생산

한 후 포항지역 건설업종 및 국내 여타 지역의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

에 공급하고 나머지 생산량은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임65)

단위 : %

품목 수출 수입

철강금속제품 93.8 33.8

광산물 0.5 51.0

화학공업제품 1.7 3.7

기계류 2.9 8.3

전자전기제품 0.8 2.7

기타 0.3 0.5

합계 100.0 100.0

출처 :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2014, 포항시

표 4-1 포항의 품목별 수출입 비중

◦ 포항 경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철강기업들의 철강생산에 의

해 좌우되며 이와 연계된 건설·조선·자동차 등의 여타의 국내 철강이 필

요로 하는 산업에 큰 영향을 받음

1.4 추진과제

1.4.1 철강 및 소재산업

가. 철강 및 소재산업의 트렌드 동향

◦ 지난 2013년 10월 세계철강협회(WSA)는 2014년 글로벌 철강재 소비량

전망치를 발표, 인도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의 철강재 소비량 증가율

이 당초 전망보다 크지 않았다고 언급한 반면 중국의 철강재 소비량 증

65) 포항시(2014),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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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은 예상외로 증가 속도가 빨라 2013년 중국의 철강재 소비량 증가율

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율 확대는 철강산업에 긍정적인데, 2012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1.8%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철강재 소비

량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66)

◦ 또한, 소재산업으로 세계 거대경제권의 하나인 중국시장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이며, 한중 FTA로 인해 양국의 수출과 수입 등 교역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한국산 소재 부품은 중국시장에서 전자부품 등 일부 품목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동기간 중 상승한 업종 수는

일본과 독일 보다 적음

◦ 한중 FTA 체결 등을 기회로 삼아, 전자부품 등 중국과의 산업 내 무역

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여타 소재 부품의 대중국 수출 마케팅에도 주

력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소재 부품의 경쟁력을 유지하

는 전략이 필요67)

◦ 현재 가격경쟁력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의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과 더불어 고기술 고부가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티타늄과 같은 주

요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일관된 투자 지원책을 마련, 우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

입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선도 기술을 확보68)

66) 키움증권(2014), ‘2014년 철강산업 전망’, 인용

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소재 부품산업 동향과 이슈’

68) 현대경제연구원(2013),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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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강 및 소재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이후 10년만에 소재부품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제시한「소재부품 미래비전2020(‘12-’20)」(‘11.11)의 정책

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 소재산업의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로 다음과 같은 계획은 수립함69)

 핵심 소재·부품 확보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 세계 수준의 10대 WPM을 조기 상용화하고 핵심소재 개발의 효율

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소재 R&D 전략” 수립

∙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한 정밀한 품목분석을

통해 R&D, 투자유치, M&A 등 선택적 지원 강화

 국산 소재·부품의 명품화를 위한 혁신지원 인프라 강화
∙ 소재R&D에 필수적인 소재정보의 고급화와 온라인 시뮬레이션(설

계·해석) 지원기능 등을 강화

∙ 감성 관련 기존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간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협업센터 지정·운영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소재·부품의 사업화를 위한 신뢰

성 평가시스템(전문인력, 장비, 평가기술 등) 구축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및 소재·부품 개발장비 국산화 강화
∙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관리,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IP 책임관리제

도입, IP 풀(Pool) 보강 및 소송보험 활성화

∙ 국산 장비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뢰성 제고

 글로벌 시장진출 강화 및 해외 M&A 활성화
∙ 수출·기술협력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유망기업 대상으로 기업애

69) 산업통상자원부(2013),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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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소를 위한 1:1 멘토링 강화

∙ 한중 FTA 관련 우리 기업의 對中 진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권역

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방안 마련

∙ 기업이 스스로 실시간 M&A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M&A

정보중개소 구축

 미래형 소재부품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강화
∙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 연계를 통한 미래형 소재·융합 인재 확보

∙ 다수 중소기업-인재조합-대학 간 특별 교육프로그램(Track) 운영

◦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및 민·관 협업 강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음

 정책․민간 자금의 투자 효율화
∙ 정책펀드, 기금 등 정책자금의 투자·조정 협의 강화

∙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맞춤형「소재펀드」설계․도입

∙ 유망 소재·부품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선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기관(글로벌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 유망기업과 투자기관 간 정보소통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 상

시화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협업 강화
∙ 소재·부품 R&D 효율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소재부품 정책성과 평가 및 확산 시스템 구축
∙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 중심으로 통합 성과분

석을 정례화

∙ 정책성과 홍보·확산을 위한「소재·부품 주간행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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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가전·조선·건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확대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

화를 실현함

◦ 세계적 철강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체질 개선으로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기반 마련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으로 기업유치 등 경제활동 지원

◦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사업 육

성 및 지원

◦ 자동차, 조선, 기계, 부품, 바이오, 소재기반 산업 등 포항이 갖고 있는

R&D 인프라를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 철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산업의 소재요구를 적극 반영하

여 철강 및 티타늄과 같은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소재산업 육

성

◦ 철강의 대량생산이 아닌 대량맞춤체제70) 시스템의 구축으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모색

라. 세부전략사업

1) 철강산업 구조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철강제 고부가가치화 전략사업

 기술 및 품질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에너지용 강재를 중심으로 한 제

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수출 및 합작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영 강화

70) 대량맞춤체제는 맞춤형으로 소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을 다양화하면서도 대량화함으로써 산

업 혹은 기업 전체의 생산은 대량생산체제와 맞먹는 수준이면서도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함(산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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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업 구조고도화 생태계 조성

 전통적인 철강생산방식을 벗어나 혁신적인 소재생산 및 가공방식의

개발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 CFRP 등의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

출함

 전통적인 철강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포스코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철강산업으로 전환 모색

∙ 철강에서 파생되는 소재개발 또는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지

속적으로 수행

∙ 포항소재의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기술연구원, 나노융합

기술원(NINT)등 연계기관과의 연계 기술개발 및 연구로 고부가가

치 output 생산

 전통적인 철강의 생산구조와 공정방식의 첨단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

외수출시장의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상승

 수요산업과 기초소재산업과의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
 철강산업의 기초소재공급 단계부터 최종수요산업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철강생산 패러다임 구축

 포항소재의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투자 및 지원

강화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신일본제철

 과잉된 설비, 인력, 부채의 해소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을 단행해 일

본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시행함

 기술 및 품질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에너지용 강재를 중심으로 한 제

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노무비를 감소시키면서 노

동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인원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함

 설비효율화와 구매원가 절감, 실수요 향상 등을 통해 200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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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약 1,300억엔의 원가를 절감하였으며, Rio Tinto사와 공

동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Vale사와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였고 32만

톤 급의 세계 최대 전용선을 도입하여 수송효율도 향상시킴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수출 및 합작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영을 강화해 지속성장의 기

반을 마련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세계 최고수준

의 고부가가치강 개발 노력을 계속 진행중71)

그림 4-2 신일본제철

출처 : http://www.blog.samsungcnt.com, http://www.pagi.co.id

2) 철강 연계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산업 육성사업

▣ 사업내용

하이테크 산업 네트워크 지원정책 수립

 IT, BT, SW 산업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 추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경영자문 등 외국기업들이 현지 커뮤니티와

접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

신성장 R&D 육성사업

 자동차·조선·기계·바이오·소재기반 산업 등 포항이 갖고 있는 R&D

인프라를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개방에 지속적인 철강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천기술 확

71) 허진석(2004), ‘선진국 고로사의 고객밀착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관한 연구’, POSRI경영경제연구 제

4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pp.88-89

http://www.gettyimages.com
http://www.gettyim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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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해외 기술 습득 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 입지개선
∙ 외국인 투자 개별형 입지 지정을 추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기관 협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소재생산 및 가공 뿐만 아니라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개

발 플랫폼 구축

 포항소재 철강산업에서 파생된 소재산업진흥원인 금속소재산업진흥

원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로 금속소재산업의 발전 및 상용화

 기존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인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방사선기술(RT), 환경기술

(ET) 등 첨단산업 육성

∙ 차세대동력산업의 지역 R&D 관련 밴드기업 유치

▣ 벤치마킹 사례

독일 도르트문트

 티센크루프제철소는 도르트문트의 회르데에서 200년 가까이 철강을

생산해 왔으며, 1870년, 1914년, 1939년 독일의 전시 군수산업에 철

강재를 제공함

 독일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쇠퇴 이후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요

구에 따라 IT, BT, SW 산업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변

모를 시도하였음

 획기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경영자문 등 외국기업들이 현지 커뮤

니티와 접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

원72)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실시 2년 뒤인 2002년에 1만6천개 이상의 일자

리를 창출하는 등 첨단산업도시, 서비스 및 유통업 중심도시로 재도

약

72) FOCUS Briefing(2012), ‘Post 철강시대 해외사례와 시사점’,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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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독일 도르트문트

출처 : http://www.posco.ebm.co.kr, http://www.issuemaker.kr

독일 바이에른 첨단 클러스터73)

 산업단지 현황 : 정보통신, 철강, 바이오, 자동차,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단지 조성

 세계 최첨단 기업이 집적된 독일 최대의 하이테크 산업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발전 극대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기술교육과 신창업을 추진하는 종합단지

 다양한 기술이전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 및 풍부한 공업전문성

그림 4-4 독일 바이에른 첨단 클러스터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2007), 클러스터정책 Brief 제26호,

http://www.bimmertoday.de/2008/09/13/bmw-werk-dingolfing-beste-fabrik-2008/

3) 탄소와 티타늄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사업내용

73) 이덕근(2005), ‘동해권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 부품소재통합연구단,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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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전용산업단지 및 발전협의회 조성

 지역 산·학·연·관 및 시·군이 참여하는 소재발전협의회 구축과 정기

적 포럼개최 및 티타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종합계획 수립

 또한, 티타늄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티타늄 기술의 핵심인

원석 추축기술을 개발하는 센터와 시험 인증센터, 티타늄산업연구원

등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 등 관련기업 육성을 제약하는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포항을 중심으로 영천(국방·항공·드론)~구미(탄소성형·스마트기기·3D

프린팅)~경산(스마트카·화장품)을 연결하는 탄타늄(탄소+티타늄) 첨

단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향후 인접한 울산(자동차·조선), 경남(항공·국방), 대구(자율주행자동

차)의 전략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중심축으로 전략 마련

 또한, 티타늄과 융복합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벨트화하여

포항을 첨단소재산업의 중심지로 개편

▣ 벤치마킹 사례

중국 바오지 티타늄 밸리

 티타늄에 대한 연구는 1954년에 베이징비철금속연구총원에서부터 시

작되었으며, 베이징항공재료연구원, 시베이비철금속연구원, 베이징항

공우주대학, 둥베이대학, 쭝난공업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등에서 고전

적인 티타늄 합금 이외에도 Ti-A l기 금속간화합물, 티타늄, 기지 복

합재료 등 첨단분야까지 연구를 진행

 국방 및 우주산업에서 티타늄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소재가공 및

관련 과학연구단지 조성 요구가 높아졌고 바오지비철금속 가공공장,

시베이 비철금속연구원과 쭌이 티타늄공장 등이 탄생하여 궁극적으

로 티타늄의 채광, 선광, 제련, 가공 등 전 공정을 아우르는 산업체



제4장 도시비전 부문별 실천전략

209

계를 구축

 중국은 바오지에 소위 ‘티타늄 밸리’를 조성하여 티타늄을 대표로 하

는 신소재기지를 건설하는 등 관련 분야 집중 육성

 중국정부는 2010년 10월 신흥전략산업육성발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

하여, 신흥전략산업 7대분야를 육성 및 발전시킬 것을 천명

 산시성에 다양한 항공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성내의 바오지시에는 7대

분야 중 우주항공 및 신소재 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장비 산업단지 및

신소재 산업단지 (중국 티타늄 밸리)를 건설하는 등 전후방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74)

그림 4-5 중국 바오지 티타늄 밸리

출처 : http://img.daara.kr/

4) 차세대 에너지 육성사업

▣ 사업내용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

을 추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견인,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한 에너지시스템”구축

 에너지자원 R&D 기획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개발 추진

 온실가스 저감, 세계시장 선점에 유리한 에너지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74) 산업연구원(2015), 중국 타이타늄 금속재료 시장 동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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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그린 에너지산업으로 육성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스템의 고도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양자간 기술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채널 적극 활용 등 국제협력 활성화

차세대 에너지 육성기반 구축

 지구온난화 및 자원의 부족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의 포항시 역시 차세대 에너지 육성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소 또는 연

료전지 등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육성 도모

 포항의 경우 국내 유일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이 입지해 있는 이점

을 지니고 있으며 전기버스의 운행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육성에

특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인프라 조

성이 필수임

∙ 연료전지 발전소로는 포스코 연료전지발전소(2008년 10월 가동) 및

포항연료전지발전소(2008년 9월 완공)가 있으며, 발전용량은 각각

300kW 및 2,400kW로 총 2,700kW75)

∙ 포항은 연료전지 분야에서 포스코가 약 2,250억원을 들여 자사 발전

용 연료전지 공장을 건립하였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연료

전지사업단(R&D)이 입지하고 있어 차세대 에너지 육성에 특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함

∙ 포스코에너지의 포항 부생가스복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를

도입하여 법적관리기준인 50ppm보다 강화된 내부 관리기준

(30ppm)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나

아가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에서 전력을 1차적으로 생산한

75) 포항시청(2011),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계획’,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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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스터빈에서 발생된 폐열은 배열회수보일러로 회수되어 증기를

생산함으로써 신에너지을 생산함

 포항 소재의 각종 발전소는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신에너지의 생산

에 박차를 기울여야하며, 친환경녹생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

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2001년 7월에 설립된 ㈜동국S&C의 풍력발전사업은 바다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켜 무한대로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는 신에너지 생산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매출의 90%을

수출(미국 70%, 일본 20%)로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이바지

∙ 2001년 8월 설립된 ㈜넥스지오는 지반공간자원·지열에너지자원·에

너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신에너지를 생산하여

2011년 국무총리표창 단체상, 2012년 해외자원개발 유공자 산업포

장 개인상 등을 수상하는 등 지질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냄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동해안 차세대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

여 에너지산업을 선도해 가야함

 포항소재의 연구기관과의 연계 협업으로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와

기술향상을 도모

 특히, 포항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수소·연료전

지·가스·풍력·지열 등의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함

▣ 벤치마킹 사례

독일 태양광 클러스터 튀링겐76)

 독일의 튀링겐 태양광 클러스터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하여 구

동독 3개주를 재건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민간(기업)중심으로 엔지

76) 나중규 외(2010), ‘대구경북 태양광클러스터 해외사례 연구’, 과학기술정책 제20권 제3호, pp.64-6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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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 업체와 R&D 연구소 등이 집적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

재 전 세계 태양전지의 18%, 독일 내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태양광 산업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태양광 관련 근로자의 25%이상이 대학교 또는 직업학교 교육을 통

해 배출되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숙련된 기술자에 해당함

 초기 시장단계에 있는 태양광 산업의 보다 높은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간 결과, 태양광 관련 특허

250개 이상을 차지함

 태양광클러스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광학, 화학 등 첨단 관

련 기업들이 잘 발달되어있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유럽태양광산업협회(EPIA), 독일에너지청(GEA), 연방태양에너지협회
(FSEA) 등 다수의 태양광 관련 협의체가 설립되어 태양광 밸류체인

연계 및 태양광 산업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음

그림 4-6 독일 튀링겐 태양광 클러스터

출처 : www.wikipedia.de

5)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 사업내용

 추진현황
∙ 2009. 09 :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조성변적 : 6,119㎢)

∙ 2014. 10 : 1단계 공사 착공(현 공정율 15%)

∙ 2015. 05 : 상업시설용지 분양(44필지, 48㎢)

http://www.wikiped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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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5 - 09 : 단독주택 및 주차용지 분양(421필지, 150㎢)

 분양계획
∙ 2016. 06 : 산업용지 분양(A=1,035㎢)

 공사계획
∙ 사업비 : 7,360억원

∙ 1단계 : 계획 공정률 50%

∙ 2단계 : 공사착공(2016년 말)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개설(370억)

∙ 공업용수 공급(447억)

∙ 폐수처리시설 설치(424억)

 주민지원
∙ 사업지구 외 개별 이주택지 조성

 기업유치지원
∙ 공장입주계획(2017. 10월)

∙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대내외 맞춤형 투자 홍보

1.4.2 강소기업 활성화

가. 강소기업 트렌드 동향

◦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는 3% 초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내수활

력이 높지 않은 유로존, 중국, 일본 등은 경제회복의 속도가 더딤

◦ 우리나라 역시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수출·소비·투자 감소가 지속되며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화두

◦ 2015년 정부 경제정책과제로 신성장동력 확충, 대규모 투자지원, 중소기

업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가 중요이슈로 부각

◦ 투자유치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갈등 증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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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 불리는 세계의 강소기업들은 지속적

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기술을 확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기업에서 모방하기 힘든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내

IT강소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나. 강소기업의 정부정책동향

◦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의 5개 분야 중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

역활력 제고’ 분야의 구성과제는 지역대표산업육성, 지역 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실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

제 지역 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7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 원천적 차단 등 공공기관 부

실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
화 등 재정·세제 개혁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

제 보완을 위한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

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

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구

현

77) 산업통상자원부(2014),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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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 해외진출 촉

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미래대비 투자

◦ 내수·수출 균형경제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

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
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 소비 활성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고용 활성화) 등

고용률 제고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무역정보·지원 연계 등 중소·중견기

업 성장촉진78)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강소기업 육성

 지역의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정책 수립

 지역 내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
합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원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구축
78) 기획재정부(20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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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형 강소기업의 육성으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경제 실현

◦ 강소기업 유치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전문연구소와 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산업과 융합 및 연계 도모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 강소기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금융지원, 기업육성 펀드 조성으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
 기술력 증진과 신제품 개발 이후의 제품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 프로그램 운영

◦ 강소기업 인프라 조성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조성으로 지역의 R&D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 산업의 육성

 강소기업 거점조성으로 환동해권의 경제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
라. 세부전략사업

1) 강소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

▣ 사업내용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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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지원센터 건립, 공용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 및 중기재정계획

국비 지원

 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면제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강소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제도

 강소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지정은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실현시키

기 위한 기초 단계의 바탕으로 향후 강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의 밑거

름 역할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이 소재해있으며, 강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경영지원, 제도개선, 인력 양성
및 지원, 펀드조성 등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구로 지정

 기업들의 생산품에 대한 평가체계구축, 국제 표준화 지원, 기술공유

의 DB구축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야함

 포항시에 입지를 희망하는 강소기업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

발자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체계 구축

 강소기업들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개방된

정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력 강화

 포항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강소기업 집적도 향상을 통한 타 산

업과의 융복합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네트워크 구축

▣ 벤치마킹 사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제도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벤처기업의 지방화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비가 매칭(매칭비율 50%)된 촉진지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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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벤처지원센터 건립비 및 공용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

세·종합토지세 50% 감면,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지방중소기

업 육성자금 등의 자금지원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의 혜택 제공

  
영등포 벤처 밸리 판교테크노 밸리

그림 4-7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사례

출처 : http://www.ydp.go.kr/, http://www.newsspace.co.kr/

2) 강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사업내용

 강소기업 촉진지구로 지정된 공간 또는 지역 내 공지 등을 활용하여

강소기업들을 유치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구성과 구

성주체 간 조직문화가 유사한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

 클러스터 구성 주체들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클러스터 내의 산업 및 기업정보의 공개, 생산기술의 홍보, 공동마

케팅 시스템, 사이버지원센터 등의 정보공유

∙ 정보의 정확성·신뢰성·기능성의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체들 간의 협

력 및 교류 시스템 형성

 클러스터 내 토지이용 혼합을 통하여 주거·상업·업무 등의 다양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이외의 복합적 활동 공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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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텍 등 산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자금 및 보증 우대 지원

 기술개발, 연구개발기금, 마케팅, 선진지역 견학 프로그램 등의 운영

으로 강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의 남쪽 40㎞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디

와 산 마테오, 알라메다 일부지역으로 구성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은 1970년대 초반에 이 지역이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발생

 성인의 43% 이상이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

인 두뇌집적지역

 컴퓨터 및 정보통신,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 바이오, 국

방 및 항공, 혁신서비스, 전문서비스 등의 클러스터가 형성

 대학과 연구소, 벤처캐피탈, 기업지원 서비스, 우수한 인재 등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활용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실리콘밸리 전경 실리콘밸리 내부

그림 4-8 미국 실리콘밸리

출처 : http://www.alamy.com/, http://http://www.globalfound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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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소기업 개방형 플랫폼 조성

▣ 사업내용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핵심기업 및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개방형 플랫폼을 조성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시장으로 육성

 ICT연계, 3D프린팅, 레이저산업상용화 등 미래신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및 R&D거점 형성

 새로운 강소기업의 출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 중 강소기업

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지원 플랫폼 운

영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성장 및 육성 체계 구축

 급변하는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한 플랫폼으로 구성

∙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자동차·조선·기계산업의 중심인 울산과의 접근성 향상

∙ 기 개통된 KTX포항역은 서울까지 2시간 30분 이내의 왕래가 가능

하게 함

∙ 경주, 울진, 영덕과 함께 동해안 미래원자력 클러스터의 계획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유치를 통한 기술교류 등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 육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 벤치마킹 사례

나인시그마(Nine Sigma)79)

 2000년 P&G의 지원 하에 설립된 Nine Sigma는 연구개발 과제의 고

민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 해결책을 제공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

을 매칭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전 세계 연구개발 인력 DB를 보유하고 있어 약 250만명 이상의 연

구개발 인력과 이메일로 접속 가능하다. 2012년 개방형 혁신플랫폼

79) 권보람(2014),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플랫폼의 활용전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1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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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singts.com을 오픈하여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제공

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음

 Technology Landscaping, Technology Search, Grand Challenge의 3

가지 핵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4-6개월의 기간 안에 고객이 찾고자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Solution Provider를 탐색하

며 글로벌 1,000대 기업을 고객으로 2012년 말 기준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함

 오하이오 주 정부와 함께 ‘Third Frontier Program’을 통해 주 정부

내 중소기업에게 전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9 나인시그마(Nine sigma)

출처 : platum.kr, www.etnews.com

4) 기업 간 개방형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 사업내용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공청회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

회,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연구현장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수립

 중소기업 CEO,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대기업 및 컨설팅 업체 등

전문가로 기술정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인

컨설팅·멘토링, 지식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제품설계, 생산공정 분석, 시제품 제작, 시뮬레이션 등 기술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장비 지원 요청 시 통합 DB를 활용, 근거리에 위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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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유사에 연결

 애로기술 관련 연구자 및 퇴직과학기술자가 중소기업을 방문하거나,

지역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기존의 중견기업·벤처기업들과 협업체계 구축

 부족한 기술 및 생산성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서 육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발굴 및 전략적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

로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벤치마킹 사례

대덕하이업 프로그램80)

 대덕하이업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기반의 잠재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

에게 경영에 대한 실전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 및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대덕 하이업 프로그램은 미국 샌디에이고의 UCSD 커넥트 프로그램

을 대덕특구의 상황에 맞게 기업성장 시뮬레이션, 단계별 진단과정

및 네트워킹 워크숍 등으로 구성

 기업의 성장 단계별 시뮬레이션과 분야별 전문가 진단, 네트워킹 워

크숍 등으로 구성하여 산업 기업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지원

 전자통신 연구원(ETRI)의 연구소기업인 메크로그래프(대표 이인호)

와 위그선을 사업화한 해양연구원의 윙쉽테크놀러지 등 총 11개의

신규법인 설립을 지원, 메디오시 등 7개 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여

원의 자본투자 유치를 지원함81)

8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8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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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대덕하이업 프로그램

출처 : http://www.dt.co.kr, http://www.hellodd.com

5) 포항기술은행

▣ 사업내용

 기술적 자원의 확보가 기업의 혁신성과 고퀄리티 제품 생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을 운영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법적이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포항시청, 포스텍, 포항TP, 포스코 등 포항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

교·연구소·기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의 저장 및 거래

 NTB기술은행과의 차별화를 통해 포항기술은행의 실효성·효율성·경

쟁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 구축

∙ 한국산업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NTB기술은행의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관리전문기관에 보고를 하

고 이 두 기관에서 논문·특허·보고서·연구시설 및 장비·기술요약정

보·생명자원정보·소프트웨어 등의 성과물을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을 하면 국가R&D성과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

 포항기술은행은 기술의 저장 및 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자체적으
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에 대한 아이템을 기술력이 충분한 기업

과의 연결하여 두 기업 간의 계약, 기술공동개발 등에 대한 기술중개

서비스를 포함

 NTB기술은행의 경우 기술거래에 복잡한 절차와 소요기간이 긴 단

점을 포항기술은행은 보다 행정적 절차를 간결화하여 서비스의 원활

http://www.dt.co.kr
http://www.hellodd.com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224

하고 효율적인 제공

▣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첨단기술개발 네트워크(RDT)82)

 RDT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프랑스 각 지역 내
혁신 분야 활동 주체(OSEO, DRIRE, 상공회의소, 군 당국)들 간의

네트워크

 RDT는 PTR(기술서비스 네트워크)과 더불어 초소형 기업에 적합한

재정지원, 조정, 기업의 지식과 기술수요에 관한 지식, 훈련 정보의

전파 기능 수행

 프랑스의 21개 지방정부의 감독아래 기술확산 체계 개선을 통한 기

술혁신기업의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ANVAR가 전담기관이 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가지

며 전문성이 보장된 사업화 지도사(1,200명)이 자문활동 수행

∙ RD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

고 평가됨

∙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Network Technology service ; NTS)를 통해

실제적 사업화 자문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

그림 4-11 프랑스 첨단기술개발 네트워크(RDT)

출처 : http://www.idexlabconsulting.com/, http://www.ambafrance-kr.org/

82) 이승호(2013), ‘유럽 기술사업화 정책과 시사점’, 델타텍코리아, p.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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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항형 ‘잡스법’ 도입

▣ 사업내용

 미국의 잡스법은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의

명칭인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의 이니셜을 딴 것

임83)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해 고용 확대를 꾀한

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2012년 제정84)

 잡스법은 2015년 7월 6일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명명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여 2015년 10월 25일 시행된 상태임

 포항형 잡스법의 도입으로 강소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해주고 기업공개(IPO)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포항형 잡스법에 해당하는 크라우드펀딩은 포항소재 강소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대하여 허용 업종을 금융업·대부업·불건전업종만을

배제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온라인 펀딩포탈을 개설하여 보다 편리한 펀딩 제공에 대한 환경 구축
 포항형 잡스법의 운영에 있어 포항시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공정성·자율성 확보에 기여해야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지양함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

83) 박문각(2015), ‘시사상식사전’, 인용

84) 박문각(2015),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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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컴 버블 붕괴와 엔론 사태 이후 강화된 기업공개(IPO)절차와 규제

를 신생기업들에 한해 대폭 간소화하고, 소액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크라우딩 펀딩(Crowd-Funding)’을 허용

 비상장기업의 주주수를 5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확대하고 IPO절

차와 규정을 대폭 간소화함

 잡스법안을 도입한 후 3년간 이 법이 적용된 454곳의 미국 기업이

IPO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생김

그림 4-12 미국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출처 : www.ahaeconomy.com, http://www.fngenii.com

7)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포항은 이미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한동대를 아우르는 산·

학·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건강한 산업을 만들 계획으로 강소

기업 육성생태계 조성 사업에 나섬으로써 SS(Smallgiants + Sea)전

략을 실현하고 있음

∙ SS전략은 포항 바다의 깊은 수심·해양심층수·해양생물 등의 다양한

수변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과학·해양관광·해양 신성장에너지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 및 지원하고자하는 전략을 나타낸 것

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의미가 있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성장,

도약의 단계별로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예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초기 단계의 멘토링 부터

http://www.ahaeconomy.com
http://www.fngen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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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투자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동 적극 지원

 유망강소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중소기업청, 산업부 지

정)으로의 성장을 지원

 강소기업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진입은 은퇴자 등의 유휴노동

력을 흡수함으로써 자영서비스업의 경쟁을 완화하고 고도화하는 기

반이 됨

▣ 벤치마킹 사례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기업가-대학-투자사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자가 실패해도

정부에게 빚을 지지 않는 구조

 요즈마 펀드: 이스라엘 정부가 40%, 민간기업이 60% 부담
 투자한 20개 회사 중 하나라도 큰 성공을 거두면 정부는 손해를 보

지 않는다는 원칙

 무수한 실패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냄으로써 21세기의 성공모델 수립

그림 4-13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출처 : http://www.besuccess.com, http://www.venturesquare.net

8) 포항창조경제센터 활성화

▣ 사업내용

http://www.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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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상품·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연계해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사물인터넷(Iot)기반 스타트업 육성
 100억원 규모의 전반적인 기술 개발 특화펀드 기금 조성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창조산업화 지원
 자동차 분야의 창업과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된 전후방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시장상인·소상공인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모델

창출

 창업지원금, 사업화 자금 지원금 등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

항인 자금문제의 해결을 지원

 1:1 외부전담 멘토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기업주도의 창조경제와 시민주도 창조경제의 투트랙(Two Track)

 기존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있는 지

역 창업보육센터도 연계 운영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변화의 플랫

폼(Platform)기능 수행

 포항의 소재산업, 첨단산업, 해양산업, 문화산업, 농림축산업, 서비스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벤처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입주 기업

제품과 사업 완성도를 높이면 투자 유치 가능성이 올라가고 결국 신

규 고용 창출효과로 이어지는 등 포항의 R&D역량에 대한 맵(Map)

작성

 글로벌 시장, 국내시장, 권역시장, 역내 시장에 대응하는 산업 및 기

업에 대한 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분석, 펀드운용, 특허 및 인수합병(M&A) 등

고급서비스 지원

▣ 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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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통신사 Telefonica85)

 스페인 통신사 Telefonica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센터인

Wayra를 2011년에 구축하였다. Wayra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 초기

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는 점

 Wayra의 모기업인 Telefonica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아

르헨티나, 브라질 등 유럽과 중남미 24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

벌 통신회사로 지금까지 12개 국가, 14개 도시에 혁신센터를 구축하

였으며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Wayra Academy’를 운영중

 Wayra Academy를 거친 스타트업들은 Telefonica가 보유한 유럽과

중남미의 3억여명의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지금까지 Wayra를 통해 IT 산업 20개 분야, 300여개의 스

타트업들이 육성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Telefonica는 Wayra 이외에도 스타트업 설립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입체적인 스타트업 육성 패키지인 ‘Open

Future Initiative’를 실행 중에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 발굴 및 기업

가정신을 고취하는 초기 프로그램 ‘think big’부터 지역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rowd working’,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ame

rigo’까지 벤처의 태동부터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림 4-14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http://www.online.openfuture.org

85) 김재현(2015), ‘혁신센터 기반의 ICT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디지에코 보고서 20호, kt경제연구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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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언스밸리 조성

▣ 사업내용

 지식기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지역특화 기반 공동 R&D 지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해 융·복합형 글

로벌 과학비즈니스 허브 조성

 기초과학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과학산업도시 구현

 특화산업 고용 및 일자리 창출로 견실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한국 기업리더십 센터 건립하여 글로벌 CEO 역량개발, 계층별 리더

십 연수, 형산강 문화를 접목한 힐링, 성찰 프로그램 등을 목적으로

관리자개발, 비즈니스관리, 임원역량개발 등을 교육

 포항의 형산강 권역을 중심으로 포스텍 등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의 연구, 창업을 위한 창조경제몰입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디어

사업 지원멘토링 및 컨설팅, 기업가정신 문화조성, 가치창출 네트워

크 등 학생과 시민들의 상상력 제고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업허브로 인프라 확충

 우수한 젊은 인재들과 고경력과학기술인들과의 협업, 교류(고경험 전

문지식, 기업기술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로 맞춤형 일자리 메치

메이킹 등 창조생태계 인프라를 구축

 포스텍을 비롯해 3, 4세대 가속기가 영일만 포항에 둥지를 틀고 인근

경주에는 양성자가속기(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양성자가속기센터)가

2013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주변에 집합공간의 창출로 강소기업

간 시너지 창출

▣ 벤치마킹 사례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86)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유럽 내 정보통신산업부문 관련 가장 역동

적인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인정받고 있음

86) 박상원(2014),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한국산업단지공단,

pp.80-9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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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초기 건설기간에 이처럼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소

규모의 첨단기업 유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007년에는 스톡홀름 기술혁신성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단지 내 입

주기업 중 첨단벤처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

록 생애주기별 적합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뿐만이 아니라 기업

과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함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

방정부 등 핵심 혁신주체들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이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

하며, 이러한 공동목표의 설정이 산학관 연계관계의 기초이며 성장

결과를 모든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수혜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매

우 강하게 작용함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신규 첨단기업 유치로 단지 내 산업 역동성

을 창출하는데 기여함

그림 4-15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출처 : www.kista.com. 박상원(2014),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10) 포항 R&D 플랫폼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은 포스텍, 한동대 등의 우수한 대학교와 RIST, KIRO 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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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R&D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2년 9월 포항 지역

산업연관표 및 산업연관구조 분석 결과87)에 의하면 포항의 연구서비

스는 제1차 철강제품과 육상운송서비스 및 위생서비스와 함께 포항

의 특화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포항이 R&D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하며 제조

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으로의 개편을 꾀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판단됨

 고기술 집적 산업의 육성은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함으

로 포항 R&D기관의 연구원과 우수한 대학교의 창업준비 중인 학생

들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산업화 체계가

필요함

 2012년 9월 포항 지역산업연관표 및 산업연관구조 분석 결과88)에 의

하면 포항의 주력산업인 제1차금속제품의 외부확산효과의 크기가 전

국 2위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금속제품을 활용한 고차원 산업의 육성

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외부확산효과는 양(+)의 영향을 나타낸 포

항은 전국적인 R&D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벤치마킹 사례

영국 KTN(Konwledge Transfer network)89)

 공공분야 R&D 분야의 전형적인 개방형 혁신의 유형은 혁신네트워

크 구축, 산학연 협력시스템 운영, 지식재산관리 분야 등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 또는 관계자간 집단지성 활용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

 혁신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KTN(Konwledge

87) 한국은행 포항본부 홈페이지(2012), http://www.bok.or.kr/region/main/pohangMain.action?menuNaviId=17

88) 한국은행 포항본부 홈페이지(2012), http://www.bok.or.kr/region/main/pohangMain.action?menuNaviId=17

89) 이철원(2008),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으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이자’, 과학기술정책,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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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network)을 들 수 있는 데 KTN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

연 전문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상시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

대로 자발적인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현재까지 25개 분야의 네트워크 하에서 약 45,000여명이 회원이 활동

중이며 KTN은 기업으로의 기술지식 이전의 범위와 깊이를 넓힘으

로써 영국의 혁신 성과 극대화 지원, 정부의 핵심기술 전략 수립에

산업계의 일관된 의견 개진 및 수요 지향적 R&D 프로그램 기획 등

의 기능을 갖고 있어 R&D 핵심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음

 기업으로는 기술지식 이전의 범위와 깊이를 넓힘으로 영국의 혁신성

과 극대화를 지원하며 영국정부의 핵심기술 전략 수립에 산업계의 일

관된 목소리를 전달함

 현재 22개의 산업분야에서 KTN이 운영 중이며, 4,000개 이상의 참

여기업과 1만 5천명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KTN에 참여함

그림 4-16 영국 KTN(Konwledge Transfer network)

출처 : http://www.freshly-squeezed.co.uk, http://interact.innovateuk.org

11)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 사업내용

 개발여건, 산업구조의 변화, 수요 등을 감안한 바이오, 의료, 그린에

너지,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중심의 융합산업컴플렉스 지구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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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포항·구미·경산을 삼각벨트 형태의 대규

모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포항을 소프트웨어 융합의 메카로 집중 육

성하고, 이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부여

 또한, 경북ICT 융합산업진흥원을 유치하여 포스텍을 비롯한 제3, 4

세대 방사광가속기와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

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자율형 포항창조경제센

터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고속도로, KTX, 영일신항만과 연결되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

한 포항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20년

∙ 사업비 : 약 3,619억원(국비 및 지방비 764억원, 민자 2,855억원)

∙ 규모 : 1,459,190㎡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벤치마킹 사례

두바이 경제자유구역

 두바이 정부는 1985년 원유 고갈에 대비한 제조업 중심의 자국산업

을 육성하고자 제벨알리항만(Jebel Ali Port)을 중심으로 두바이 최

초의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Jeble Ali Free Zone : JAFZ)을 설립

 두바이를 이란, 중동 인근 국가, 서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을 커버

하는 중동지역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2005년 말 기준으로 5,4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한국기업

도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운영

 다양한 물류인프라와 원스톱 행정 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관세 및

법인세(15년간 면제), 부가세 등의 세금이 없다는 강점

 세계 언론들을 집중 유치하는 미디어시티(Media City), IT기업을 집

중 유치하는 인터넷시티(Internet CITY)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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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음90)

그림 4-17 두바이 경제자유구역 JAFZ

출처 : http://static.progressivemediagroup.com/

1.4.3 해양산업

가 해양산업의 트렌드 동향

◦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 해양경쟁 심화

 21세기 마지막 프런티어로서 해양관할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

심화

∙ 영해 이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

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마찰 심화

∙ 공해상의 해양자원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가속화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협상이 본격화
∙ 세계 425개의 잠재 국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고, 이중 204개가 경

계 획정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해결(매년 5개의 경계 협정 타결)

◦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른 해양활동 수요 증가

 노동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해양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안, 섬 등에서의 체험형 해양레저·스포츠의 인기 상승

∙ 고령 은퇴자의 이주에 따라 해안 휴양도시의 인구 증가

 해양환경 가치 및 쾌적한 해양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

90) 지식경제부(2009),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촉진방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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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해양 이해력 제고

 해양활동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안전한 해양 이용 보장

요구 증대

◦ 지구 환경문제 대응에 따른 새로운 녹색시장 형성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100억불 규모의

온실가스감축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교토 체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해양산업에 대한

CO₂배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새로운 관

련 기술 개발이 요구됨

 기후 변화에 따라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기존의 풍력, 태양력 외에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등 해양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

으로 전망

 유류·가스 등 기존 육상자원의 고갈과 BRIGs 등 새로운 산업생산국

들의 발전에 따른 자원 수요 급증으로 자원 가격 급등과 더불어 각

종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고조 예상

 북극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에 따라 항로 개설을 포함하여 세계의

약 25%에 달하는 북극해 자원 개발 등에 대한 관심 고조 예상

 지구온난화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연간

1천억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발전 플랜트 수요 전망

 선박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규제 등 오염 저감을 위

한 설비시장 규모가 ‘16년까지 38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신산업 및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해양공간 개발

 육상공간의 과밀화 및 삶의 질 향상 욕구상승 등에 따라 ‘60년대 이

후 해양공간에 대한 입체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매립이 아닌 부유식 구조물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시설(LNG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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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비행장 등)구축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 수산자원의 기반 악화

 전 세계 어족자원의 75% 이상이 완전개발(과잉개발)상태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일부 어종은 사실상 고갈 상태(FAO 분석)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수산물 수입시장 전면개방 압력 심화
∙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CCRF)', '생물다양성 협약(CITES)'등 환경

친화적 자원관리 이행을 권고하는 국제 규범 제정

◦ 국제 물류시장의 비약적 성장 및 다극화

 세계경제는 ‘10년까지 연평균 6.4%,물류산업은 8.4%의 고성장 전망
∙ 세계 물류시장 규모는 ‘07년 8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13.9%에

서 ‘12년에는 1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5.3%에 이를 것으로 전

망

 세계 물류시장은 미국, EU, 동북아, BRICs 등으로 다극화
∙ 미국, EU, 일본의 핵심 3극 체제에서 NAFTA, EU, 동북아 등 거

대 경제권에 의한 광역 3극 체제로 전환

∙ 향후 동유럽, BRICs, 남미, ASEAN, 중동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로

발전 전망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연계한 글로벌 복합운송 네트워크 정착
∙ 도로 중심에서 철도, 해운, 항공으로 물류체계를 확대하여 저비용·

고효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국제적 협력 확산

∙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Door-to-Door서비스 일반

화

 국제물류산업은 공급사슬관리(SCM)의 통합화 과정을 통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 발생

◦ 주요 선진국은 21세기 국가 해양전략을 재정비하고 해양경영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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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연안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
하고 신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창출에 주력

 주요국의 국가 해양전략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해양과학 기술을 통한 자원개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중점 추진91)

나. 해양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정부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미래의 세대도 해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운항만, 조선업 등 전

통적인 해양산업의 진흥은 물론 해저광물 산업, 해양관광산업, 해양바이

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시행계

획을 수립

◦ 추진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음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 종합적·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 제2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전국 해양생태도를

작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및 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

∙ 연안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기후변화 적응·복구체제 구축

∙ 선박사고 감축을 위한 해상안전관리체제 선진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 태평양 공해상, 통가·피지·인도양 등 심해저 광물에 대한 정밀탐사

지속 추진 및 관련 산업화 기술 개발 추진 및 해양 생명공학 해양

에너지(‘14.8, 제주시험파력발전소 준공) 기술개발지속추진 미래 해

양자원 개발

∙ 한국형 e-Navigation 추진기반 마련,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국

91) 국토해양부(2009),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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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첨단 항로표지 관리시스템 등 해양운송 안전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
∙ 해양레저·관광 통합 D/B구축, 해양낚시공원, 해양친수공간, 해양복

합체험시설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추진하여 해

양레저 관광 프로그램 개발·육성

∙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역사 관련 행사 및 민간단체 지

원 등 해양문화 콘텐츠 다양화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산업 선진화
∙ 한중일, 아시아-EU 물류정보 공유체계, 선박입출항 및 화물 정보

연계정보 구축 등 전략적 해상 물류네트워크 기반 조성하여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지진해일 등에 대비한 녹색 해운·항만 실현

∙ 초일류 허브항만 및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구축

∙ 해기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교육개선,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

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하여 항만운영의 효율화 및 해사

인력 양성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영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92)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포항의 강점인 해양자원과 다수의 R&D기관을 활용하여 해양산업 인프라

92) 국토해양부(2009),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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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과 더불어 동해안 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

◦ 해양산업 단일 분야에 대한 육성전략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주변 지역

산업들과의 연계 발전

◦ 광활한 분야인 해양산업분야를 자원개발, 인프라 조성, 클러스터 조성, 연

계산업 등의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

◦ 육상자원의 고갈이 예측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자원분야의 개

척 및 발굴

라. 세부전략사업

1) R&D 연계 신성장동력 해양산업 모델 구축

▣ 사업내용

 바다와 강 등의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항 지질

자원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해양금속광물 발굴 및 채광

사업 등 자원발굴 시스템 조성

 기존에 진행 중인 수중건설로봇, 해양수중글라이더 개발 사업의 상용

화에 필요한 지원센터 및 홍보체계 확립

 전통적인 항만의 기능은 유지시키는 동시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

을 할 수 있게 하여 관광, 문화, 해양, 수산 등의 타 산업과 연계

 포항 지역 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해양관련학과의 신설 및 증설

을 적극 고려하여 해양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현재까지 개발 및 개척이 타 산업에 비하여 떨어지는 해양산업의 발

