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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목적
∙ 유럽 대도시의 포용성장 전략과 쇠퇴지역 재생 및 노후 시가지 개발 계획 등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가 면담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
고 관련 자료를 수집

2. 출장 내용
1) 런던 저발전지역의 Affordable Business Space
① Affordable Business Space의 개념
- Affordable Business Space 또는 Affordable Workspace는 ‘특정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개발 목적의 공간’에 대해 ‘평균적인 시장 임대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는’
공간을 의미
- 계획 또는 다른 협약에 의해 영속적 또는 최소 15년 이상 기간을 보장
- 2019년에 작성된 London Plan의 ‘Inclusive Growth Strategy’에 의하면 사업 지
원, 기술 교육 등 ‘교육적 성과를 위한 지원’의 목적도 포함
② London Plan의 Affordable Business Space 관리 방안
- 시장은 affordable workspace의 충분한 공급뿐 아니라 예술가, 디자이너, 자원봉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문화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부문에 지원해야 하며,
개발행위 시에도 해당 공간에 대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자치구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open workspace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자치구는 별도의 계획 또는 조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도록 함(Policy