전은 타 산업과의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포항의 강점인 각종

R&D기관과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모델로 조

성

▣ 벤치마킹 사례

노르웨이 해양생명공학산업 육성93)

93) 국토해양부(2008),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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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3국가로 해양생명공학에서 세계 선두국가인 동시에 해양자원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활발히 수행

 어업자원과 해양자원의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하

지 않은 유럽 국가로,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야

에 R&D를 집중(의학, 헬스, 식품, 생산, 해양으로 선정 및 추진)

 해양생명공학산업은 노르웨이 연안의 중요한 산업으로 관련 해양생

물들의 양식, 해양생물 이용 식품 산업에서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해양동물과 관련 상품의 수출액은 매년 약 300억NOK(5조 2100억원)

수준이며, 이 분야가 노르웨이의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그림 4-18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

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032900017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0250262

미국 휴스턴

 휴스톤은 1901년 첫 유전 발견 및 1914년 Houston Ship Channel 완

공 이후 오일 교역의 중심지가 된 이래 석유화학·해양플랜트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전94)

∙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본사 24개와 5,00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밀집돼 석유화학 및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94) 허윤수(2013), ‘북항 재도약을 위한 선택, 해양경제특구 지정’, BDI포커스 제201호, 부산발전연구원,

pp.8∼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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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 수도(석유, 천연가스, 황, 석회, 소금, 수자원 등)이자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단지

∙ 세계 오일 교역의 중심지이자 세계 제1의 해양플랜트 도시(36개의

석유개발 및 시추 기업)

 1969년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가 시작되면서 매년 개최되

는 OTC는 심해유전개발장비 전시회와 함께 석유·가스 산업의 중심

컨퍼런스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

그림 4-19 Houston Ship Channel, 휴스턴 해양플랜트 박람회

출처 : http://www.texasobserver.org, http://www.biz-travel.co.kr

2)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내용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처리, 이를 위한 제조 및 수리, 해양관광, 수산

등을 포함하는 해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한 전후방 연관산업 및 관

련기관(대학 및 연구소, 중앙/지방 정부, 관련협회) 네트워크를 형성

 해양산업의 클러스터는 해양관광산업, 해양수산업, 해양연구기술산업

등 구간 또는 지역별 테마를 두고 특화산업으로 발전 및 확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산학연관협의

체 구성을 통한 협력 환경 조성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기술개발, 인력공급,

자금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컨설팅 및 지원체계 구축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인센티브, 수입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

http://www.texasobserv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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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제공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벤치마킹 사례

영국(Maritime London)95)

 해양산업 전체의 기반침체(사회적 영향력의 저하, 산업규모의 축소,

국제경쟁력 저하)와 나아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발언권

의 저하 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계기가 되어 설립함

 런던시를 활동근거로 하는 해양서비스분야의 법인 및 개인을 구성원

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런던의 해양산업 집적을 세계 유일의 one

stop shop for maritime services로 유지 발전시킴

그림 4-20 영국(Maritime London)

출처 : http://www.maritimelondon.com , http://www.ijpos.com

3) 해양심층수산업 개발 사업

▣ 사업내용

해양심층수 시설집적 사업

 해양심층수 “연구개발-기업창업·기술지원-판매·홍보”등을 위한 관련

시설을 집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해양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농수산업(1차), 첨단 제조산업(2차) 및 체험중심 관광산

업(3차) 집적을 통해 해양심층수 융·복합산업(6차)단지 조성

 해양심층수 응용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활

95) 한철환(2002), ‘유럽 해사Cluster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해양수산 통권20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44, 인용

http://www.maritimelondon.com
http://www.ijp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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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야의 다각화로 해양심층수 자원의 파생수요 창출 및 R&D 투자

확대

 심층수 활용 신제품 기술 개발과 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R&D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과 코팅 쌀·즉석밥 제조 등 지역

특산 가공물 개발 및 타라소테라피(해수치료요법) 시설 및 워터파크

조성 등 지역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해양심층수의 기능·효용성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중장기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신산업으로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적극 지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깊은 수심의 바다를 지니고 있는 포항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이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깊이의 수심 200m 이상인 바다의 물 자원을 개발하

는 해양심층수96) 개발을 지역특성을 활용한 산업으로 육성

 R&D역량이 뛰어난 포항의 특성을 살려 해양산업 R&D기관을 설립

하여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해양심층수산업의 기반을 다지

는 초석 마련

 강원도의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울릉도의 해양심층수 사업 등으로 인

한 해양심층수 산업의 도약은 포항의 심층수산업 육성에서도 호재이

며 이들의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리적으로 강원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96) 해양심층수란 해수면 가까이에서 강수, 풍랑, 증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층수(表層水)와 뚜렷히

구분되어 200m 이하의 깊은 바다 속에서 순환하는 바닷물을 말하며, 2℃ 이하 차가운 온도와 깊

은 수심 덕분에 유기물이나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어 청정성이 뛰어나며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

부함. 1970-198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해양심층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

후에는 수산, 식품, 음료, 화장품,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음(박문각, 시사상식사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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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활용한다면 포항은 심층수산업의 적지 및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함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코치현

 코치현은 일본 내 심층수 이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심층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100여 업체에 이르고 음료수, 미네랄워

터, 조미료, 간장, 단무지, 입욕제, 화장품, 소주, 맥주(발포주), 어묵,

과자 등 300여 종류의 심층수 관련 제품이 생산되어 총 매출액은

2007년 기준 150억 엔에 이르고 있음97)

 코치현과 무로토시는 해양심층수연구소가 있는 미츠에서부터 아쿠아

팜이 있는 타카오카까지를 ‘아쿠아팜 벨트존’이라 부르며 이용 기업

의 유치와 연구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4-21 일본 코치현

출처 : http:/www./kid.chosun.com/, http://www.pref.kochi.lg.jp/

미국 하와이

 NELHA(하와이자연에너지연구소,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는 세계 최대의 시설을 자랑하며 해양온도차 발

전 뿐만 아니라 농업, 양식어업 등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부문에 대해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음

 NELHA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수는

97) 이봉희 외(2011), ‘해양심층수 연계·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pp.15-21, 인용

http://kid.chosun.com/
http://www.pref.kochi.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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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기업 26개업체)이며, 심층수 이용으로 연간 3,000-4,000만 불의

경제효과를 얻고 있으며, NELHA에 입주해 있는 식품·제약 벤처기

업은 29개로 연간 400만 달러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하와이에

서 생산한 심층수 생수는 세계 생수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서 이

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음98)

그림 4-22 하와이 자연에너지연구소

출처 : http://nelha.hawaii.gov/

4) 해양 연관형 산업 육성

▣ 사업내용

해양자원 종합개발전략 구상

 해양 유전 개발의 범주를 넘어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 해양 자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 해양 자원 개발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해양자원발굴,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둔 해양 기반형 산

업의 육성과 더불어 여기서 파생되어 발전·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양

연관형 산업의 발굴 및 육성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

였으나, 올해에는 소위 빅3로 불리우는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

조선해양이 합쳐서 최대 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함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해양플랜트 산업은 성장폭이 크며, 우

98) 이봉희 외(2011), 전게서, 강원발전연구원, pp.32-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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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음

 특히, 포항의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

한 품질과 생산능력 및 철강소재의 개발 등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30년 포항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현재의 중심은 조선·선박산업에 강점이 지닌

경남 및 부산지역이지만, 향후 포항지역의 철강 및 해양 잠재력에서

파생되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역량을 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글로벌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분

야의 단계별 사업의 시행으로 철강산업과 연계한 해양산업의 발전

모델의 한 축으로 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플랜트산업의 육성은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질적 향상

및 기술력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박의 제조

및 수리와 관련된 산업 기반 확립

▣ 벤치마킹 사례

노르웨이99)

 북해 유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는 이미 해양플랜

트산업의 최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심해유전 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노르웨이 국영석유기업인 Statoil은 프랑스 Total 등과 함께 바렌츠

해의 신규 해양유전 탐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정부

도 바렌츠해의 해양유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탐사 및 개발에 대

한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해양산업의 대표적 R&D 추진 및 교육기관인 MARINTEK는 해양플

99) 박광순(2013), ‘주요국의 플랜트사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KIET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서울산업

연구원, P.3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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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 R&D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그림 4-23 노르웨이 MARINTEK

출처 : http://www.sintef.no/

5) 해양 자원 개발 사업

▣ 사업내용

 해양자원개발사업을 단순히 R&D 사업이 아니라 상업생산이라는 궁

극적인 목표에 입각하여 각각의 사업을 보다 실체적으로 진행

 현재 가치로서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으

로서 해양자원의 가치를 인식해야 함

 기존에 진행 중인 수중건설로봇, 해양수중글라이더의 연구개발과 연

계하고 포항의 지질자원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소금·브로민·

마그네슘·금·은·우라늄 등의 다양한 해양자원 발굴을 위한 기반 조성

 해양 자원 발굴과 관련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

을 구축하여 경제적 효율성 증대

▣ 벤치마킹 사례

EU(유럽연합)

 유럽 해양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유럽해양유전체학(Marine

Genomics Europe)’은 회원국의 44개 연구기관이 연합한 것으로 제6

차 Framework Programme(FP6)에서 지원함

 전 유럽연합에 걸쳐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해양생물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생물학 우수연구집단으로부터 유전체학, 프로테오

http://www.sintef.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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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생명공학인포매틱스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

그림 4-24 유럽해양유전체학

출처 : http://www,vliz.be

미국

 미국은 1953년 대륙붕 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OCSLA)에 근거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 DOI)가 광물자

원 탐사·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1982년 DOI는 대륙붕의 모든 해양

자원의 개발과 허가를 책임지는 행정청으로 자원관리국(Minerals

Management Service : MMS)을 설립함100)

 MMS는 현재 대륙붕 개발을 통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30%, 천연
가스 생산량의 20%를 책임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관리를 최적화

하기 위해 1985년부터 5년을 주기로 매장된 자원을 평가하고 있

음101)

100) 최재선(2009),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74-75, 인용

101) 최재선(2009), 전게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74-7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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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미국자원관리국

출처 : http://www.ens-mewswire.com, http://www.en.wikipedia.org

6) 수산 양식업 고도화 사업

▣ 사업내용

수산 종자 대량생산 및 자원조성 연구

 수산자원의 조사․연구 및 수산업에 관한 신기술개발 등의 기반이

되는 수산생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조사를 포함한 해양 모니터링

조사와 수산생물의 유전자원의 수집관리 추진

 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기술개

발, 친환경/저탄소 수산물 생산기술개발,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고기능성 수산식품 개발, 수산물 안전성 관리 기술개발, 글로

벌 수산 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등

을 추진

 수산 양식업에 포함되는 생태계 보존의 방법으로는 자연암반에 해조

류 포자주머니 설치, 해조류 수중저연승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짐으

로써 발생되는 바다사막화를 예방하는 사업을 병행함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체제구축과 고부가가치 생산시스템 개

발 및 안전한 수산환경 기반 조성

친환경 양식 시스템 및 원가절감형 양식매뉴얼 개발

 어류의 식품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등 추진으로 시너지가 가능한 부

분 등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http://www.ens-mewswire.com
http://www.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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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을 육성

 전통적인 수산업에서 어촌관광과 가공·유통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

로 전환하고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과 지역 산업화를 결합

하여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벤치마킹 사례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MHG) 양식 연어 생산/가공 시스템102)

 해외 양식장 사례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업체인 마린하베스트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양식회사로, 노르웨이,

칠레, 캐나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4곳에 거점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전 세계 19개국에 지사를 두고 200여국에 양식 연어를 공급하

고 있음

 소비자에게 최상의 연어 상품 공급을 위하여 마린하베스트는 가공공

정시스템의 자동화는 물론, 연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수산물 가공공정은 소수의 직원으로 대량의 연

어 가공공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타 회사 제품에 비하여 노르웨이

산 연어의 육질 고급화를 가능하게 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산방식으로 수확된 노르웨이산 연어는 신속

한 물류처리를 위한 가공, 포장, 유통시스템의 구축으로 전 세계 200

여국에 양식 연어 공급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현지에서

포획한 연어를 3-4일 만에 국내로 공급하고 있음

102) 황성일(2014), ‘u-양식장을 적용한 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 시스템 사례 연구’, 한국통신학회,

pp.176∼17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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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MHG)

출처 : http://www.m.zum.com , http://www.withbuyer.com

1.4.4 농림·축산업

가. 농림·축산업의 트렌드 동향

◦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의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가 필요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지만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고

행정구역으로 읍·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음103)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2000년에 농어촌 지역

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에서 2010년에는

20.6%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104)

 도시 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

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76.7%로 격차가 둔화105)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증가한 반면, 도시근

로자가구 소득은 4.6%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 증가속도 격차가 확

대106)

103) 김용렬(2013), ‘농촌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도 농업

기술원

104) 김정섭(20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5) 김병률(2010), ‘농식품산업특구 제도의 법제화 방안 및 타당성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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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과소화를 방지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107)

나. 농림·축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부문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108)

 농어업 + (제조업, 서비스업, ICT·BT)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
리 창출 (농어업의 6차산업화)

∙ 6차산업지구 조성, 6차산업 주체육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향토산

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산물가

공산업육성, 특화어항개발,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농식품 ICT융복합

추진, 종자산업기반구축 등

 농산어촌의 생산기반 정비, 과수·원예시설 선진화, 친환경 농어업기

반 확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밭 기반정비(121천ha), 임도확장(3.7m/ha), 바다목장/숲 조성,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친환경 농업지구 지

정, 친환경 인증역량강화,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귀농·귀촌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도농 일자리 연계, 로컬푸

드 소비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 귀농·귀촌 정보제공·교육·창업지원, 농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등

106) 김용렬(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7)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108) 산업통상자원부(2014), ‘지역발전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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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1차산업으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1+2+3차산업이

결합한 6차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림·축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육성

◦ 농림·축산분야의 지역 주민의 공동상생방향에 대한 모색으로 공동판매 클

러스터 조성

◦ 우수농산물 생산 교육 및 육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

◦ 포항시 여건에 적합한 소득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방안 마련

◦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 및 포항농산물 브랜드 고급화 방안 마련

라. 세부전략사업

1)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모델 구축

▣ 사업내용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시금치, 부추 등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의 일환으로 1차산업인 단순 재배에 그치지 않고 2차산업으로서의

제조 및 가공의 과정과 연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서비스 등의 3차

산업과도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6산업모델

개발

 포항 장기산딸기 명품산업 다각화

∙ 산딸기 항산화 성분 추출 기반 구축 및 R&D 추진

∙ 산딸기 가공체험 및 관광상품(잼, 음료, DIY화장품 등) 개발

 「스마일빌리지 상옥」사과단지 조성

∙ 스마일사과 생산기술 보급

∙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교육

∙ 이와 연계된 농촌관광마을 조성

 기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동해안 엽채류연구소와의 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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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양질의 농축산물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으로 포항농산물 경쟁력

강화

∙ 벼 병해충 항공방제 및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고설재배 등의 민속채소 전용 육묘장 설치

∙ 과원 시설현대화 지원 및 생력화 농기계 보급

 포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 축제의 개최 및 포항의 특

산물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의 문화·관광상품과 연계 발전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오오무라 드림팜 슈슈

 직매장 참여농가 스스로 판매상품 가격 및 판매량을 결정하는 자의

생산·판매체계 구축

 농가 주도적 매대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산농가 이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매장 상품에 대한 소비 신뢰체계 구축109)

 매장의 역할을 단순히 농산물 판매만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

절 특화품목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순환운영을 통해 농업의 6차 산

업화를 실행함

 ‘바코드 시스템’도입을 통해 실시간 재고 관리 및 판매량 파악이 가

능하며,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당일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게 됨110)

109) 박영범(2014), ‘농업·농촌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수립 위탁사업’, 농촌진흥청, p.107, 인용

110) 박영범(2014), 전게서, 농촌진흥청, p.10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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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일본 오오무라 드림팜 슈슈

출처 : http://www.ngnews.kr/

2) 경상북도 클린농수산 공동판매벨트 조성사업

▣ 사업내용

 2015년 4월에 개통된 KTX포항역과 연계하여 수송비 등의 유통비용

을 최소화하고 포항지역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

동판매공간을 포항역과 흡해읍 등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조성

 공동판매벨트에서 유통되는 특산물은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의 과정

을 거치면서 비용측면의 경쟁력 상승효과

 포항의 특산물과 더불어 영덕, 예천 등의 인근지역의 농수산물공동판

매벨트가 부재한 지역의 농산물 역시 공동으로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한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 가공,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의 일

련의 과정을 수행하여 농수산물판매벨트의 자체 경쟁력 강화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통 및 판매 위원회 구성
 오프라인 뿐만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한 농수산물판매 서

비스

∙ 목적 : 모바일 쇼핑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농수산물 유통판로 개척

∙ 사업비 : 3,000만원

∙ 모바일 쇼핑몰 구축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수산물 판

매 및 유통

▣ 벤치마킹 사례

http://www.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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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그리너리 도매시장(The Greenery International)111)

 전국 9,000여 농가가 Greenery internationa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전국 15개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총회에서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며, 생산자들로 구성된 유통자문위원회를 통해 유

통정책에도 참여

 웨스트랜드 3대 채소경매장을 중심으로 전국 9개 채소·과일·버섯 경

매장이 The Greenery International로 통합 운영

 전산경매시스템을 통해 타 지역 경매장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의 효율화와 함께 더 많은 중개인 참여를 유도 농수산물 가

격의 안정을 도모

 농산물 거래량은 연간 200만톤 수준으로 약 80%가 경매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년간 적자 후 지난해 410만달러의 흑자

를 기록

그림 4-28 네덜란드 The Greenery International

출처 : http://www.fruchtportal.de, http://www.m.nocutnews.co.kr

파리 헝지스(Rungis)도매시장

 파리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1848년 파리 시내에 개설하였으나 그

후 시장의 협소로 인해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

1960-1965년간에 시장건설과 관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실시 후 1962

년에 시장건설을 시작하여 1969년 3월 신시장을 헝지스(Rungis)지역

에 개설함

111) 권숭구(2006),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우수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pp.77-7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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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면적은 부지면적이 220ha, 주차면적이 60ha, 철도부지 30ha의

규모112)

∙ 수산시장, 축산물시장, 화훼시장, 청과시장, 낙농 및 계란류 시장, 잡

화시장 등을 갖추고 있음

 유럽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시설,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

 파리시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서

현재 시장의 공급권은 프랑스 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파리시

민 뿐만 아니라 파리를 중심으로 반경 150㎞ 이내의 1,200만명을 포

함하여 유럽 전역의 1,800만 시민에게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

고 있는 세계최대의 단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성장함113)

그림 4-29 파리 헝지스(Rungis)도매시장

출처 : http://www.m.agrinet.co.kr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 지원

∙ 기술이전 및 창업 컨설팅을 통해 지역농산물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품목별 실습교육 및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112) 고우리(2014), ‘노량진 수산시장의 도매시장으로서의 성장과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8, 인용

113) 고우리(2014), 전게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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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6 - 2017년

∙ 사업비 : 10억원(2016년 5억원, 2017년 5억원)

∙ 규모 : 480㎡

∙ 위치 :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

∙ 1차년도 : 농산물가공시설 신축 및 다양한 가공기기 확충, 공동이용

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등의 가공시설 기반구축

∙ 2차년도 : 제품개발 및 체계확립을 위한 가공기기 사용방법 및 가

공기술교육, 지속적 창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오까야마현 키비농업협동조합 농산물가공공장114)

 농협 청사 뒤편에 가공시설을 갖추고 두부를 비롯한 미소, 불고기양

념소스 등을 제조하고 있음

 가공원료는 모두 지역 농가에서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이용

∙ 제품은 부녀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공

∙ 두부의 경우 부녀회원들이 오전에 일본의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제

조하여 회원농가에 판매하고 남는 물량은 농협지점의 매장에서 일

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함

 가공공장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으로 두부는 1모에 130엔,

미소는 1포에 500엔, 불고기 양념소스는 400g 1팩에 35엔에 판매함

114) 강수기(2000), ‘한국형 군단위 농산물종합단순가공공장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p.19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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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오까야마현 키비농업협동조합 농산물가공공장

출처 : http://www.geocities.jp

4) 전략작목 선정 중점육성사업

▣ 사업내용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를 지향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경쟁력 제고

 쌀 육성사업
∙ 친환경 쌀 및 단일미 단지조성, 친환경 쌀 학교 급식의 확대로 쌀

관세화에 대응

∙ 항공방제, 직파재배확대, 농기계 확대 및 보급 등의 생력재배 기술

보급

∙ RPC 시설 개선 및 DSC 시설 확대 등 저장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쌀 품질 고급화 도모

 원예작물 육성사업
∙ 사과(탑푸르트 규격품 확대 생산), 토마토(수출시장), 방풍·체리(면

적 확대) 등의 특화작목 육성

∙ 포항의 특산물인 부추, 시금치의 시설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

 축산 육성사업
∙ 급이, 급수, 전기, 환기, 방역시설 등의 축사시설 현대화

∙ 청정 축산물과 고급육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구제역 및 AI사전예

방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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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 포항의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한라봉·천혜

향·파파야 등의 아열대작물 재배

∙ 키위·무화과 등의 노지재배

▣ 벤치마킹 사례

네덜란드 Seed Valley

 Seed Valley는 네덜란드 북서부 반도에 위치한 Enkhuizen시를 중심

으로 17개 육종기업과 4개의 종자 관련 기업이 산발적으로 위치한

육종연구단지

∙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단지 내 기업을 회원사로 한

Seed Valley 재단을 2008년에 설립

∙ Enkhuizen 지역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지대로 농업과 육종에 유리하

여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가족기업형태의 육종기업들이 생성

∙ Enkhuizen시가 속해 있는 West Friesland 지역을 세계적인 종자산

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지화가 필

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7년부터 종자기업, 지방정부, 교육기관 간

에 연속적인 논의를 진행

 2008년 이 지역에 산재한 19개의 종자 관련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Seed Valley 재단을 설립하면서 세계적인 민간육종연구단지로서 알

려지게 되었음

 세계적인 Seed Valley라는 인지도 제고를 통해 Enkhuizen시와 Seed

Valley에 입주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상호이해

를 증진하기 위해 회원사 간의 상호방문 및 기업 개방일을 따로 정

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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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네덜란드 Seed Valley

출처 : http://www.westfriesezaken.nl

5) 영일만 친구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 사업내용

 추진방향
∙ 「영일만 친구」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브랜드 마케

팅 강화

∙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 및 소비자 확보로 포항농산물 브랜드 고급

화와 판매 확대

 영일만 친구 홍보 및 상표사용자 지원
∙ 포장재, 입간판 등의 지원으로 홍보효과 강화

 연예인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영일만 친구 브랜드 홍보

∙ 농특산물 판매 미니콘서트 및 팬카페 개최, SNS와 연계된 브랜드

홍보 활동

 고품질 포항 쌀 소비처 개척 및 지역유통매장 점유율 확대
∙ 포항 뿐만 아닌 타지역의 영일만 친구의 판매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유통 확대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썬키스트(Sunkist)

 오렌지 가격하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893년 지방출하조합의

연합회인 비영리 마케팅 조합인 Southern California Fruit Exchange

를 설립한 것이 시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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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회원 수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오렌지 생산자 약 6,500명

이며, 회원의 평균 농장 소유면적은 40에이커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850만달러

∙ 현재 썬키스트의 점유량은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주 생산

자의 65%이상, 레몬의 경우 80%이상을 점유

 자치감독 시스템은 썬키스트가 백여 년의 성공 역사를 이룬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품질관리 사항은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지역출하조합에서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

 Sunkist가 브랜드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

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됨116)

∙ 세계 곳곳의 능력 있는 파트너사에게 썬키스트라는 상표를 라이센

싱하여 약 45개국 40개 업체의 400여 제품에 Sunkist라는 브랜드가

부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 결과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하여 연간 11억 달러의 로얄티 수입

을 올리고 있음

∙ 썬키스트 브랜드명과 동등한 가치의 상표를 창출하려면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계측하고 있음

그림 4-32 미국 Sunkist

출처 : http://www.lilsnappers.com

115) 전창곤(2008), ‘과일 브랜드의 실태와 과제’, 인용

116) 전창곤(2008),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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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에너지산업

가. 에너지산업의 트렌드 동향

◦ 최근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개편은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

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남미,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적 추세임

 전력산업의 경우 60여 개 국가에서 구조개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

이며,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생산성 향상

과 투자합리화로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117)

 구조개편의 추세는 가스산업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쟁

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남118)

◦ 최근 국제 에너지 동향의 특징적 국면은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 유인 감

소, 경쟁입찰시장 참여기회 확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신재생열

에너지정책 확산, 바이오연료시장 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 확산 등임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 유인 감소
∙ 유럽의 자가용 태양광발전 과세, 미국의 투자세액공제(ITC) 삭감

(2016년 이후), 태양광발전 FIT 지원의 축소·폐지(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 등) 등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 유인이

축소되는 추세임119)

 경쟁입찰시장 참여기회 확대
∙ 신재생전력 시장의 중심이 유럽에서 중동·아프리카·남미로 이동하

는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한 시장참여 기회가 증가하는 추세임. 따

라서 경쟁입찰은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창구로

117) 산업자원부(2003),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118) 산업자원부(2002), ‘가스 산업 현황 및 구조개편 추진상황’

119) BNEF(2014), ‘2030 MARKET OUTLOOK: Solar,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제4장 도시비전 부문별 실천전략

265

보편화될 전망임120)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 2030년 세계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1.6배 규모

로 성장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액의 2/3(약 1.3조 달러)를 점할

전망임121)

 소규모 태양광발전은 선·후진국 모두 태양광발전 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신재생열에너지정책 강화
∙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EU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지침(2009/28/EC)을 통해 신재생열에너지정책

법규를 수립하였음. 세계적으로 신재생냉난방 목표를 설정한 국가

는 41개국,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

를 실시하는 국가는 19개국 이상122)

 바이오연료시장 확대
∙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를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33개국이며, 남미를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시장의 확대가 진행되는 추세임. 아르헨티나

는 혼합의무 기준을 B7에서 B1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브라질은

에탄올 혼합기준을 E20에서 E25로 강화하고 바이오연료 혼합기준

강화(B5→B7)를 검토 중임123)

 전력요금상계제도 확산
∙ 전력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는 현재 세계 43개국에서 도입, 적

120) BNEF(2014), 전게서

121) BNEF(2014), ‘Q1 2014 WIND MARKET OUTLOOK: Reset complet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22) BNEF(2014), ‘2014 GLOBAL RENEWABLE ENERGY MARKET OUTLOOK: Global

overview,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23) IEA(2014), ‘RENEWABLE ENERGY Medium-Term Market Report 2014: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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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임.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13년 전력요금상계제도 개정을 통

해, 자가용 태양광발전 지원요건 강화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추진

중임. 미국(캘리포니아주)은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을 연장하고 무

제한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기반을 확충124)

 최근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추진

∙ 오바마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보고 시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EU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 협의

회를 설치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함께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나. 에너지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

라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

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음125)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 2035년 에너지 수요의 13%, 전력수요는 15% 절감을 목표로 세제

개편으로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을 추진

하고, 환경․사회적 비용반영(원전·송전망 보강 등), 용도별 체계개

선(누진제 완화,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등 요금

개편, 스마트그리드(ESS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와 에너지 관리시

스템 보급(건물설계기준 변경 등),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ICT형

수요관리 방안을 제시

124) REN21(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125)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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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가능 입지정보 사전

제공, 2035년까지 집단에너지·신재생·자가용 발전기 등의 발전량

비중을 15%이상 확대 등이 있음

 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 등 지속가능성 제고
∙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춰 화력발전소에 대한 USC, CCS 등의 온실

가스 감축기술을 적용, 원전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

대, 노후 원전 관리와 계획예방정비 강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

전운영, 원전 Value-Chain상 견제·감시와 개방·경쟁 시스템을 도입

하기 위하여 관련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확립, 에너지 수요관리 강

화, 분산형 전원 활성화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중

점 추진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시장성이 큰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 전기 중심의 보급정책을

열·수송부문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형 보급제도를 통해 2035년

비중을 11%까지 확대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산업구조 선진화 추진, 셰일가스 등 국제시장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비축을 위한 공급인프라도

강화, 발전소 적기준공, 수급불안 발생 시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가용 발전자원 활용 극대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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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 사용 후 핵연료, 원전 정책 등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정책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 2015년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가구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제도정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복

지 사각지대 해소, 분산형 전원보급·에너지 절약확산 등을 위한

“지역 에너지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사업 등에 반영

 그린카 시대의 도래는 산업 질서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
∙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출이 대외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그린카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주요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

음126)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이 연구

개발 가속화

◦ 포항의 우수 인적·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타 지역과의 협력

을 통한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라. 세부전략사업

1) 지역연계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126) 김민주(2012), ‘차세대전략산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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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 등 에너지 관련 우수인력 인프라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R&D 선도

 울산, 경주 및 울진의 등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

산하고, 운반 및 저장시설을 구축하여 직접연소 또는 연료전지를 생

산하는 신재생에너지수급시스템 개발하여 에너지 공급거점 기능 강화

 에너지 산업부문간 연계 강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 협력 강화

 러시아 천연가스, 중동 석유 등 에너지 수입에 유리한 동해안 항만

특화 및 지역 간 연계운영방안 마련

 포항·경주·울산의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기능을 광역적으로 연

계하여 녹색산업의 중심지 기반 마련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조성되어 있는 포스코에너지 부생가스발전소,

포항 지역발전소, 철강공단 내 스팀에너지 재생사업 등과 주변지역

의 발전소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RTP(Reserch Triangel Park)조성127)

 RTP가 위치한 지역에는 더햄(Durham)카운티의 더햄시, 웨이크

(Wake)카운티의 롤리, 오렌지(Orange)카운티의 차펠 힐(Chapel hill)

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각 지역마다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각각 위치

 이 세 지역의 연합의회는 높은 인구역량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살려

반도체 관련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성장을 유도하고자

산업입지와 관련된 사무를 연합하여 처리함으로써 RTP를 실리콘벨

리에 버금가는 최첨단 하이테크산업 연구단지로 조성

 이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1950년대 중반까지 담배, 섬유, 가구

127) 김정호(2007),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방안’, 대구경북연구원, p.2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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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 위주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고임금 위주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됨

그림 4-33 RTP(Reserch Triangel Park)

출처 : http://www.nature.com, http://www.are.com

2) 전기자동차 사업

▣ 사업내용

 차세대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인 공급기지화를 비전으로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를 육성하는 방안 필요

 전기차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으로 모터, 공조시

스템, 배터리, 충전기, 차량경량화 등 중형급 전기차 부품 개발을 위

한 정책 실시

 기존 자동차부품업체들이나 IT 업체들이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대하

거나 새롭게 창업하여 완성차업체나 대형부품업체와 공존적 계열 및

협력거래를 통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

료 충전사업을 추진

 부품업체들이 체계적으로 차세대자동차부품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장정보 및 전망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설치

 자동차업체와 관련 IT전문부품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포항시 차원에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과제

발굴과정에서 이러한 협력과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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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부품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투자가 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세계

적인 경쟁력 확보

▣ 벤치마킹 사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기자동차 육성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된 도시로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테스트 베드 도시로 잘 알려짐128)

 유럽의 물류 도시 암스테르담은 심한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자구책

을 찾던 중 전기차에 주목하였으며, 지금은 일반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화물차·해운까지 모두 전기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암스테르담시 인프라·교통·운송부서 산하에 대기오염개선과가 있고

이곳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129)

∙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운송 수단(승용차·트럭·택시)을 구매하는 사

업주를 전기차 구매 시 가솔린·디젤차 구매 비용 차액의 50%를 보

조

∙ 기업들도 시의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에 1200만 유로(166억 원) 규

모로 투자했고 당시 350대 이상의 전기차가 도입

∙ 전기차 운전자에게는 시내에서 무료로 주차와 충전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관계사들에도 무료 충전 카드를 배포

∙ 네덜란드 전역에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도로세를 면제해

줘 시민과 업체들이 전기차 도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필요성으로 전기차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기차를 통해 기업과 도시의 경제성장도 도모

∙ 도에트·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더뉴모션 등 전기차 인프라 및 서비

128) 이진원(2014), ‘인프라 구축 완료 유럽 전기차 메카로 비상’, 한국경제매거진 제974호, 인용

129) 이진원(2014), 전게서, 한국경제매거진 제974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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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다수 설립돼 전기차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130)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300대의 카투고131)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고 암

스테르담은 슈투트가르트·샌디에이고 등과 함께 가장 성공적으로 서

비스가 안착된 도시

그림 4-34 암스테르담 전기자동차

출처 : 한경 비즈니스(2015), http://www.kbizweek.com

1.4.6 자영·서비스산업

가. 자영·서비스산업의 트렌드 동향

◦ 우리니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2008년의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의 비중은 31.3%로서 거의 2배 수준132)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모습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

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133)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130) 이진원(2014), 전게서, 한국경제매거진 제974호

131) 카투고(Car2go):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회원제 차량 공유 서비스

132) 중소기업청(2010), ‘2010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133) 국회예산정책처(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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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42.4%(2010년 현

재)가 몰려 있음

∙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134)

 전반적인 취업연령 고령화 추세에 따라 4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13.2%(2010년 현재)에 이름

∙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

게 감소하였으나,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

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 취업자의 고령화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사업체가 밀집

 동 업종의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수는 133만 3,221개로 전체 1-4

인 규모의 사업체 272만 3,977개의 절반 가까운 48.9%

∙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되어 있음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음135)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

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에 이르며, 전체

조사업체의 월평균 순이익은 149만원

∙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가 57.6%

134) 중소기업청(2010), 전게서

135) 국회예산정책처(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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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자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

부율이 매우 낮은 상황

◦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 상황의 영

세 자영업자가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회보장

도 미흡136)

나. 자영·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

자원부 등에 편성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에,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국민

연금 지원 사업에 국한

◦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

자발적으로 밀려난(Pushed) 측면이 강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

인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

원 정책 이행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사업은 지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사적 연금보

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지원에 앞서 자

영업자의 소득 파악능력 확대 등이 선행

136) 국회예산정책처(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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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제도에 따라 자영업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

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다만,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
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요건 제한을 대통령령으

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또한, 제도도입 초기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137)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골목상권과 대형상권의 동반성장 방향 설정

◦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과 대형마트의 순기능을 유지하며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방안 마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및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을 상호의존적

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방안마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확대 등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 방

안 마련

◦ 소비패턴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전통시장별 개성과 특색 발굴

◦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137)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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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전략사업

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상생모델 구축

▣ 사업내용

 포항시의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대형마트와 상

생·공존모델을 구축

∙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전통시장의 침체는

결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대립을 초래

∙ 전통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상권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커뮤니티·고

용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 전통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대형마트의 입지규제

및 영업시간규제에 그치면서 비효율적 사회적 비용증가로 전통시장

과 대형마트 모두 손해를 가져오고 있음

∙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유통서비스의 향상, 대형마트 간 경쟁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용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대

형마트의 상생이 필수적임

 시장상인회, 대형마트업체, 소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전통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권 침

체를 최소화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의 입점 전 상권영향

평가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통시장 상권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등의 생활밀착형

시설을 도입하여 유동인구 유인

 전통시장 내 공동구매 및 공동관리가 용이한 창고건립 지원으로 시

장 공간의 효율성 강화

 개별 점포단위의 지원을 지양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조직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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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시장 공동의 이익 추구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중 사회연대책임 개념을 반영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일정 비율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상권의 관리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전통

시장 및 대형마트의 균형을 맞춘 공동발전 모델 구축하고 활성화구

역의 투자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

▣ 벤치마킹 사례

금촌전통시장138)

 파주시 대형마트는 2012년 8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후 전통시장에 물품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5일장이 서는 1,6일로 합

의하고, 이날에는 대형마트 카트를 시장 입구에 비치

 이마트 직원과 주부봉사단, 파주시 담당자들이 시장 공용주차장 벽에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 진행

 대형 유통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서비스 교육, 위생 점검
등 진행

그림 4-35 금촌전통시장

출처 : http://www.news.paju.go.kr/, http://www.m.pajunews.co.kr/

2) 서비스산업 육성

138) 홍순영(2013),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사례 고찰’, 경기개발연구원, p.10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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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창업 시 필요한 업종과 시장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과 세무 등의 법

제도, 행정절차, 각종 창업지원제도의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나

창업 인증 등에 미흡함을 보여, 부족한 준비로 인해 내실 있는 창업

을 수행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창업주들에게 공식적 사업체 운영 방법, 아이디어의 상업화 인증이나

지식 재산권 등록 등 기업이 실제로 설립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

식과 정보를 지원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주들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창업 이후 사업체들의 운영현황과 특허 및 법률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창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사업

을 개발·운영

 서비스업의 유치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 유치대상 : 특급호텔, 아쿠아리움, 실버타운, 대형 아울렛 등

∙ 유치지역 : 환호공원, 두호마리나, 포항운하, 영일만관광단지, 코스타

밸리

∙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공모 지원

▣ 벤치마킹 사례

독일 서비스혁신프로그램139)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2011년까지 연간 1,400만 유로 규모의 서비

스혁신 프로그램 시행.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효

과를 목표로 함

 일종의 시범 프로그램(Learning Programme)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연

139) 한덕수(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국제무역연구

원, pp.44-4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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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서비스산업의 분석과 각종 혁신관

리프로그램을 포함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은 2000년 이래 ‘올해의 서비스기업 시상

식’을 격년으로 개최, 매회 3개 기업을 선정 시상

그림 4-36 독일 서비스혁신프로그램

출처 : http:/www.car.donga.com

3) 공실을 이용한 공유임대사업

▣ 사업내용

 원룸 및 주거지 일부를 국내 및 해외여행객에게 임대

 SNS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인프라,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소유자의 유휴자원을

등록하고 공개하여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고 공개

된 자원을 구매하는 개념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개인 여행 관광객의 편의 및 공실 활용을 위해

개인이 소유한 남은 숙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개

인여행 플랫폼 조성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은 거래 성공시 일정의 수수료를 획득하

며 신뢰도 검증과 거래분쟁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

 영어가 어려운 국내사람 및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번역 및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

▣ 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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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rBnB

 에어비앤비(Airbnb, www.airbnb.com)는 2008년에 네이선 블레차지

크(지금의 최고기술경영자), 브라이언 체스키(최고경영자), 조 게비아

(최고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렇게 3명의 창업자들에 의해 시작된 숙

박중계업체

 AirBnB 는 세계 최대 빈집(방) 공유서비스 기업으로서 SNS 를 통

해 개인 소유자들과 여행 관광객들을 연결하고 빈집을 저렴하게 대

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플랫폼140)

∙ 2008년 미국에서 창업 이래 AirBnB 는 2015년 192 개국 3 만개 도

시의 30 만개 방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3 년 기준 연간 이용객수

가 400만명 이상으로 전년대비 250%의 성장세를 보임

∙ 하루에는 전세계 100만명이 사용하며 일일 거래량은 3만 5000여건

이상이며, 현재 회사 가치는 1조원을 상회함

 단지 숙소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실생활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에어비앤비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인맥도 구축하는 기회도 제공141)

 객실 사용자와 집주인 간 누군지 몰라 불안해했던 숙박 서비스의 문

제점을 ‘Social Connection'을 이용해 서로의 활동을 사전에 체크하

여 해결함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 급성장하면서, 비전문가인 개인 간 거래의 부

작용, 기존 호텔 시장에 잠식, 세수감소 등 문제에 전통숙박업체와

다중 소비자의 비판도 받고 있음

140) 페페(2015), ‘숙박업의 공유경제에 대한 지각된 가치 및 관여도가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9∼20, 인용

141) 전수연(2014),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14∼16, 인용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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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AirBnB

출처 : http://www.blog.airbnb.com, http://www.itproportal.com

4)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내용

 골목상권의 물품의 질과 서비스 교육은 물론이고 상인·이용객·문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축제·공연 등의 문화활동으로 상권

마케팅

 환경 및 위생 등 물리적 환경의 정비로 매력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

고 업종의 다양화를 통해 포항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상인조직을 구성하여 상인들의 경영효율성 증진과 상인대학 등을 통

한 상인교육으로 전문적인 경영방법을 습득하게 함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골목상권의 자연스러운 활성화

 골목상권 내 유사점포들 간의 공동판매·공동홍보·공동행사 등의 협

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마다의 테마가 있는 상권의 형태로 구성하여 특색있고 경

쟁력 있는 상권으로 변모를 꾀함

 SNS 및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유·홍보로 상권 활성화

▣ 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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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키치조지 상점가

 키치조지 일대는 이노카시라 공원을 포함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가 풍부하며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쿄시민에게 매우

인기있는 주거지

 순차적인 공간 정비를 통한 양질의 공간 제공

∙ 상점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적재적시의 공간정비

 쇼핑공간의 쾌적화를 위한 화물차량 우회시스템 정비

∙ 어린이와 유모차 보유 여성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물품운송용 차량 기지국 설치 및 도로 정비142)

 다양한 주체의 유연한 네트워킹

∙ 키치조지활성화협의회가 지속적 활동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네

트워킹을 독려143)

∙ 각 상점가의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계

망 조성

 젊은 세대의 유입
∙ ‘주식회사 후비키’라는 개인기업이 키치조지 타운정보를 소개하는

사업을 10년 째 이어가고 있음

그림 4-38 일본 도쿄도 키치조지 상점가

출처 : www.online-instagram.com, sunnz.tistory.com

142) 임화진(201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서울연구원, 인용

143) 임화진(2012), 전게서, 서울연구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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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이 풍요로운 도시

2.1 목표

◦ 마을공동체 조성

◦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

◦ 지역적 격차와 정보·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 어린이·청년·여성·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맞춤형 복지환경 조성

◦ 천혜의 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변환경 조성

◦ 우수한 인재의 지역 내 발굴 및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

템 구축

◦ 우수 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청년창업·재취업·노인일자리 창출·여성인력확보·은퇴근로자 재교육을 통

한 인적자본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 교육의 기회의 제공과 자기개발 환경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2.2 추진전략

◦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생활체감 인프라 정비,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쾌적한 환경실현 등 기반 마련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생활, 여가, 문화 등 도시의 전

반적인 환경개선 전략 수립

◦ 골목상권 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비전략 수립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여 건강도시 조성

◦ 여성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안전도시 구축 기반 마련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284

◦ 창의적 인재 및 지역인재 양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지역 평생학습 체

제 구축

◦ 창조적 인재의 활용 및 배출을 위한 인적 휴먼캐피털 증진 전략

◦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교육 네트워크 마련

그림 4-39 삶이 풍요로운 도시

2.3 여건분석

2.3.1 국내외 환경 동향

◦ 최근 세계 환경 동향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고갈에 대한 위기

와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이로 인한

물부족, 수혜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

임

◦ 국내 상황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제

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실정임

◦ 세계적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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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등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

◦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생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3년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분야를(27.8%)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

식하고 있음144)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생활권에 인접한 생태휴식공간은 크게 부족하고,

또한 쾌적한 환경과 생태를 향유하고자 하는 휴가문화 확산으로 생

태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탐방시설, 숙소 등은 부족한

실정145)

◦ 우리나라 상황 역시 환경관련 국민의식 변환, 소득증대 등에 따른 소비행

태 변화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경제, 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적 질적 생활환경의 추구와 환경보

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요구 증대가 예상됨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에 소비하기 위한 여

가·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146)

◦ 이에 따라,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지역행복생활

권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추진, 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감 인프라 정비,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쾌

적한 환경실현 등 제시147)

144) 한국갤럽(2012),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45) 환경부(2005),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46)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pp.12-13

147) 산업통상자원부(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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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부 정책 동향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분야 중 ‘지역생활권 활성화’분야의

구성과제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지역공동체의 경제기반 구축,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주도 종합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으로 설정함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는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선진 환경복지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

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점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148)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마련

∙ 생활 주변 유해물질관리 강화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확립

∙ 선진국 수준의 대기 질 확보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
∙ 안전한 물 공급 및 친수공간 확대

∙ 생태계와 공존하는 생활기반 조성

∙ 농어촌 환경서비스 보급 확대

∙ 도시의 생활 불편 해소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공
∙ 지속가능한 국토·자연 자원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148) 환경부(2005),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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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환경·경제 상생기반 조성

∙ 국민 참여 환경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환경협력 확대
∙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체계 강화

∙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개도국 환경개선 지원

2.3.3 경상북도 정책 동향

◦ 경상북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주거환경의 개선과제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증가, 가구원수의 지속적 감소, 1인가구 비율의 증가,

1인 가구의 고령화 심각, 단독주택의 높은 비중, 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을 꼽고 있음

◦ 이에 따른 앞으로의 주거환경 여건변화 요인으로 주택 트렌드 변화, 주택

제도 변화, 신도시 건설 등 공간 변화 등 3가지로 전망하고 있고 세부적

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택 트렌드 변화는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도시개발사업 등 신

규 주택사업 추진의 부진 우려, 귀농·귀촌 인구 증가, 공가·폐가 및

폐교의 활용 증가로 전망하고 있음

 주택 제도 변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택법에 따른 광

역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전세 가격 불안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 등

계획되어있음

 신도시 건설 등 공간 변화는 도청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음

◦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주거환경 개선과제와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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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방안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및 매입·전세임대 사업의 확대, 독거노인 편부모 가

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개별 주택개량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 개선을 포함,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사업을 유도·권장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의 체계적 추진 및 지속적인 확대, 포항, 구미, 안동, 경산 등 경상북

도 주요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노후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

선사업 추진 등 도시지역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원

주택지 조성, 통근형 전원주택 건설, 그 외에도 다양한 주택 수요

(needs)를 충분히 반영하여 창조적인 모델 개발하는 등 다양한 수요

를 감안한 전원주택지 조성과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설계,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계획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의 지역적 여건

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주거 실태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해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역사·문화·관광기반 최근 트렌드 동향으로는 지역사

회형 문화예술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속화, 관광행

태의 다양화 및 관광콘텐츠 변화,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도시브랜드 제

고 등을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역사·문화·관광기반 트렌드 동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소외계층, 일반시민에게도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 기회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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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 공간 개선 및 신규공간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

술 공급기반을 구축, 또한 지역문화예술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문

화기부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촉진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활용

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

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개발 추

진149)

2.4 추진과제

2.4.1 도시 및 주거환경

가. 도시 및 주거환경의 트렌드 동향

◦ 미국발 경제위기 서브프라임(Sub-prime)의 국제적인 여파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여 중

장기적인 부동산침제로 들어가고 있음

◦ 그로인해 주택시장의 침체현상이 장기화로 접어들려는 경향이 있고 다양

한 주택시장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분야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상황

◦ 일본에서는 기성시가지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쇠퇴한

지역에 대해 비전과 계획을 수렴하고, 행정·커뮤니티·기업 등이 공동으로

보전·회복·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는 등 사회·환

경·경제 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지향

◦ 영국에서는 1980년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도시쇠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문제해결식 처방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강조되는 등 시대 흐름

149) 경상북도(2012), ‘경상북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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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권 성향에 따라 변화

 또한, 쇠퇴지역 등 대체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한 지역을 재생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0년대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투자와

특정지역에 대한 특례조치를 통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었으

나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강조된 보조금 지

원 정책으로 전환150)

나.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 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는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

별 계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특별시·광

역시·시 단위로 수립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개정사항

 지방의회 의견청취기한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여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

150) 하우드 도시건축연구소(2009), ‘정비사업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 HAUDREPORT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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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

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

성화를 도모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계획

◦ 지역주민들의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락한 도시기반 구축과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환경적 정비 추진

◦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

라 세부전략사업

1)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 사업내용

 상황에 따라 개별 주택단위로 또는 지구단위의 집단적 정비가 필요

함

 사업비 지원방식을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중장정부와 지방정부의 7:3 매칭 펀

드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부

담이 커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조차도 사업 추진이 어려움

 적절한 수준의 주택개량을 위해 가옥주가 자신의 주택을 원하는 형

태로 개량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지

원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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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재생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주거지의 물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

선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해야 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융자

지원금액 및 융자조건 등 제도정비 추진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개선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

지 구축과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

 포항에 입지하고 있는 다수의 단독주택지의 정비를 위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

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지역에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전선지중화사업 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 벤치마킹 사례

일본 도쿄도 세키하라지구151)

 세키하라지구는 아다치구의 수복형 마을만들기 모델로서 주거환경정

비모델사업의 승인을 얻어 도시재생주택을 건설하고, 도로확보 및

공원정비를 추진함

 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정비 12개, 공원정비 4,615㎡, 노후주택철거

208호, 임대 도시재생주택 152호와 공동작업소 10실을 계획하여 지

구의 주거환경개선과 방재성 향상을 도모함

 지구정비에 있어서 원거주민에 대한 생활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생활재건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게 도시재생주택

으로의 입주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다른 지구와 비교하여 정비사

업이 빠르게 진척

 도시재생주택 등의 정비, 임대료 대책 보조, 작업장 용지취득 및 설

치공사 비용의 1/2을 보조함

151) 김청원(2006),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한국주택학회,

pp.18-1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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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세키하라지구 도시재생주택, 세키하라지구 마을만들기 공방관

출처 : http://www.sumai-info.jp/

2)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 사업내용

보행로정비사업

 죽도시장의 일부 협소한 보행로와 차량의 진입이 잦아 혼잡이 발생

하는 구간에 대하여 보행로의 정비를 통한 시장의 환경 개선

주차공간정비사업

 죽도시장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차공간 조성사업 실시

∙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장 부근에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문제 해소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버스주차장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3

군데의 주차타워와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인

유치원 부지에 버스전용주차장과 주차타워 설치

전통시장 내 커뮤니티 강화

 시장의 순기능으로 커뮤니티 강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내부에 문

화공원 및 커뮤니티센터 설치

 시장상인들의 판매유형별 특수성과 개성을 살려 시장의 운영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육의 방안으로 상인대학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서비

스 마인드 고취 및 효율적 시장 운영

문화체험 및 관광 사업

http://www.sumai-inf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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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시장투

어·시장 내부 문화체험관 건립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및 정비, 내부환경 정비, 부대시설 설치

등의 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상인조직화, 상인교육, 경영마인드 고

취, 공동판매추진, 공동마케팅 등 의 경역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

인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오키나와현 나히시의 마키시 공설시장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비롯한 행사를 개최하며 각각의

매장 및 점포들이 시장 포인트카드 발급 하는 등 자발적으로 전통식

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임

 시장 환경 개선에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케이드를 설치하

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림 4-41 일본 오키나와현 나히시의 마키시 공설시장

출처 : http://okinawatravelinfo.com/, http://readygotour.com/

3) 친수 그린웨이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지역 커뮤니티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그린웨이조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그린웨이 조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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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플랜을 작성

 포항지역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따라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광객의 유

인 등의 효과

 그린웨이를 따라 잔디 식재, 가로수 식재 등을 설치하여 단조롭지 않

고 친환경적인 환경 제공

 다수요(교통+탐방+체험+가로경관+환경교육+환경보전)를 충족시키는

다기능복합 녹색길 창출

 도심지내 동일장소에 한전주와 보행등주, 표지판 등의 통합가능한 시

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망의 구성원칙은 먼저 포항시 내부를 효과

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간선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각 지역별

로 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보조간선 자전거도로망을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캐나다 밴쿠버 그린웨이 시스템152)

 밴쿠버시는 217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322만

㎡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3.6㎡에 이르며, 근린

공원 면적만도 일인당 10.9㎡에 이름

 도시외곽의 90%가 녹지이지만, 전체 도시면적의 45%를 녹지와 공공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녹지

및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기존 도시공원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그린웨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규모 개발이 발생할 때 신규공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음

 밴쿠버시의 인근 도시들과 설립한 광역 밴쿠버 지역청을 통해 밴쿠버
시를 포함한 교외지역에 지역공원을 건설하고 이를 서로 광역적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도심을 벗어나 야외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152) 오동하(2008), ‘도시의 생명길, 그린웨이 시스템 구축’, 부산발전포럼, pp.57-5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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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증대시켜 주는 것임

 밴쿠버시에서 정의하는 그린웨이는 전통적인 오솔길이나 수변과 연

결되어 있는 산책로가 아니라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공공의

가로’이며, 동시에 공원과 자연자원과 문화적 유산, 역사지역, 근린지

역, 기초생활시설이 있는 지역을 연계하는 것임

그림 4-42 밴쿠버 그린웨이 시스템

출처 : http://www.blog.pulmuone.com, http://www.m.blog.daum.net/123789qe/3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 사업내용

 ‘클린 포항의 날’과 연계하여 월별 추진 테마를 선정하여 테마가 있

는 클린포항 활동 전개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클린시티 정비반의 상시 운영
∙ 365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시민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클린시티 구현

∙ 정기적으로 부서장 행정담당 읍면동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현수

막, 도로 낙하물, 포트홀,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정비

 취약지역의 환경정비
∙ 주요 간선도로의 녹도의 풀베기사업 등

∙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정비

∙ 육교 및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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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500개의 일자리 창출로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로 기능 저해요인 정비

∙ 첨단장비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의 집중단속

∙ 도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의 단속으로 쾌적

한 도로환경 조성

 위생선진화 구현
∙ 모범음식점 선정 및 확산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호객행

위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전개

∙ 포항시민 전체가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시민주도 토론회 개최 등으로 활성화

도모

∙ 읍면동 부녀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도사 및 리더 양성

∙ 음식물 감량기기 및 싱크대 탈수기 확대 보급

∙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00%인상

▣ 벤치마킹 사례

브라질 꾸리찌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총면적 432㎢의 인구 180만명의 빠라나주의

주도이며 높은 물가수준과 4.8%의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서비스

와 상업중심의 도시

 꾸리찌바는 선진 교통체계와 생태도시 및 문화도시로 유명하며 1998

년 US News and World Report 로부터 Smart City로 선정됨153)

 도시계획 수립 5개 주요 원칙

∙ 교통계획과 토지이용을 통합하여 방사형 성장에서 선형 성장으로

153)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선진도시 꾸리찌바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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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중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역사중심지를 보존

∙ 시 경계 내에 꾸리찌바시 인구수용

∙ 도시개발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도시를 위한 전체적인 인프라 공급

 빈민들의 위생·복지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다양한 폐기물

프로그램 개발154)

∙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 필요성에 대해 학교 등에서 홍보하

고 수거일 및 장소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재활용 정책에 의해 시

쓰레기의 2/3, 하루 100톤 이상이 재활용됨

∙ 녹색교환 프로그램으로 쓰레기 수거 주민에게 식품 백이나 재활용

품을 제공해 연간 3 ,676톤의 쓰레기가 교환되고 있음

∙ 뚜도 림뽀(Tudo Limpo, All Clean)은 쓰레기가 무단 방치된 나대지

를 청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업자 또는 은퇴자를 임시로 고용

하여 운영함

그림 4-43 브라질 꾸리찌바

출처 : http://www.blog.daum.net, http://www.petrolina.pe.gov.br

5)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사업

▣ 사업내용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 마을안길 포장 및 회관 보수 공사 등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154)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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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 증진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의 진행을 통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

촌 경제 활성화 도모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마을 이미지 제고 및 정주환경 개선

▣ 벤치마킹 사례

서천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04년부터 시행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

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임155)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지 선정부터 완료 시까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목

적을 달성함

 마을회관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신축

함

∙ 마을주민의 집합장소 개념을 초월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소득

증대에 기여케 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마을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행성을 확보하

고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에 기여156)

∙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사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마침

155) 나소열(2011), ‘서천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과발전 VoL.3, pp.40∼41, 인용

156) 나소열(2011), 전게서, 지역과발전 VoL.3, pp.40∼4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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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서천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출처 : 나소열(2011), 전게서, 지역과발전 VoL.3

6) 오천 관문 시설녹지 정비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포항 -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시설녹지의 재정비 및 리

모델링

∙ 시설녹지 재정비로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대로 2-3호) 시설녹지

대 내

∙ 사업량 : A = 18,767㎡(걷고싶은 거리 조성)

∙ 사업비 : 8억원(도비 2.4억원, 시비 5.6억원)

∙ 사업기간 : 2016.02 - 2016.11

 향후 사업계획
∙ 2016.04 : 주민설명회 개최

∙ 2016.05 : 실시설계

∙ 2016.06 - 2016.12 : 공사착공 및 준공

 기대효과
∙ 경상북도 제1도시 포항의 위상정립 및 철강도시 이미지 개선

∙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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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그린웨이

 도시 차원에서 면형 공원, 선형 공원, 소공원들을 연계하는 통합적

그린웨이 계획 수립

∙ 다양한 선형 자원들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점적 공원들을 연

계하는 광역 공원네트워크로 구축함

 선형 공원의 핵심 개념인 연속성과 근접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

여 설계에 반영함

∙ 고가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보스턴 도

심부와 항만 지역을 연결함

∙ 구간별로 인접 커뮤니티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선형 공원을 설계함

 통합적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 선형 공원 내·외부에 철도, 보행로, 자전거도로 및 휴식공간을 복합

적으로 배치하여 선형공원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유도

그림 4-45 미국 보스턴 그린웨이

출처 : http://www.asla.org/boston

7) 훼손잦은 시가지 녹도 관목 대체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상습적·반복적으로 훼손되는 녹도 구간의 체계적인 정비

∙ 관목류 대체 매년 사업비 예산 절감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의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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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 2,500㎡(영산홍, 황금사철, 남천)

∙ 사업비 : 4억원

∙ 사업기간 : 2016.01 - 2016.10

 기대효과
∙ 기존 녹도의 녹색경관과 더불어 관목류의 개화 시 볼거리 제공

∙ 상습적·반복적인 훼손의 방지로 도시미관개선

▣ 벤치마킹 사례

일본 고베 에코폴리스 계획

 에코폴리스 계획은 제3차 고베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전 시민이 안

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

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침157)

∙ 계획의 대상분야는 상호관련성을 배려하여 ‘물’, ‘에너지’, ‘녹음과 동

식물’의 3분야를 대상으로 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

 녹음과 수변의 연출
∙ 녹화기금을 만들어 민유지녹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에

조화된 도시녹화수법의 검토 및 녹화확충을 실시하고 있음

 도시시설의 생태적 연출
∙ 분수와 얕은 여울, 야경을 부각시킬 수 있는 투광조명과 여기에 자

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전지 판넬의

벽면녹화 실시

 인공지반의 녹화 사례
∙ 녹지공간이 부족한 복잡한 시가지내에서는 인공지반(주차장 상단,

육교 위, 보도 위 등)에 녹화를 실시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가지내

녹지의 도입을 시도함

 가로수 및 완충녹지대
∙ 가로수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의 다단식

157) 최윤찬(2002), ‘외국 도시들의 녹화 사례’, 부산발전연구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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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구성하고 있으며, 화목류를 도입하여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지

역의 특성,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반영

그림 4-46 일본 고베 에코폴리스 계획

출처 : http://www.m.yongin21.co.kr

2.4.2 생활환경

가. 생활환경의 트렌드 동향

◦ 우리나라의 미래는 글로벌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혁명 등 범

세계적인 요인은 물론 경제사회 양극화의 진행,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중국의 급부상,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 등의 국내 및 동아시아

지역 요인들이 복합되어 전개

◦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고령화, 세계 부의 이동, 신기술 발전가속화 등의

메가트렌드가 큰 맥락에서 환경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환경의 위협

 현 상태가 지속되면 지구 기온은 2100년까지 최대 6.4℃ 상승이 전

망158)되고, 기온상승에 따라 휘발성 유기오염물질(VOCs)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환경호르몬 등) 전파속도 증가되며 특히 건강취

약계층인 어린이, 임산부, 노년층 등 노약자에 대한 리스크 증가함

◦ 물 부족의 심화와 생태계 훼손에 따른 환경 리스크 증가

 영국의 왕립학회(Royal Society, 2004)는 2025년에는 50개국 30억 인

구가 물 부족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물 부족은 수질악

158) Gerald A. Meehl 외(2007), ‘전 지구 기후전망’,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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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이어질 수 있어 물 관련 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생태계 훼손에

따른 자정능력 감소로 독성물질의 자연분해·처리능력이 떨어져 환경

리스크가 커짐159)

◦ 인구 고령화와 독거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니즈 증가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2018년 고령사회 진입)를 보

이고 있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환경보건 서비스 니즈 증가하고, 특

히 고령층도 독성물질인 VOCs, POPs, 중금속 등에 대해 건강취약

계층으로 특화된 대응책 필요하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독거인구에 대

한 환경보건 서비스(정보 등) 강화도 요구됨

◦ 세계의 부의 이동에 따른 환경 리스크 증가

 BRICs의 대표주자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

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 및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지

고 아울러 산업화에 따른 사막화는 황사의 빈도 및 오염강도를 증가

시킬 전망되어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및 국제 단위 접근이 필요함

◦ 시민들의 삶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환경 니즈 증가

 웰빙’의 가치가 중시되어 일상생활 공간의 환경적 안전성, 쾌적성의

요구,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의 요구가 커지며 지하철, 학

교 등의 방사능 안전요구도 커짐160)

나. 생활환경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국내 환경관련 정책동향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5개년 대책,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화학물질 선진화

계획,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59)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1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환경보건 기술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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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통

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09-2013년 수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역량 발전 및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 기반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기질을 국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8-2012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수립

∙ 지하역사 오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오염원 목록(inventory) 및

사전 관리 강화, 상시 모니터링·오염저감 평가시스템 도입, 제도개

선 및 인프라 구축, 시설투자 지원 및 파트너십 제고를 추진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

으로 유해화학물질 현황 및 전망,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책 등을 마

련하고 정부·산업계·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세부 실천계획을 제

시

∙ 녹색화학 추진을 통하여 화학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추진, 취급제

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국가 우선관리 대상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는 화학

물질 안전관리 추진, 유해중금속 규제방안 검토 등 최근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능동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다양한 화

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의 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

 국민건강, 환경보호 및 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2009

년부터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추진

∙ 유해화학물질 위해·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306

로 부터 국민건강·환경 보호, 화학물질 정보관리 선진화 추진, 이해

관계자간 상호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시행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2006-2015년의 환경보

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

을 최소화, 환경성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

현161)

∙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

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를 추진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지역민들의 쾌적환 도시환경 제공을 하여 친환경적 도시 조성

◦ 포항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한 새로운 자원화

◦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친환경 하수처리 방안 미련

◦ 침수 예방 방안의 효율적 운영 및 도심지역 침수예방 환경 조성

라. 세부전략사업

1) 물 수요관리 기반체계 구축

▣ 사업내용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자원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포항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추진

1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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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의 저장을 통하여 물 부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빗물이용 및

저장시설 설치사업, 중수도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연계

사업 추진

 빗물 이용 확대 보급을 위한 행정 및 예산지원을 통하여 빗물사용량

에 해당되는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를 통해 빗물 이용 및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물의 효과적인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 노후수도관 교체, 물 정

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공업용수로 활용

 결국 수원의 확보는 지하수의 개발과 같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배제하고 기존의 수자원의 정화·절수 등으로 물을 확보함과

더불어 빗물을 저장하고 용수로 활용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플로리다 물 관리 시스템

 1987년의 깨끗한 물을 위한 연방법의 402(p)항에서 국가의 오염원제

거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에 의한

우수관리 허가기준을 EPA가 마련하도록 규정

 지방정부가 기존의 우수배제시스템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

고,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우수에 대한 허가를 요구

 관리를 유역개념에 기초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행정

부와 EPA는 인구 100,000명 이상을 갖고 있는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

 1982. 2월에 Florida 행정 code 17～25장에 있는 주정부의 우수관리

규정이 환경관리성(DER)에 의하여 작성162)

162) 한형근(2000), ‘도시지역 내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우수관리시스템 고찰’,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

원,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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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미국 플로리다

출처 : http://www.indaily.co.kr/, http://uhakplus.co.kr/xe/

2)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 생활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연도별·폐기물 유형별 기초데이터를 GIS기반 DB로

구성하고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

 생활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각에 의한 새

로운 에너지화의 가공과정을 폐기물의 자원화

 기존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 고형

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시설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과의 연계

를 통하여 시설의 처리 용량 증대 등에 대한 연구수행

 기계적 처리시설의 첨단화,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개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의 새로운 에너지화 시설 및 사업

도입

▣ 벤치마킹 사례

일본 나가노현 히가시야마 크린센터163)

 나가노현의 소각시설은 ‘98년 3월에 완성하였으며, 폐기물 소각로의

규모가 1일 65톤 2기의 중규모시설이지만 로내의 다이옥신류 농도가

0.1mg/㎥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며 세계 최소규모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도입함

163) 박우주(2003), 전게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6-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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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집진기로부터 모아진 비산재는 소각재 처리시설에서 고형화되어

매립되며 소각로 내부 및 유인송풍기로부터의 소음제거를 위해서 흡

음재 및 콘크리트벽을 이용하고 있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일본의 다

이옥신 항구대책 기준 또한 만족하고 있음

그림 4-48 나가노현 히가시야마

출처 :http://www.kr.japan-guide.com/, http://www.city.higashiyamato.lg.jp/

3) 소음·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 사업내용

 소규모 공사장(1,000㎡ 미만) 환경 실명제 운동, 하절기 소음악취 기

동반 운영, 가축 및 분뇨 등 악취발생사업장 저감사업 추진

 자연발생유원지 조성

∙ 유원지별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자연정화책임구역 지정 및 운영

∙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및 현대화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
∙ 사업량 : 기존 15,000 → 21,000톤/일로 증설

∙ 사업비 : 215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향후계획 : 기초 및 건축공사 실시, 급속한 인구증가로 4,000톤/일

가량의 증설 계획 추진

 청하·기계하수처리장(BTO)
∙ 사업량 : 시설용량 2,900톤/일(청하 : 1,900톤/일, 기계 : 1,000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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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827억원(국비 564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21억원, 민자

211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 향후계획 : 종합시운전 및 준공, 준공 후 민간 운영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 하수도개수공사, 하수도보수공사, 하수도준설공사, 노후하수관로 정

밀조사 등

 하수재이용수 이용 주민친화형 물사랑공원조성
∙ 목적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로 생활환경개선

∙ 위치 : 하수재이용시설 광장

∙ 시설구성 : 바닥분수, 물놀이기구, 식물식재, 물 체험관, 물사랑 테마

파크 등

∙ 기대효과 : 쾌적한 하수처리로 인한 생활환경개선, 형산강프로젝트와

연계한 힐링공간 조성,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들의 물

체험 학습공간 조성

▣ 벤치마킹 사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은 프랑크푸르

트시 180만 명의 하수처리를 담당164)

∙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하루 약 7만5천 톤의 하수량

을 받아들여 처리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은 하수슬러지는 100% 소각해 열과 온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침사지에 가라앉은 깨끗한 모래는 건축자재로

이용하는 등 전량 재이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하수슬러지나 침사지에서 나오는 제2

차 오염물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재이용

164) 워터저널(2010),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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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밀폐 시설과 바이오

필터 내 시멘트 수조를 채우고 있는 나무뿌리와 나무껍질 등 미생

물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은 중앙통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운

영165)

∙ 하수처리 시스템과 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기술단계를 복합적이며,

서로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음

그림 4-49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수처리장

출처 : http://www.waterjournal.co.kr,

4) 선제적 침수예방사업

▣ 사업내용

 선제적 침수예방체계 구축

∙ 빗물펌프장 펌프정비 및 보수

▶ 사업량 : 죽도펌프장 펌프정비 외 7개소

▶ 사업비 : 3.4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16.01 - 2016.05

∙ 빗물펌프장 26개소(민간자율방재단운영)

∙ 공단빗물펌프장 제진기 보수공사

▶ 사업량 : 제진기 로타리식 교체 5조(4m×3경간 3조, 3m×2경간 2조)

▶ 사업비 : 10억원(교비 7억원, 시비 3억원)

165) 워터저널(2010), 전게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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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6.01 - 2016.03

 도심 속 생태공원 빗물펌프장 설치

∙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

▶ 사업량 : 펌프시설 1동, 관로정비 3.54 km, 유수지 면적 4,400㎡, 생태

공원조성 1식

▶ 사업비 : 336억원(국비 163억원, 도비 42억원, 시비 131억원)

▶ 사업기간 : 2015.01 - 2017.12

▣ 벤치마킹 사례

독일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포츠다머 플라츠는 베를린 티어가르텐(Tiergarten)공원 남동쪽, 국회

의사당과 브란덴부르크문 (Brandenburg Gate) 남쪽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가광장(Town Square)

 독일은 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하수 보전을 도모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빗물관리를 시도하고 있음166)

 포츠다머 플라츠 단지 곳곳에 우수저장 및 정화를 위한 생태연못 조

성

∙ 생태연못은 기존 생태하천과 연계함으로써 평상시에는 빗물 이용

및 저류에 활용하고, 수용 초과량은 단지 외부로 유출167)

∙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수로가 대상지 전체에 연결됨

∙ 모든 지표수가 생물학적 정화과정을 거쳐 습지 및 생태공원에 재활

용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음

166) 이병재(2014),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Reilientt city 조성’, adaptation, pp.16∼17, 인용

167) 이병재(2014), 전게서, adaptation, pp.16∼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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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독일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출처 : 국제빗물포럼, 이태구, 2009

2.4.3 복지환경

가. 복지환경의 트렌드 동향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3.1%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7.25%, 2004년에는 8.7%로

증가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15%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168)

◦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70년

에 고령화 사회로, 이어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

 이에 따른 노인 부양비 증가율이 30% 이상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스

페인이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은 노인부양비 증가율

이 20%에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

◦ 각 선진국 복지환경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고령자통합서비스 개

발, 복지전문가 육성 및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 저출산 대책의 확립 등

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망하고 있음

168) 보건복지부(2005),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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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환경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중 하나로 맞춤형 복지를 선정하여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계획

(5대 대상별 맞춤형 복지)하고 있고 그 세부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음

 영유아/여성
∙ ICT 기반의 새로운 포괄적 보육서비스 개발·확대, 보육서비스 통합

관리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창구 마련, 접근성 향상을 통한 개방·

공유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보육 관련 이해관계자간 참여·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경험(UX) 개선 등

추진

 청소년
∙ ICT를 활용한 보호·선도 영역의 선진 서비스 개발, ICT 기반의 청

소년 정책·서비스 단일 창구 개선, 청소년 관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SNS 채널 확대,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사용자경

험(UX) 구축 등 추진

 장애인
∙ 실효성 높은 생활밀착형 콘텐츠·서비스 개발, 장애인 관점의 웹 접

근성 제고 및 격차해소, 다양한 보조기술 적용을 통한 서비스 환경

개선,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고품질 ICT 교육 제공, 장

애인 보호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추진

 다문화가족
∙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구축, 소

통·참여로 활용을 유도하는 유인형서비스(Pull Service)로 전환, 다

문화 복지 관련 부처/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의 정보격차 해소 및 ICT 활용역량 강화, 차별 없는 기본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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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사용환경 조성 등 추진

 노인
∙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경험(UX) 개선, 다양한

노인층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편, ICT를 활용한

신규‘어르신 보호서비스’ 확대·제공, 액티브시니어 등장에 따른 새

로운 콘텐츠, ICT 서비스 개발, 소외노인을 위한 다자간 참여·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등 추진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

복지수요에 대응 가능한 복지환경 조성

◦ 장애인·아동·저소득층 등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복지

시스템 확립

◦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연령층·계층·성

별에 구애 받지 않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복지·문화·교육·안전이 결합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 보편적 복지를 뛰어넘어 중산층에 의한 자원복지로 확대하여 자원복지체계

의 기반 마련

◦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청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여성의 사회진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여성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

기 위한 여성복지 전략 모색

◦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및 여성 친화형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고령화 시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복

지실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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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라. 세부전략사업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포항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 맞

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서 발급

 포항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GIS기반의 사회복지

맵 작성 및 배포

 효율적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관리

∙ 정확한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과 복지서비스 누락 및 중복 방지

 가사 및 간병도우미 서비스, 노인보건서비스 등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맞춤형 복

지 사업의 추진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체계적

복지네트워크 조성

 여성폭력상담서비스, 가정폭력상담서비스, 산모간병서비스 등은 주로

여성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한 「행복드림팀」 구성

∙ 권역별 팀을 구성하여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

∙ 기초수급 신규책정자 순회교육(복지시책, 의료급여제도 등)

∙ 혈당, 혈압체크 등으로 질병의 사전예방

∙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합리적이니 의료기관의 이용안내 서비스

∙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의료복지향상 등의 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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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취업지원, 미용서비스, 보건서비스, 장애인 특화 서비스 등

각 분야별, 특성별로 맞춤형 복지 실현

▣ 벤치마킹 사례

호주 센터링크(Centelink)169)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7년 영연방 서비스 전달법에 의해 탄생,

2004년까지는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였으며, 정부의 서비스

들을 한 곳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최상의 서비스전달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

 연방정보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140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재원은 대부분 정부부서나 다른

기관들과의 구매자-제공자 연계에 기초한 경영협력계약으로 마련

 센터링크를 매개로 하여 민간서비스 기관에 의해 고용서비스가 공급

되는 취업네트워크(Job Network)서비스로 다양한 고용서비스제공자

(민간기관, 지역사회조직, 국가기관 등)의 관문(gateway)역할을 수행

함

그림 4-51 호주 센터링크

출처 : http://www.en.wikipedia.org, http://www.chedulife.com.au

2) 종합복지문화지역 조성사업

▣ 사업내용

 지역에 존재하는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부지면적에 부합하여 근린공

169) 성노현(2013),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략 도입방안’, 보건복지부, pp.124-126, 인용

http://www.chedulif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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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을 설치하는 체계 구축

 또한 포항시의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의

민간개발로 공원을 조성하여 종합복지문화지역으로 구축

 다양한 연령층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인 근린공원이 어린이, 청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는 도서관과 노인유입이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조

성은 사회적 유대의 강화와 커뮤니티 증진과 더불어 방범 및 안전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적 기능이 발생함

 정부 및 지자체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대가 교류의 커뮤니

티 증진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벤치마킹 사례

미국 다목적노인센터(Multiple purpose senior center)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강

및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급식서비스,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방문서비스

및 다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문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

음170)

 초창기 건강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신체적·정신

적으로 허약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휴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노인들이 한 장소에서 자기의 니즈에 따라 활동하고 배우고 의사소

통이 가능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과 사

회 보장 서비스를 누리고 있음171)

170) 박민정(2005),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4-26, 인용

171) 오경석 외(1996), ‘노인종합 복지타운의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p.5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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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미국 다목적노인센터(Multiple purpose senior center)

출처 : http://www.mygulfport.us, http://www.e-architect.co.uk

일본 후쿠오카 시메 종합복지관(시메이트)

 후쿠오카 근교에 위치한 시메라는 동 단위 마을의 종합복지시설로

부지면적은 49,065㎡172)

∙ 주요시설로는 데이서비스센터, 사랑방, 목욕탕, 어린이수영장, 정보

센터, 회의실, 어린이 양육센터, 연수실, 활동실, 공예실 등으로 이

루어짐173)

 모든 사람(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외부공간에 산책로와 놀이시설이 있어 어린이를 데리고 방

문하는 가족들이 많으며 젊은층의 시민들도 많이 방문함

 작은 규모의 복지시설이 동 단위의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전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

그림 4-53 후쿠오카 시메 종합복지관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2015), http://www.busan.go.kr

172) 부천시(2013), ‘가칭 부천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부천시청, pp.38∼42, 인용

173) 부천시(2013), 전게서, 부천시청, pp.38∼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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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복지시스템 확충사업

▣ 사업내용

전문자원복지기관 설립

 자원복지시스템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전문자원복지기

관의 설립과 활성화 도모

∙ 전문자원복지기관의 운영주체는 민간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민관협

력형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자유의지에 의한 복지의 실현이 미흡할

수 있다는 예상하에 포항시의 경우 민관협력형 전문자원복지기관의

운영이 바람직

 자원복지시스템 구성 초기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요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실행하며, 점진

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 구축

 자원복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이 확보된 복지환경 구축

 복지에 대한 트렌드가 국가에 의한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를 뛰어

넘어 중산층에 의한 자원복지로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포항지역

의 자원복지시스템 확충사업 추진

▣ 벤치마킹 사례

영국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RSVP)174)

 중고령자와 노인들이 은퇴한 이후에 이들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함

 RSVP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자도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자원봉사자 자신에게 초점

을 맞춰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에 맞는 일을 찾도록

노력함

174) 이금룡(2012),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p.49-5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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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VP는 4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서

벌이고 있으며 보건과 사회서비스(Health and social care)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는 2,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의 보건이나 사

회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다른 자원봉사단체나 조직들과 파트

너십을 맺고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음

그림 4-54 영국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RSVP)

출처 : http://www.ibtimes.co.uk/, http://www.theseniorsource.org/

미국 AVA((The Associationfor Volunteer Administratio)

 전문적인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함

 자원봉사관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 그들의 네트워킹에 집중한 활

동을 함

 AVA 아카데미는 총 8개의 90분 워크숍으로 구성된 강의를 통해 자

원봉사관리의 기본교육을 함175)

∙ 수강자격은 자원봉사관리 분야에서 3년 이하의 경력이 있어서 약간

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새로운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신청자격이 주어짐

∙ 교육내용은 욕구 조사, 자원봉사활동처 기획,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자 심사와 면접, 봉사자 배치, 봉사자 훈련, 평가, 인정 등으로 이루

어짐

175) 김종숙(2008),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23∼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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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는 조사를 통해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는 자원봉사관리 사례를

개발하고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메세지를

제안하여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 및 보급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와

관리자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을 위해 꾸준한 옹호활동을 해온 덕분

에 현재의 자원봉사진흥법,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법안, 자

원봉사단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음

그림 4-55 미국 AVA((The Associationfor Volunteer Administratio)

출처 : http://www.mavanetwork.org, http://www.avacaaz.org

4)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조성사업

▣ 사업내용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하는 독거노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생활주택을 조성하여 효율적 복지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들의 커뮤니티 및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공동일터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함

 기존의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주택을

조성하고 공동취사장,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설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치매 상담센터 운영

∙ 어르신 치매선별 검사

∙ 치매 예방교육 실시

∙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시스템 구축

 주변의 기반시설을 보행약자의 동선에 맞는 형태인 Barrier Free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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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

▣ 벤치마킹 사례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사업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 및 독거사 등 독거노인 문제 해소

 기존 마을회관 내 경로당을 개보수 또는 신축을 통하여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숙식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능을 보강하여 혼자가 되더

라도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함

 2006년 2곳에서 시작하여 2011년 108곳이 운영되고 있음

 마을대표자가 관리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가진 새로운 복지시스템

 규칙적인 식생활 및 편안하고 가족적인 주거환경 제공

 지역 노인의 의료·복지비용 절감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그림 4-56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출처 : http://www.domin.co.kr, http://www.inp.or.kr

5) 다연령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시민의 여가활동 및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린

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다연령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복지를 실현

 유년층의 자원봉사는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봉사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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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자원봉사는 각 구성원의 특기를 살린 음악, 교육, 예술 등

의 분야의 특성화된 봉사프로그램 개발

 장년층의 자원봉사는 음식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전문 분야별 봉사 프로그램 개발

 유년·청년·장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 벤치마킹 사례

미국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 (CNCS)176)

 CNCS는 모든 연령계층과 배경의 미국인들에게 시니어코, 아메리코,

Learn and Serve America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라와 지역사

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함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교육, 환경, 공공안전, 본국안전(homeland

security)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서의 지역사회욕구에 대응하기 위하

여 전국 및 지역사회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지역기관에서 봉사

 CNCS는 미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창조적인
힘이 되고 자원봉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국의 각 조

직들에게 유용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CNCS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자 함

그림 4-57 미국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

출처 : http://www.fordblueovalnetwork.org, http://www.nationalservice.gov

176) 이민창(2006),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의제선정 연구용역’, 행정자치부, pp.30-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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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젊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 사업내용

 청년복지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 및 기업가로서

육성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창업

교육 환경 등 창업자(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와 경험 등

을 보유한 기관 설립

 열정과 역량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재능을 겸비한 인재 양성

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포스텍 등의 우수한 교수진

과 창업 지향 커리큘럼 개발, 학술 연구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또한, 교육, 문화,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개발되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발굴-육성-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와튼 SBDC의 창업지원177)

 미국 정부는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창업준비자들을 위한 교육적서

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으로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중

 와튼 SBDC는 와튼스쿨을 기반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창

업희망 및 창업 준비자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와튼 MBA과정의 대학원생 100여명을 컨설턴트로 배치하여 창업보

육프로그램(Business Building Program)을 통해 사업체를 준비하려

는 500여명의 창업가들에게 매해 개별 서비스를 제공 중

177) 이요행(2013),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p.176-17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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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컨설팅프로그램(High Impact Growth Consulting Program)을
통해, 약 60여명의 MBA과정 대학원생들과 학부학생들이 60여개의

사업체에 대해 경영주가 전략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

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창업준비자들이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

기까지 개별 서비스를 통해 장기간 동안 조력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그림 4-58 와튼 SBCD

출처 : http://www.whartonsbdc.wharton.upenn.edu

7)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전업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수아카

데미와 봉사영역을 개발 및 보급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사

회적 인식개선을 추구

 노인적합 재취업분야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각종 단체와 연계해 노인자원봉사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기

회 확대와 재능기부로 노인사회활동 인식변화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

수아카데미 유지·관리·모니터링하고 참여노인 및 수행기관의 의견청

취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지역별 밀착지원을 통한 포항시 각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적합한 일

자리 개발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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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참여자와 장기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

이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실버인재센터

 정년퇴직을 한 60세 이상의 신체가 건강하고 취업 의욕이 있는 고령

자를 지역사회에 밀착한 가정, 사업소, 관공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

며, 일본 정부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처하기 우한

중요 시책으로서 1980년부터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음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간병 보험 서비스, 생활 지

원 서비스가 있으며 고령자 취업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 고령자가

자주적으로 관련 서비스에 참가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및 고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증대를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

하는데 기여함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사업주 단체의 협력 하에 기능 훈련, 합동 면접

회 등 시니어워크 프로그램 사업을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그림 4-59 일본 실버인재센터

출처 : http://www.jsnews.co.kr, http://www.koreadaily.com

8) 노인인력운영센터 건립

▣ 사업내용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일자리사업 수행을 지원

하며 정보제공, 전문경영지도, 사업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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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항지역 특성 및 노인의 능력,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

며 대상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제반 일자리

사업 전반을 수행

 시니어클럽 역할 강화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기관으로서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원이 있는 만큼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정립

∙ 포항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자원 동원, 사회적 일자리 연합체

형성 등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노인복지회관 역할 강화
∙ 인적, 물적 인프라의 차이가 큰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 복지회관의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하

며, 지역사회연계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

관으로 유도

∙ 고령 인적 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초기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

선, 직종 개발, 경제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

 대한노인회 역할 강화
∙ 연합조직망의 활용 및 인력파견형 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지

역 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단순, 일용, 정규직을 포함한 접근

성이 높은 일자리를 개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 벤치마킹 사례

일본 고베시 실버인재센터

 일본의 고령자 고용취업정책은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통한 65세까

지의 고용확보와 준 고령자 재취업 원조·촉진, 취업의욕과 체력의 다

양화에 맞춘 취업기회의 확보 등이 있음

 노인 일자리 체계에는 민간사업, 민간기업, 협동조합, NPO 등이 참

여하며 자주, 자립, 공동, 공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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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시는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 및 연대를 목표로 공공성과 공익성

이 높은 사단법인 실버인재센터, 독거노인, 부부노인의 생활 실태 등

을 조사·연구하여 고령자백서를 발간

 또한 복지, 공원녹화, 물류,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지역복지사

업소 설치, 데이케어센터, 방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순회 봉

사, 홈 헬프 파견, 복지용구 판매 등 고소득을 창출함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고령자 경영인의 자체적 사업으로 독립

적인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인 고령자 협동조합 등도 운영 중에 있

음178)

그림 4-60 일본 고베시 실버인재센터

출처 : http://senior.chosun.com/

9)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유형,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과 공공 및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새롭게 개발된 장애인일자리 아이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직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지역사회 직업재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포항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및 신규 일자리(배치기관) 개발

178) 오경민(2011),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경희대학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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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 역량 및 중앙정부(보건복지부/한

국장애인개발원)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장애인일자리 현장에서의 자

체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도모

 포항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밀착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진행 지

원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자와 담당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 및 성과관

리를 위한 일원화된 행정체계 마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179)

 주정부직업재활 기관은 주로 장애가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기관

 전적으로 장애인에게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기관으로써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주정부 직업재활기관은 기타 복지서비스,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연금,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정부 정신치료 서비스, 퇴역 군

인들을 위한 퇴역군인 재활서비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서비스, 자립재활 서비스 등의 이용자들을 연계해 지원함

 미국의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에 주요골자인 지원고용서비

스는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서비

스가 제공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주정부 직업재활기관과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변화와 발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

여 추가해야할 서비스와 축소해야할 서비스 등을 논의함

179) 김종인(2012),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

구원, pp.46-4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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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미국 주정부 직업재활

출처 : http://www.bundoreh.com, http://www.gomduritour.com

10)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 사업내용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기업체·지역언론·지역대학 등의 네트

워크 운영 등 거버넌스 구축

 여성 인턴의 확대추진으로 일자리 확보

 여성 취업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여 향후 여성의 취업기회 확보와

함께 여성복지 증진효과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건·위생·영양보조

등의 업무를 시간선택제를 실시하여 탄력적 일자리 발굴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여성 재도전지원 플랜180)

 일본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여성 노동

력 인구를 2015년까지 25만명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여성의 재도

전지원 플랜을 추진

180) 서영주(2009), ‘서울시 전문직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pp. 51∼5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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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정책으로 재도전을 용이하게 하는 지역 환경 조성, 학습·

능력개발 지원, 재취업 지원, 종합적 정보제공·조사가 있음

 공공직업 안정소(Mother’s Hello Work)

∙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기 취직을 희망 또는 직업과 자

녀 양육의 양립을 위해 전직을 희망하는 재직 중인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함

∙ 취직실현 플랜을 통해 개인별 취직지원, 담당자 지정을 통한 일관된

취직 지원, 취직을 지원하는 세미나, 컴퓨터 강습을 지원, 보육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를 데리고 오는 구직자를 배려한 시설 제공

∙ 2007년 운영실적에 따르면 27,511명이 구직을 신청, 6,330명이 세미

나에 참여, 119명이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 426명이 취업합

 여성대상 창업스쿨, WWB Japan이라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 소개 서비스 시행

그림 4-62 일본 여성 재도전지원 플랜

출처 : women.go.kr

11) 포스텍 의대 설립 추진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수도권과 지역 간 과도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외부의료비

지출을 완화하 시민 의료복지 개선

∙ 창의적 인재 및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창조도시 포항 정주여건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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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여건
∙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커지고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욕구

∙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발표’등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변화 조짐

∙ 산업다각화 및 철강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추진

∙ 포스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대 설립 필요성 증대

 사업의 추진방향
▶ 지역주체가 함께 포스텍 의대 추진의지 확보

∙ 포항시·포스텍·포스코 간 포스텍 의대 설립 MOU체결

∙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통한 민·관·산·학 공동 추진

▶ 교육부 의대정원 확보 노력

∙ 타 지역과 차별화된 포스텍 생명공학부의 연구성과 집중 부각

∙ 지역의료발전 차원을 넘어 의료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

▶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자금 확보

∙ 포스코 및 제약회사, 대기업 등 투자 유치

∙ 포스텍 의대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등 행·재정 지원방안 강구

 사업의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포항을 국내 바이오·의료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정체, 도심공동화 극

복

∙ 천혜의 해양자원과 환동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포

항을 환동해 국제의료 관광도시로 육성

▣ 벤치마킹 사례

미국 텍사스 메디칼 센터(Texas Medical Center: 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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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에 집적된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지역 메디클러스터의 자연적

형성으로 휴스턴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함

∙ 개인기업가 M,D 앤더슨이 기증한 1900만 달러로 구성된 자선재단

에서 텍사스대학의 암연구를 위해 M.D 앤더슨 병원 설립181)

∙ M.D 앤더슨 암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대학에서 약대, 의학센터의 확

장/설립과 의학회의 휴스턴으로의 이전으로 메디클러스터가 자생적

으로 발생함

 M.D 앤더슨 암센터는 암환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Texas 대학 내

에 소재한 암연구센터로서 그 규모는 세계 최고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함182)

 Texas Heart Institute(THI)는 심장질환 감소를 위한 DUSSRN, 교

육,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1962년 설립 이래

세계최초 인공심장 이식 성공, 스텐트 개발 및 적용 등의 성과를 보

유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심혈관질환 치료에 응용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추진 중183)

 세계 의료의 허브가 되면서 의학 관련 각종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제약·바이오산업도 병원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휴스턴에 집적

 호텔, 관광, 컨벤션, 항공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며 휴스턴 경제의 파

급효과를 거둠

181) 정명섭(2006),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24∼30, 인용

182) 정명섭(2006), 전게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24∼30, 인용

183) 정명섭(2006), 전게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24∼3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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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미국 텍사스 메디칼 센터(Texas Medical Center: TMC)

출처 : http://www.careers.texasmedicalcenter.org,

http://www.digitalcommons.library.tmc.edu

12) 창조도시 포항형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보장협의회로 구성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항형 복지 플랫폼 구축

 사회보장에 관련된 시책·자원 개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의 연계 및 협업

 전문가 양성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복지 분야 사업추진 읍면동 평가 실시

 읍면동의 사례관리 기능과 연계 강화

 복지행정의 내실화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 충족 기대

 민간 및 공공분야의 복지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이치카와시

 이치카와시의 면적은 56.69㎢에 달하며, 2009년 10월 1일 현재 인구

는 475,751명으로 치바현(6,183,743명))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인 1%예산제를 통해 주민복지 실현과 주민참여라

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

∙ 그외에도 시민계몽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누구라도 개개 능력을 살리면서 건강하고 활력있게 생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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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목표로 함

∙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 및 포럼 증가, 평생교육 코스 참여 기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고령인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가족환경 조성 등을 실시

∙ 평생 건강증진 및 체중관리 삶의 동기 진작 ,간호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관리체계 구축, 즐거운 주거 환경 조성 등을 기초적인 목

표로 설정

∙ 고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화함으로서 시민들이 각자의 건

강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노력함

 개인, 기업, 학교, 지역 등 다 방면의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복지활동

을 추진함

∙ 개인 차원에서 꽃가꾸기를 통한 환경미화 및 지역커뮤니케이션 강

화활동 추진

∙ 기업 차원에서 내 장바구니 사용운동과 비닐봉투 폐지, 지역농수산

물 판매, 쓰레기 줍기 등 추진

∙ 학교 차원에서 건강강연회 개최, 유치원과의 교류 등 헬시스쿨을 만

들기 위한 활동

∙ 지역 차원에서 동네 유지의 방범활동 등과 같은 지역복지활동을 추

진

그림 4-64 일본 이치카와시

출처 : http://www.wonjutoday.co.kr, http://www.japan-chiba-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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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인재 및 교육 

가. 인재 및 교육의 트렌드 동향

◦ 유럽연합에서는 2009년을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창의성과 혁

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하였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21st Century Skills) 계발을 위

한 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정책 결정자들은 창의성 교육을 미래 글

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예술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창의성

계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 우리나라 또한 혁신주도적 경제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데 교육계는 물론 경

제계 및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산

◦ 국제학력평가를 역량중심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21세기 역량 평가 및 교

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이라는 글로벌 프

로젝트가 2009년부터 추진

 이는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및 정보 문해능력 등 역량을 측정하는

혁신적 평가 방법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OECD 및 국제교

육협회(TIMSS 등 주관, 이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와 공동 작업

으로 진행

◦ OECD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젝트(AHELO)가

2010년대 중반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고등

교육의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지식정보화에 기반 한 혁신 주도적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 교육개혁의 흐

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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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사회 전략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됨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체제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연계 구축과 교육과정 및 전공과 연계된 핵심 역량 표준(standards)의 개

발, 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 혁신적 리더십 및 미래학교/대학에 적합한 교육시설·환경 조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개혁 전략이 요구됨

나. 인재 및 교육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창의

교육’이 기획되었다. 이어 6월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창조

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전략이 보 다 구체화되

었다. 또한 7월에 발표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창의역

량 강화’를 위해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활용’ 분야에 6개 과제가 포함

◦ 정부는 2013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

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

문별 계획으로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

◦ 정부는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이 라는 비전

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9월에 발표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 내에 마련하

여 창업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한 경제 기반을 구축

◦ 또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창업친화적 대학교육 제도마련,

대학생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인식 개선 등의

3가지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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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적 대응 방안으

로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 조성

◦ 청년·여성·노인·은퇴자 등 사회의 모든 계층 및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취업·창업·재취업 지원 및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및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과신설로 전문가 양성

◦ 지역의 인재양성과 더불어 타 지역·해외의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구축과 산업별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포항지역의 주민들과 포항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류 증진

기회 확대

라. 세부전략사업

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 사업내용

 지식과 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령별, 성별, 수준별 맞춤형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

축

 포항시의 각 지역별로 역량이 뛰어난 분야 또는 전문가의 교류 및 교
육으로 사회·환경·교육·산업·보건·의료·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지식·창의력 등의 배

양하여 지역발전의 역량 강화

 평생학습원을 조성하여 평생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단순 강

의가 아닌 체험과 강의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

 포스텍, 한동대 등의 포항소재의 대학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중앙도

서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상공회의소 등의 지역 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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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구축

∙ 지역대학과 우수 인적자원의 재능기부로 산업체 근로자 교육

∙ 직장인 야간교양대학, 찾아가는 기업 평생학습 운영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포항교육지원청, 포은 중앙도서관, 초·중·고·

대학교, 포항시 평생학습원 등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를 포괄하는 형태

로 사업 추진 체제 마련

∙ 베이비부머세대 신규 취·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교육 실시

∙ 재테크, 3D프린팅, 황토방, 흙집만들기 등 특별과정 운영

 또한, 기관간의 협의·조정·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협의회 및 교

육실무협의회, 등 교육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

 평생학습 상점 및 체험장 운영

∙ 평생학습·마켓·체험의 유기적 조화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학습상점 : 생활소품 위주의 상설판매 상점 운영, 수강생·동아리 회

원·강사 등 작품 전시 및 판매

∙ 평생학습 벼룩시장 운영 : 체험부스 및 수강생 작품 판매

∙ 학습의 결과를 마케팅하여 판매체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의 질적향상, 효율적 학습정보관리, 평생학습 종합관리 등

의 원활할 기능수행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 평생학습도시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

육 등의 지원

∙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의 평생학습 네

트워크 강화 및 공동체 조성 지원

∙ 시민교양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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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장소·강좌개설로 신개념 학습체제

∙ 평생학습원 재능기부 강사,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활용한 맞

춤형 교육 실시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여 선순환 학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재능기부, 학습시스템 구축 등 행정, 환경, 인적자원양성, 정보화 전

략 등 기반마련

 지자체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학

습도시의 원활한 발전에 기여

▣ 벤치마킹 사례

일본 가케가와시184)

 가케가와시는 1979년 시 탄생 25주년 기념식에서 평생학습도시선언

을 하고 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기존의 공민관, 공회당을 정비하고 각 지역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

였으며 중앙평생교육센터를 완공한 후, 평생학습시설 네트워크 시스

템 구축하여 시설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가케가와시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

기 위한 ‘시민총대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민총대회시스템은 시

장과 공무원들이 18개의 지구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에 대

한 주민참여 시스템

 시민들이 매 10년 단위로 자신의 평생학습 실천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연륜의 모임’을 개최하고

있음

184) 최돈민(2012), ‘동해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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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평생학습추진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심포지움, 평생학습 실천

활동에 대한발표, 강연회, 평생학습 실천 단체에 대한 표창 등을 통

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 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있

음

그림 4-65 일본 가케가와시

출처 : http://www.ohmynews.com

2) 미래설계지원센터 조성사업

▣ 사업내용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글로벌 창업교육 지원

 전업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사후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자의 역량 및 외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는

장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함께 설립하여 창업멘토링, 창업티칭, 창업

코칭 등 창업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전문직 은퇴자의 노하우 전수 아카데미 및 각종 단체와 연계해 재능

기부하고 재취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은퇴설계 및 재취

업 교육관 운영

 창업사무실 제공 및 사무용집기(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 등) 무상

지원 서비스

 산·학·연 연계의 공동 창업 지원 조직 구성
 창업지원 및 창업정보의 창구 역할을 위한 포항시 창업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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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미국 실리콘벨리 엑셀레이터 ‘Y Combinator’185)

 Y Combinator는 2005년 여름 첫 졸업생 배출을 계기로 지금까지

500여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

 YC Camp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2만 달러 미만의

초기 사업자금이 지원

 ‘YC Alumni’라고 불리는 Y Combinator를 거쳐간 선배들과의 만남

을 통해 성공노하우를 전수받는 프로그램 제공

 사업 전문가 및 기존 창업자들과 매주 30분짜리 미팅인 ‘Office

Hour’를 통해 성공노하우를 전수받는 프로그램 제공

 Y Combinator는 총 700여개의 회사에 투자하여 지원 성공률 90%,

평균 기업가치 500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Y Combinator 출신이

라는 브랜드와 프로그램 중에 형성된 업계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기반을 쌓게 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누림

그림 4-66 미국 실리콘벨리 엑셀레이터 ‘Y Combinator’

출처 : http://www.vator.tv, http://www.ycombinator.com

영국 창업 클러스터 Tech city

 East London Tech City를 줄여서 부르는 표현으로 실리콘 라운드어

바웃(Silicon roundabout)이라고도 함

∙ 런던 중동부 외곽에 위치한 Old Street과 Queen Elizabeth Olympic

185) 김재현 외(2015), ‘혁신센터 기반의 ICT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KT경제경영연구소, Issue

Crunch Special 20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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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사이에 있는 런던의 East End 전역이 해당됨

∙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클러스터들이 자생

하고 있었으며 2010년 11월 카메론 총리가 ‘Tech City’ 전략을 밝힘

으로써 급성장하게 됨186)

 입주기업들은 R&D 센터와 창업보육센터(Intel Incubator 등), 사무소

등을 세워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

∙ 가까운 거리에 창조적 아이디어, 대학, 금융 및 관련 산업체들이 밀

집해 있는 창업 및 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 형태로, 비자 관련 정

부지원 등을 통해 자국 업체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을 받아들이고 글

로벌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음

 멘토링 및 자문(Mentoring and advice), 유로경제구역권 외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사업비자 발급 지원, 공간 지

원, 그리고 구제자금 확대, 창업초기자금지원, 시드 투자자들에 대한

50% 세금 감면, 매칭펀드 조성 등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있음187)

그림 4-67 영국 창업 클러스터 Tech city

출처 : http://www.yhponline.com, http://www.m.sisapress.com

186) 손수정(201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2

호, pp.141∼142, 인용

187) 손수정(2013), 전게서,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2호, pp.141∼1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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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분야별 중점육성학교 지정사업

▣ 사업내용

 첨단산업(대학 등), 해양산업(해양과학 고등학교, 포항 1대학 등) 문

화산업 등 산업 분야별 중점 육성학교 선정 및 지원

 지역의 특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전문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실

현할 수 있는 전문대학 신설

 산업의 추진 단계별 중점학교의 특화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지역소재

산업체에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

재양성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유수의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연수의 기회 제공

▣ 벤치마킹 사례

뉴질랜드 New Zealand Maritime School(NZMS)188)

 뉴질랜드 유수의 해양학교인 New Zealand Maritime School(NZMS)

은 체계적인 외항선 항해사 양성프로그램(Maritime Foreign-Going

Programmes)을 통해 다양한 단기과정 및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Manukau Institute of Technology(MIT)의 단과대학으로 1989년 설

립된 NZMS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인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STCW) 코드가 요구하는 교육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NZMS의 항해사 교육과정은 단기 자격프로그램인 「Certificate in

Seamanship」 과정과 정규 학위과정인 「Diploma in Nautical

Science」, 「Masters Foreign-Going Class 1 and 2」 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188) 최기영(2014), ‘해양관광레저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p.124-12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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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8 뉴질랜드 New Zealand Maritime School(NZMS), 

출처 : http://www.maritimealumni.ac.nz, http://www.faceofshipping.com

4) 도심공동캠퍼스 운영사업

▣ 사업내용

 현재 북부경찰서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포스텍, 한동대, 포항1대학교

등의 포항 소재의 대학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학문적 교류의

장을 구현하여 각 대학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각 대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과목들을 선별하여 지역 내 학생

들 개개인이 선호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의 기회 제공

 수업이 없는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계획하여 시민강좌개설

 대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중·

고교학생들을 상대로 전공 체험 및 전공 설명의 강좌를 운영하여 미

래 대학 전공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각 대학교의 총장들과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의는 간담회 및 공청회

를 통하여 포항시의 충분한 지원과 학점 인정 등에 대한 동의가 선

행되어야함

 지식교류의 원천지가 될 수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재생

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벤치마킹 사례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KnowledgeVillage(DKV)189)

189) 김정홍(2009), ‘국내외 대학 중심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례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통권 126

호 pp.48∼57, 인용



제4장 도시비전 부문별 실천전략

347

 DKV는 DTMFZ(Dubai Technologyand Media Free Zone)에 위치한

교육기관 집적지로 두바이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석유가 2020년에 완

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DKV에서 양성하고 있음

 학교, 도로 등 인프라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중동지역의 명실상

부한 비즈니스 허브가 됨

 설립 목표는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UAE가 지식기반경제로

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

 외국의 명문대학을 DKV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두바이는 유

치된 대학 등에 활동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였고, 그 대가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산업계에 공급하여 두바이는

세계적으로 외국 대학 유치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제는 대학 자체

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림 4-69 UAE두바이 KnowledgeVillage(DKV)

출처 : http://www.snipview.com, http://www.dubaiinternetmarketing.com

5) 코리아 디아스포라 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사업내용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외에도 각종 상

담과 교육정보 수집·제공, 교육기관-봉사단체-동아리를 잇는 네트워

크 구성·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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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내 유관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인적 네트워킹 구축, 지역인

재육성에 관한 정부와 지역사회 간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

한 인재의 유입 및 지역 내에서의 발굴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조성

 지역 내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인적 네트워크, DB구축, 정책기획·연구·조사 및 공모사업 개최

 벤처기업, 대기업 등의 기존의 우수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인재발굴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인재를

유인하여 양성하여 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오사카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지원센터190)

 오사카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기능 계승을

비롯한 중소 제조기업의 인재육성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하는 단체

인 NPO법인 ‘지역 기반 기술 계승 플라자’가 (재)오사카산업진흥기

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지역 기반 기술 계승 플라자에서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제조기업의

인재육성과 기술 전승 관련 자문에 대응

 전문가 파견의 경우 히가시 오사카 시청 산업 지원과 및 히가시 오

사카 상공회의소 ‘모노즈쿠리 지원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받아 강사

및 전문가 파견

 히가시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재 육성 세미나

(재)오사카 산업진흥기구가 주최하는 강습회에 협력하고 있으며 해

당 세미나에 참가한 기업으로부터 기술·기능에 관한 상담이 있을

때에 강사 파견을 실시

190) KIET해외산업정보(2012), ‘일본의 중소제조업 내 인재육성과 능력개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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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오사카 모노즈쿠리 인재육성지원센터

출처 : http://www.m.asiae.co.kr, http://www.zdnet.co.kr

6) 관광특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포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관광사업

의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관련 협회 등 관광 및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연계해 관광개발 및 서

비스 전담팀 구성

 타 분야 R&D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 및

개발하고, 정기적인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광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아이템 발굴

 지속가능한 관광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 등의 전문가

를 양성하고 교육 및 운영을 관리, 인력풀에 대한 시스템 구축

 포항시 관광앱 개발, 통합적 관광정보 활용기반 마련, 여행계획 및

예약서비스 등 스마트 안내서비스 제공

 또한, 개인별로 특성화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안내로 사용자 위치정

보를 활용하여 관광지, 음식, 숙박, 교통 정보를 검색·제공하는 서비

스 개발

▣ 벤치마킹 사례

싱가폴 관광관련 학습센터(CTRS)191)

191) 김덕기(2001), ‘관광산업 인력 전문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pp.69-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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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훈련센터로서 교육·훈련·개발을 통

한 관광·여행업계의 전문성과 서비스 그리고 생산성 향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

 주요 교육내용은 우선, Cerificate Course로 항공요금 관련 기초지식,

ABACUS 컴퓨터 예약, Inbound 및 Outbound여행 계획 관련 업무

등 이고,Diploma Course는 일반관광지식 및 항공요금에 관한 내용,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외 효율적인 고객관리, 성공적인 세일즈 기술, 협상기술, 여행마케
팅, 업무여행 및 인센티브 여행유치, 국제회의 및 전시 조직 및 운영,

국제여행대리점업자 훈련프로그램, STPB 관광안내원과정 등을 배우

게 됨

그림 4-71 싱가폴 해양인프라

출처 :www.toupon.co.kr, news.chosun.com

7) 포항 요트아카데미 조성사업

▣ 사업내용

 수상관광레저스포츠 장비의 개발·보관·수리·교육 등의 산업을 유치하

여 요트의 대중화를 돕고 카누, 카약 등 저비용 수상관광레저스포츠

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관광체험장을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 해

양관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화성시 전곡항은 마리나클럽 요트체험 행사를 통해 요트의 제조·수

리·판매 등의 요트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http://www.toup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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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에서는 두호마리나항 개발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의 메카로 조성

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요트아카데미와 연계된 수상관광레저스포츠의 체험은 체류형 관광

을 촉진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수상관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광요트업 등 관련업종을

해양레저학교, 요트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포항의 요트센터를 건립하여 요트의 교육 뿐만 아니라 정비·수리·판

매·점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추진·조종계통 및 항해장비 정비 수리, 외주 중장비 지원, 안전점검

등 요트관리정비지원 서비스 및 요트 구매컨설팅, 항로안내 및 안전

항해지원, 항해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지식 제공

 클럽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클럽을 운영하고

대회 및 이벤트 기획 관리,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 지원

▣ 벤치마킹 사례

호주 발메인 항해 클럽(Balmain Sailing Club)192)

 1885년 설립된 발메인 항해 클럽은 올림픽 크기의 항해장을 포함하

고 있으며, 1995년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설립되었음

 시드니 항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발메인 항해 클럽은 지역사회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레이싱, 항해 프로그램 및 사교 모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4주(하루 3시간)간 진행되고 있는 항해스쿨은 초보자부

터 전문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항해스쿨에서는 항해의 기본지식부터, 안전교육, 응급처치법, 기

초 천문학, 장비 등 항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발메인 보트경주 대회는 시드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이벤

트로서, 1849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

192) 김윤영 외(2012), ‘요트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85-8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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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임

그림 4-72 호주 발메인 항해 클럽

출처 : http://www.seabreeze.com.au, http://www.en.wikipedia.org

8) 포항형 공교육 강화사업

▣ 사업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열풍

을 몰고 왔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교육 강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공교육 강화사업은 필수교육 과정인 초·중·고 모두 이루어져야하며

공교육의 질 강화로 인하여 사교육비의 낭비를 억제하고 평등한 환

경에서의 교육환경 제공에 의의가 있는 사업임

 포항형 공교육 강화사업은 기존의 공교육 강화사업에서 추진하던 영

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수준별 이동 수업, 과목별 전문 강사 배

치 및 강사 역량 강화, 학생들의 가족화합을 위한 캠프제공, 학부모

전문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채용하면서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해양·관광 등의 전문학교의 교육을 통한 공교육 질 향상

사업으로 수행함

 포항형 공교육 강화사업을 통해 포항지역의 특화된 교육기관의 발전

을 가져올 수 있으며 포항지역 학교의 전체적인 수준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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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핀란드 공교육 시스템193)

 산업계 쪽의 자국 교육과 인적 개발 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IMD의 세계경쟁력 지수에서도 최고수준의 평가를 얻고 있으며 자타

가 공인하는 최고의 교육경쟁력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

고 있음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핀란드 종합

학교는 물론 핀란드 공교육을 추동하는 기본 원칙임

 PISA194)2000년과 2003년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는 어떤 나라보다도

학교 간 교육격차가 적은 나라로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고루 갖춤

 교육이 사회적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체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

이 다시 교직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핀란드 교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부심과 긍지, 헌신성

넘치는 전문가 집단으로 만듬

 교육개혁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점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

인 보완과 개선을 하나의 제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교육적 성

공을 거둠

 중대한 교육정책은 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행함으로, 국

민 모두의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받으며 추진함

 특수교육 양성을 통해 능력의 우열, 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 잣

대로 아동들을 조기에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모여 경쟁할 수 있을

때 진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

천함

193) 고형일(2005), ‘주요국 초·중등 교육개혁 사례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pp.37∼54,

인용

194)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OECD가 2000년 부터 주관해오고 있는 ‘국

제 학생평가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라고 지칭함(권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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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핀란드 공교육

출처 : http://www.blog.kwnews.co.kr, http://www.news.chosun.com

9) 창조도시 포항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정책 플랫폼「시민행복 카페」운영

∙ 시민의 창의적 재능과 아이디어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

모임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개발

∙ 매분기 1회이상 개최를 목표로 참여희망 시민,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모임 진행

주제선정 공고 ⇒시민 참가자 모집 ⇒연구 및 발표회 개최 ⇒ 정책 반영

∙ 포항시 핵심사업 중 

시민과 접한 주제 선

정

∙ 경제, 복지, 문화 등 

매회 3가지 주제를 

선정․공고

∙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시민참가자 공모

∙ 홈페이지, 읍면동 등 

활용 홍보 및 접수

∙ 주제별 전문가 1명

  (팀장) 섭외

∙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관련 주제로 연구․토론 

진행(2-3회)

∙ 주제별 토론결과 통합발

표회 개최

∙ 발표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협의를 통해 정

책 반영

그림 4-74 시민행복카페 추진계획

 기대효과
∙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로 소통기능 강화 및 시민 중심 정책

개발

∙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성숙한 토론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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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 참여예산제

 브라질 참여예산제는 아래로부터의 자치활동의 전형

∙ 기존 관행과 우선순위를 뒤집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발언권을 주기 위해 노력

∙ 기성단체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새로운 개인이나 단체에 논의들을

전면 개방

 1989년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중전선(Popular

Front)은 집권 후 행정권의 민주화와 분권화, 지역 내 시민들의 정

책우선권을 확보해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

를 확대195)

∙ 논의과정에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고 그 뒤 꾸준히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지역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빈민의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음

 참여예산제는 매년 한 번씩 순환하며 시민들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
∙ 이런 참여적인 거버넌스는 예산회의를 넘어 사회적 서비스와 보건,

지역의 학교정책, 인권, 여타의 문제들에 대한 의제설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포럼으로 확대196)

그림 4-75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 참여예산제

출처 : http://www.ulec.jinbo.net, http://www.world.khan.kr

195) ICLEI Case Study(2002), pp.32-35

196) ICLEI Case Study(2002),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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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프라우엔펠트 ‘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197)

 스위스 취리히 북동쪽 투르가우(Thurgau)주의 인구 5만2000여 명의

도시로 청년층 유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도 가속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중점과제라는 인식으로 거버넌스형 민간주도

시스템을 구축

∙ 프라우엔펠트 지역마케팅연합이라는 민관연합 추진단을 결성해 정

부 지역혁신 프로그램인 레지오 플러스를 추진

∙ 레지오 플러스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지역 간 불균형 해

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역혁

신프로그램

∙ 민간전문추진단을 중심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 중점과제를 선정

 지역경제 교육, 이미지 마케팅, 축구장 건설, 교통시설 확충, 철도 증

설, 상수원 확보, 농산물마케팅, 주택정책, 실업자 보호 등 다양한 사

업을 추진

∙ 2개 이상의 지역이 경계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0%의 세금인하 효

과가 발생하면서 지역 기업체나 주민들이 프라우엔펠트로 이주

∙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로 소방·수도·건축·작업장 관리 사업비도 절감

그림 4-76 스위스 프라우엔펠트 ‘레지오 플러스 프로젝트’

출처 : http://www.m.hnews.co.kr, http://www.geojenews.co.kr

197) 이정석(2013), ‘주민주도 지역혁신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BDI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pp.8∼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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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건강도시 조성사업

가. 건강도시의 트렌드 동향

◦ 건강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18세기의 영양개선, 19세기의 위생개선,

20세기의 보건의료 발전에 이어 21세기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공중보건(New Public Health)을 기반으

로 등장

◦ 세계보건기구는 1996년도 세계 보건의 날 표어를‘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

강한 도시(Healthy Cities for Better Life)’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

한 도시 가꾸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

 유럽지역 30개국 1,3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는데, 이들 건강도시 정책은 1990년 ‘밀란 건강도시 선언’

에서 시작됨

◦ 미국의 건강도시사업은 인디애나 주립대학이 1988년 WHO collaborating

center로 선정되어 처음 시작되었고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개 도시를

선정하고, 이외에도 보스톤, 버팔로, 뉴욕 등의 건강도시가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리치몬드시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1개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 및 실행 세부이슈를 마련했음

∙ 주요 계획요소로는 공원, 레크레이션,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향상,

건강한 음식과 영향을 선택할 수 있는 접근 기회 확장, 의료 서비스

의 접근성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및 활동적인 순환 옵션,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범위, 경제적 기회 확장, 완벽한 이웃, 동네

와 공공공간의 안전성 개선, 환경의 질 개선, 녹색과 지속가능한 개

발 사례,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 리더십 등이 있음

◦ 일본 동경도의 경우, 1985년에 Health Promotion의 개념에 기초한 건강만

들기가 본격화되었고 1990년에는 제3차 동경도 장기계획 중, ‘생생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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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들기 운동’이 추진되면서 더욱 가속화됨

 이로 인해 건강만들기추진센터, 도립대구 보건원, 민간 건강만들기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동경도 건강프라자’가 건립되었고 1995년에는

동경도 종합 3개년 계획에서는 건강만들기 정책방침이 세워짐

∙ 관련된 시책으로서는 자녀양육의 지원책이나 지역에서의 장애인

생활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시대의 변화를 기초로 시책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새로운 도민 요구에 정확하게 대

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함

나. 건강도시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98년 건강증진기금 조성, 보건소 건

강증진사업 실시 및 확대 등 건강증진사업이 국가 및 지역적으로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금연, 운동, 영양, 절

주, 비만)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198)

◦ 이에 비해 건강 도시에서는 개인적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

적 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지원 하에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협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추

세199)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는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과 건강에 대한 전념, 부문 간 협조, 지역사회의 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프로필과 활동계획개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공유와 대중 매체의 관여,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과의

연계,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킹, 참여적인 연구와 분석, 지역사회 모

198) Nam, E. W.(2007), ‘Review and prospective of the healthy cities in Korea’,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4.2, pp.123-134

199)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0), ‘Center for Urban Health Healthy Cities Project’,

Healthy cities makes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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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단체들의 의견 취합, 지속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할 것을 권고하

고 있음200)

◦ 국내 건강도시는 1996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된 ‘건강한 도시가꾸

기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내에 소개201), 1998년 과천시가 국내 처

음으로 건강도시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2002년 창원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작,

2004년 4개 도시(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가 서태평양지역 건강

도시연합회(Alliance for healthy cities, 이하 AFHC) 창립 정회원으로 가

입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건강도시가 급격히 확산

◦ 2006년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결성

되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건강도시 포럼을 운영

 또한 국내 연구사업으로 도시지역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202), 건강

도시 건설 및 운영 지침 개발203), 건강친화성평가와 건강도시인증

제204) 등이 수행되었고, 건강도시 관련논문으로는 건강도시지표 비

교를 통한 건강도시 수준 평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정책 과제205),

건강도시 웹데이터베이스 구축206), 건강도시사업 우순선위 결정 연

구207), 건강불평등과 건강도시208) 등이 있음

200) AFHC & WPRO(2004), ‘Your map to a healthy city-For a world full of life’

201) 대한보건협회(1966), ‘건강한도시가꾸기를 위한 토론회 보고서’

202) 박윤형 외(2002), ‘도시지역의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수행모형 및 추진 전략개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3) 이신호 외(2005), ‘건강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지침의 개발’, 한국보건사업진흥원

204) 남은우 외(2007), ‘건강 도시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205) Nam, E. W.(2007), ‘Review and prospective of the healthy cities in Korea’,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4.2, pp.123-134

206) Nam, E. W. et al(2007), ‘Building web database for WHO healthy city Wonju’,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4.3, pp.119-128

207) Park MB, Nam EW. Lee HJ , Shin TS(2008), ‘A study of priority setting of healthy city

project indicators with the use of AHP

model’,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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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

로 육성, 보건산업을 내수·복제품 위주에서 수출·첨단기술 산업으로 전

환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를 통해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 제시

◦ 생활체육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2010년대 들어서는 단순히 체육참여만이 아

닌 체육의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음. 또한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체육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지

속적으로 추진

 ‘스포츠비전 2018’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스포
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스포츠 산업의 확대라는 스포츠정책의 구조

적 틀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쇄신이라기 보다는 정책 승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음

 이어 ‘스포츠비전 2018’과 연계하여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이라

는 스포츠 복지 정책 발표

∙ 100세 시대 도래 등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

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산업의 융·

208) Yoo WS, Keon Y, Kim, Kwang WK(2007), ‘Introduction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healthy cities as a tool for tackling health

inequality’,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0.6,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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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란 비전 아래, 스포츠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음

∙ 융·복합형 미래 스포츠 시장 창출, 스포츠 참여·관람촉진으로 잠재

수요 확대, 스포츠산업 선도 기업 육성, 스포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산업

적 접근을 도모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건강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중

◦ 고령층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신체활동이 가능한 환경 제공을 목표로 선

진국형 지원체계 및 문화체육시설 유치에 초점

◦ 보건의료산업과 IT 및 BT산업 등 미래산업 연계발전 전략 제시

◦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방안 마련으로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

◦ 노년층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경감 및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

책 전략 마련

◦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의료특화 도시로 도

약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라. 세부전략사업

1) 건강도시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다양한 포항시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요구됨

 포항시 복지시설의 Complex 건설의 맥락에서 추진하여 종합복지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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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항시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의 연계프로그램을 실시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첨단보건의료실버산업, 선진국형 문화·체육시설,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춤형 건강클

러스터 조성사업에 초점

 건강관련 조례개정,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회원활동, 시민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등의 노력으로 건강도시 기반구축

 고령층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기존의 체육시설을 재점검하고, 시설물 계획을 정비

 건강한 삶을 위한 걷기 운동 실천, 걷기 동아리 운영, 걷기 체험 축

제 개최, 올바른 걷기 교육, 걷기 데이(Day) 운영

 어린이, 장애우, 노약자 등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209)의 적용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시설을 공급

 건강·문화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거복지시설,

첨단보건의료시설 등 기존시설의 정비 및 증축으로 쾌적한 생활여건

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조성

 시설을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과 IT 및 BT산업을 연

계·발전시켜 첨단의료기기, 제약 등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

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벤치마킹 사례210)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헬스케에시티프로젝트는 UAE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30년까지 병원

산업을 집중 육성, 경제자유지구(Economic Free Zone)개념을 이용하

여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에 대하

209)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

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

라고도함(위키백과, 2015)

210) 조성권(2007), ‘제주도를 검진 허브(Hub)로,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癌 센터로’, 월간조선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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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순화된 라이센스 획득, 행정편의, 비자처리 등과 같은 복잡한 절

차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하나의 독립된 의료특구의 형태로 움직이며, 각종 라이센스나 의료기

관에 대한 허가 등을 특구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함

 두바이는 다섯 시간 내의 비행거리에 유럽 주요 도시와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국가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두바이의 관광 인프라를

앞으로 들어설 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중동, 나아가 세계 최고의 의료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추진 중

그림 4-77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출처 : http://www.health20.kr/

2)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사업

▣ 사업내용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경북의 양성자가속기

와 연계하여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자력 병원 유치

추진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3개 대학과 원자력 학과(전공)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포스텍이 교육과

학기술부 WCU사업에 선정돼 대학원 과정으로 첨단원자력공학부를

신설했으며, 국제원자력인력교육원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과 원자력

마이스터고 설립을 준비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지역 중 접근성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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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조고 있는 포항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케더링 암센터

 1894년에 설립된 세계 최고이면서 최대인 종합 암센터이며, 간호사

1,200여명, 전공의를 제외한 암전문 의무직 스탭 600여명에 이르는

암전문 병원211)

 방사선 종양학과가 20개의 선형가속기를 갖춘 세계 최대규모로 확장

되었고, 이후 연건평 4만 평방 피트 규모의 유방암 센터와 30만 평

방 피트의 록펠러 연구소가 건립212)

 또한, 건물 상층부에 호텔시설을 갖춘 10층짜리 외래 암진료 센터가

만들어졌고 외국 환자를 위한 국제센터와 비뇨기과 암 전문 센터가

각각 별도로 개관함

 메모라얼 슬론케터링 암센터의 최대 강점은 우수 의료진, 연구진 영

입 및 교육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적자원관리임

 현재 해마다 약 1000여명의 해외 환자가 국제센터를 찾고 있으며, 그

중 40%는 유럽에서, 30%는 남미에서, 9%는 아시아에서 방문하는 환

자들이 있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는 자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국하는 환

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세계 각국의 유수 암센터와 협력병원 계약

을 맺고 있고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환자유치전략이 메모리얼 슬

론케터링 암센터를 더욱 많은 환자들을 방문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강

점이 될 것

211) 홍영준(2004), ‘세계의 일류병원: 미국 - 슬론케터링 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진단검사의학과, 인용

212) 홍영준(2004), 전게서, 원자력의학원 진단검사의학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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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론케더링 암센터

출처 : http://www.vdassoc.com/

2.4.6 안전도시 조성사업

가. 안전도시의 트렌드 동향

◦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사업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First 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

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안전도시 헌장(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을 기초로 함

◦ 안전도시 공인기관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공인 주관 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로린스

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의 산하에 레이프 스반스트롬

(Professor Leif Svanström)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WHO CC CSP)로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도시의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및 평가, 공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 로카로린스카 연구소의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WHOCC CSP)와 업무협력을 맺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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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지원센터들도 운영

 2014년 6월 현재 16개국에 21개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지정되

어 적극적으로 안전도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주대

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국제안전 도시지원센터로 지

정되어 국내외의 국제안전도시 업무를 지원

◦ 안전도시 공인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음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

력하는 기반이 마련,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나타

내 보이는 프로그램,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 및 효과를 평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

로 참여

나. 안전도시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안전에 관한 정부의 추진방안으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안전과 통

합의 사회를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

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현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세

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범죄피해

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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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

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

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

로자 건강증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

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

환사회 실현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

평한 대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

회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

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여성 및 아동, 노인 등의 안전한 귀가 거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방안 마련

◦ 폭력 없는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안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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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 검토

◦ 젊은 여성의 상주 유입을 위한 여성 친화적 정책 전략 마련

라. 세부전략사업

1) 안전도시 조성사업

▣ 사업내용

안전도시 지원분야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안전도시사업의 전략적 홍보,

안전도시 특화 동아리 운영, 안전도시사업 평가

 안심도시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계획수립 및 검토, 의사결정 등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

 안심도시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안전지도 제작 등과 같이 포항시의

안전 현안을 발굴하고, 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등을 수행

가정·보육·학교안전 분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초등학생 안전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계층안전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교

육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노인건강교실 운영

교통안전분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도로시설물 개선 공사,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사업

지역사회안전 분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방범

용 CCTV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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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건물의 재생 및 방범초소, 경비실 등의 접근성 향상으로 범

죄예방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연적

감시 유도

 효율적 보안등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어두워진 저녁 및 새벽시간대의

안전사고 대비

∙ 보안등관리 홈페이지 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안등 민원의 신속

한 처리, 대행업체의 체계적 관리

재난안전 분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과 방재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설립,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

영,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

터 안전한 도시 실현

∙ 포항시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조기신고체계 구축, 상시 비상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산불예방 도모

∙ 입산통제구역 등 등산로 관리, 산불진화 장비 확충 및 감시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사회재난 대비

▣ 벤치마킹 사례

미국 Westinghouse Project213)

 미국에서 물리적 환경변화를 통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상업지역, 교

통시설, 학교 등에 종합적으로 접목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

213) 강용길(2012), ‘미국의 도시 범죄예방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 통권 368호, 국토연구원,

pp.34-3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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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inghouse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 및 범죄의 두려움’의

감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Westinghouse 프로그램은 학교지역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학생들

의 책임감을 높였고, 상업지역 프로젝트는 옥내의 가로 조명, 비상전

화, 조경 녹화, 버스 대합실, 안전 검측, 이웃감시 프로그램, 교통유형

과 일방통행로, 그리고 가게에 보관되는 현금의 양을 변화시킴

 주거 및 혼합지역에서는 도로를 차단하거나 좁혔고, 몇몇 거리는 일방 통행
식으로 개조

 지역공동체의 방범활동 단체들이 조직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4-79 미국 Westinghouse Project

출처 : http://www.smsiinc.com, http://www.cptedontario.ca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 사업내용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

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

가),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자문 기

구를 운영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의 요구 조사, 과제 발

굴, 주민설명회, 사업추진 실적 평가 등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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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범죄와 폭력 피해, 도로와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을 제거하여 8세 어린이와 80세 노인이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도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

 노인 및 퇴직경찰 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Silver Police)’를

구성하여 등하굣길 등 아동 운집지역의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을 강화

 안전성에 대해 CPTED(Crime 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방식에 근거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활동 결과를 도시 정

책에 반영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공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에 진출에 제약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주거지 주변에 여성교육기관 조성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여성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 조성과 여성주차장

확대, 수유실, 육아교실, 보육원 등의 여성복지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

축하고 입양아 및 미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

 산후조리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

체계를 구축

 맘스 건강대학, 아기 마사지 교실, 이유식 교실, 모유수유 교실, 직장

인 야간 부부 출산교실 등의 출산 및 육아 교육 실시

▣ 벤치마킹 사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도시에서의 여성의 일상 에 대한 전시를 통해 안전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택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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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증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행정 기구의 설치 및 전체 행정 영역에서 이

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의 정비

 성 주류화 자치구 시범 운영으로 도시의 사회적 정의실현의 사례 홍

보

 알프스 지역 국가들이 연합하여 추진한 협력 사업들은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대표 사례로 부각

그림 4-80  비엔나 시 여성친화도시

출처 : http://www.bfchange.tistory.com, http://www.bcmaeil.com

214) 이미원(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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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이 모이는 도시

3.1 목표

◦ 도시의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전문가 육성 환경조성

◦ 환동해시대의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도

시 조성

3.2 추진전략

◦ 관광특화 아카데미 및 미래설계지원센터 조성 등 평생학습 기회 제공

◦ 물류단지 정비 및 북방항로 거점도시 조성

◦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지 리모델링, 교육 연계형 도시발전 기반 마련

◦ 포항시의 창조적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내외 해양관광객 유치

◦ 관광행태의 다양화 및 관광콘텐츠 변화,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도시브

랜드 제고 등의 전략수립

◦ 도시의 안전과 시민문화 향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복지

의 토대 마련

◦ 문화 및 여가환경 개선에 따른 역사·문화도시의 토대 마련

◦ 각종 축제나 이벤트, 관광단지조성 등 문화도시로 브랜드화

◦ DB구축과 가이드 북 제작 및 경쟁력 있는 대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

하여 체험형 관광코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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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사람이 모이는 도시

3.3 여건분석

3.3.1 국내외 경제동향

◦ 유럽연합에서는 2009년을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창의성과 혁

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21st Century Skills) 계발을 위

한 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연합(UN)은 2010년에 창

조산업 분석을 통해 창의성, 지식, 문화, 기술이 일자리 창출, 혁신, 사회

통합을 주도하게 됨215)

◦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창

의·인성 교육’은 교육개혁의 주요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대학입학사정관전형’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도입 시

행하는 등,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창의·인성 교육’을 모토로

한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음216)

215) 한국교육개발원(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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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창의성 교육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영재교육 중심의 창의성 교육 정책으로 영재교육 시행이 본격화 된

계기가 되었던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제정·공포된 00년 영재교육

진흥법 및 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에서는 전체 교육의 방향

과 교과 교육과정이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영재 교육원과

영재학교, 영재학급의 형태로 운영 중인 영재교육은 그 대상자를

2012년까지 전체 초중등학생의 1% (약 7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

는 정책이 발표된 상태

 5 31 교육개혁방안(1995년 5월) 의 창의성 교육 정책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1997.12.30) 의 기초로 작용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추진 실행해 오고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일련의 개혁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3.3.2 정부 정책 동향

◦ 최근 정부는 교육·채용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기업, 인재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

◦ 이 방안은 2013년 6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문별 후속조치로

서 ‘전략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임

◦ 정부는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창의인재상을 도출하

고 이러한 창의인재의 5대 핵심역량을 제고하며 창의성을 장려하는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 ‘Five-Jump' 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시행217)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16) 한국교육개발원(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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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를 창의성 발

현의 산실로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창의적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열정 있는 우수 인재들이 창조경제 핵심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부터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동 지원센터를 통해 과학기술, ICT, SW 분야의 미래 유망 신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

여할 수 있는 이공계 각 분야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

며, 기술창업 등에 성공한 과학기술 인재의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함

으로써 국민의 이공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여 새로운 창
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을 활성

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산업 맞춤형 융합인재를 양성

 청년들이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창의·도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재의 해외 산업체

현장학습 및 글로벌 취업·창업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

용을 통해 국내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

 100세 시대를 대비,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기를 계발하고 창

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분야 중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분야의 구성과제로는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개선, 창의적 인재를 키

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217) 장석영(201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제17권 제1호 통권72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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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설정함218)

3.3.3 포항시 정책 동향

◦ 포항시는 2007년 「포항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여 대학, 민간기관·단

체를 중심으로 평생 대학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이나 문화와 학습기회 제공 등 평생학습을 추진해 왔음219)

◦ 포항시는 선진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경비지원

액 단계적 확대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

라 구축 및 교육 확대 추진하며, 특성화된 교육환경 구축으로 교육도시

구현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음

 글로벌 교육기반 조성방안으로 교육경비지원액 단계적 확대, 외국어

역량강화 지원, 학교별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영어도시(Global

Village)조성 추진, 300억 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 있

음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안으로 평생학습 시설 인프라 구축(포항시 중앙

평생학습관 설치, 읍면동 평생학습관 설치, 주민센터 학습시설 정비,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확산,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방안으로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

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자기개발과 자기혁

신으로 자치역량 제고 등 포항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e-learning 교

육환경 지원, 1학교 1특기 지원,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대

학 육성, 포항시 교육네트원크 구축과 사회교육과의 연계 등이 있음

218) 장석영(2014), 전게서, 직업과 인력개발 제17권 제1호 통권7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14-126

219) 포항시청(2011), ‘글로벌 포항비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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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과제

3.4.1 물류산업 

가. 물류산업의 트렌드 동향

◦ 세계 물류산업 동향

 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세계경제 성장은 물류수요를 증대시키고 물류기업의 실적호조로 연결
∙ 성장의 활력소로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많이 기여 했으나, 최근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2015년 세계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회복 속도 지연으로 운송 및 물

류시장 회복속도도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 상승 등으로 신흥국에서의 투

자 축소 등 성장동력이 약화

∙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으로 초래된 경영위기와 중국이 24년만

에 최저 경제성장율 7%를 기록, 인도의 소비침체 등이 원인

◦ GDP 대비 교역량 탄성치 변화

 세계 무역증가율은 GDP의 2배가 되는 공식이 붕괴됨
∙ 1980∼2011년 세계 무역증가율은 연간 평균 7%, 세계 경제성장률

은 3.4% 성장해,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

∙ 2011년에는 그 비율이 1.5배로 줄어들다가, 2012년 세계 무역 증가

율은 2%로 세계 GDP 성장률 3.1%를 크게 하회, 2013년 교역 증

가율 2.5%에 불과해 세계 GDP 성장률 2.9%을 하회

 20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무역침체가

야기된 것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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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수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교

역증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있음220)

◦ 글로벌 경제환경이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나, 성장추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될 전망

◦ 글로벌 물류시장의 성장세 또한 금융위기 이전의 1/3 수준으로 급격히 둔

화되어, 해운 및 항공부문에서 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권 통화가치의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등이 국제해운선사 및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제화물은 2015년까지 5%대의 높은 성장 유지할 전망이나, 국내 화물수

송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7%의 완만한 증가 전망

◦ 물량 성장세가 완만해짐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의 왜곡, 거래관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증대221)

나. 물류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정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

벌 물류강국을 비전으로 국가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국부창출에 기여하

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추진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음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 합리적인 물류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조정기능 강화

∙ 지역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모

220) 국가미래연구원(2015), ‘물류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221) 국토해양부(2011),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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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개발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정책을 거점과 수단의 연계를 중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송시스템 등 미래지향 기술을

개발

∙ 철도 수단전환(Modal Shift)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마련

∙ 연안해운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구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입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항만인프라를

신규로 확보하고, 기존인프라는 개선,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인프라 확보
∙ 물류정책 총괄 추진 및 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상설조직 구축

∙ 물류통계 및 현황DB의 주기적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국가물류활동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확보 및 선진화

∙ 물류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산업의 복지 및 근로여

건개선 추진

∙ 물류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확보 지원

∙ 물류표준화 정책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물류표준화 기능을 일원화

∙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한 종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 물류기업․화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부문에서 제기된

새로운 이슈(녹색물류, 물류보안)에 대해 선제적이면서 일원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

성 확보 및 불법성 제거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적인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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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체계를 구축

∙ 물류부문의 사회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물류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구축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물류기업의 특성 및 발전수준을 고려한 산업별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 등 연계분야와의 유기적 발전체계 구축

∙ FTA에 따른 역내 경제의 통합, 북극항로 개설 등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수출입거점(공항 및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

편, 글로벌 수송네트워크 확보를 지속 추진

∙ 해운·항공 등 국제수송 전문기업과 3자물류 전문기업을 분리하여

분야별 글로벌화 전략 마련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영향 강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연합체 및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시장안정을 통한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글

로벌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

∙ 물류산업의 자연적 구조조정을 통한 선진화 유도

∙ 물류시장의 규모적 확대를 통한 물류기업의 경쟁력 배양

∙ 물류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

화 지원

∙ 물류산업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222)

222) 국토해양부(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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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환동해시대의 물류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및 물류중추시설 확충

◦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영일만항의 적기건설을 추진하여 물류도

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극동러시아, 동북3성, 일본의 서해안 지역,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등의 개

발에 대응하며, 환동해 경제권 도시들 간의 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

기 위한 국제 물동량 확보 및 신항로 개척

◦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의 거점으로 예상되

는 새만금 신항만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물류의 해륙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위한 육상, 해상, 항공 간의 네트워크형 교

통체계 확립

◦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친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체계 및 시스템 구축

라. 세부전략사업

1) 영일만항 배후물류단지 복합거점화 사업

▣ 사업내용

영일반항 배후단지(예정지) 개발

 영일만 지역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전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

일만항 배후물류단지 내 물류와 제조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단지 내 제조업체와 같은 기업체의 유치

 전통적인 항만의 기능은 유지시키는 동시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

을 할 수 있게 하여 관광, 문화, 해양, 수산 등의 타 산업과 연계

 철도 및 도로 등의 연계교통망 확보, 대규모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충분
한 공간의 물류창고 건립, 물류의 최첨단 집배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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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항만의 거점화를 도모

 기존에 계획이 되어있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항

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인프라 설치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유

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의 확장 및 주변산업단지와

의 연계체계 구축

▣ 벤치마킹 사례

네덜란드 유럽물류센터223)

 로테르담항은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49%에 달하는 210개사의 유

럽 유통선테와 일본 330대 기업의 42%에 달하는 170개사의 유럽유

통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유럽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담당함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공간에 대한 선사

및 운송업체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설치한 물류센터이며 Botlek

Distripark, Eemhaven Distripark가 운영중에 있으며, 배후지역에 본

격적인 켄터이너 조작장(Container Freight Distripark를 장기적으로

건설중에 있음)

 Westpoint Port에 ‘Logistics port’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항만을 건설하면
서 모선 및 피더선의 동시기항, 철도 및 도로를 포함한 연계수송체계, 대

규모 물료창고, 집배송기능 등을 제공하는 항만배후공간 및 부지를 포함

하는 첨단의 종합 항만으로 거듭남

로테르담항 전경 로테르담항 배후 산업단지

그림 4-82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출처 : http://www.mediakn.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mi.re.kr)

223) 최광수(2005),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과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pp.35-36, 인용

http://www.mediak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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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항 배후단지

 물류강국을 추구하는 싱가포르는 세계 1위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

적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항을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친

수공간 등 항만클러스터로 개발하고 있음

 싱가포르항 배후단지는 Keppel, Tanjong Pagar, Pasir Panjang 등 3

개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배후에 보다 많은 민간분야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화물 및 기업의 유치, 물동량 창출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224)

 3개의 싱가포르항 배후단지는 소량화물 보관 및 배송, 물류관리 및

샘플작업, 검사 및 재하인, 컨테이너 적입 및 적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225)

∙ Keppel 배후단지는 11,3만㎡의 면적으로 물류센터 4개동(2층), 사무

실 1개동(5층), 창고모듈 41개로 구성

∙ Tanjong Pagar 배후단지는 6.5만㎡의 면적으로 물류센터 1개동(3

층), 창고 8개동,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

∙ Pasir Panjang 배후단지는 25만㎡의 면적으로 물류센터 2개동(5층)

으로 구성

 다양한 첨단제품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부가가치형 제조업을

JTC(Jurong Town Corporation)가 관리하는 주롱산업단지에 유치하

여 주롱항(JurongPort)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

한 산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URA를 중심으로 주거시설과 관광기능을 집약 한 마리나베

이 워터프론트를 개발함226)

 싱가포르 항만배후단지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매립을

224) 마문식(2010), ‘인천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pp.31∼33, 인용

225) 해양수산부(2006), ‘전국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p.39, 인용

226) 마문식(2010), 전게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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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석유화학이나 선박급유와 같은 고부가가치산

업을 집중 유치하여 고급기술,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함

그림 4-83 싱가포르항 배후물류단지

출처 : http://www.mediasixstudio.com, http://www.koon.com.sg

2) 녹색물류체계 구축사업

▣ 사업내용

LNG화물차 전환사업

 기존에 화물운송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경유화물차의 이용을 지양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보다 저감되는 경유 및 화문차량의 LNG

혼소용 엔진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비용의 지원체계 확립

 LNG 이용가능 차량에 대한 LNG 혼소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자료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LNG충전소 확대 및 운

영사업자 선정

 대형 운행차량 LNG 개조, LNG 요소기술 개발(부품류), BOG 저감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전략 수립

녹색물류체계 자동화 사업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도로·철도·해상교통·항공교통과의 유기적 연

계시스템의 구축으로 화물의 운송비용 절감 및 통행혼잡 감소

 화물의 하역의 전기방식 크레인의 운영 등 장비의 자동화 및 기계화

를 완비하여 하역시간의 단축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

경 하역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물운송 및 상하역 장비 등의 기술개발 및 저공해 물
류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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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접안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의 친환경 시스템 구축

 산학연과 공동참여에 의한 녹색물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물류체

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 벤치마킹 사례

미국 LA항227)

 LA항은 친환경 항만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항으로 평가됨

 Alameda Corridor
∙ 배기가스 감소 정책으로,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 효율화

 CAAP(San Pedro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
∙ 5년 이내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후트럭 교체 프로그램, 대기개

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및 로드맵 마련, 온실가스 감축 프로

그램 추진

 Off Peak프로그램
∙ LA/LB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잡시간대 차량통행을 감소시키

는 정책

LA항 전경 LA항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그림 4-84 미국 LA항

출처 : http://www.incheonport.tistory.com, http://www.m.monthlymaritimekorea.com

227) 허윤수(2009), ‘미국 서부도시 벤치마킹’, 부산발전포럼, 부산발전연구원, pp.21-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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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동량 확보 전략 사업

▣ 사업내용

영일만항 북방교역 거점화 중장기전략 마련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항만의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른 단순한 화물

의 선적과 하역, 보관에서 벗어나 첨단서비스산업을 갖춰야 하는 물

류중심센터로의 종합적인 항만계획이 필요

 3자 물류 컨설팅 지속 시행으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 3자 물류

활용률 제고하고, 해외진출가능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종합물류업, 택

배업 등 업종별 맞춤형 해외진출 수립방안 시행

 컨테이너 화물 외에 다양한 비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등 처리물

량 다각화를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

 포스코 수출강재 및 수입부자재의 컨테이너화 추진
∙ 수출용 선재 및 코일컨테이너화를 통한 수출물량 최대 70% 확보

전략 추진

∙ 2014년 23,000, 2015년 40,000, 2016년 60,000

 수입부자재의 컨테이너화
∙ 내화벽돌, 페로크롬 등 10,000TEU 가능

 수입 폐알루미늄 및 고철의 컨테이너화 추진
 자동차 분해(Knock Down, KD) 화물의 확대
∙ 자동차 분해 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입 자동차 부품조달이

거점화

∙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체 유치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YIFT)의 철강유통 기지화 추진

∙ 포항-대구 및 경북지역에 연 70여만 톤 공급 가능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YIFT)를 포스코의 영남권 철강유통기지로 활

용

∙ 철강과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차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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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지역 컨테이너 운송요금의 인하가능

∙ 구미지역의 전자기기, 섬유 수출화물유치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철강

유통 활성화

∙ 구미지역의 금강물류, 화성통운 등의 물류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일본-러시아-포항을 잇는 국제여객선 운항
∙ 일본·러시아 지역의 물동량 수송 및 관광객 유치

∙ 포항 및 포항과 인접한 지역의 학생·관광객의 탐방코스로 개발

 자유무역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한 기업유치와 함께 철강·비철강

제조업, 서비스업 등 동종, 이업종 간 융복합이 이뤄지는 새로운 산

업생태계를 조성

 부두 운영시간, 하역시간 단축을 비롯해 도선료, 하역료, 항만시설 사

용료 등을 저렴하게 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지원

▣ 벤치마킹 사례

독일 함부르크항228)

 함부르크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생산성과 항만서비스 제공 및

외국 항만과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최근 유럽 항만 중 가장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음

 2004년 상반기 현재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및 역내 환적물동량의

증가에 힘 입어 16%에 가까운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 최대항

만을 위해 벨기에의 앤트워프항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음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함부르크항을 통한 관세면제로 향후

에도 물동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함부르크항은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부지를 자유항

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활동 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항만운영을 민간에게 맡겨 항만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

228) 아젠다넷(2008),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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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함

 독일 함부르크항을 중심으로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DAKOSY

사는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으

며, 또한 정보력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국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림 4-85 독일 함부르크항

출처 : http://www.ihaesa.com

4) 지능형 물류교통시스템 도입

▣ 사업내용

 화물운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화물차량의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도입

∙ 지능형교통시스템의 도입으로 물류정보관리(화물 및 자동차의 위치·

종류·적재량 등), 위험물 차량관리(운행상황, 사고상황 등), 화물전자

행정(화물전자통관, 화물전자행정처리 시스템 등)의 실현 등 안전하

고 효율적인 화물운송 시스템 구축

 물류산업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종합 물류 시스템 구축

∙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전자물류처리 시스템 개발, 화물 및 물류

운송장비의 첨단화 기술개발

 지능형 물류정보망 구축으로 물류정보의 공유를 실현
∙ 제조업체, 물류업체 간의 지능형 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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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무선통신과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물류전용망 구축과 휴대전화·위성

통신시스템·전용망 등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제공

▣ 벤치마킹 사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INTIS(International Transport System)229)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첨단시스템으로 업무의 자동화로 화물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항만의 경쟁력을 높임

 INTIS와 연결,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 관세시스템(SAGITTA)라는

EDI시스템을 통해 터미날의 모든 정보의 흐름은 EDI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로테르담항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

할을 함

 항구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관계기관, 기업 등의 정보공유시스템인

VTMS(Vessel Traffic Management System)의 유도시스템은 26개의

레이더를 통해 수많은 배들을 원활히 컨트롤해 줌으로서 입·출항작업

을 원활하게 진행함

 AGV(Automatic Guide Vehicles) 무인트랙터와 ASC)(Automatic

Stacking Crane)이라는 무인 트랜스퍼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인원이나 장비가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작업이 중

단되며 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기존의 인력을 1/2로 감소시

켜 인건비는 물론 산재보험료, 파업으로 인한 손실 등을 절감할 수

있게 함

229) 조항원(2002), ‘우리나라 항만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61∼6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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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6 로테르담항 INTIS(International Transport System)

출처 : http://www.kookje.co.kr, http://www.agendanet.co.kr

5) 신 해양 실크로드 북방항로 개척

▣ 사업내용

포항시 ‘북방항로정책 세부추진계획수립’

 최근 정부에서도 북극과 관련한 자원연구 및 항로 개발전략에 적극적인 참
여를 위해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로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적

극적 참여 모습을 보임

 또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

영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이는 물류·에너지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창조의 대륙·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자는 구

상

 이에 포항시에서도 국제세미나, 북극정책 추진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음

 북극항로정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해운·

항만물류, 해양자원·에너지개발, 수산자원개발을 목표로 북극항로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북극관련 활동이 추진되어야 함

 러시아·중국·북한·일본 등 環동해 경제권 도시 간 경제협력 강화로 북
방경제 선점

 환동해권은 2010년대에 들면서 중국의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감) 전략과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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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개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및 ‘나진-하산프로젝트’, 우리

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맞물리면서 국가간 경제협력이 증

대되고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환동해 경제권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 추진, 에너지·물류 등 북방교류 전초기지로 성장이 전망되어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 방안 마련

 향후 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와 중국 횡단철도(TCR) 및 중국의 고속철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완성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벤치마킹 사례

중국 해상실크로드230)

 해상실크로드는 육상실크로드(陆上丝绸之路经济带)와 함께 일대일로

(一带一路) 건설의 중요한 한 축이며,‘일대일로(一带一路)’는 육상실

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해상실크로드(一带) 경제벨트를 합친 개념

임

 해상실크로드는 관련국들 사이의 높은 상호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국
가간 생산 분업 네트워크 및 저렴한 해상운송비에 기초한 비교우위

등을 이유로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전문가들은 「구상」의 실현이 중국의 국익 신장과 주변 국

가들과의 공동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추진 배경은 지방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다양한 갈등 해소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에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

하려는 데에 있음

230) KIEP 북경사무소(2015), ‘중국의「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추진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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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7 중국 해상실크로드

출처 : CNBC홈페이지(http://www.cnbc.com), http://www.conpaper.tistory.com

6) 유통기지조성 사업

▣ 사업내용

 2015년 완완공예정인 냉동냉장 창고를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기지로

조성

∙ 국내 시장의 수산물 유통과 함께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여 중국, 일

본, 러시아 등 인근 지역으로 수출

 사료 및 농산물 유통기지 조성

∙ 연해주 등지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사료의 가공을 통해 국내외 지

역으로 유통하는 시스템 구축

 목재 유통기지 조성

∙ 러시아산 수입목재의 가공을 통하여 국내외 목재가 필요한 도시 및

국가에 가공된 목재의 재수출

▣ 벤치마킹 사례

중국 엔티엔 종합보세 물류기지231)

 2006년 3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엔티엔 종합보세 물류기지는 매

년 80만 TEU의 물동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티엔항의 국제

컨테이너 항구는 이미 전체능력의 77%를 초과한 포화상태임

 정책상의 특혜로는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자국 화물에 대해 '수출상

231) 김영윤 외(2007), ‘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통일부, pp.31-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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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세금정책과 함께 물류기지 내

기업들의 화물이 해외와 물류기지를 순환할 때 수출통관절차와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편리한 세관통관을 위해 물류기지-자유무역구간, 물류기지-수출처리

지역간, 물류기지-물류창고 사이의 화물통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류기지는 세관의 선진 감독시설을 설치하고 전자회계장부

행정시스템을 도입 하였고 세관 출입국 검사와 검역 당국은 보세구

역 안에 지사를 설립해 세관통관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경비도 경감

시킴

 UPS, SCS, BAX Global Ltd, DHL, Cosco (Shenzhen) Group 등 주

요 국제적인 대형 물류회사들을 유치함

그림 4-88 중국 엔티엔 종합보세 물류기지

출처 : http://www.enews.incheon.go.kr,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

7) 희유광물 비축기지 조성

▣ 사업내용

 희유광물의 비축일수를 30.6일에서 60일로 확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안정된 희유광물의 비축기지 조성

 서해안과 동해안의 포항으로 희유광물의 분산 보관으로 안정적인 희

유광물의 비축 가능

 기존 계획된 광석부두 인근부지 100,000㎡ 조성

8) LNG 생산 및 비축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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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동해안 8광구 및 6-1광구 내 약 3,600만톤의 해저 천연가스 생산이

2016년부터 가시화됨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 비축기지 조성

 2017년 국내 천연가스 저장규모를 432만톤에서 720만톤으로 확대됨

에 따른 비축시설 설치 필요성 증대

 경상북도 내 봉화, 의성, 군위 등의 가스 미공급지역과 연결

9) 국제광물거래소 조성

▣ 사업내용

 국제광물공급업자, CBMX, KORES, 경상북도,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

력을 통한 거래소 조성

 산업통산자원부는 「제2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 -

2024년까지의 계획을 세움

 광물거래소에서는 5대 비금속광물은 입도, 백색도, 성분비 등의 제품

별 등급을 부여해 품질을 규격화함

 스마트 탐사 기술 개발 등으로 초기의 시스템 구축 시 고비용이 들

지만, 향후에는 지역 내 경제적 효과가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

 LME 등에 버금가는 국제거래소로의 위상 정립

 동해안 및 북극해 개발 자원의 비축기지로 활용 가능성 높음

 동광, 아연광, 니켈광 등의 국내수요가 높은 세계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환경적 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국제광물거래소 필요성 증대

 유라시아, 북극해, 러시아의 주석·텅스텐·망간, 북한의 아연·동·마그

네사이트·몰리브덴·희토류, 국내의 텅스텐·주석광 등의 국제거래 지

원

3.4.2 문화 및 관광산업 

가. 문화 및 관광산업의 트렌드 동향

◦ 글로벌 경제체제의 구축과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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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적 FTA 추진 확산, 경제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가 전망되며,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 교류·협력의 증진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됨

◦ 국제사회 불안정 요인 상존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동정세의 불안정성 및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밀거래, 사이버범죄

등 범죄행위가지속화 되고, 신종플루(H1N1), 구제역 등 인간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어, 이를 방지

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됨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은 급속히 상승
 특히 석유수요의 증가와 원유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교통 요금(특

히 항공) 앙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가치 및 패턴의 변화

 양질의 엔터테인먼트·문화콘텐츠 소비자 증가, 사회적 지위 및 금전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게 삶을 즐기려는 다운시프트족

(downshift) 확산, 웰빙·로하스(LOHAS) 추구 등으로 소비자의 소비

가치가 이동됨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대와 모바

일 환경 혁신으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급속

히 붕괴됨

◦ 인구 감소 및 노령화 현상 심화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인구는 줄

어드는 반면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독신가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와 이로 인한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를 의미함

◦ 국제 관광시장 경쟁심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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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관광경쟁력 강화
∙ 가격경쟁력의 위기 및 수요다변화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 혁신 및 품질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는 관광정책

의 핵심사항이 될 것임

∙ 비용절감을 위한 관광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신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으로 가격상승요인을 극복해야함

 중국 등 신흥 관광시장 성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중국은 2020년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 세계 4위 수준의 아웃

바운드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성장은 분명 한국 관광시장 발전의 기회요인임. 한국은 중

국과 인접한 국가로, 중국의 송출량 증가는 곧 한국방문 외래관광

객 증가로 이어질 것임

◦ 관광수요 변화와 대응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여가시간 변화에 적극 대응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국민 여가시간 또한 변화가 예상됨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시간은 2010년 수준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구조 및 관광 소비문화의 변화와 대응

 새로운 핵심 관광소비계층의 등장과 특화시장 개척
∙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층의 절대적인 증가임.

따라서 시니어계층이 미래 여가관광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수요층

이 될 전망

∙ 여성 또한 관광 및 여가활동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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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관광개발 요구 강화

 대중교통체계 변화 및 친환경 교통 확산에 대응한 관광개발
∙ 대중교통망, 특히 KTX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교통의 발전은 이

동성 강화에 의한 수요분산으로 지역관광개발 및 진흥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라 자전거 여행과 도보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232)

나. 문화 및 관광산업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정부는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을 비전으로 다

음과 같은 5가지의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 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개발의 소재, 공간 및 주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존 관광개발

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대국으로서 다양한 한국문화 자원을 활

용하여 창조적 파괴와 콘텐츠 혁명을 유도하는 개발

∙ 한국 문화의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전환하고, 국제화 시대

에 개방의 패러다임으로 창조적 문화관광 개발을 지향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미래의 관광개발은 물리적 개발에 치중하는 방향에서 탈피하여 관

광자원, 관광객이 교감하는 교차점을 찾아내고 자연과 문화의 회복

과 치유를 통해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보전중심의 관광개발

∙ 녹색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관광분야에서 탄소를 저감

하고 저탄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방향 설정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미래의 관광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32)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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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의 생활화를 추구

하는 개발

∙ 미래의 관광개발은 토지를 이용한 토목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융복

합과 협력에 기반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관광 및 여가 공간을 창

출하고 활용하는 개발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은 정의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기 위

하여 다양한 관광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협력으로 공

공성을 강화하는 개발

∙ 관광부문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개선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NPO 등 다양한 관광개발 주체가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관광개발 지향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 선진관광을 실현하는 미래의 관광개발은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개발

∙ 토지개발에서 공간개발로 전환하고 산업 관점에서 관광개발을 추

구하며 양적확대가 아닌 효율과 품격을 증진시키는 관광개발 지

향233)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문화도시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문화

도시 포항의 위상 정립

◦ 문화·관광·교육이 연계된 도시발전을 계획하여 문화에서 파생되는 산업과

이와 연계된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교육을 통한 운영의 모델을 구축

233) 문화체육관광부(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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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과 함께 외부의 관광객을 유

인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 해양관광이라는 단일 관광콘텐츠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육상·해상·공중

의 관광콘텐츠가 어우러지는 복합관광단지 조성

◦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기존 관광자원·관광지의 정비

또는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변화를 통한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 컬쳐 투어리즘

 방문객들이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내적·외적 혁신을 시도하

여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이 단순히 유물이나 자원들을 관람하는 형

태가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

 경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포항시의 자원 발굴 및 개발
◦ 스피릿 투어리즘

 역사·문화의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거리를 정비 및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여가, 휴식, 문화공간, 볼거리, 먹거리 등의 요소들이 인식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

 또한, 도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향상하여 포항지역만의 독특한 문

화를 창출하고, 물리적인 디자인뿐만 아닌 이벤트, 활동 등 관련되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지를 통합하여 도시 정체

성 강화 도모

◦ 에코 투어리즘

 자연의 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직접 체험·학습하며 포항지역에 이익

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로 개발하고 지역 및 관광객의 만

족도, 경제효과 등을 모니터링·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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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및 포항지역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산업을 연

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대안 수립

◦ 인더스트리 투어리즘

 포스텍, 포스코, 울산현대로 첨단산업기술을 관광상품으로 접목하여

지역민들 및 외부관광객에게 포항지역의 이미지 개선

 지역 대학생의 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우수인력들의 진로모색 계

기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과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

◦ 히스토리 투어리즘

 역사 환경을 보전·재생하여 도시 환경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시경

관과 연계하여 보호·육성시키는 방안을 구축

 주변 역사관광지와의 연계성강화 및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

화된 관광루트를 능동적인 관광개발정책과 함께 수립

◦ 헬시 투어리즘

 포항시 헬스투어 자원과 모델 프로그램 및 권역별 관광코스를 개발

하고 모델코스의 의과학적 건강효과 조사와 프로그램 도출 등 단계

별 발전 로드맵 제시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건강보양관광과 주민건강 및

행복증진의 통합적 연계와 복지·보건·예방의료의 통합을 목표로 하

는 복지플라자의 운영모델을 모색하며, 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주민의 긍지 향상 등의 방안을 제시

◦ 애국심 투어리즘

 관광의 일반적 목적인 휴양과 즐거움 추구와는 달리 재난과 참상지

를 보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관광지로서 장소의 인식에 대해 관광

객과의 가치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이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402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아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의

관리를 통해 관광객과 관광지,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의 감성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방안 마

련

라. 세부전략사업

1)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 콘텐츠 제전 개최

 포항지역 특화 콘텐츠의 발굴 및 지역 콘텐츠 경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
화사업 육성

 우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 및 삶속의 문화 정착을 통한 문화

융성 달성하고, 지자체내 경연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결합하여 지역 문화체감도도 함께 향상시킴

 각 장르별 개최지 선정과 해당 장르의 시단위 경연과 문화축제 개최

 현 개최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

포항시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

 현재 포항시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문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

 GIS기반의 문화도시 내외부의 각종 시설 및 주변의 정보제공을 통한 전자
관광 맵 개발

 연오랑세오녀 등 포항의 설화·역사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

링 문화제, 단편영화제 등의 문화 및 축제의 콘텐츠로 활용

 기존의 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과 더불어 포항의 전통적인 이미

지와 연계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 조성

 포항지역의 특성이 녹아있는 연오랑세오녀 스틸로봇 조립완구제품개

발, 철공예 기념품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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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영국 리버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리버풀 카운슬은 리버풀을 재생하는데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1980년에 출간한 ‘머지사

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ry Council Structure Plan)’을 통해

쇠퇴한 리버풀 항구 주변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함234)

 머지사이드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문화주도

형 도시재생을 시행했고, 알버트 도크를 중심으로 조성한 문화예술

구역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모범적인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사

례로 평가받음235)

 알버트 도크의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의 변모는 주변 일대의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했으며, 리버풀 카운슬과 머지사이드 개발공사는

국제회의장, 공연장,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연계 및 활성화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새롭게 정

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

으로 확장함

그림 4-89 영국 리버풀

출처 : http://www.jhkurbanlab.co.uk, http://www.veae.hosting.paran.com/tt/entry/Liverpool

234) Couch.C, Farr.S(2000), ‘Tourisn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154

235) 김정후(2015), ‘리버풀, 몰락한 항구오시에서 유럽의 문화도시로’, 디오션(The Ocean),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pp.83-8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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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교육 연계형 도시발전계획

▣ 사업내용

포항문화관광교육협의회 설립

 포항시의 문화·관광·교육 등의 전문가를 모아 포항문화관광교육협의

회를 창설하여 지역대학,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기술 및 경영자문, 공동 세미나 개최하여 포항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의 향후 비전을 함께 고민하여 지역의 핵심사업

으로 키울 수 있는 문화관광 활성화 및 교육콘텐츠 개발방안을 연구

 포항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해석 및 가공하여 문화콘텐

츠화 하고 이와 연계된 관광상품화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

화 및 관광 전문가 및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 실현하는 도시발전 모

델 구축

 문화자원발굴-문화콘텐츠로 가공-스토리텔링으로 문화 자원 이미지

제고-상품화-홍보-관광자원화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문가

활용 및 인력양성을 통해 문화 및 관광도시로 육성

 포항지역의 강점 중 하나인 해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바다와 인접

한 지역에 철공예 제작소 및 아카데미를 조성하여 작업실, 전시실,

체험과, 카페, 환경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화

∙ 철공예전문가와 예술가 등을 영입하여 전시회·시민교육강좌의 개설

로 주민과 관광객을 동시에 유인

▣ 벤치마킹 사례

일본 가나자와236)

 가나자와(金澤) 시는 인구 45만 명의 일본 중부 동해 방면 호쿠리쿠

(北陸)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이시카와 현(石川縣)의 현청 소재지

 지역의 토착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의 모범사례

236) 이수명(2005), ‘문화도시, 창조도시 가나자와’, 너울 vol16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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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향수와 체험 그 자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

도한 보기 드문 사례

 가나자와의 힘은 ‘전통’ 또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해석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이나 복원,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현대적 전통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함

그림 4-90 일본 가나자와

출처 : http://www.kcti.re.kr

3) 동해 해양·문화박물관 조성사업

▣ 사업내용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및 위상 강화의 역할을 도모하며, 상

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규모의 해양박물관을 조성하여 실리적으로는

관광객의 유입과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마련

 독도, 울릉도 동해자원, 항로의 역사·문화, 해양생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전시

 천혜의 자원인 바다와 강의 입지특성을 활용한 수중해양박물관을 조

성하여 지역의 관광 및 문화 환경 조성

 기존 영일만 크루즈선 운항계획과 연계하여 해양박물관이 하나의 관

광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부합되는 관광프

로그램 개발

 해양박물관은 포항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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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인 ‘바다 + 철강 + 로봇’을 결합한 형태의 박물관 조성이 필요함

∙ 박물관을 바다에 위치시키며 철강 및 철강관련 신소재로 건립하고

박물관 내부의 안내 및 서비스를 로봇이 수행하는 형태의 박물관으

로 조성을 하게 되면 포항지역의 특징을 살린 랜드마크의 기능 수

행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벤치마킹 사례

부산 국립 해양 박물관237)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그 가치를 연구하고 해양 문화와 해

양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 7월 9일에 개관한 해양

에 관한 종합 박물관

 상설 전시관8곳, 기획전시관, 해양도서 2만여권과 멀티미디어실이 있

는 해양도서관, 7살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박물관, 야외의 원

형광장, 지름11m, 깊이 4,8m의 수족관,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4D 영상관, 박물관 주위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의 시설 설치

 해양문화, 해양역시·인물, 항해선박,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장비·용픔·물품·도서·사진·예술품 등 전시

 주요 전시물로는 실제 선박의 절반 크기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 해

도첩, 죽도제찰, 항해용 지구의와 천구의 세트 등이 있음

그림 4-91 국립해양박물관

출처 :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http://www.knmm.or.kr)

237)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kn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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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 사업내용

 기능적 쇠퇴, 노후화로 인해 관광매력도가 저하된 관광시설에 문화콘
텐츠를 접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적 대책을 마련

 기존에 도시 문화축제와 연계한 일상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

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일상화 하여 도심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거리 음악제, 사일런트 디스코 등 특별한 축제 공간 없이 중심거리

에서 소규모 이벤트가 연중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

 선적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점적 공간을 교통동선과 연계한 개

발전략을 집중육성하여 스토리텔링화 하고 스토리텔링이 디지털 기

기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체험형 관광안내 기능을 도입

 도시관광특구의 관광기반을 재정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예산

지원 확충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마케팅 체계 구축 등을 이

행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특구로서 리모델링함

 유교, 백제, 신라, 중원, 가야, 탐라 등 과거의 역사문화 유산이 밀집

된 고도지역을 문화관광권역으로 지정하고 각 문화권역의 특성을 도

출하며, 권역의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각 권역의 특성을 관광자원으

로 활용

▣ 벤치마킹 사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238)

 역사문화자원과 실험적 공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에든버러는 ‘과거

와 현재가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는 시대적 화합과 조화의 장소’가 됨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공연예술 축제로 인정받는 에든버러 국제 페

스티벌은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고 전쟁으로 분열된 유럽에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60년 동안 개최되고

있음

238) 강현수(2003), ‘에든버러 : 역사속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도시’, 세계의 도시 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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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존된 문화유산과 참신한 공연의 멋진 조화가 결과적으로 에든

버러가 영국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로 발전하는 원

동력이 되었음

 1990년 페스티벌 기간에 에든버러를 찾는 관광객이 40여 만 명, 3억

4천만 파운드 이상의 관광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에든버러 국제 페스

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 외에도 많은 축제가 열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2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도 들어오게

되어 에든버러는 영국의 도시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됨

그림 4-92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출처 : http://www.hanintel.com, http://www.travelro.co.kr

5) 구룡포 어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현재까지도 전통의 어촌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룡포 어촌마을

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적

인 이미지를 살린 경관, 도로, 보행로, 건축물 등의 정비

 기존의 지역해녀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해녀체험프로그램, 과메기 제

조체험, 전통서당프로그램, 어부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

 전문가 및 관광컨설턴트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

의 개발과 더불어 주민교육을 통한 마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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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홍보센터와 관광안내센터에서의 마을홍보를 강화하여 어촌체험

마을의 관광 활성화 도모

 계절에 따라 어촌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모든 연

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사가현 가시마시의 나나우라 어촌체험사업239)

 일본 사가현에 위치한 가시마시는 아리아케해를 배경으로 넓은 갯벌

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수산업이외에 바다를 활용하는 방안이

빈약한 곳으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어촌체험사

업을 진행함

 민간이 중심이 되어 ‘포럼 카시마’를 결성하면서 지역의 마이너스 이미

지 극복과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석지에서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

 갯벌 올림픽, 간석지체험, 갯벌환경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주

된 체험활동으로는 갯벌 스키, 갯벌 수영, 갯벌 줄다리기, 해양동식

물관창 등을 운영해 연간 15,000명의 방문객이 방문 하고 있음

그림 4-93 나나우라 어촌체험사업 

출처 : http://www.dongascience.com, http://www.dailian.co.kr/

239) 이승우(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p.34-3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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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항야구장 악수광장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야구장의 상시적 활용방안 모색의 대안으로 관람객의 흥미유도

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장소 조성

 삼성 구단의 유명 선수의 손 모양의 스틸아트 조형물과 결합하여 관

람객들의 체험 및 포토존으로 구성

 체험형 전시물 배치로 관람객의 참여 및 흥미 유발

 야구장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야구장 관람객의 연계 관광효과

유발

∙ 포항야구장 - 형산강 둔치길 - 해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둘레길 조성

 악수광장조성과 동시에 야구장 주변의 부대시설 및 산책로 조성 및

정비 등으로 야구장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민의 거주만족도 증

진 도모

▣ 벤치마킹 사례

미국 볼티모어 오리올파크

 오리올파크에서 야구경기가 열리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음

∙ 4만8000명 규모의 야구장의 경우 미국적 이미지를 담아낸 복고풍 건

축양식으로 과거의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관광객은 물론 타야구장의

복고풍 붐을 일으킴240)

 오리올파크를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스포츠문화공간으로 조성241)

∙ 야구박물관, 야구거리, 카페, 음식점에서부터 야외 바베큐와 피크닉

을 즐길 수 있는 공원 등을 조성

∙ 야구장은 개장 이후 7년간 전 좌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시즌 중 오

240) 최영송(2015), ‘항구 재개발의 모든 것: 볼티모어항’, p.17

241) 최영송(2015), 전게서, p.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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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 파크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2천500여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함

 오리올파크가 들어서면서 인접한 이너하버 둥 도시 전체가 되살아남
∙ 오리올파크의 건설과 함께 바닷게를 이용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동시 추진

 도시의 건설 경기 활성화로 도심 내 항구에 16억 달러 규모를 비롯

해 시 전역에서 활발한 거설 사업이 이루어짐

그림 4-94 볼티모어 오리올파크

출처 : http://www.archidata.co.kr, http://www.geojenow.co.kr

7) 포항 푸드밸리 조성사업

▣ 사업내용

 과메기, 검은돌장어, 물회 등 포항지역의 유명 먹거리의 홍보 및 신메뉴
의 개발방식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포항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에서 나오는 각종 레시피의 사

업화 전략 구축 및 홍보

 포항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경연대회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요리경

연축제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전통요리 및 퓨

전요리의 경연으로 지역의 관광 효과 상승

 경연대회의 음식 종류별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푸드밸리 조성
 테마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항의 전통이미지와 조화롭게 어우러

지도록 개발 및 정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환호공원, 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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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야경, 두호마리나 등 관광 및 축제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

▣ 벤치마킹 사례

싱가포르 음식 축제242)

 중국, 말레이, 인도, 유라시아, 페라나칸 (중국 음식과 말레이시아 음

식의 혼합) 등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현지화된 중국, 말레이, 인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약 한 달

에 걸쳐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축제로, 행사 기간 동안에 싱가포르

전역에서는 다양한 음식 관련 행사와 콘테스트, 요리 강좌가 열림

 스카이 다이닝(싱가포르 섬과 센토사 섬을 오가는 500m 길이의 케

이블카에서 네 가지 코스 정찬을 맛보며 싱가포르의 야경을 공중에

서 감상하는 이벤트)이나 2000년 우리에 가둔 사자 옆에서 식사를

하는 「사자와 함께 점심을」 등 매해 독특한 이벤트로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음

 축제 기간에만 650,000명이 다녀가는 등 음식 축제만으로도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음식 축제의 성공 요인은 한 국가의 음식

을 특정 시기에 모두 집결시켜 집대성 시켰다는 점으로, 단순 집대

성이 아니라 관광객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싱가포르의

관광명소와 접목시켰다는 데에 있음

그림 4-95 싱가포르 음식축제

출처 : http://www.tnews.kr, http://www.yonhapnews.co.kr

242) 싱가포르 음식축제 홈페이지 http://www.singaporefoodfestival.com,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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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항시민예술촌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구역 부근의 과거 집창촌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철공예제작소 및

체험관으로 운영

 포스코 등의 철강산업 중심 도시인 포항만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 콘

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철을 이용한 공예품을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의 조성과 더불어 철공예를 관광객들이 배우고 제작할

수 있는 철공예 아카데미 조성과 연계된 광관프로그램 개발

 철공예제작소 및 체험관의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며 민관이 공동의 노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식

 철공예에 관련한 전문가 초빙을 통한 아카데미 운영 및 지역주민들

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활용가능

 기존의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개발

 지역의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철공예제작소 및

체험관, 영상제작소, 기념품판매소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 벤치마킹 사례

일본 가나자와243)

 공예전문가들의 창작활동을 주축으로 시민들의 관람과 강습이 부가

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다쓰야마 공예공방’을 설립하여 도예, 칠예, 염

색, 금속공예, 유리공예의 5개 분야에서 연수생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각 분야별로 8명씩 선발하며 연수생은 2년간 체류하며 1년 연장교

육이 가능하고 수업료는 무료이며 매달 10엔(약100만원)의 연구비

를 가나자와시로부터 지원을 받음

 가나자와에는 구타니야키九谷焼(도자기), 가가유젠加賀友禅(염색), 가

243) 김후련(2012), ‘가나자와형 창조도시 발전전략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호, pp.81-10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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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와하쿠金沢箔(금박) 등 26개의 전통산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는 800여 개, 종업원 수는 3천 명에 달함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작가들이 현재도 가나자와 성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가나자와 곳곳에는 공방이 산재함을 착안하여 공방

견학과 공예 체험을 조합시킨 코스를 개발하여 ‘크래프트 투어리즘

(수공예 관광)’라는 이름의 가나자와 고유의 관광코스를 개발함

 가나자와의 도시발전전략을 세우는 주체는 시행정과 경제계이고, 이

를 연구하는 주체는 일반시민과 이를 이끌고 뒤에서 지원하는 연구

자임

그림 4-96 일본 가나자와

출처 : https://www.hot-ishikawa. http://www.jp/korean/gallery/kanazawa.html

9) 생태캠핑장 및 공원조성사업

▣ 사업내용

 도심과 접근성이 좋고 수풀림과 바다 등의 입지로 자연환경이 뛰어

난 송도지역을 생태캠핑장과 생태공원으로 개발

∙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송도지역의 구항만재개발사업, 구도심재생사

업 등에서 송도지역을 관광에 특화시킨 도시로 구상한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생태캠핑장 및 공원의 조성은 녹지의 충분한 확보와 관

광객 및 지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인근의 침체되어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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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관광 프로그램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으며, 포항운하와의 연계효

과로 인하여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상승

 두평사·두평교회·두평성당 등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조성하여 주변의

송도해안·포항운하 등과 연계한 송림숲 명소화 추진

∙ 위치 : 송도지역의 송림 내 적지장소

∙ 사업기간 : 2016.01 - 2016.12

∙ 사업량 : 6.6㎡크기의 사찰, 교회, 성당 각 1동

∙ 사업비 : 1억원

 송림숲 테마거리 조성
∙ 위치 : 송도지역 송림숲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 사업량 : L = 300m, B = 12m(솔개천 보행로, 자전거도로)

∙ 사업비 : 30억원(도비 8.5억원, 시비 21.5억원)

 인근 해수욕장의 백사장 복원과 더불어 산책로, 자전거대여소, 텐트·

바비큐도구·운동시설 등 캠핑용품대여소 등을 운영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 편의점, 식당, 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생태캠핑장과 함께 다양한 테마가 공존하는 생태숲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야생화 군락, 생태연못, 탐방로, 생태도서관, 생태교육센터

의 조성, 자연보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보다 다양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 개발

 각종 공연, 페스티벌, 수상축제, 세계캠핑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캠핑

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벤치마킹 사례

영국 Fishguard Bay Caravan & Camping Park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남

 주요시설로는 캠핑(텐트)필드, 캐라반(캠핑카)필드가 있으며, 부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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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는 식당 및 상점, 샤워실, 식기세척실, 화장실, 운동장 등이 있

음244)

 해안절벽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캠핑장

과 차별성이 있음245)

 비교적 소규모로 가족 단위의 캠퍼들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캠핑공간

을 제공하고 있음

 장애우를 위한 시설 설계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부대시설들을 설치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4-97 영국 Fishguard Bay Caravan & Camping Park

출처 : http://www.caravansitefinder.co.uk,

10) 해변 레저거점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는 2015년 7월 해양수산부의 두호마리나 협상대상자와 투자양

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양레포츠 및 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부

상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가시화함

∙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에 따른 국내 첫 민간 제안사업으로, 2016

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1,946억원을 투입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원 전면해상 220,000㎡의 면적에 요트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등과 부지를 조성

244) 김현수 외(2009), ‘오토캠핑장을 통한 폐광지역 진흥 및 공간 활용’, 한국광해관리공단, pp.21-22

245) 김현수 외(2009), 전게서, 한국광해관리공단, pp.21-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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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최고의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 및 콘텐츠 개발
∙ 바다시청 운영, 해수욕장 내 노후편의시설 교체 및 보수를 통한 해

수욕장의 편의 제공

∙ 안전장비 확충 밎 인명구조요원 증원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식별이 용이한 오뚜기부표 설치

▶ 인명구조선 추가 배치 및 심장세제동기 등

∙ 다양한 체험형 축제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극대화

▶ 물고기잡이, 조개잡이, 해변가요제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

 포항의 해변에 연접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요트, 윈드서

핑, 페러세일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해상레포츠 시설 도입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두호마리나 조성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해양레포츠 시설의 도입 및 활성화

 해양레포츠 거점을 조성 시 해양레저 선박의 안전요원, 해양레저 장

비의 철저한 검점 등을 통한 안전성 증대

 해양레저산업에 파생되어 활성화 될 수 있는 선박업, 판매업, 숙박업

등의 시설 및 환경 정비

 해양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해변 레저거점 주변의

편익시설 및 관광시설 조성

 해양레포츠 축제 개최

▣ 벤치마킹 사례

멕시코 칸쿤(Cancun, Mexico)246)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반도 동부의 퀸타나 루 주(州)에 있으며 수도

인 멕시코시티와는 약 1,500마일, 미국 마이애미와는 dirt 550마일 떨

어진 인구 약 30여만 명의 도시로 멕시코 내 최대 휴양지이며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임

246) 윤양수(2004),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pp.18-1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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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에 있어서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지 인프라 조

성과 미국 관광객 유입에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칸쿤에 개발을 시작

함

 2003년 말 기준 칸쿤지역에만 약 3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

고 있으며 인근 다른 지역까지 합친다면 약 6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

문하는 멕시코 최대의 관광휴양지역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스노클링, 낚시, 골프, 사냥, 정글투어 등 200여종

이 넘는 관광상품이 있으며, 골프코스, 요트클럽, 해양공원 등 각종 레크

레이션 및 수상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마야유적지 탐험 등 문화와 자연

환경 체험상품 및 시설이 있음

그림 4-98 멕시코 칸쿤

출처 : http://www.americaworld.kr/, http://www.honeymoonplus.com/

11) 문화도시 시범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 차원에서 각종 축제나 이벤트, 관광단지조성 등 장소마케팅을

적극적인 문화도시 만들기로 전환해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지역 축제

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거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포항지역을 문화도시로 브랜드화

 문화도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문화

재단 혹은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같은 ‘문화거버넌스기구’를 설치·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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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공공적 형태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수·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과 과학 분야의 공통된 창조성에 도시문화 콘텐츠와 IT분야

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지식 기반형 사업으로 전환

 포항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공원, 거리 등을 조성하고 참여와

기부를 확산시켜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개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광역단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발전, 시행하여, 정책연구 기능, 교육컨설팅 기능 강화

를 통해 건강한 지역문화 환경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사업비 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공공적 가치와 성과를 인

정받은 활동이나 단체에 대해서 과감한 운영지원이 필요하고 지자

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공간이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과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 및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문화관련 지

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및 정책 전달할

수 있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벤치마킹 사례

뒤셀도르프의 메디엔하펜247)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 베스틀팔렌주의 주도로서 유럽최대 도시권

벨트이자 발전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독일의 9대 도시임

247) 김효정(200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85∼8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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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 석탄과 탄광업이 쇠퇴함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이 요

구되었으며, 이에 전략적으로 문화정책을 도입하여 박람회도시, 문화

예술도시, 대학도시, 국제도시 등으로 발전함

 485개 광고중개회사, 414개 광고관련회사, 4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실들, 160개 출판사가 있으며,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부지 단위로 계획을 세워 미래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발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MHRC)에서 발표한 「2007년

생활의 질(quality of living)평가」에서 뒤셀도르프는 취리히, 제네바,

밴쿠버, 빈에 이어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할 정

도로 쾌적한 주거환경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4-99 뒤셀도르프의 메디엔하펜

출처 : http://www.myrealtrip.com

12) 호미반도권 종합관광 개발사업

▣ 사업내용

 호미반도에 비즈니스 특구를 조성하여 영일만항 배후단지를 중심 물류

항, R&DB센터를 지정하여 대구-구미-울산-포항의 경제벨트의 중심지

역으로 북한, 일본 서해안, 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과 연계되는 경북지

역의 중심HUB항의 역할을 수행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고도의 도시발전과 Global Standard에 맞는

상업, 행정, 비즈니스, 삶 등이 포항에서 손색없이 운영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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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건강휴식 등 학술연구단지를 육성·발전시켜 바다에 관한

관광자원이 새롭게 건설

 영일만관광단지 조성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와 구룡포읍, 호미

곶면 일원 약 352만㎡ 면적에 2021년까지 약 5,639억원(민자)이 투자

되는 사업

 시행사인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신청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은 관

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승인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이 결정되

면 2016년 초 공사에 착공할 예정

 관광단지 내에는 호텔·콘도의 숙박시설과 운동시설인 골프장, 기업연

수원 및 힐링센터, 워터파크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이고,

조성이 완료되면 약 8,395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3천억원 정도의 생

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호미반도 기업 관련시설의 유치

∙ 울산지역 대기업 연수원 및 휴양시설 설치

▶ 대상지역 : 호미곶관광단지, 영일만관광단지, 코스타밸리 등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모비스, GS

칼텍스 등

∙ 울산 대기업 퇴직자 정주단지 개발 프로젝트 발굴

▶ 대상사업 : 전원주택단지, 체류형 주말농장 주택 등

▶ 기업 및 노조 정책 연구부서 방문 설명회 개최, 개발사업자 방문

설명 등으로 퇴직자 정주단지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

 축제와 연계된 문화창조 및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 버스킹 공연 활성화 및 공간 창출

∙ 재즈·힙합·트로트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 페스티벌 개최

∙ 세계대학생 연극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지역축제의 글로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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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미국 올란도 (Orlando, USA)248)

 올란도는 플로리다 반도 중앙에 위치한 휴양도시로서 면적 1억 2천

만 평, 176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1970년대 초기에는 감귤류 생산이 주요 산업이었던 평범한 지방도시

였으나 1971년 월트디즈니 월드가 개장된 이래 호텔, 모텔,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시설이 도입되면서 복합 콤플렉스로 자리매김함

 개발컨셉은 커뮤니티, 장소, 교육, 건강, 기술의 다섯 가지 원칙을 초

석으로 하여 역동적이고 특별한 단지를 조성함(약 백만 평 이상)

 올란도 시의 디즈니월드에 인접하여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19세기말

-20세기 초반의 고향마을을 테마로 하는 관광휴양형 뉴타운인 셀리브

레이션 타운을 조성함

그림 4-100 미국 올란도

출처 : http://www.booking.com, http://www.uhakwiz-w.com

13) Nomadpia(Nomad + Utopia)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대단위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

의 다양한 레저 활동 욕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이동성이 강화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에 부합되며, 포항이

248) 김대관(2011), ‘새만금 관광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전략수립’, 문화체육관광부,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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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는 환경적 자원을 활용한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트래킹·조깅·산책·자전거·골프·승마·캠핑 등의 육상 노마드와 요트·바
다낚시·윈드서핑·스킨스쿠버·스노쿨링 등의 수상노마드와 더불어 페

러글라이딩·스카이다이빙·경비행기 등의 공중 노마드 시설이 결합되

어 유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항을 노마드의 세

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개발

 노마드피아의 추진주체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기업주도로 개발하

고,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복합레저관광 단지로 조성

 주거·상업·업무·관광·교육·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요에 부합되
는 환경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영업 및 서비스업의 고도화에 효율적임

▣ 벤치마킹 사례

미국 아스펜

 미국 콜로라도(Colorado)주도 덴버(Denver)에서 남서쪽 약 200마일

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는 해발 7,908피트의 고원도시249)

 로키산맥의 동북 130마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많은 적설량

을 보이며,여름철에도 서늘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동계는 물론 하계

를 포함하는 4계절 휴양지로써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아스펜은 과거 은광산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스키·온천

휴양도시로써의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아스펜 이외에도 베일

밸리(VailValley)와 비버 크릭(BeaverCreek)등 2개의 초대형 스키장

과 골프장, 호텔 및 각종 편의시설이 개발되어 있으며 상류층을 표

적시장으로 하는 휴양지가 위치하고 있음

 관광객은 일평균 약 20,871명이 방문하며 최고성수기인 7-8월 초에는

27,000명에 육박하며 여름 일시거주자 평균 13,715, 겨울 일시거주자 평

249) 이연택(2006), ‘해외 주요 관광레저도시의 공급체계 분석’, 문화관광부, pp.45∼6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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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4,514명으로 구성됨250)

그림 4-101 아스펜 레저단지

출처 : http://www.hungryboarder.com, http://www.blog.ohmynews.com

프랑스 랑그록 루시용(Languedoc-Roussillon, France)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대한 부채꼴 모양의 랑그록 루시용은 모든 종

류의 레포츠 활동에 매우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음251)

 낙후지역 개발, 국토균형발전, 국민레저공간 확대의 모범 사례로 불

리며 관광객은 일회적 손님이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거주민이 되어 하

나의 공동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공간개념인 “자유시간도시”를 제시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252)

 매년 1천7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7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

리고 있음253)

그림 4-102 프랑스 랑그록 루시용(Languedoc-Roussillon, France)

출처 : http://www.ajunews.com/, http://www.knnews.co.kr/

250) 이연택(2006), 전게서, 문화관광부, pp.45∼69, 인용

251) 윤양수(2004), 전게서, 한국관광공사, 인용

252) 문화관광부(200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해외사례조사’ 재구성, 인용

253) 김대관(2011), 전게서, 문화체육관광부, p.13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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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역사·문화환경 

가. 역사·문화환경의 트렌드 동향

◦ 저출산·고령화로 새로운 문화소비층의 등장과 개인주의화 및 여가시간 확

대로 일상적 삶에서 문화관광 수요 증가로 요약될 수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 유연근무제·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시간 축소, 일과 여
가시간의 경계 파괴 등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일상의 삶에서 문화

가 중시되는 사회

◦ 저출산·고령사회는 한 자녀 가정 확대, 은퇴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 가

상의 관계와 평생직장, 대면 직장의 축소로 개인주의화가 가속

 개인주의화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의 가치 증대

◦ 저출산은 한 자녀 가정의 확대와 사회성 함양 기회 부족으로 개인주의화

가 가속되고, 육아비중이 축소되는 여성의 문화수요 증가

◦ 2011년 주5일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12년 초·중·고

의 전면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연차보상 보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권장,

대체휴일제 등으로 휴가일수가 증대되며, 국민 국내관광시장은 2012년까

지 연평균 4.5% 성장 전망되고 202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고령자에 대한 선별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에 대한 논란이 기본

권 문제와 함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며, 고령층의 문화수요는 다른 계

층보다 균질성이 낮고 여건에 따라 다양화

◦ 고학력·고소득·시간적 여유, 문화역량을 갖춘 새로운 문화소비 주도층으

로서 뉴시니어의 중요성 대두되고 또한, 실버시장의 중요성 대두, 시니어

가계소비 지출 증대로 고령친화 산업 부상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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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광 혹은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 수요 확대될 전망

◦ 스마트미디어, 유연근무제,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의 증가 등으로 여가시

간과 노동시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져 전통적인 여가 패러다임이 전환

◦ 신체활동보다는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증가로 인해 의도적,

계획적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되며, 단기간 휴가에서 장기·집중휴가

행태도 확산되어 체험 및 장기 프로그램 수요 확대가 전망됨

◦ 세계관광기구(UNWTO)는 국제관광시장의 장기전망에서, 국제관광객수는

2010년 10억명에서 2020년 16억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 중동 등 신흥 관광시장들이 매
년 5%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 유럽지역은 감소하고, 아시아·태평

양 시장 성장 강세

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8대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음

 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 인문학 교육 우수 선도학교 지원, BK21플러스 사업 등을 통한 인

문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알기 쉬운 인문학 교재 개발·

보급 등 인문정신 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에 확산, 고전의 현

대적 번역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전

담기구·협의체 운영 등 인문학 진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을 중점 추진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체험·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 병행 추진, 전통생활문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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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현, 지역 고유 전통문화 특성화,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전

통문화와 문화산업의 접목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

책 강화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문화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
∙ 마을단위 민간 자율 활동기구 형성 등 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의

체계화, 문화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문화가 있

는 날’지정, 가을 문화 축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 근거 마련 등

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

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

∙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 등

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

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
∙ 창의 문화융합 캠프운영,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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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아카데미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 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문화와 품격 있는 정상

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대상별 한국문

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지정(‘12. 12. 6.)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
점으로 활용

∙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민족 공동체의 아이콘화, 지역적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리랑 축제로 승화(다양한 문화장르 융·복합),

아리랑의 날 제정,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성 고취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추진

◦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수년 내에 사용이 중단될 유휴공간을 활용한 역사 및 문

화공간 조성

◦ 포항시의 자체적인 역사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

한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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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전략사업

1) (구)제일교회 등지 역사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의 (구)제일교회는 한국전쟁 중 초토화된 포항시 시가지에서 유

일하게 건재한 역사적인 건물로서 보존가치가 높으며, 역사의식 함

량과 관광가치로서의 가능성이 풍부한 점에 착안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

 교회 주변의 편익시설과 식재, 도로 및 보행로의 정비, 대중교통 접

근성 향상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용을 원활하게 유도

 지역민의 휴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역사공원 내 역사고취 프로그램

및 봉사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성화 도모

▣ 벤치마킹 사례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요시노가리는 역사 유적지를 공원화해 테마파크로 발전시킨 대표적

인 사례로서 우수한 문화적 유산인 요시노가리유적의 보존과, 당시

시설의 보존이나 발굴물의 전시 등을 통해서 야요이시대를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254)

 요시노가리는 본래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해
공원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관심과 활용

을 유도하기 위해 테마파크로 전환을 시도255)

 공원 내부는 영상 시설과 레스토랑이 있는 역사공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입구 존’을 비롯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남쪽 주거지

와 나라의 제례 행사를 실시했던 북쪽 주거지로 구분되는 ‘취락 존’,

각종 레크레이션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고대의 존’과 같은 세 가지

테마 지역으로 구분함256)

254)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shinogari.jp, 인용

255) 김희진(2007), ‘일본테마파크의 사례와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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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3 일본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출처 : http://www.yoshinogari.jp, http://www.twewoo.com.ne.kr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al Center)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의 레이에 위치한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는

1963년 말 예수그리스도교회(몰몬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7만㎡의

면적에 전통 폴리네시안의 정신과 문화를 나타내는 전통예술과 공

예, 반쯤은 잊혀진 노래나 무용 등을 보여 주고 있음257)

 아름다운 야외 조경공간 사이로 작은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독

특한 자연환경과 하와이, 사모아, 피지, 아테아로아, 뉴질랜드, 통가,

타히티, 마르키사스 등 폴리네시아 섬들의 모습을 재현하여 민속을

주제로 한 관광명소 중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공

적 마을

 부대시설로는 2,700석의 극장, 아이맥스영화관, 레스토랑 등으로 이루어진
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백만명이 입장하는 하와이 최고의 명

소로 자리 잡고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1천여 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Gateway Restaurant, Canoe Pageant Show인 “Ancient Legends of

Polynesia”, Evening Show인 “Horizons! A Celebration of Polynesian

Discovery”와저렴한 관람료등을들 수있음258)

256) 김희진(2007), 전게서, 커뮤니케이션북스, 인용

257) 이종만(2008), ‘전통테마파크로서의 세미원의 리모델링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5, 인용

258) 서인원(2007), ‘대구의 역사·문화형 테마파크 개발방향’,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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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4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출처 : http://www.beautifultour.com, http://www.myhawaii.kr

2) 포항역사박물관 조성사업

▣ 사업내용

 KTX포항역의 개통으로 그 역할이 현저하게 줄었고 역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포항구역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포항 구역사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차원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하

며, 과거의 기차부터 최근에 이용되었던 기차까지 전시하여 전통문

화와 기차역사라는 두 가지 콘텐츠로 역사박물관 조성

 역사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위하여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

치 및 정비, 편의시설 조성

 역사박물관과 연계된 포항지역역사문화재단, 포항지역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포항역사의 메카로 조성

▣ 벤치마킹 사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통적 물류유통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군산의 정체성 확인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유산

을 소유한 문화적 특징을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자 시민들의 여망을

모아 2011년 9월 30일 개관259)

259) 군산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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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근대문화 및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는 특화박물관이자 지역박

물관으로서 방문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을 제공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며 옛 도심 근대문화 재

생사업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그림 4-105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출처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3) 역사문화 마케팅 사업

▣ 사업내용

 기존에 널리 알려진 포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이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숨겨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

 이 사업을 문화 및 관광사업으로 확장 및 연계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단 등의 설립 및 활용가능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러 양성기

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체

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자생력 강화

▣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퓌뒤프260)

 퓌뒤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마을의 문화자원을 개발

260) 박경열(2013),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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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한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관광 및 역사·생태학습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유·무형 문화자원 개발과 문화인프라등을 상품화 하였으며,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그림 4-106 프랑스 퓌뒤프

출처 : http://www.gcube.or.kr, http://www.kcti.re.kr

4) 포항 지역문화재단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포항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산업화하

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보편타당한 가치의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칼럼 및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역사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조성

 지역의 역사와 관련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을 통한 고유의 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을 병행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활동 기반 마련

▣ 벤치마킹 사례

경북미래문화재단

 자연과 문화 속에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안동사람들의 생활공동체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용역

434

를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며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으로 2010년 7월 문화재

분야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음

 공가로 비워져 있는 문화유산을 위탁받아 문화유산의 특성과 품격을

살리면서 여러 프로그램 운영중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

술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문화역량 강화

그림 4-107 경북미래문화재단

출처 : http://www.andongnews.net, http://www.cha.go.kr/

5)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연오랑세오녀 역사자원과 함께하는 신라문화권 관광경쟁력 확보

∙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5D261) 영상

등의 체험 및 볼거리 제공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 일원

∙ 사업량 : 대지면적 82,637㎡, 연면적 1,1763㎡(입체영상체험관 포함)

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

∙ 사업비 : 65억원(국비 45.5억원, 도비 5.85억원, 시비 13.65억원)

261) 최첨단 시뮬레이터의 역동적, 지계적 움직임, 바람, 연기 등 5차원의 특수영상장비 시스템 효과를

가미한 영상으로 관객이 가상현실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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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5 - 2017년

 추진실적
∙ 2015.06 : 현상설계 공모 완료

∙ 2015.09 : 현상설계 공모작품 보완 완료

 추진계획
∙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공사발주(2017 완공예정)

∙ 전시관 내 입체영상체험관 설치

 기대효과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 5D 입체영상체험관 이용료 수입(연간 약 2억원 세수확보 가능)

▣ 벤치마킹 사례

영국 국립해양박물관262)

 런던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은 대중들에게 바다, 선박, 별과 시간

의 중요성과 이들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해양과 천문학(항해, 선원의 생활, 천문학, 시간측정)에 관한 유물 2

백만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음

∙ 그리니치 왕립천문대(Royal Observatory Greenwich), 퀸즈 하우스

(Queen’s House), 해양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품, 해양사,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국내외의 파트너

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대회나 프로젝트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음

∙ 10만권 이상의 책, 필사본, 희귀본 등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해양사 자료 도서관을 보유

 해양과 관련된 영국의 역사, 바다와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

회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함

262)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7), ‘해외 해양박물관 사례보고서’, pp.19-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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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8 영국 국립해양박물관

출처 : http://www.wishbeen.co.kr, http://www.greenwich-guid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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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이 빛나는 도시

4.1 목표

◦ 산업, 문화, 역사,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도시공간 조성

◦ SOC시설의 확충으로 이동성과 합리성 높은 도시공간 조성

◦ 내륙과 해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 과거·현재·미래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도시조성

4.2 추진전략

◦ 도시구조, 산업단지, SOC 세 부문의 각각의 계획이 아닌 단계적, 유기적

인 협력발전 전략이 필요

◦ 다양한 해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공간상의 해양산업 거점마련

◦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이전 및 배치시켜 지방의 거점도시로 육성 및 지

원

◦ 비즈니스 특구를 조성하여 북한, 일본 서해안, 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과

연계되는 경북지역의 중심HUB항 구축

◦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

◦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 및 철도망 등 광역 SOC 인프라

조기 구축

◦ 포항 미래 성장동력 구축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도시공간의 질적 성장과 관리를 통한 도시활력 증대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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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9 공간이 빛나는 도시

4.3 여건분석

4.3.1 국내외 도시공간 및 SOC 동향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실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교통·SOC에 대한 투자를 149억-512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제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의 교통 및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항만과 공항 및 연계교통체

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263)

◦ 최근 정부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높은 교통·SOC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

자를 확대함

 2009년도 교통·SOC 부문의 정부투자 규모는 2008년 17조 2천억 원

263) 추상호 외(2009), ‘글로벌 국토·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 한

국교통연구원,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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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17.3% 증가한 20조 2천억 원으로 증가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

적인 인구유출 및 성장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

 2008년 기준 전국 인구의 49.1%(2475만 명), 제조업체의 56.9%가 수

도권에 집중

 지방의 산업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구조 형성264)

◦ 수도권 과밀은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수

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215개 주요 도시 가운데 86위265)에 불과
◦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재편 전략 미

흡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필요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266)

◦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그린(Ubiquitous-Green) 통합형 시대가 본격 전개될 전망

 신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

대될 전망

◦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 경

264) 한국은행(2007),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

265)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2008),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266)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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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 예상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2017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 등으로 고속

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4.3.2 정부 정책 동향

◦ 최근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267)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 교통수단간 기능

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

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를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총 4가지 방안으로 녹색교통·국토정

보 통합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세부 방안

으로는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철도 네트워크 확충, 거

점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

로망 정비, 육·해·공 통합 연계교통체계 구현(Intermodalism 교통체

계 구축이 있음)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세부 방안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

수단 개발 및 관리 추진, 기존 시설 이용 효율화를 위한 녹색성장형

267)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p.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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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및 ITS 시설 확충, 대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있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는

공항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항만의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

충,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 구축 및 물류거점 간 연계

강화, 육상·해상·항공 국가물류 정보망 활성화 추진, 미래형 첨단 물

류체계 구축 등이 있음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는 국토정보체계 조기 구

축, 과학적 계획 수립 지원과 지능형 국토정보 구축, 국토정보 신산

업 발굴과 글로벌화,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과 국토정보 보호 등이

있음

◦ 또한 교통 및 물류, 항만 및 공항 등 연계교통을 토대로 세계로 열린 신

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북극해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풍력, 조류, 파력 등을 활용한 해
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

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육지부 개발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고, 연안해역 용도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해안

유지 및 인공해안 복원 추진과 연안·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연안·해양 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의 세부 추진 전략은 다음 4가지와 같음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의 확장 부문으로 해저광물·에너지자

원 상용화 촉진 및 남극대륙·북극해 과학조사 투자 확대, 자족형 해

상 인공도시인 아쿠아폴리스를 시범적으로 건설하여 활동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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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특별 관리 등이 있음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Maritime

Cluster) 및 네트워크 구축, 관광자원 특성화 및 해양관광의 지속가

능성 확보, 해양환경·에너지 산업을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산업

으로 육성 등이 있음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공간 관리 부문으로는 연안 수계·유역

통합관리체제 확대, 해역별·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연안해역 용도

제 시행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지역

의 관리 강화, 생태계 기반 공간 및 자원 개발체제 확립 등이 있음

 다차원 해양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는 해양·수산정책의 파트너십 강

화, 해양국토 e-Governance 실현, 국제사회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음

4.3.3 경상북도 정책 동향

◦ 경상북도종합계획에서 향후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여건변화로 저탄소

녹색 교통시스템으로 전환, 광역경제권의 대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의 확산, 전기자동차 등의 수단 다양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통행량 감소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우선 교통 열악지역인 경북 동북부의 교통망 조

기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녹색성장 기

조에 따라 철도노선을 확충하며, 세계경제가 국가 간 경쟁에서 광역경제

권간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공항체제를 확충

할 것임

◦ 동부해양권의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에서 교통 및 도시공간에 관한 정책

으로는 다음과 같음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교류기반 구축으로 영일만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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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로의 도약기반 마련,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 및 철

도망 등 광역 SOC 인프라 조기 구축, 건설 중인 동해선 철도의 포

항역 개통에 대비하여 신 포항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추진이 있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는 형산강 에코트

레일 조성, 송도백사장 복원 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생태형

녹도, 폐 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생태하

천 등 시민녹색 휴양공간 확충,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역

의 녹색성장 유도 등이 있음

◦ 또한 경상북도의 해양자원활용 정책으로는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해

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해양자원의 특성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와 GMSP를 비롯한 지역해양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가 양성, 해양자원

R&D기관 확충,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해양연구 인프라 조성 등이

있음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부문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및 상

용화 추진, 해양심층수 및 온배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식품·소재산업 육성, 첨단해양산업 육성 등이 있음

 해양관광 활성화 부문에서는 경북 동해안의 시·군들이 보유한 다양

한 해양관광자원을 지역별로 특화·연계시킴으로써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천혜의 해상자

원을 이용한 해양관광단지 및 레포츠단지 조성을 통하여 특화된 해

양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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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 등이 있음

4.4 추진과제

4.4.1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트렌드 동향

◦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 주요 3대법(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을 제정

하여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탄소예산시스템 도입,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s obligation),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 in tariffs),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제도, 해양송전 시스템지원,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발전, 해양가스 시설 신규규제체계 구성, 해양 에너지

시설 폐기자금에 관한 규제, 스마트 계량기 보급 및 활성화 제도 구축,

에너지 규제기관 OFGEM 및 신규발전 프로젝트의 송전시스템에의 접속

등의 계획을 추진

◦ 일본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으로 지역 및 도시구조 측면에서 최우

선 대응책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며 저탄소형 도시구조를 목표한 도시

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또한, 일본의 국립환경 연구원에서 저탄소 사회의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차원의 필요한 계획들을 구상, 탄소 배출량 감소의 목표 이

행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유럽연합(EU)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통합법안”을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 목표 설정, 전력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바이오연료를 10% 향상 시키고자함

◦ 또한,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 발효하고 그내용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정/ 회원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CCS(Carbon Capt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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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법제화,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설정, 승용차 CO2 배출 기준

설정, 연료처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항목으로 구성함

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1998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구성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2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하여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

다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및 공식 출범함

◦ 녹색도시 추진방향은 세계 일류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도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녹색 산업․기술 융·복합으로 신성

장 동력 창출, 이를 위해 에너지 과소비→절약, 자원소비→재활용, 화석에

너지→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함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화 사회 구축은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

율 사회 조기실현,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 등을 추진

◦ 청정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시장기능 도입을 통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확보,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녹색산업 육성

◦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Green Port 구축 기본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 대

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강화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공간 활용 및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구조로 재편을

통한 매력적 도시 조성

◦ 다소 삭막한 도시공간구조를 하천을 활용한 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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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 중점 육성산업의 거점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실현

라. 세부전략사업

1) 칠성천·양학천 복원사업

▣ 사업내용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칠성천과 양학천을 복원하여 역사성

을 강화하고 녹지와 물길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적 공간을 조성하

여 열섬현상의 저감과 동시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속의

자연을 이루어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 확립

 복원되는 천을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노선상업지

역으로 구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하천이용 활성화에 기여

 주변의 포항운하와 연계된 수변공간으로서 지역적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

 하천의 복원과 함께 옛 다리의 위치와 원형을 복원하여 과거의 정취

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하천으로 조성

 주변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고려한 도로 및 보행로 계획

을 실시하여 설계하고 물길과 차도 사이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설계

 하천 복원에 필요한 물의 용량은 남아있는 유지수의 정화와 현재 포

스코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용수를 정화하여 하천의 물로 사용

▣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비에브르천 하천 복원268)

 하천유역의 악취 및 수질문제로 파리 시내에는 하천복개공사가 시작

 하천 수질오염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첨단기술 도입으로 하천의 유량

268) 예산군 환경과(2014), ‘물 통합관리 및 효율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외 출장 보고서’, pp.9∼1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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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 가능해지자, 비에브르천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하천복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에 힘입어 약 1,100m 구간이 복원

 비에브르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물길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여 하천 존재를 환기

 대주민 사전 협의회, 비에브르천 파리시 구간의 홍보를 위한 전시회,

주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상류구간 하천복원을 통하여 지역 전체적 모습이 변화되었으며 주민만

족도 상승

그림 4-110 프랑스 비에브르천 하천 복원

출처 : http://www.kookje.co.kr

2) 산업별 중심지구 구축사업

▣ 사업내용

 지식경제자유구역, 영일만 배후단지, 포항블루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각 산업별 중심지구 사이의 유기적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거점별

산업의 육성으로 철강산업의 단일산업을 탈피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동해안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 해양산업단지개발 등의 해양산업의 중심지구로 조성

 문화도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홍

보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

산업의 거점지구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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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 등의 창조산업을 포항소재 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 연

계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구 구축

▣ 벤치마킹 사례269)

캐나다 온타리오의 3각 기술집적 단지

 캐나다의 온타리오 3각 기술집적 단지는 캐나다의 워털루 지역과 키

체너, 캠브리지 등 주변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연구집적단지는

노스덤파이어스, 울위치, 웰레슬리, 윌못 지방과 온타리오 지역에 위

치한 위성도시들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클러스터 지역

 온타리오 단지는 500여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무선, 그리고 인프라

업체들과 더불어 강한 농업적·바이오테크놀로지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있는 지역이며, 근처 겔프, 온타리오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하

여 거의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보건, 수의

학, 미생물학, 분석화학, 그리고 환경과학과 관련되는 생활과학의 전

문가들도 상당수 채 용하고 있어 연구수행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

어진 지역

 캐나다 3각 연구단지의 산업적 특성은 기술, 제조업, 기업서비스 업

체들 간 다양한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강점을

더욱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런던에서부터 오타와에 이르기까지 다른

경제 개발기구들과 협정을 맺은 바 있음

 산업체간의 다양한 조화와 타 경제개발기구와의 협정 체결,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중시 등이 온타리오 3각 연구단지로 하여금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강점

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됨

269) 원천식(2003), ‘해외 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 및 정책점 시사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pp.48∼6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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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캐나다 온타리오의 3각 기술집적 단지

출처 :http://www.en.wikipedia.org, http://www.ois.go.kr

3) 수산물 야시장 조성사업

▣ 사업내용

 포항시의 다양한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객의 유치와 전통시장

에 응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활용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과메기 축제를 전통시장에 유치하여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의 제공을 통한 활성화 가능

 상설형 문화관광 시장개발을 통한 상권활성화로 지역주민, 관광객,

지자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창

업의 인큐베이터 역할(동아리 공연 활성화, 공예 등 작품전시회, 창

업의 공간 활용 등)

 과메기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PB 상품의 개발로 경제 활성화 기

여하고 먹거리 테마존의 설치를 통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먹거리

장터조성

▣ 벤치마킹 사례

스페인 보케리아 시장(Mercat de la Boqueria)270)

 문헌상 12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르셀로

나 람믈라스 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농·수·축산물 시장

270) 우주희(2008),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06∼1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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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요리교실을 열어 웰빙형 식사습관을 배우는 동시에 요리강사

와 함께 장을 보며 경제관념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큰 인기를 얻

고 있으며, 시장 내 콘달극장에서 유명배우의 코미디공연 등 문화행

사를 개최함

 바르셀로나의 카니발 축제와 매년 파리 등 세계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으로 펼쳐지는 음악제 등에 연계하여 시장 홍보 및 활성화

 시장의 홈페이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5개국어로 서비스 되

며 홈페이지에 상인의 개인사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전

개하고 있음

그림 4-112 보케리아 시장(Mercat de la Boqueria)

출처 : http://www.skyscrapercity.com, http://www.youtube.com

영국 코벤트리 재래시장

 코벤트리시는 2차대전 당시 폭격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된 도시로 전

쟁 잔해를 그대로 둔 채 대성당을 새로 짓고 성당 주변으로 형성된

쇼핑타운과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도시

 코벤트리시장은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170여개 점포가 싱

싱한 야채와 과일, 옷가게 등으로 구성된 원형의 실내 재래시장271)

 대형마트 수준의 고객 편의시설

∙ 자동문과 에어컨 시설, 냉온풍기 시설로 일반 상가와 다르지 않은 환

경을 조성

∙ 50여 년간을 이어온 시장의 역사는 주민들에게 신용으로 통하게 됐

271) 조인형(2012), ‘광주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선진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p.5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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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의 상품만을 고집하는 상인들의 자존심으로 확대하여

ATCM272)으로부터 상까지 수상함

 관, 시민단체, 상인의 적극적 노력
∙ 시청 파견 매니저가 근무하며 시장의 환경정화와 주민들의 불편사

항을 접수 후 상인들에게 하는 지시사항에 이를 반영하여 고객 맞

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 시정부와 상공인, 부동산 회사 등이 타운센터를 조성해 고객서비스

개선, 운영비, 마케팅,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하며 고객 서비스

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273)

 수요자 맞춤형 축제
∙ 헬로아시아라는 축제를 열어 주 고객층인 아시아인들을 다시 한 번

끌어들였으며, 이슬람문화권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축제도 진행함

∙ 특정 소비자계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전략으로 재래시장 생존을 모색

그림 4-113 영국 코벤트리 재래시장

출처 : http://www.wdynews.co.kr, http://www.thefarmhousedeli.co.uk

4.4.2 도시재생

가. 도시재생의 트렌드 동향

◦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중소규모의 구도심지(old downtown)를

뜻하며,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도심지의 쇠퇴한 중심가로의

역사적 정체성과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재생정책

272) Association of Town Centre Management의 약어로 1960∼1970년대 초고속 산업화의 여파로 급

속히 쇠퇴한 중심시가지를 복원시키고 위축된 원도심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생

273) 조인형(2012), 전게서, 광주발전연구원,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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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심지역의 낙후와 공동화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 전면철거형

재개발에 대한 반발로 80년대 이후 구시가지의 건축물과 도시구조를

보존하여 재생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됨

 연방정부·주정부·지역단위 다양한 단체들의 민관협력 관계와 지역민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물리적 재생과 경제 재생, 그리고 궁극적

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커뮤니티 재생을 추구함

◦ 2011년 기준으로 43개 주, 2천여 도시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미국 역사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보존형 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메인스트리트를 면 단위의 매력적인 쇼핑가로 지정·관리하여 지역 내
생산 -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하

게 하는 전략 추구

 1991-2006년 동안 신규 사업체 7만 7,799개소 개장, 신규 취업자 34

만 9,148명 발생, 2천여개 중심가로에 410억 달러 민간투자유치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룸

◦ 영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철강산업이 침체되면서 도

심 상주인구의 절대적 감소, 정주환경의 악화 및 도시핵심시설의 등 심각

한 도심쇠퇴를 경험

◦ 초기에는 도심부의 물리적 환경개선 노력에 집중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

미한 것을 반성하며 점차 도심부 쇠퇴에 대해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종합

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이후 미래형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1984년), 도심업

무기본계획(City Centre Business Plan, 1994년), 도심종합개발계획

(City Centre Integrated Development Plan, 2001년) 수립에 이어

2008년에 도심정비기본계획(City Centre Master Plan)을 마련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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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재생의 주요 목표는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

도시정체성의 회복, 도심부 상주인구의 확보 등

 목표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지역잠재력을 반영한 실천

력 높은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추진

◦ 역사문화적 유산과 도시기능을 보존·확충하는 동시에 원도심을 현실의 경

제활동 무대로 적극 활용

 지역의 장소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자긍심 등을 원동력으

로 원도심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

책의 핵심

 정부는 제도적 혜택 및 꾸준한 홍보·관리, 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도

시어메니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 도입 등 시민들의 공감대와 자

발적 참여 유도

나. 도시재생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인 화두가 된“도시재생”은 주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해왔으나, 최근 경제·사회적 재생도 포함한 종합

적 재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됨

 과거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274)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접근으로는 고용·복지·문화 등 복합적인 도

시문제의 해결이 곤란하고,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

의 상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 제기

◦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

274) 민범식(2009),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pp.6-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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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이 제정됨

 도시재생의 사업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제시하였으

며, 이 중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 항만, 역세권 및 이전적지 개

발과 주변 배후지역과의 연계 재생으로 새로운 경제기능도입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

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주변의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 유인

및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 쇠퇴된 도심부에 공공기관의 이전 등 공공기능을 도입하여 도시재생

◦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도시의 미관향상과 도시활력 증진

◦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관광기반을 조성으로 인한 도시재생 기반 확충

◦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창조도시 조성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략사업 신규 발굴

◦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한 미래먹거리 산업 선점

◦ 포항만의 강점을 가진 사업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발굴

라. 세부전략사업

1) 포항운하 편익시설 조성사업

▣ 사업내용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항운하 주변에 편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유인과 동시에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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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

 현재 포항운하 주변의 부지를 카페, 음식점, 쇼핑 등의 복합 소비 공

간으로 조성하고 벤치, 식수대, 어린이놀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

하여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구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식재와 둘레길, 공원 등을 설치하여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활용

 철공예 관련 전시물의 배치와 각종 공연 및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여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

 포항운하 인도교 무지개 분수 설치

∙ 포스코 및 포항운하의 야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코스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상권활성화 도모

∙ 위치 : 포항운하 인도교(해도교)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7년

∙ 사업량 : 노즐설치(L = 60m), 무지개 야간조명(28개)

∙ 사업비 : 7억원

 운하 주변의 편익시설 조성을 통하여 포항운하 주변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등으로 포항운하 활성화 도모하

며 나아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의 이미지 구축

 포항운하 편익시설 확충과 더불어 운하주변의 동아타운 및 콘크리트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거리조성 및 환경개선 효과

▣ 벤치마킹 사례

오타루 운하

 석조 창고가 늘어선 운하 주변 지구를 ‘특별 경관 형성 지구’로 지정

하였고, 석조 창고는 레스토랑 등 복합 소비 공간으로 재창조

 남아있는 운하 중에서 원래의 폭인 40m를 온전하게 갖춘 곳은 관광

객이 주로 찾는 북쪽의 약 470m뿐이며 나머지 약 700m는 20m정도

로 폭이 축소되었지만, 뒤늦게나마 매립 정책을 수정한 결과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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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직후인 1985년에는 50만 여명에 불화하던 관광객이 2006년 약

800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그림 4-114 일본 오타루 운하

출처 : http://www.japanryokan, http://www.travel.justgo.kr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River Walk)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샌안토니오는 총인구 107만 명의 대도

시로,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내에서 손꼽을 문

화컨벤션의 도시275)

 샌안토니오시는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개발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변개발을 계획

 직각형으로 정비되었던 하안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를 뜯어내고 복원하고 주변에 다양한 상업문화 시설을 연계하

였다. 1970년대 ‘알라모’와 River Walk를 연결하는 유보도가 건설되

었으며, 1981년 각종 호텔과 대형 고급 쇼핑몰이 생기면서 San

Antonio시는 현재 컨벤션의 도시가 됨276)

 San Antonio ‘River Walk'는 친환경 지역, 전원 지역, 활동 지역, 건

축 지역 4개의 zone으로 나누어 계획277)

∙ 버스정류장은 보행자 중심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보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리버워크와의 연결로를 조성

275) 문지영(2009), ‘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의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0∼34, 인용

276) 문지영(2009), 전게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0∼34, 인용

277) 문지영(2009), 전게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0∼3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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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워크 상부에는 교량, 도로 등이 위치하도록 walkway를 조성

∙ 복합적인 기능과 공간이 연결된 리어워크는 다양한 보행 루트를 확

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다양한 보행교를 설치

∙ 리버워크는 건축 환경 정비를 위해 주변지역의 건축선을 일정 후퇴

시켰으며,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 생태환경을 위하여 폭포, 연못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곳에는 많은

벤치들이 놓여 있어 보행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

∙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레스토랑, 선물가게, 공연장, 중심업

무, 상업 활동이 기존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 개념이 반영

∙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주요출입구는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고, 보조 출입구는 강 주변을 향하도록 계획함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와 더불어 주변지역의 엘라모 역사와 문화의 원

형을 회복하여 역사·문화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시킴으로, 노후화 된

역사·문화자원을 적응적으로 재이용하게 되어 문화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함

그림 4-115 샌안토니오 리버워크(River Walk)

출처 : http://www.blog.joins.com, http://www.discoveramerica.co.kr

2) 환동해사업본부 유치

▣ 사업내용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는 구산업지역을 재

생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유치를 지역발전의 중요 추진 정

책으로 내세운 선진사례를 모델로 하여 환동해사업본부 유치를 통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지역혁신정책의 추진 동력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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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이전 시 예상되는 유동인구에 대비하여 교통·통신·공원 등

의 기반시설을 확충 및 정비

 환동해사업본부의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이전 및 배치

시켜 지방의 거점도시로 육성 및 지원

▣ 벤치마킹 사례

일본 쓰쿠바(Tsukuba)

 쓰쿠바(Tsukuba) 연구학원도시는 국가연구기관의 40% 이상이 집중

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시설집적지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동경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반

드시 동경권에 입지할 필요가 없는 국가연구기관을 계획적으로 이전

하여 수준높은 연구와 교육 수행을 위한 거점을 형성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부처, 민간기업, 대학의 교류·협력이 절실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형성 초기의 연구기관 단순집적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계를 90년대 이후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첨단기업이 접적하는 혁신환경으로 극복한 사례

그림 4-116 일본 쓰쿠바(Tsukuba)

출처 : http://www2.ccs.tsukuba.ac.jp/, http://www.karischool.re.kr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Sudbury)278)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는 서드베리는 1883년 대륙횡단철도의

건설 당시 광맥이 별견된 이래, 주변 광업 지대에 서비스를 제공하

278) 강경덕(2010), ‘세종시·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 KHU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3권 제1호,

pp.143-14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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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캐나다 내셔널 철도와 캐나다 태평양 철

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서드베리 지역의 광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자 캐나다 중앙정부는 서드베리를 광업관련 기업지원서비스와

제련업, 정밀기계공구산업, 환경산업, 운송기구산업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

∙ 북부발전 및 자원부, 지질조사청, 북부연구개발청 등 중앙행정기관

과 국가의 고급핵심기능을 서드베리로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

여 연구소와 첨단기업을 유인

∙ 북부 온타리오 연구원과 혁신도시 추진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서드베리 광업지원산업 및

서비스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서드베리 지역에는 13개소의 광업관련 연구소가 입지하였으며, 빠르

게 성장하는 지역 전체 고용의 75%가 연관기업 및 기업지원서비스

의 종사자이고, 기업의 84%가 기업협회와 조합 등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60%가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학습지역으로 발전할 잠

재력을 제공함

그림 4-117 다 온타리오 서드베리(Sudbury)

출처 : http://www.canadianmortgagesinc.ca, http://www.suggestkeyword.com

3) 가로경관증진사업

▣ 사업내용

건물전면공간의 문화 품격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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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구팀을 구성하여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

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자치구 및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시책 검토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의 장을 구축

 해당지역에 입지한 대기업과 일반적인 지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

칙과 추진방향, 전략을 구상

 파급효과가 크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실

시하는데, 선도사업 시 공공은 제도적·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홍보

활동을 통해 선도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킴

포항시 역사·경관 스토리텔링 사업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포항 이라는 이미지를 설정하

고 이와 부합되는 역사경관거점계획을 세움으로서 계획의 일관성을

제시

 경관축, 거점, 권력설정 기준을 자연자원, 문화재, 생활권 구분으로

나누고 시뮬레이션 경관계획을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기준

을 제시

 포항시만의 고유한 자원을 통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미지 구현을

통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

낄 수 있는 경관방향을 제시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계획을 실천하여 주민참여계획·경관관리를 함

으로서 참여형 경관계획의 표본을 제시

 바다와 녹음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활기차게 생활

하는 경관 디자인을 추구, 주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의 공생, 에너지

의 지속적 이용, 도시사회 조직이 순환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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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도쿄 세타가야구

 세타가야구는 도쿄 23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 자연환

경 지키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 추진되면서 마을만들

기의 시초가 된 지역으로 빈집 및 사무실을 활용하여 지역공생의 집

으로 개량하고, 주택주와 협약하여 시민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

들의 보행편리성과 녹지환경보호, 지역커뮤니티개발이 주요 목표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중심의 종합적인 관리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 종합지소, 출장소 그리고 마찌즈

쿠리센터를 두고 있음

 발코니와 테라스를 활용하여 소가로에서의 위압감을 저하시키며 가

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고자

문주를 설치하였고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하부와 담장을 활용하여 녹

지공간을 마련

 주민협의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

내책자를 배포하여 주민들 간 공유를 강화하고 있음

그림 4-118 세타가야구

출처 : http://www.kr.japan-guide.com, http://www.ameonna.tistory.com

4) 형산강 프로젝트

▣ 사업내용

 형산강은 천년신라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경제과학이 함께 어우러지

는 동해안 최대의 강, 길이 63.3km, 총 유역면적 약 1,133㎢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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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 도시의 문화, 역사, 경제, 산업, 향토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상생 발전시킴

 형산강 프로젝트는 7대전략 및 30개 사업으로 구성됨

7대전략 내용

형산강 그린프로젝트

황성지구 환경정비

효자2지구 환경정비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형산강 컬쳐트레일

스토리텔링 올레길

형산강 미래천년 리버(River) 로드

형산강 승마공원

형산강 에코리움 + 습지생태공원

동빈내항 아트웨이(Art Way)

피어(Pier)형 수변공간

동빈내항 마리나항

철강 비엔날레 테마공원

동해블루 아쿠아리움

형산 역사문화나루터

형산 보부상 장터길(민속촌)

형산강 트레킹 워터폴리

동학 인내천 테마파크

세계유산 문화융성복합단지
세계유산 남산 수목원

신라천년 남산 역사문화박물관

형산 사이언스밸리 

한국 기업리더십 센터

형산 청년드림벤처 기업단지

형산 벤처창업지원센터

형산강 호국벨트

형산강 전쟁기념공원(메모리얼 파크)

안강·기계전투 승전기념관

학도의용군 호국정원

형산강 환경생태벨트

형산강 늪지생태파크(Webland Park)

금장대 생태공원

에코(eco) 환경생태공원

형산 송도솥밭 생태공원

산러 동궁원

형산강 리버로드

형산강 바이크로드

형산 오토캠핑로드

형산강 대교

표 4-2 형산강 프로젝트 

 포항과 경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형산강 바이크로드, 산업물류와 관광

객 증대를 위한 형산강 상생 브릿지 등의 형산강 리버로드로 구성

 형산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간의 상호협

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 형산강 포럼 개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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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과 가이드 북 제작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대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관광코스를 집중적으로 개발

 형산강 프로젝트의 핵심추진사업으로 수상레저타운조성, 에코탐방로

조성, 상생로드조성, 상생공도교 건설, 형산송도솔밭 생태숲 조성 등

으로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벤치마킹 사례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허드슨 강279)

 HRTW((Historic River Towns of Westchest)는 강 주변 지역에 대

한 관광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뉴욕주에서 기금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허드슨 강 유역을 개발하고, 그곳에 있는 역

사적 장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허드슨 강을 따라 있는 약 15개 지역을 조사하여 지역별 자원을 발

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원,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하여 역사문화지구를 탄생시킴

 허드슨 강변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역별 구상을 통한 개발을 실시

하였으며, 관광, 자연풍경 감성, 사업, 예술 등의 다양한 테마를 통한

관광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함

 독립전쟁, Washington Irving 집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

화된 개발 모색

그림 4-119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허드슨 강

출처 : http://www.designdb.com, http://blog.daum.net/choi_cm/45

279) 정광렬(2011), ‘강(변)개발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37

∼13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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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산업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권역별 해양환경관리 기준 설정

 형산강 권역
∙ 생태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계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해역 관리

필요

∙ 형산강프로젝트 등 시민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해

역관리 필요

 포항구항 및 포항신항 권역

∙ 해양수질 뿐만 아니라 해양퇴적물 및 생태계를 추가로 하는 해역

관리 필요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운영

 해양과학에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부의 해

양과학기술 수요조사 및 수주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가 R&D의 포

항유치 확대

 포항시 해양과학기술의 방향 설정, R&D 수용 조사, 지역 특화사업

선정 등 전반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구성·

운영

 포항시 해양과학기술 R&D 사업 제안, 연구관리 전담기관과 네트워

크 강화를 통한 R&D 사업화 추진, 국가 R&D에 부산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항시 해양과학기술 지원업무 수행

해양과학기술 연합대학원 설립

 기존의 해양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외부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전
문가를 활용하여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영일만 국제여객부두 건설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전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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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 국제여객 부두 310m(1선석)
 사업비 : 543억원(국비)
 사업기간 : 2014 - 2017년
 서남해안에 비하여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 관광

산업의 기반마련과 더불어 새로운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

업

두호마리나 건설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원

 사업량 : 200척 규모
 사업비 : 1,946억원(민자)
 사업기간 : 2015 - 2018년
 사업내용 : 방파제, 계류시설, 리조트 시설 등

 해양자원과 내륙자원의 연계를 토대로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

 해양레저 및 편의시설 설치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 목적

영일만 관광단지 조성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발산리, 구룡포읍, 호미곶면

 사업비 : 5,416억원(자기자본 1,083억원, 외자 3,000억원, 금융 1,333억

원)

 사업기간 : 2015 - 2021년
 주요시설 : 호텔콘도, 골프장, 워터파크, 수영장, 승마장, 풍력발전단

지, 덕성학원 시설, 힐링센터 등

 국내외 관광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단지조성을 목적으

로 동해안의 경관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휴양지 조성

 다양한 해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물류 등의 다양한 산업과

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도시공간 상의 해양산업에 대한 거점

마련과 동시에 환동해 해양산업 중심도시로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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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 사례

싱가포르 해양인프라

 싱가포르는 주요 국제무역 항로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해운·물류·

제조·금융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본사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운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

공함

 연간 14만 척의 선박이 기항하고, 120개국 600여 개 항만과 연결하는

글로벌 항만임

 연간 4,200만톤의 선박급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P, 보험,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해운서비스가 집결되어 있음

 싱가포르는 1991년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Scheme : AIS)를 운영하여 싱가포르를 국제해

운센터로 육성하고 있음

 

그림 4-120 싱가포르 해양인프라

출처 : http://www.news20.busan.com, http://www.cnews.co.kr

6) 문화콘텐츠와 다중이용시설의 구도심 직접을 활용한 재생사업

▣ 사업내용

철공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

 포항의 역사문화 박물관 사업과 연계하여 박물관 도시구상이라는 개

념을 도입해 포항시의 상징적인 철을 이용한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철 박람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마을 걷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4장 도시비전 부문별 실천전략

467

마련하는 등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구상

 포항시 역사문화 박물과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철공예

산업을 접목시켜 포항의 역사성, 문화예술성, 국제성을 포괄할 수 있

는 비즈니스 품목을 철산업으로 선정하고 철공예 관련 점포, 공방,

체험관, 박물관, 레스토랑 등의 특화된 지역으로 탈바꿈시킴

구도심 집적 재생사업

 현재 포항시의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주변의 공공기관과 중

앙상가를 활용한 구도심재생이 필요함

 중앙상가의 차가 차 없는 거리에 음악제·연극제·전시회 등의 문화행

사 개최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이와 연계된 공방·음악교실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연계시설을 배치하여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중앙상가에 젊은층 및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

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중앙상가의 쇼핑시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동상상승의 시너지를 창출이 예상됨

 관광객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박물관, 의료시설,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이

구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주변지역에 집적시켜야함

 구도심재생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쇼핑이 결합되는 형태의 도시재생

전략을 사용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

▣ 벤치마킹 사례

영국 셰필드 Heart of the City

 셰필드 시청사 주변 2헥타르에 이르는 시소유의 부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

∙ 밀레니엄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계획을 실현함으로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셰필드 도시재생의 상징적 거점이

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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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에 인접한 박스형 확장건물과 노후화된 근대식 건물 및 주차

장을 철거하여 28,000㎡의 새로운 상업지역을 확보하고, 4,300㎡의

공공공간을 재정비하며, 160여 객실의 4-5성급 고급 호텔을 유치

함280)

 오피스 빌딩 및 200가구의 주거형 타워를 건설하고 700개소 이상의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약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상업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도심의 정주 인구를 높이면서, 외부 방문객이

나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자리 잡음281)

그림 4-121 영국 셰필드 Heart of the City

출처 : http://www.korealand.tistory.com, http://www.u-story.kr

7) 살기좋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낙후되고 소외된 도심 내 주거공간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환경정비를 통한 문화마을 조성으로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

∙ 안전과 범죄에 노출된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

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유해시설 정비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범

죄 없는 도시조성

 마을단위 재생을 통한 살기좋은 문화마을만들기

∙ 친환경 골목길 조성,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

280) 정해준(2014), ‘영국 셰필드의 도심재생 전략 및 공간계획 특성’, 국토계획 제49권 제4호,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pp.161∼163

281) Sheffeld City Counci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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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과 공용주차장 설치

∙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한 최저 생계가정 집수리 지원

∙ 투게더 운동전개 :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장비, 인력 지원)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용한 유해환경개선

∙ 보안등 설치 등 조명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환경조성

∙ CCTV, 안전벨,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 사전예방

∙ 범죄예방 안내사인 제작·설치 등

 벽화·녹화 등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 빈 공간에 쉼터와 녹화 등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만남의 공간 조성

∙ 담장 정비, 벤치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기대효과
∙ 저소득층 마을재생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주민협정을 통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로 주민 간 커뮤

니티 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자원화

▣ 벤치마킹 사례

울산중구 문화의 거리조성282)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문화키워드를 통해 도심

재생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리 조성

 체계적인 문화예술업종 지원

∙ 건물(점포)외부 대수선(10평 이상) : 80%내에서, 800만원이내, 1회

∙ 간판설치(교체)비 : 80%내에서, 150만원 이내, 1회

∙ 임차료 : 80%내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 반기별로 3년간

∙ 전시 및 공연행사비 : 60%내에서, 150만원이내, 연1회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 거리에서 만나는 4色 문화아트 : 거리악사, 캐리커쳐, 전시체험, 문화

갤러리 운영

282) 울산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u.ulsan.k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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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 매주 토요일

그림 4-122 울산중구 문화의 거리

출처 : http://www.ulsanpress.net/, http://www.ulsannuri.tistory.com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서울시는 염리동을‘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시범 사업지로 선정하

여 적용함

∙ 염리동은 전형적인 달동네로 골목길은 좁고 어두우며, 제대로 관리

되자 않아 흉물스러운 시설물들이 곳곳에 있음

 과거 이 일대에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던 데서 착안해 ‘소금’을 주

제로 골목길 등을 새로 꾸밈283)

∙ 좁은 골목길 1.7㎞에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누구나 자연스

럽게 모여들거나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

∙ 도보로 40분이 걸리는 소금길을 두 개 코스로 나누고, 전봇대에는

코스 안내 지도, 방범용 발광디이오드(LED) 번호 표시, 안전벨 등

을 설치

∙ 노란색 대문의 ‘소금 지킴이집’을 선정하고 집 앞에 비상벨을 설치

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킴이집 앞에는 방범

용 카메라를 설치함

 24시간 초소 기능을 하는 주민공동체 공간인 ‘소금나루’, 주민들의 자

율방범대 운영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284)

283) 권영현(2012), ‘사회문제에 디자인 접목한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정책동향분석 VOL.22, 충

남발전연구원, pp.21∼22, 인용

284) 권영현(2012), 전게서, 정책동향분석 VOL.22, 충남발전연구원, pp.21∼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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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출처 : http://www.ohmynews.com, http://www.biz.heraldcorp.com

8) 구도심 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 공공기관 이전과 양덕, 흥해, 이동 등의 외곽 신도시 확장 등에 따

른 원도심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

∙ 공공기관 이전 : 2006년 덕수동 포항시청이 남구 이동으로 이전,

2015년 구 포항역사는 흥해읍 이인리로 이전

 이전공공부지(북부경찰서, 경찰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공공공간 창출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북부경찰서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포스텍,

한동대, 포항1대학교 등의 포항 소재의 대학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학문적 교류의 장을 구현하여 각 대학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중앙동 경찰문화센터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인접해있는 북부경찰서

이전부지의 도심형공동캠퍼스와 연계된 지상의 근린공원을 조성하

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미관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지하는 주

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

 경관개선 및 관광인프라 공간 창출

∙ 중앙동 육거리에 원형 인도교(Φ60m, H=5.5m)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며, 죽도시장 등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

∙ 도심 시가지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도교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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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와 함께 도시브랜드 창출에 기여

 복고 및 체험공간 창출

∙ 중앙상가의 정비된 가로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가 거리 조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

∙ 육거리와 인근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복고 주막거리를 조성하

여 주변의 음식점, 전통시잔, 공원 등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에 기여

∙ 1970 - 1980년대에 대표적인 먹거리로 유명했던 해동로의 옛 명성

을 회복하고 노후된 건물 및 상권침체의 회복을 위한 테마거리 조

성

 문화예술 공간 창출

∙ 포항구역 부근의 과거 집창촌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철공예제작소

및 체험관으로 운영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창출

∙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변지역의 상권활성화 도모

∙ 철공예제작소 및 체험관으로 통하는 가로를 음악의 거리를 테마로

한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철공예와 음악이 공존하는 예술거리로 조

성

▣ 벤치마킹 사례

영국 버밍엄시285)

 버밍엄시는 영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침체된 산업도시로 전락하였으나, 지역 정치가와 주민, 그리고 전문

가들과 함께 도심공동화를 막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도심재생에 성공함

∙ 국제켄벤션센터 건립, 고가도로 철거, 수준 높은 건물 디자인, 공연

문화 활성화, 보행동성 연속성 확보, 운하지역 재개발 등으로 MICE

285) 정철현(2012),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구현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지방

정부학회, pp.357∼35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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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산업 활성화와 도심상권의 활성화로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함

 도시의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도시를 7개 지구로 나누어 각각의 지구별 상세계획을 세워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 컨벤션센터 중심지구, 보석세공 산업진흥지역, 젊은 계층 유인지구,

지식산업 및 교육중심지구, 공업진흥지구, 소매업 및 여가관광지구,

사회통합 실현형 주거지구 등으로 특화하여 개발

∙ 이 계획들은 도시계획 및 공학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지

만, 세인트 마틴 교회 등 역사자원 보존, 랜드마크적 건물디자인과

공연장, 미술관 및 도서관 등 문화적 시설과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

트를 추가함으로써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집중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20년을 기간으로 설장한 ‘Big City Plan’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의 비즈니스, 산업, 쇼핑, 관광,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강력한 선도적 역할, 주민과 방문자를 위하고 업무와 관

광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철저한 계획 수립 등을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물리적·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던 기존의 틀에

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문화전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성공을 견인함

그림 4-124 영국 버밍엄

출처 : http://www.incheonin.com, http://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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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본기 힐즈286)

 1986년 도심 내 환상 3호선의 차단으로 인한 만성교통정체 문제와

공단주택의 노후화, 지역주민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재개발의 필요

성이 대두

∙ 롯본기 힐즈는 (주)모리사(부동산개발업)가 개발자가 되어 기존 도

시질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시설들로 도심을 재생시킨 결과

∙ 세계를 시야에 두고 ‘삶·일·놀이·휴식·오락·창조’라는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새로

운 문화와 정보를 발산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안하

는 ‘최첨단을 달리는 지구 만들기’라는 컨셉 아래 개발

 주거·비즈니스·문화·엔터테인먼트·휴식 등의 복합단지와 예술·패션·

박물관·공원 등이 산재되어 있고, 재개발 조합을 위한 다양한 선택

권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실행하는 등의 특징 을 가지고 있음

 롯본기 힐즈는 동경에서 최초로 문화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경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 사업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

∙ 최적의 인구유발시설인 지하철 역세권과 간선도로 등을 사업지구와

연계

∙ 롯본기 힐즈 브랜드를 확립하여 도시 간, 지역 간 무한 경쟁시대에

차별화 된 개발사업 전략을 시행함

그림 4-125 일본 롯본기 힐즈

출처 : http://www.lafent.com, http://www.woniio.tistory.com

286) 문대열(2010),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

산학회지 제28권 제30호, 대한부동산학회, pp.44∼4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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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심형 농장 조성사업

▣ 사업내용

 도심 속 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민들과

관광객의 농장운영 및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 및 교육적 효과

뿐만이 아닌 지역경제 상승 등의 실리적 이익을 취함

 포항 도심부에 산불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산림에 공원 조성과

더불어 도심농장으로 조성하여 공원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텃밭의 임대료를 지자체에 주고 일정기간 농업 기회 제

공

 도심형 농장 관리, 유통, 재배 등에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음

 환경적으로 도시 내 녹지 확충 및 도심 생태계 복원, 도시경관 미화

등의 공공성 증진

▣ 벤치마킹 사례

쿠바 아바나 도시농업

 쿠바는 전형적인 정부주도형의 도시농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초

기에는 식량난 해결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목표와 시민목

적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음

∙ 정착이 된 현재에는 정부의 주도에서 벗어나 일반시민들이나 협동

조합, 단위농장별로도 운영

 아바나에서는 1996년의 시 조례에 따라 유기농업만을 허용하고 있으

며, 아바나시 전체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은 도시텃밭에서

생산

 정부에서는 도시의 빈 땅을 밭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경작하는 시민

에게 국유지를 빌려주고 도시농업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연구

및 농업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 도시농업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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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나 조합의 신청이 있으면 적합한 도시의 빈 땅을 임대하고

이를 받은 시민, 국영농장, 시민농장, 협동조합, 자급농장, 소규모농

장 등으로 구성되어 토지를 개간하여 농장을 일굼

∙ 토지임대에 그치지 않고 유기농법, 새로운 종자보급 등 농업기술을

중시하여 연구소 운영

 운영방침은 친환경 농법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을 고수하고, 농업부

산하 농업연구소와 컨소시엄을 맺고 기술지원을 받으며, 천적보다 좋

은 농약은 없다는 지론과 간작·윤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원래 환경보전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도시농업의 생

태적 측면이 강조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나대지 녹화, 지하수

개발, 대기질 개선, 도시경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환경 보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4-126 쿠바 아바나 도시농업

출처 : http://www.gspress.cauon.net, http://www.iuc.or.kr

4.4.3 SOC

가. SOC의 트렌드 동향

◦ 세계 첨단교통시스템 시장은 도로교통 부문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활발한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시장참여로 인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

으며 인프라, 시스템, 서비스 등 복잡한 시장구조로 발전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실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교통·SOC에 대한 투자를 149억-512억 달러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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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철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SOC 투자의

규모를 늘리고 있음

 SOC 투자 규모는 GDP 대비 1%에서 1.5-2.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 투자는 GDP의 1% 수준으로 확대되

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인 철도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공항 및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의 국제 교통 인프라가 확대

될 전망

나. SOC에 관한 정부정책동향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구축을 위해 철

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간 연계성·통합성·투

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세부 추진전략은 다

음과 같음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단절없는 연계교통

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글

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 등 5대 주요 추

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부문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철도에는 고속철도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 등 고속화철도

망을 구축하고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9호선 2단계사업

등 도시철도 확충사업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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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높임

 공항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공항을 6개로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정책을 펼치고

일반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도서지역 신규수요 창출 및 이

동편의를 위해 소형공항도 개발함

다.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 동해안권의 물류 및 철도망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정비와

도시개발을 통한 KTX포항역세권 개발

◦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하여 환서해경제권과

연결되는 SOC망 구축

◦ 지역연계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포항지역 내외부의 원활한 소통

과 교류증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통근통행 Peak Time의 교통

정체 해소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라. 세부전략사업

1) KTX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내용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사업

 KTX포항역 역세권 주변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역세권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로·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역세권 주변으로 설치하여 역세권 중심의 지역개발

 역세권의 주변지역의 경우 기존의 기능에 맞추어 특성화 개발 및 정

비를 실시하며, 종합환승시설의 설치로 주변지역과 연계를 용이하게

개발

 역세권 내 상업·업무·공공·의료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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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용도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입지에 맞는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 이인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 사업지구 내 초곡천

정비계획으로 사업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초곡천의

우선정비를 민간주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도

 역세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

∙ KTX포항역에서 도심으로의 연결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고

도심부 뿐만 아니라 포항공항, 관광지,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효율적

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의 신설과 더불어 포항의 전 지역으로 연

결될 수 있는 규모의 종합환승센터의 건설로 인한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부여

∙ 국도7호선 달전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차선의 확장과 함께 시

내에서 포하역 방향 대기차로 연장

∙ 우현동 한신공영 - 이인리간 도로(대로 3-27) 개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중교통 개편

∙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승용차,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체환승시스템 구축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주차장의 확장으로 인한 접

근성의 향상 역시 고려되어야함

▣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릴르(Lille)역세권 특성화 개발287)

 프랑스 정부가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던 릴르를

TGV 북부선 거점도시로 지정하고 유로스타도 정차하자 교통거점의

이점을 활용하여 역세권을 개발

 릴르역세권은 유라릴르(EuraLille)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커뮤니케이

션, 국제비즈니스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호텔, 대규모 쇼핑센터 등

287) 변세일 외(2011), ‘외국 고속철도역세권 특성화 개발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

pp.3-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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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

 국제교역 중심의 릴유럽역을 중심으로 영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과 연계하고 릴프랑드르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주요 거점과 독일

등을 연계하면서 관광 및 업무시설 수요가 증가하여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

 교통 이점을 활용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차, 자동차,

트렘,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계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역세권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쇼핑센터, 도시공원, 대학교, 대규모 주차장 등을 조

성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그림 4-127 릴-유럽역, 유라릴센터

출처 : 변세일 외(2011), 외국 고속철도역세권 특성화 개발사례와 시사점

2)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내용

 대경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설치는 지역 간 이질성

극복과 물류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으며, 새만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외 물동량 확보에 용이

 현재 추진 중인 포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총 연장 282㎞의 동서고

속도로의 건설사업 중 보류되어있는 무주-대구 간 86.1㎞구간의 조

속한 사업시행으로 포항까지의 연결노선 구축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성과 물동량의 교류라는 경제적 측면에

서 동시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해안 시대의 물류중심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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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다질 수 있음

∙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남권의 농산물과 동남권의 산업 물동량의 교류 확대 및 국내 물동

량 확보로 인한 물류산업 발전 기반 마련

 새만금과의 직결노선을 통해 중국 및 유럽까지의 물동량 확보 및 교

류 증대 역할 수행 가능

▣ 벤치마킹 사례

경부고속도로

 산업대동맥으로서 경제성장의 도약기에 산업도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함

 유통경제 전반에 걸쳐 유통의 전근대성과 비능률성을 제가할 수 있

는 기반 조성

 화물수송을 신속하게 하고 수송수단을 대형화함으로써 생산자가 소매

상이나 대량소비자에게 상품을 직매할 수 있게 하여 유통경로를 단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수송의 신속화·대량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품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의 안정 및 지역 간 가격평준화에 크게 기여함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저렴한 운송료와 노동력의 확보, 수송 기능의

고도화로 인한 수송비 절감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전국

적으로 수출산업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그림 4-128 경부고속도로

출처 : http://www.expressway.tistory.com, http://www.hanco200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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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대교 건설사업

▣ 사업내용

 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북구 여남동 까지 9.1㎞ 구

간을 해저터널(4.2㎞)과 해상교량(3.9㎞), 접속도로 등으로 건설되며,

포항시는 민자유치를 통해 1조2,000억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

로 하고 있음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형(교통순환체계) 형성 및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화 포항공항, 포항 신항만, 포항철강산업단지

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

 또한, 영일만 해상교량 건설로 인해 경북도와 포항의 랜드마크 효과

에 따른 관광, 산업 등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부

가적인 수익 발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율로 인한 민자유치 부진으로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필요

▣ 벤치마킹 사례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릿지

 남안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안의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현

수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 조각상으로 불리움

 은색을 띠는 아름다운 교량은 주의의 경치와 조화를 잘 이뤄 짙은

안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됐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

름다운 다리로 꼽힘

 미국에서도 가장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로 미 서부 최

고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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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9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릿지

출처 : http://www.lifeinus.com, http://www.pixabay.com

4) 교통망확충 및 조기완공

▣ 사업내용

 국도 31호선(흥해-기계) 확장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 기계면 인비리

∙ 사업량 : L=16.6㎞, B=20m(4차로)

∙ 사업비 : 1,606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1 - 2016년

∙ 경상북도 내륙지방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교통시

설의 확보로 인한 지역발전

 국도 31호선(기계-안동) 확장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 안동시 길안면

∙ 사업량 : L=62.3㎞, 포항시 L=19.5㎞(4차로)

∙ 사업비 : 4,832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1 - 2022년

∙ 경상북도 내륙지방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교통시

설의 확보로 인한 지역발전

 국도 31호선(구룡포-감포) 확장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 사업량 : L=6.8㎞, B=20m(4차로)

∙ 사업비 : 980억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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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6 - 2020년

∙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차량의 통

행 가능

 국도 31호선 병포교차로 개선사업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교차로

∙ 사업량 : 간이입체교차로 L=0.4㎞

∙ 사업비 : 1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6 - 2018년

∙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이 용이하고 교통의 원활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 교량개설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 북구 항구동

∙ 사업량 : L=1.2㎞(4차로)

∙ 사업비 : 562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영일만항과 철강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

 국지도 20호선(상원-청하) 개설
∙ 사업량 : L = 14.5㎞

∙ 사업비 : 1,226억원(2013 - 2022년)

 지방도 929호선(오천-장기) 포장
∙ 사업량 : L = 4.89㎞

∙ 사업비 : 741억원(2010 - 2018년)

▣ 벤치마킹 사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배후도로 A15 도로(motorway)288)

 로테르담항만은 유럽 최대 컨테이너항이자 관문항으로 500척 이상의

288) 이용재(2007), ‘항만배후도로 국가지원기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pp.30∼3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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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화물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유럽 130개 항을 포함

해 전 세계 1,000여개의 항구와 연결되어 있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량의 60%,가 나가는 물량의 30%를 처리하는 유럽의 중심항만

(Hub Port)임

 로테르담항의 강점은 배후에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유럽의 관문이

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유럽 각지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 철로,

내륙수운, 연안해운 등 배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임

 로테르담항의 주 항만배후도로인 A15 도로(motorway)는 고속도로망

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도심 통과로 인한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주로 터널과 고가로 건설되어 있음. 이와 같은 항만배후도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국가가 전액 건설지원하고 있음

그림 4-130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배후도로 A15 도로

출처 : 이용재(2007), 항만배후도로 국가지원기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5) SOC 연계교통망 구축

▣ 사업내용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시행방안

 평일 오전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혼잡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요금을 징수하여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해당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며, 통행속도를 향상 및 통행거리를 감소시키

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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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역의 동서방향, 남북방향의 연계교통망 구축 및 정비를 통하여

내륙 교통망을 구축하고 시가지 도로망과 교량의 개설을 통하여 교

통정체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수송 기반 구축

 병목지역의 정비 및 도로망 확충, 용량이 부족한 교차로 용량 확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유기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

 국도 7호선의 교통량 한계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정

비, 영일만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도로정비

 관광 인프라, 물류산업 인프라, 사람과 재화의 이동성 강화를 목적으

로 SOC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시행

시가지·농어촌 도로망 구축사업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을 조기에 시행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위치 : 포항시 일원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20m)미만 56노선과 농어촌도로(면·리·농도)

26노선

 사업비 : 1,430억원(국비31, 도비306, 시비1,093, 2016년 186억원)
 향후계획 : 구룡포(중3-73) 외 55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 산

서-오천 갈평리(리도204) 외 25노선 농어촌도로 개설

▣ 자체사업

장성-흥해간 도로(광3-3)외 1건

 사업량 : L = 3.36㎞
 사업비 : 290억원(2016년 80억원)
한전-남부서간 도로(대2-2)외 3건

 사업량 : L = 5.86㎞
 사업비 : 875억원(2016년 136억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외 15건

 사업량 : L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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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1,885억원(2016년 121억원 : 도35, 시86)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외 6건

 사업량 : L = 62.97㎞
 사업비 : 700.5억원(2016년 33억원 : 도23, 시10)
연일 강변도로(대2-17) 확장

 위치 : 연일대교 - 섬안대교

 사업량 : L = 1.33㎞(2016 -2018년)
 사업비 : 80억원(2016년 15억원)
오천 원리 도시계획도로(대1-11) 개설

 위치 : 원용교 - 인덕교(원동1지구 옆)

 사업량 : L = 10.8㎞(2016년)
 사업비 : 10억원

▣ 지방도사업(국지도 및 지방도)

지방도 929호선(오천-장기)확포장

 사업량 : L = 4.89㎞
 사업비 : 741억원(2016년 200억원)
 향후계획 : 보상 및 공사추진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량 : L = 2.38㎞
 사업비 : 370억원(2016년 39억원)
 향후계획 : 보상 및 공사추진

▣ 고속도로 건설

울산-포항 고속도로

 사업량 : L = 53.7㎞
 사업비 : 2조원(2016년 504억원)
 향후계획 : 6월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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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량 : L = 30.9㎞
 사업비 : 1조 2,430억원(2016년 1,795억원)
 향후계획 : 1월 공사발주

영일만 횡단구간

 사업량 : L = 17.1㎞(터널5.4, 교량3.6, 접속도로8.1)
 사업비 : 1조 8,055억원
 향후계획 :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 국책 선

정 사업이므로 다양한 방안 검토

▣ 철도망 구축

영일만항 인입철도

 사업량 : L = 11.3㎞
 사업비 : 1,626억원(2016년 473억원)

 향후계획 : 공사 및 보상추진

동해남부선(울산-포항)

 사업량 : L = 76.5㎞ (포항시 L = 3.6㎞)
 사업비 : 2조 3,347억원(2016년 3,639억원)
 향후계획 : 공사 및 보상추진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사업량 : L = 165.8㎞ (포항시 L = 27.6㎞)
 사업비 : 3조 3,785억원(2016년 5,669억원)
 향후계획 : 공사 및 보상추진

▣ 국도사업

국도 14호선(오천-포항시계)

 사업량 : L = 2.8㎞
 사업비 : 17억원(2016년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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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공사 및 보상추진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사업량 : L = 6㎞
 사업비 : 1,019억원(2016년 79억원)

 향후계획 : 공사 및 보상추진

▣ 벤치마킹 사례

미국 Urban Partnership Ageements(UPA)289)

 교통 혼잡과 전쟁을 선포한 미국 교통국은 지난 2006년 민자사업 확

대 및 교통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슬이나 사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The National Reduce

Congestion on America’s Transportation Network”라는 계획을 발표

 Urban Partnership Ageements(UPA)는 이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서 마이애미, 미네아폴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선정해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개발 및 시행함

 도심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HOV차로를 HOT차로로 전환하거나

혹인 지역단위의 혼잡세 부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통행료 징수

를 통해서 생긴 수익은 시스템을 유지, 관리 외에 대중교통 서비스

를 개선하고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재투자 됨

그림 4-131 Urban Partership Agreements(UPA)

출처 : http://www.amazon.com/Transportation

289) 차동득(2008), ‘21세기의 도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도로정책Brief VOL.5, 도로정책연구센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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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항공항 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포항공항 재포장 사업
∙ 사업현황 : 활주로 재포장 L = 2,133m

∙ 2015년 12월말 포장공사완료예정

 포항공항 재포장 사업에 연계된 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아시아나항

공·대한항공 등의 민간항공사의 재취항을 도모하여 창조경제선도의

기반 구축

∙ 향후 포항공항 운항을 재개하여 포항 - 김포 노선, 포항 - 제주 노

선을 개설

∙ 지역항공사 설립 지원(경북도, 포항시, 울릉군, 공동노력 기반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 단계별 추진)

▣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리옹 생텍쥐빼리 공항290)

 국제 종합교통의 핵으로 육성됨
∙ 1975년 리옹 사토라스 공항으로 개항하여 1989년부터 리옹 생텍쥐

빼리 공항으로 확장 개발에 착수함

 TGV 개통으로 항공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고속철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구간에서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없앴고 항공과 철도를 연

계하는 운송체계를 모색함

∙ 1993년 프랑스파리 드골 공항에 TGV 운행이 시작됐고 이듬해 리

옹 공항에도 TGV가 등장함

∙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공항의 단점을 TGV로 보완하고 고속철 승

객을 자연스럽게 공항과 연결한 것

 이후 리옹 생텍쥐빼리 공항은 제2활주로 건설 및 터미널 시설을 확

충하는 등의 투자에 힘써 프랑스 제2의 허브공항을 지향하고 있음

290) 홍석진(2006),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p.1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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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2 프랑스 리옹 생텍쥐빼리 공항

출처 : http://www.archidata.co.kr, http://www.ko.wikipedia.org

벨기에 리에쥬 공항

 암스테르담과 파리, 프랑크푸르크를 연결하는 삼각지대의 중앙에 위

치하는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항

∙ 1996년 Cargo Air Lines(CAL)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TNT의 유럽허브로 이용됨

∙ 여객과 화물 처리 측면에서 아주 적은 소규모의 공항에서 유럽의

항공화물 10대 공항의 하나가됨

 2000년에는 리에쥬 공항으로 근거로 한 TNT Airways가 설립291)

∙ TNT 외에도 미국의 Atlas Air, 대만의 장영항공 등이 유럽의 항공

화물 허브로 리에쥬 공항을 선택함

∙ 리에쥬 공항의 화물실적은 2000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함

 리에쥬 공항은 공항의 발전이 해당 공항을 근거로 하는 항공사의 유

치가 관건임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임

그림 4-133 벨기에 리에쥬 공항

출처 : http://www.cargopress.tistory.com, http://www.ko.wikipedia.org

291) 홍석진(2006), 전게서,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p.14, 인용

http://www.archi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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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획의 집행과 추진체계

1. 행정계획

1.1 행정현황

1.1.1 행정조직

◦ 포항시의 행정조직은 1시장, 1부시장, 4국, 28과, 2보건소(2과), 1센터(5과),

2사업소(9과), 1평생학습원, 2구청(남구청 7과, 북구청 7과)로 구성되어있

음

 자치행정국, 창조경제국, 복지환경국, 건설안전도시국의 4개국에서 분
야별 세부적인 과를 구성하였음

그림 5-1 포항시 행정조직도

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2015), http://www.ipoh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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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행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1,127.82㎢ 면적에 2개의 비자치구, 4

개 읍, 10개 면, 15개의 행정동, 381개의 행정리, 529개의 통, 6,182의 반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읍면동
면적

(㎢)

구성비

(%)
읍 면

동 리
반

행정 법정 통 행정 법정

남구계 393.02 34.85 3 4 7 17 206 188 84 2,942

구룡포읍 45.17 4.01 1 - - - - 28 10 219

연일읍 36.07 3.20 1 - - - - 32 13 354

오천읍 70.50 6.25 1 - - - - 41 11 495

대송면 32.62 2.89 - 1 - - - 16 9 90

동해면 43.62 3.87 - 1 - - - 28 14 142

장기면 100.27 8.89 - 1 - - - 33 23 186

호미곶면 20.43 1.81 - 1 - - - 10 4 57

상대동 3.44 0.31 - - 1 2 43 - - 260

해도동 1.94 0.17 - - 1 1 45 - - 263

송도동 1.86 0.16 - - 1 1 31 - - 240

청림동 6.74 0.60 - - 1 2 19 - - 94

제철동 19.56 1.73 - - 1 7 11 - - 54

효곡동 5.86 0.52 - - 1 2 35 - - 316

대이동 4.94 0.44 - - 1 2 22 - - 172

북구계 734.80 65.15 1 6 8 24 322 193 116 3,240

흥해읍 105.72 9.37 1 - - - - 61 30 422

신광면 80.17 7.11 - 1 - - - 22 13 83

청하면 78.20 73.97 - 1 - - - 28 18 113

송라면 59.40 5.27 - 1 - - - 22 10 49

기계면 91.96 8.15 - 1 - - - 24 17 111

죽장면 235.71 20.90 - 1 - - - 24 21 104

기북면 52.39 4.65 - 1 - - - 12 7 47

중앙동 2.33 0.99 - - 1 13 50 - - 281

양학동 1.98 0.18 - - 1 2 30 - - 218

죽도동 1.86 0.16 - - 1 1 48 - - 332

용흥동 3.95 0.35 - - 1 1 37 - - 322

우창동 6.20 0.55 - - 1 2 44 - - 315

두호동 1.38 0.12 - - 1 1 32 - - 278

장량동 11.18 0.99 - - 1 2 63 - - 449

환여동 2.37 0.21 - - 1 2 18 - - 116

합계 1127.82 100 4 10 15 41 528 381 200 6,182

출처 : 포항시청(2014), 포항시 통계연보

표 5-1 포항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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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는 3개의 읍과 4개의 면, 7개의 행정동과 17개의 법정동,

206개의 통, 188개의 행정리와 84개의 법정리 그리고 2,942개의 반으

로 되어 있음

 포항시 북구는 1개의 읍과 6개의 면, 8개의 행정동과 24개의 법정동,

322개의 통, 193개의 행정리와 116개의 법정리 그리고 3,240개의 반

으로 되어 있음

1.1.2 행정인력

◦ 포항시의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960명에서 2013년 2,000명으

로 40명 늘어났으나 2009년 - 2012년 총 4년간은 10명 증가에 불과함

◦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2009년에 비하여 2013년 69명이 증가하였

으나 의회, 사업소, 구청, 읍·면·동 공무원은 동결되었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별 및 직능별 합계 본청 의회, 사업소 구청 읍·면·동
2 0 0 9 1,960 607 498 324 531

2 0 1 0 1,960 607 498 324 531

2 0 1 1 1,960 623 507 306 524

2 0 1 2 1,970 682 482 302 504

2 0 1 3 2,000 676 498 297 529

정무직 1 1 - - -

별정직 1 1 - - -

특정직 - - - - -

1급 - - - - -

2급 1 1 - - -

3급 - - - - -

4급 12 5 5 2 -

5급 97 37 22 11 27

6급 518 195 124 74 125

7급 815 301 215 117 182

8급 375 122 76 70 107

9급 135 10 15 23 87

연구관  - - - - -

연구사 6 3 3 - -

지 도 관 3 - 3 - -

지도사 35 - 34 - 1

기능직 1 - 1 - -

출처 : 포항시청(2014), 포항시 통계연보

표 5-2 포항시 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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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의행정의 추진전략

◦ 창의적인 행정조직 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시민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소통과 조화의 행정체계 구축

◦ 정책개발과 성과관리 시스템 활성화

그림 5-2 창의행정 추진전략

1.3 중점추진방안

◦ 혁신적이고 창의적 행정의 구현

 행정 및 지방의회 조직 구성의 혁신적 재편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수행의 구심점
◦ 수직적 견제와 균형을 넘어 수평적 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

 비전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 통합의 매개체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정치·행정 실현과 관행의 정착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토론회 정착, 유관기관과의 공

조체계 강화하여 지역의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

고 지역의 현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

◦ 혁신적 협업 체계의 확립

 시군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상북도 및 포항시의 공동현안에 대한

연계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조직 전체가 비전과 전략적 목표에 대응하도록 대분류하되, 프로젝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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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운영

 담당과 조직을 형식적·인위적으로 구분·배치하기보다 인력을 혼용·분
산

 팀들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대한 인식과
내용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상호보완기능 수행

◦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부행정기관 제도 개선

 행정조직 및 계층구조 감축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포항시 2개의
구청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인구 7만명 - 10만명 규모로 2 - 3개

동의 행정경계를 허물어 중심동에 복지·안정 및 도시관리 등 주민편

의 행정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행정구역 및 조직으로 개편

∙ 현재의 도 → 인구50만이상의 시 → 행정구 → 읍·면·동의 행정체

계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행정체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행정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특례규정 중 하

나로 일반구의 설치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반구의 설치 또는

분구 요건이 충적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

이 현실이며 포항시도 남구·북구의 일반구가 존재함

∙ 일반구는 행정계층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행정계층 간 발

생비용증가·기능 간 중복 등 행정 운영상 비효율성이 초래됨

∙ 현재 포항시 생활권상의 중심 지역 1 - 2군데를 대동으로 지정하

여 총 10개 안팎의 대동으로 구분

∙ 현재의 주민센터는 읍·면·동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락소 형태의 출장소를 두어 지역 내 편리

한 행정서비스 제공

 포항시에서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가 아닌 대동으로의 재편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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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다양성·효율성 증가 효과·공무원 수 증가

로 인한 행정적 편리성 및 주민대응 능력 강화 등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음

 관주도적 행정체계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처리의 복잡한 절차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됨

 포항시가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고령화·기후변화·공동주택의 거주형

태·이동성 증가·소통과 커뮤니티 확보에 대한 대응사회 등의 미래사

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및 행정체계의 구

축으로 시 전체의 창의성 강화가 실현가능

 행정구역 및 행정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업무기구의 적절한 업무배분

및 인력보강을 통한 수준 높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위행정기관 제도 개선 시 발생될 문제점
∙ 운영효과에 대한 검증 여부

▶ 1997년 대동제의 이름으로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창원시에서 도

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반구로 전환

▶ 2015년 책임읍면동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시범사업 중이지만, 효과성에 대한 불확성실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

∙ 현재의 책임읍면동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실정

▶ 포항은 서울의 1.8배가 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권역별로 묶었을 경

우 책임읍면동제가 표방하는 주민에게 가까운 행정서비스와 달리

생활권의 불일치가 발생되며 읍 면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대두됨

▶ 행정면의 경우 단순 제증명 및 복지회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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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

∙ 구청폐지 논란 및 청사비용 문제

▶ 포항시의 경우 구청 청사의 매각문제 및 중심동 청사 추가 비용 발

생

∙ 선거구 불일치

▶ 기존 읍·면·동의 권역 구분에 의한 선거구가 바뀌게 됨에 따른 혼

란 가중

∙ 민원처리 사무의 제도적 한계

▶ 현행 법령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위임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 없으며, 70%에 해당하는 국가 위임사무의 이양이 불가

능함

∙ 중심읍면동장 직급의 불균형

▶ 권역별 인구 및 면적 합산 기준으로 중심읍면동장의 직급을 부여함

으로써 개별단위 인구가 많은 중심동이 적은 중심동 보다 급수가

낮은 문제점이 발생

◦ 미래지향적 지자체 인력관리 및 운영

 향후 급격히 발생하게 될 퇴직 공무원의 충원 수요와 신규 공급 공

무원의 수요를 예측한 인력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이 필요

 인원이 부족한 5급 이상의 공무원 결원 시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파
악하여 외부인사 초빙·전문행정관제 도입 등을 바탕으로 개방형직위

지정으로 인력의 충원을 검토하고 능력 있는 신규인력의 과감한 인

사발령으로 행정관리 및 운영

 성과중심의 인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효율적 업무 능력 강화

 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정책개발 및 수행 능력을 배양
∙ 공무원 전문교육이 공공기관만이 아닌 민간교육기관의 위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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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서별로 직무에 연관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

을 실시

∙ 국내 교육기관과 더불어 우수 공무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유

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 창의적 행정조직 운영

 실적위주 보직관리 및 성과위주 인사
∙ 역량미달 간부 보직해임제 및 개인별 희망전보 이력관리제 실시

∙ 특별승진, 속진임용, 성과급 최고등급, 시간 외 수당 등 성과위주의

인사운영

 조직전문화를 위한 창의인재 육성
∙ 신규임용 및 승진자 보직경로 변경 : 본청, 구청, 사업소 일정기간

근무 후 읍면동으로 전보

∙ 주요시책 사전 법률 검토시스템 구축 : 6급 상당 계약직(변호사)

채용 검토

∙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마인드 교육 및 간부리더십 교육 내실화 및

확대

∙ 새로운 정책변화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인력진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부서별 성과의 체계적 관리

∙ 우수부서 인센티브 상향조정(포상금 7백만원 → 20백만원, 근평가점 0.3

점 → 0.5점)

◦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한 공공기관 내부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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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공간 마련

 공무원 친철교육 : 전문강사 초빙 / 연 2회
 안내 도우미 운영 : 1일 4명 근무(홀트아동 경북후원회)
 민원실 환경개선 : 북카페 도서 확충 및 정원의 리모델링 등
◦ 건축사 재능기부 상담실 운영

 복합적인 건축 인·허가민원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서비스

로 제공

 건축사 상담을 통해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건축 관련 법령 안내

∙ 건축공사 주용 단계별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건축사 1명의 순환근

무를 통해 서비스 제공(건축사협회 협조)

◦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현장에서 민원해결이 가능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

 남구 및 북구 보건소와 협업하여 민원뿐만 아니라 건강 상담을 병행
한 행정 및 보건서비스 제공

∙ 오지마을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과 불편·애로사항의 원만한 해

결 도모 및 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노인건강 점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

여

∙ 1개 반 8명 /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건강검진

◦ 부서장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시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현장행정의 실현

 민원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해결하는 책임행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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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시정 주요 시책 등 적극 홍보로 시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

∙ 정기적으로 매달 1회 이상 복지시설, 전통시장, 재난위험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행정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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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행위자의 기능 및 역할

2.1 참여행위자의 조화와 융합의 필요성

◦ 모든 Actor들 간에 지역의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을 공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하나’라

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

◦ 지역사회의 모든 Actor들이 하나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형성

되어야 함

 연계협력네트워크(local network system)을 구축해 지역전체의 비전

을 공유하고 공동의 성장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분절이 아닌 통합(boundary → integration), 단절이

아닌 소통(disconnect → interaction), 복합이 아닌 융합(complex →

convergence)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

2.2 참여행위자 기능·역할 제시

◦ 일반시민

 포항시 전체의 핵심 키워드
 시민 모두가 창의적 인재, 창조자가 되어야 함
∙ 시민 주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톡톡 튀는

창의성 함양

 지역 공동체 정신 성숙을 위한 기초단위로서의 자율적 역할
∙ 소지역, 특정단체 중심의 이기주의 극복

∙ 소통·통합·융합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동질(가족)의식의 공유

◦ 행정조직 및 지방정치권

 혁신적이고 창의적 행정의 구현
∙ 행정 및 지방의회 조직 구성의 혁신적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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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전략 수행의 구심점

 수직적 견제와 균형을 넘어 수평적 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
∙ 비전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 통합의 매개체

∙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정치·행정 실현과 관행의 정착

◦ 언론

 시민과 지역을 위한 정치행정과 시민의 참여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치행정의 혁신 유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의 기획 및 제안
 지역 비전 등의 대외 홍보
◦ 경제계 및 노동계

 기업
∙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산업체제의 혁신 주도 → 지역성장기반

확대재생산

∙ 신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 확대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근로자
∙ 지역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토대역할을 위해 개인이 전문기술인

으로 변화

∙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혁신적 사고의 발

산

 관련 기구 및 단체
∙ 은퇴 근로자들의 재교육 담당

∙ 따뜻한 노사문화, 공존동생의 기업문화 정착 선도

∙ 지역의 산업, 경제, 노동 관련 정책적 아이디어 생산 및 자율적 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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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아이디어 제작소
∙ 기존 체제와 달리 프로젝트별 커뮤니티로 자율적 구성

 기존 대학 등과 연계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민 교육
∙ 지역의 비전 기획 및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기회 제공

 지역 엘리트의 재생산 기능 담당
∙ 토착엘리트와 신흥(유입)엘리트 간 교류 통합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융합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및 확산

◦ 대학 연구기관 중앙도서관

 창조계층 또는 지식근로자, 창의적 인재의 발굴 양성
∙ 지역의 창의적 지식의 생산 거점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 지식창고 역할

그림 5-3 참여행위자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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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계획

3.1 재정현황

3.1.1 세입구조

◦ 재정구조는 대부분의 세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 혹은 통제되고 있

는 가운데 일반재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재원 조달 여지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

◦ 포항시의 2013년 말 현재 세입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

하여 전체 1,434,249백만원임

◦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 규모는 1,195,380백만원(전체 재정규모의 83.3%)이

며, 지방세 수입 287,052백만원(24.0%), 세외수입 188,061백만원(15.7%),

지방교부세 281,816백만원(23.6%), 조정교부금 48,311백만원(4.0%), 보조금

332,215백만원(27.8%) 그리고 지방채 57,925백만원(4.8%)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규모는 238,869백만원(전체 재정규모의

16.7%)임

 이의 구성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66,879백만원(69.9%)이며, 기타특별

회계가 71,996백만원(30.1%)임

◦ 포항시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24.0%)과 세외수입(15.7%), 그리고 자주

재원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교부세(23.6%)가 전체 63.3%를 차지하고 있으

며 나머지 의존적 성격의 재원이 36.7%를 차지하고 있어 포항시의 세입구

조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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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일

반

회

계

합계 1,134,469 1,050,778 1,051,570 1,110,130 1,195,380

지방세 306,415 264,805 302,154 299,913 287,052

세외수입 329,493 255,930 190,346 165,122 188,061 

지방교부세 157,671 210,252 227,797 261,497 281,816 

조정교부금 27,911 43,481 50,067 - 48,311 

보조금 266,979 256,310 271,206 383,598 332,215 

지방채 46,000 20,000 10,000 - 57,925 

특

별

회

계

합계 202,614 208,432 212,663 226,009 238,869 

공기업특별회계 - - - - 166,879

기타특별회계 - - - - 71,996

출처 : 포항시청(2015), 포항시 통계연보

표 5-3 세입결산

3.1.2 세출구조

◦ 2013년 말 포항시의 세출 재정규모를 보면 투자적 재정지출부문인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전체 1,318,025백만원임

◦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규모는 1,107,526백만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84.0%임

 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35,448백만원(12.2%), 사회
복지비가 343,531백만원(31.0%), 수송 및 교통비가 121,873백만원

(11.0%),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2,065백만원(4.7%), 농림해양수산

120,046백만원(10.8%) 그리고 기타가 129,035백만원(11.7%)을 차지하

고 있음

◦ 한편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규모는 210,499백만원(전체 재정규모의

16.0%)임

 이의 구성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45,422백만원(69.1%)이며, 기타특별

회계가 65,078백만원(30.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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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 세출구조는 사회복지비(31.0%), 수송 및 교통비 (11.0%), 국토

및 지역개발비(4.7%), 농림해양수산(10.8%)이 전체 세출 중에서 5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다른 시와 유사한 세출구조를 나타내고 있

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일
반
회
계

합계 942,781 913,273 950,686 991,970 1,107,526

일반공공행정 54,839 56,002 61,543 84,632 135,448

공공질서 및 안전 18,626 18,842 24,482 14,477 25,042

교육 4,820 3,551 6,048 10,454 8,814

문화 및 관광 50,393 57,607 49,913 70,121 67,878

환경보호 64,298 65,951 69,087 66,264 61,374

사회복지 234,263 258,377 259,659 295,629 343,531

보건 12,635 11,332 12,539 12,449 14,630

농림해양수산 97,718 101,103 102,355 110,529 120,046

산업, 중소기업 12,208 16,731 17,923 17,226 26,469

수송 및 교통 149,464 126,238 117,603 118,322 121,873

국토 및 지역개발 131,320 82,296 111,153 67,496 52,065

과학기술 583 338 427 384 1,321

예비비 - - - - 

기타 111,614 114,905 117,954 123,987 129,035

특
별
회
계

합계 177,317 169,912 190,405 201,337 210,499

공기업특별회계 - - - - 145,422

기타특별회계 - - - - 65,078

출처 : 포항시청(2014), 포항시 통계연보

표 5-4 세출결산

3.1.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 포항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9년 950천원에서 2013년 현재 1,055천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2009년에 비해 2013년 현재 지방세 부담액이 약 11.1%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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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지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950 962 985 1,060 1,055

경상북도 673 723 767 827 859

포항시 580 469 539 571 574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5), http://www.moi.go.kr

표 5-5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3.2 재정전망

3.2.1 재정여건 및 변화

가. 투자재원조달

◦ 포항 - 울산 간 고속도로, 포항 - 새만금 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형산강 프로젝트 및 두호마리나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의 대규

모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 및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

며,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역시 전체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에 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사업계획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의 확충 및 기반

시설·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등의 공공투자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일 전망이

며, 이를 위한 원활한 투자계획수립이 필요

나. 복지재정의 확충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재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포항시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의 확보는 시 자체의 자

생적 재정능력을 통한 수입원 마련이 필요

다. 민간자본 유치

◦ 포항시는 점차 재정수요와 재정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는

재정투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국가 및 지자체의 자본유치

이외의 민간자본의 유치는 필수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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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력적 재정지출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원하기 위해서 가용재원들을 활용한 적

절한 대응이 필요함

◦ 정밀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더불어 재정지출구조를 보다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민자유치 확대를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가 필요할 전망

3.2.2 재정규모

◦ 포항시 통계연보의 재정부문 2009 - 2013년의 추계를 바탕으로 목표연도

2030년의 재정규모를 예측

◦ 포항시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434,249백만원에서 2030년 2,018,277백만원

으로 연평균 2.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회계의 경우 2013년 1,195,380백만원에서 2030년 1,536,219백만원으로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특별회계는 2013년 238,869백만원에서 2030년 482,058백만원으로 연평균

4.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3년 각각 83%, 17%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30년은 각각 76%, 24%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

계의 구성비가 줄어드는 반면,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증가될 것이라 전망됨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증가율

합계 1,434,249 1,490,624 1,644,410 1,819,067 2,018,277 
2.01%

비율 100% 100% 100% 100% 100%

일반

회계
1,195,380 1,231,185 1,325,460 1,426,954 1,536,219 

1.49%

비율 83% 83% 81% 78% 76%

특별

회계
238,869 259,439 318,950 392,113 482,058 

4.22%

비율 17% 17% 19% 22% 24%

표 5-6 총 재정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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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원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2030년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됨

◦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통계적 추정치는 2030년까지 해마다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되어,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 2015 2020 2025 2030

합계 2,629,629 2,715,300 2,979,302 3,296,921 3,656,897 

일반회계 1,195,380 1,231,185 1,325,460 1,426,954 1,536,219 

지방세 287,052 280,622 265,171 250,571 236,774 

세외수입 188,061 146,205 77,915 41,522 22,128 

지방교부세 281,816 317,598 407,053 496,508 585,963 

조정교부금 48,311 51,531 59,581 67,631 75,681 

보조금 332,215 364,833 446,378 527,923 609,468 

지방채 57,925 63,888 78,794 93,700 108,606 

특별회계 238,869 259,439 318,950 392,113 482,058 

표 5-7 세입원별 재정규모 전망

3.3 기본방향 

가. 지방재정 안정적 확충

◦ 포항시 재정구조 중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세가 현저한 감소를 보

이고 있으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감

소되는 세원의 확보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세원의 적절한 관리와 배분

계획 구축

◦ 기존의 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

◦ 안정적 재원확보와 세원의 누락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원의 투명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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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사업의 다각적 재원조달

◦ 국비유치

 다양한 명칭과 충분한 근거·명목으로 중앙정부는 상급자치단체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

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치가 재원조달에 필수적으로 작용

함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포항시의 사업을 부각시켜 투자사업의 필요

성에 대한 효율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한 국비유치 향상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전의 목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보전금

의 유치를 위한 투자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조금 확보

 비전수립 시 부문별 세부사업과 관련성을 깊은 지금을 발굴하여 재

원조달의 용이성 증진

◦ 민자유치

 세부사업내용 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을 위주로 중앙정부 및 지자

체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받기 위한 적극적 민자유치 도모

 투자의 위험이 적거나 민간에서 수행하기에 효율성이 높은 세부사업

들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전문기구의 설치 등의 검토를 통해 적극적

민자유치 노력

다. 단계별 투자계획수립

◦ 비전의 세부사업의 전반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단계별 투자계획수립으로 사업

의 지속성과 계획적 재원조달방안 제시

◦ 비전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격·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지차체, 민

간자본 중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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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전략

가. 자생적 재정능력 확보

◦ 포항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인구증가에 의한 세원의 확충은 현실적으

로 부족할 전망으로 다양한 전략사업의 성공적 정착으로 인구구조의 변

화 및 소득향상을 통한 자생적 재정의 확보 방안

◦ 강소기업의 유치 등 포항시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기업체에 대한 투자 및 지원과 더불어 내부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

에 세원확충에 기여하는 방안

◦ 지방세 이외의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세외수입 확

충의 일환으로 포항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히 잡종재산의

활용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재원을 증진

 대부분의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임시적으로 확

보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보다는 이의 활용을 통

한 수입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큰 수입을 가져옴

 공유재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것보다 토지신탁과 같은 방법

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비전의 세부사업 중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을 지닌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투자재원은 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등의 합

법적 제도를 통한 재원확충을 고려

◦ 경영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증진 및 효

율화를 도모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 증진

∙ 기존의 중요 세원인 지방세 이외의 다양한 수입원 발굴을 통한 안

정적이고 효율적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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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재원 확보의 다양성

◦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유치 확대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

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더불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여건 조성

◦ 대기업·해외자본 유치

 대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법·제도 등의 규제완화를 통

해 비전의 세부사업의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의 여건 마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예측모형의 검토 및 평가, 사업설명 및 홍보 등의 노
력이 필요함

◦ 민영화·민간위탁 추진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 및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

업을 지정하여 재원조달에 대한 대리방안으로서 경비절감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

◦ 사업용 토지의 선수확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선수확보를 통해 지가 앙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동시에 재정부담 완화

◦ 비영리단체 참여유도

 비전의 세부사업 중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

또는 NGO 등의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원확보

다. 효율적 예산편성·심사 및 신고·납부

◦ 사업의 투자심사제도 운영 내실화

 세부사업의 투자심사제도를 보다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무

계획적·비효율적 투자의 억제, 즉흥적·불합리적 예산의 요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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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무계획적이고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혹은 수정을 방지하여 심

사의 실효성 확보

 투자계획의 심사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투자심사 실시

◦ 예산편성과 정책목표설정의 정합성 제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비중을 높여,

동계획과 각종 장기발전계획, 부문별 중기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성

과지표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함

◦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세입 확충

 시스템 모니터링에 의한 정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보
∙ 세입 특수요인 및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으로 세원관리 강화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로 세수 목표 초과 달성을 도모
∙ 세원 탈루 및 취약분야 현장조사를 통한 세수 증대

◦ 체납세 Zero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체납자 재산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은닉 사전 차단
∙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재산은닉의 사전 차

단 및 관리

◦ 지방세 전자신고 원격지원 서비스 구축

 인터넷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 방식의 스마트화 추진
 경비 절감 및 신속한 납세로 인한 효율적 납세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상담인력 배치로 원활한 납세 도모

◦ 소액체납세 징수 전담팀 운영

 고액체남자 위주의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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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팀 운영

 소액 체납세 조기 징수 및 납세 편의 제공
◦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세제혜택 및 성과보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복지 등의 비재정적 인

센티브를 동시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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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계획

4.1 기본방향

◦ 단계별 투자계획수립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계획의 부문별 세부사업의 기간별·성격별·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각 세부사업별 기점을 기준으로 예산

확보 및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자계획수립

◦ 효율적 투자계획수립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문별 세부사업

의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를 정밀히 검토하고 연계부서의 협력개발여

부 파악, 투자사업의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투

자계획수립

 세부사업의 특성과 형태를 고려하여 과소·과대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투자계획수립

 해당 세부사업의 보다 나은 예산확보와 투자를 위하여 상위행정기관

의 지원 및 재원조달 여부파악

◦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계획수립

 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 상의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계획수립을 위하

여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및 지역의 각종 단체의 참여기회를 제

공하여 사업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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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문별 투자계획

4.2.1 투자계획 총괄 현황

◦ 투자계획 총괄 현황으로는 총 사업비 40,425억원 중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1,878억원으로 전체 4.65%, 삶이 풍요로운 도시 3,255.4억원으로 8.05%, 사

람이 모이는 도시 2,837.5억원으로 7.02%, 공간이 빛나는 도시는 32,454억

원으로 80.28%로 분포하고 있음

부문 총사업비 구성비

총계 63,765.3 100.0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8,039 11.7

삶이 풍요로운 도시 4,212.8 4.7

사람이 모이는 도시 6,420.5 11.2

공간이 빛나는 도시 45,093 72.4

표 5-8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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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부문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가.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 6대 분야의 31개 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합계 54,224.2 7,689.8 1,956.3 63,765.3 29,777.5 6,613.3 1 26,877.5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6,339 1,657 143 8,039 2,037 2,054 1 3,447

철
강
 및
 소

재
산
업
 육

성

소계 420 365 65 850 260 260 - 330

철강산업 구조고도화 사업 300 300 - 600 200 200 - 200

철강 연계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산업 육성사업
20 15 15 50 10 10 - 30

차세대 에너지 육성사업 100 50 50 200 50 50 - 10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조성
7,360 - - - - - - 7,360

탄소와 티타늄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1,500 1,000 - 2,500 1,000 900 - 100

강
소
기
업
 활

성
화

소계 193 184 38 315 70 95 - 150

강소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
20 20 - 40 10 10 - 20

강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25 25 - 50 10 10 - 30

강소기업 개방형

플랫폼 조성
5 5 5 15 5 10 - -

기업 간 개방형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10 10 30 10 20 - -

포항기술은행 8 6 6 20 10 10 - -

포항형 ‘잡스법’ 도입 - - - - - - - -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100 100 - 100 - - - 100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 활성화
10 10 10 30 15 15 - -

사이언스밸리 조성 5 5 5 15 5 10 - -

포항 R&D 플랫폼 조성 10 3 2 15 5 10 -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3,619 - - 3,619 382 382 - 2,855

해
양
산
업
 육

성

소계 85 75 25 185 80 105 - -

R&D 연계 신성장동력

해양산업 모델 구축
5 5 5 15 10 5 - -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0 10 10 30 10 20 - -

해양심층수산업 개발 사업 10 - - 10 10 - - -

해양 연관형 산업 육성 5 5 5 15 - 15 - -

해양 자원 개발 사업 5 5 5 15 - 15 - -

수산 양식업 고도화 사업 50 50 - 100 50 50 - -

표 5-9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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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에
너
지
산
업
 육

성

소계 6 6 - 12 6 6 - -

지역연계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6 6 - 12 6 6 - -

전기자동차 사업

자
영·

서
비
스
산
업
 육

성

소계 26 7 - 33 14 16 1 2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상생모델 구축
5 2 - 7 1 3 1 2

서비스산업 육성 10 5 - 15 10 5 - -

공실을 이용한

공유임대사업
6 - - 6 3 3 - -

골목상권 활성화 5 - - 5 - 5 - -

농
림·

축
산
업
 육

성

소계 490 20 15 525 225 290 - 10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모델 구축
5 5 5 15 10 5 - -

경상북도 클린농수산

공동판매벨트 조성사업
460 - - 460 200 260 -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
10 - - 10 5 5 - -

전략작목 선정

중점육성사업
10 10 5 25 5 10 - 10

영일만 친구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5 5 5 15 5 10 - -

표 5-10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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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삶이 풍요로운 도시

◦ 6대 분야의 35개 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삶이 풍요로운 도시 2,552.7 1,134.3 252.8 4,212.8 2,566.5 1,345.8 - 299.5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소계 119 60 13 192 72 115 - 5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15 10 10 35 15 20 - -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45 5 - 50 30 15 - 5

친수 그린웨이 조성사업 7 5 3 15 7 8 -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20 20 - 40 10 30 - -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사업
20 20 - 40 10 30 - -

오천 관문

시설녹지 정비사업
8 - - 8 - 8 - -

훼손잦은 시가지 녹도 

관목 대체사업
4 - - 4 - 4 - -

생
활
환
경

소계 825.4 - - 825.4 303 452.4 - 70

물 수요관리 기반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50 - - 50 20 10 - 20

소음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426 - - 426 120 256 - 50

선제적 침수예방사업 349.4 - - 349.4 163 186.4 - -

복
지
환
경

소계 84 64 39 187 45 124 - 18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10 5 5 20 - 20 - -

종합복지문화지역 조성사업 10 10 10 30 15 15 - -

자원복지시스템 확충사업 5 5 5 15 - 7 - 8

독거노인 공동생활주택 

조성사업
15 10 5 30 10 20 - -

다연령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 1 1 3 - 3 - -

젊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10 5 - 15 10 5 -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10 5 - 15 10 5 - -

노인인력운영센터 건립 20 - - 20 10 10 - -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3 3 3 9 - 9 -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10 10 10 30 - 30 - -

포스텍 의대 설립 추진

창조도시 포항형 복지

플랫폼 구축사업
10 10 - 20 - 10 - 10

표 5-11 삶이 풍요로운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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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인
재
 및
 교

육

소계 160.5 153.5 83.5 397.5 161.5 219.5 - 16.5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50 50 - 100 - 100 - -

미래설계지원센터

조성사업
10 3 - 13 6 7 - -

산업 분야별

중점육성학교 지정사업
25.5 25.5 25.5 76.5 76.5 - - -

도심공동캠퍼스 운영사업 9 9 2 20 9 9 - 2

코리아 디아스포라

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0 20 20 60 20 40 - -

관광특화아카데미 운영 3 3 3 9 - 9 - -

포항 요트아카데미 조성사업 3 3 3 9 - 4.5 - 4.5

포항형 공교육 강화사업 30 30 30 90 50 40 - -

창조도시 포항

플랫폼 구축
10 10 - 20 - 10 - 10

건
강
도
시
 조

성

소계 1,335 848 388 2,571 1,975 405 - 190

건강도시 조성사업 210 60 50 320 76 229 - 15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사업 1,125 788 338 2,251 1,899 176 - 175

안
전
도
시
 조

성

소계 8.8 8.8 2.3 19.9 - 19.9 - -

안전도시 조성사업 2.3 2.3 2.3 6.9 - 6.9 -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6.5 6.5 - 13 - 13 - -

표 5-12 삶이 풍요로운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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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

◦ 3대 분야의 28개 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사람이 모이는 도시 6,073.5 241.5 130.5 6,420.5 414 560.5 - 5,471

물
류
산
업

소계 151 68 40 259 128.5 113 - 17.5

영일만항 배후물류단지

복합거점화 사업
36 - - 36 23.5 10 - 2.5

녹색물류체계 구축사업 65 28 - 93 65 28 - -

물동량 확보 전략 사업 30 30 30 90 40 50 - -

지능형 물류교통시스템 도입 5 5 5 15 - 15 - -

신 해양 실크로드

북방항로 개척
10 - - 10 - 10 - -

유통기지조성 사업 5 5 5 15 - - - 15

희유광물 비축기지 조성

LNG 생산 및 비축기지 조성

국제광물거래소 조성

문
화
 및
 관

광
산
업

소계 5,766.5 118.5 37.5 5,897.5 215 254 - 5,453.5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사업 5 5 5 15 7.5 7.5 - -

문화·관광·교육 연계형

도시발전계획
2.5 2.5 2.5 7.5 5 2.5 - -

동해 해양문화박물관

조성사업
120 10 - 130 80 50 - -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15 - - 15 15 - - -

구룡포 어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
4.5 3 - 7.5 2.5 2.5 - 2.5

포항야구장 악수광장

조성사업
20 10 - 30 10 20 - -

포항 푸드밸리 조성사업 25 25 25 75 - 10 - 65

포항시민예술촌

조성사업
120 53 - 173 80 70 - 23

생태캠핑장 및

공원조성사업
10 10 5 - - 20 - 5

해변 레저거점 조성사업 1,946 - - 1,946 - - - 1,946

문화도시 시범사업 37.5 - - 37.5 15 22.5 - -

호미반도권

종합관광 개발사업

Nomadpia (Nomad + Utopia) 

조성사업
3,461 - - 3,461 - 49 - 3,412

역
사·

문
화
환
경

소계 156 55 53 264 70.5 193.5 - -

(구)제일교회 등지

역사공원 조성사업
18 2 - 20 10 10 - -

포항역사박물관 조성사업 20 - - 20 15 5 - -

역사문화 마케팅 사업 3 3 3 9 - 9 - -

포항 지역문화재단 조성사업 50 50 50 150 - 150 - -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 65 - - 65 45.5 19.5 - -

표 5-13 사람이 모이는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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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이 빛나는 도시

◦ 3대 분야의 18개 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총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30
계 국비 지방비

마을

기금
민자

공간이 빛나는 도시 39,279 4,657 1,157 45,093 24,770 2,663 - 17,660

지
속
가
능
한
 도

시
공
간

소계 185 45 5 235 130 105 - -

칠성천·양학천 복원사업 40 30 5 75 50 25 - -

산업별 중심지구 구축사업 120 - - 120 60 60 - -

수산물 야시장 조성사업 25 15 - 40 20 20 - -

도
시
재
생

소계 7,496 3,808 1,152 12,456 6,026 1,646 - 4,784

포항운하 편익시설

조성사업
20 - - 20 - 20 - -

환동해사업본부 유치 100 - - 100 40 60 - -

가로경관증진사업 500 250 150 900 429 434 - 37

형산강 프로젝트 2,000 2,000 1,000 5,000 5,000 - - -

해양산업 인프라 구축 4,827 1,546 - 6,373 543 1,083 - 4,747

문화콘텐츠와 다중이용시설의

구도심 직접을 활용한

재생사업

5 5 - 10 - 10 - -

살기좋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0 - - 10 - 10 - -

구도심 활성화 사업 30 5 - 35 10 25 - -

도심형 농장 조성사업 4 2 2 8 4 4 - -

S
O

C

사
업
 활

성
화

소계 31,598 804 - 32,402 18,614 912 - 12,876

KTX역세권 개발사업 1,788 - - 1,788 - 912 - 876

포항 -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 - - - - - - -

동해대교 건설사업 12,000 - - 12,000 - - - 12,000

교통망확충 및 조기완공 5,000 804 - 5,804 5,804 - - -

SOC 연계교통망 구축 12,810 - - 12,810 12,810 - - -

포항공항 활성화 사업 - - - - - - - -

표 5-14 공간이 빛나는 도시 부문 세부사업 투자계획



제5장 계획의 집행과 추진체계

527

5. 도시마케팅 계획

5.1 도시마케팅 구상 및 방법

5.1.1 도시마케팅 기본구상

◦ 세계화·분권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R&D환경 및 해양인프라를

바탕으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마케

팅 및 브랜딩

◦ 포항의 역사·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고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의 중심도시를 한 축으로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

◦ 창조도시의 메카로서 포항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철강중심 단선적 산업

구조를 탈피한 창조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

◦ 살기좋은 도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정주환경 및 복지환경에 대한 개선

을 통한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

5.1.2 도시마케팅 방법 및 사례

가. 도시마케팅 방법

◦ 도시마케팅의 유형·무형·인적 구성요소 중 포항시만의 강점을 살리고 특

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포항시 도시마케팅을 위한 유형요소인 해양·산업·환경 등의 지역자

원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 구축

 포항시 도시마케팅을 위한 무형요소인 역사·문화·축제·지역성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정체성 정립 및 마케팅 수단으로 부각

 포항시 도시마케팅을 위한 인적요소인 지역주민·지자체·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으로 도시마케팅 효율성 강화

◦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통해 창조도시 포항

의 상위 비전인 ‘GLORY POHANG’에 적합한 세부적 도시마케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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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마케팅 사례

▣ 역사 및 문화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영국 에딘버러(Edinburgh)289)

 스코틀랜드 지방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인 에딘버러시는 독특한 스코

틀랜드의 문화와 오랜 세월을 보유하고 있는 유적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활용해 일 년 내내 다양한 축제를 벌여 도시에 생명력

을 불어넣음

 에딘버러시는 문화적인 인프라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전통축제를 비롯한 각종 국제 축제 행사를 도시를

알리는 주요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

∙ 명확한 도시 컨셉(Festival City) 설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달성

∙ 다양한 축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전개와 피드백(관광객 설문조

사)을 통한 도시의 경제적, 이미지적 성과를 달성함

 인구 45만 명에 불과한 에딘버러시가 도시 축제 전략으로 연간 1천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유럽

의 꽃’이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 잡음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함
∙ 외부적으로 축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드백 차원에서 축제 결

과에 대해 평가를 받아 반영하며, 홈페이지 등의 네트워킹을 통해

축제를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함

∙ 해마다 관광객의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이상적인 축제로 거듭나려

노력함

그림 5-4 영국 에딘버러시

출처 : http://www.hanintel.com

289) 김용준(20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운영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68-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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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인디애나폴리스는 아무런 특징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도시를 시

장 주도의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집중과 투자를 통해 ‘스포츠 수도’라

는 새로운 차별적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그 후에도 일관된

PR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평범한 도시를 스포츠 분야를 특화시켜 차별적 도시 이미지로서 창

조, 발전시킴

 도시 아이덴티티를 ‘아마추어 스포츠의 도시’로 설정하고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

∙ 시장 주도로 1970년대 이후부터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고

각종 매머드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투자를 통해 스포츠의

천국이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 1970년대 후반부터 교통의 요충지라는 데 착안하여 스포츠 도시로

키울 것을 계획하기 시작함

∙ 적극적인 투자 및 PR을 통해 스포츠 관계 단체의 유치에 힘씀

 ‘스포츠의 수도’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

∙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5년간 30여 개의 새로운 호텔 건설, 4,500여

개의 개실증가, 1개월에 1개의 비율로 레스토랑이 개점되는 등 호

텔, 레스토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290)

그림 5-5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출처 : http://www.gndaily.kr, http://www.allposters.com

290) 김용준(2005), 전게서, 문화체육관광부, pp.68-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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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산업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미국 피츠버그시291)

 미국산업의 중심지였던 피츠버그는 1950년대부터 쇠퇴하게 되었는데,

설비의 근대화가 늦어져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

기 시작함

∙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미 공업

지역을 탈피했음에도 스모그가 심한 공업도시 이미지는 계속됨

 피츠버그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조직을 통해 프로모션 전략을 세웠음

∙ 외국과 타 지방의 R&d 및 첨단산업분야의 기업유치

∙ 벤처캐피털 모집을 위한 기금 모집 및 지원프로그램 제도화

∙ 지역개발투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주택, 환경, 기술지원 등 관련 프로

젝트를 위해 기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주로 마케팅 캠페인 조직을 통한 홍보물을 통해 마케팅사업을 전개

함

 피츠버그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 마케팅의 성공적인 추진임

∙ 공해도시란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상품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

∙ 지역 내부의 투자, 타 지역·외국기업, 벤처캐피털 유치를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조직을 설립하여 기금모집, 유치독려, 각종 지원사업

등을 시행

 10만개의 일차리가 창출되었고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 하였

으며, 피츠버그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 면에서도 미국 내

상위로 손꼽히고 있음

291) 김원용(2007), ‘매체 다변화 환경과 지방자치단체 홍보방안 개선연구’, 경기도청, pp.47-4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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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미국 피츠버그시
출처 : http://www.social.lge.co.kr, http://www.koreadaily.com

독일 베를린292)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재개발과 도시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도시

∙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City of Change’를 슬로건으로 추진기구

(Service in the City)를 설립

∙ ‘기업을 위한 도시’라는 시장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으로 알렉산

더 플라츠(Alexander platz) 프로젝트를 추진

∙ 관광객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영어·독어), 우울한 도시 이미

지를 친절한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는 도시 마케팅 추진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베를린 시민과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도시의 정

보를 함께 공유하자는 계획

 도시 마케팅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적 경제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

화를 이루는데 있음

∙ 베를린은 선구적으로 도시 경영전략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도

시 브랜드 슬로건을 정립하고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둠

 베를린의 도시 마케팅 1차 타겟 층은 시민에서, 주변지역 주민 그리

고 독일이라는 국가, 더 나아가 관광객까지 확대함

∙ 전략의 밑바탕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됨

292) 이충훈(2014), ‘해외도시탐방 독일 베를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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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독일 베를린

출처 : http://www.weeple.net, http://www.edaily.co.kr

▣ 도시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미국 뉴욕293)

 뉴욕은 20세기 초부터 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경관관리를 강화

∙ 맨하튼 섬에 실용성을 강조한 격자형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고층건

축물 위주로 도시를 조성

∙ 1916년 도로 폭에 따라 고층건물의 높이를 사선으로 규제하여 웨딩

케이크 형의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음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와 같은 선진적인 도시 디자인 수법

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마천루들의 경관을 실현

∙ ‘링컨스퀘어 지구’에는 건물벽면의 위치, 아케이드의 설치, 광장의

위치, 일단의 건물용도 등에 대한 규제가 있음

∙ ‘5번로 지구’는 지하철 연결도로, 광장, 식재를 한 테라스, 옥내 보행

자 공간 설치 등의 규제를 받음

 브루클린 지역의 경우, 산책로에서 보이는 스카이라인, 브루클린 다

리, 자유의 여신상 등으로 이루어진 경관을 보전

∙ 이 지구에서는 시계획위원회의 검토나 허가가 없이 새로운 건축물

을 세울 수 없으며, 건축물 높이고 엄격하게 규제됨

293) 전영옥(2003), ‘어메니티(Amenity)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pp.12-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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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미국 뉴욕

출처 : http://www.wirednewyork.com

독일 하노버294)

 하노버시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인공적인 생태계를 조성함

∙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성장속도가 빠른 포플러, 버

드나무 등을 많이 심었음

∙ 도심의 대규모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녹지네트워크

를 구축

∙ 도심 외곽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정 면적을 임대받

아 채소류, 화훼류 등을 가꾸도록 함

∙ 도시중앙에 자리한 633ha의 숲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녹지네트

워크를 구축

∙ 시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도시녹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활용한 녹지축을 설정

 중앙의 숲을 중심으로 뻗은 녹지들이 라이네강과 연결되어 사람들은

수변공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녹지공간에서의 활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함

∙ 라이네강의 지천들에 형성된 저습지에는 각종 수생식물, 수서곤충, 야생

조류들이 서식

294) 전영옥(2003), 전게서, 삼성경제연구소, pp.12-1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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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독일  하노버

출처 : http://www.vera-klockmann.de

5.2 도시마케팅 추진전략

◦ 지역의 포스코, R&D인프라, 산업단지 등의 경제 및 산업 인프라를 선진

화·첨단화·국제화하여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포항을 부각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의 안정된 기업의 투자환경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은 포항시 핵심적 도시마케팅 전략

 특히, 포항시의 강점 중 하나인 포스텍, R&D 인프라 등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부각하여 이와 연계된 산업의 원활한 협업 및 지식·기술

교류에 대한 장을 통한 도시마케팅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외도시 및 기업과의 국제교류

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 등 글로벌한 도시이미지 구축

◦ 포항시는 현재까지 철강도시의 이미지가 확고히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며,

철강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이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철

강산업 뿐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 계획

 해양산업,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첨단산업, 지식기반제조업 등

의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형성

 본 비전의 중점추진전략 중 하나인 강소기업 유치 및 지원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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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부 기업체·산업체들에게 매력적인 기업환경에 대한 이미지 확립

◦ 포항의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지역자원을 지역적 홍보를 통해 양질의 여

가 및 휴양과 더불어 체험형 관광 및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

로서의 이미지 구축 전략 계획

 포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구 포항역, 구 제일교회, 전

통시장, 해수욕장, 포항야구장, 호미곶, 먹거리, 지역축제, 연오랑세오

녀 설화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SNS기반의 지역홍보

 스틸아트 페스티벌, 불빛축제 등의 지역축제를 현재 포항시의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축제의 교류를 통해 동해안권 글로벌 도시 이미지

고취

 연오랑세오녀를 매개로한 이즈모시와 문화교류를 통해 러시아 및 일

본의 해양도시들과의 경제·문화·물류 등의 연계사업 등의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 이미지 구축

 포항야구장의 포수 뒤편의 대형롤링보드의 광고판 등을 활용한 도시

홍보 및 다양한 특수촬영기법(항공촬영, 타입랩스, 스테디 캠, 액션

캠, 수중촬영 등)을 동원하여 도시이미지 UHD홍보영상의 제작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도모

◦ 삶의 성장발전의 기회로서 택지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도시·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 구축 전략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쾌적한 정주환경조성, 종합복지문화지역 조

성사업 등의 각종 복지사업 등을 홍보하여 도시이미지 상승

∙ 도시환경의 개선 및 정비는 공공디자인 및 다양한 연령층에게 지

지받을 수 있는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

 안전도시,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문화도시 등의 테마도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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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사업계획을 통한 도시이미지 상승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정비와 같은 유형요소들을 활용

한 도시마케팅 전략은 도시개발에 어떠한 사업들과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의 효과가 클 것임

◦ 다양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도입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와 마

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확립과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을 계획하여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이미지 구축

 커뮤니케이션은 SNS, 옥외공고물, 각종시설의 광고판, 공공분야의 예술품
들에 의한 홍보, 각종 미디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하

여 도시마케팅 활성화

5.3 도시마케팅 협력체계 구축

5.3.1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설치

◦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이미지 고취를 위한 도시마케팅은 단

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

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도시마케팅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의 다양한 부서들이 일관된 마케팅 방향을 결정하

여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에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함

 도시브랜딩 전담조직은 도시의 모든 분야에 포괄할 수 있는 조직으

로 형성되어야 하며,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기획과 실행을 전담

◦ 포항시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안)은 구성안과 운영방안은 다음의 그림

5-10과 같음

 도시의 마케팅은 시장 및 부시장 등의 확고한 마인드와 주민들의 노

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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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인 포항시 도시마케팅 및 브랜딩 운영단을 설치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의 홍보와 브랜딩

 운영단은 전략기획 및 구성팀, 홍보 및 마케팅팀, 공공디자인팀의 총

3개의 팀으로 운영되며 하위의 전문적인 부서들을 운영

 도시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과 사업의 실행결과 등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전담조직의 운영 효율성 강화

 창조도시 그랜드포항2030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의 공무원,

지역주민, 도시마케팅의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

성하여

∙ TF팀은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포항시가 지향해야 할 도

시마케팅에 대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구상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

최하여 마케팅의 질 향상 도모

∙ 대학생 또는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포상

하고 채택하여 보다 나은 마케팅이 되도록 노력

그림 5-10 포항시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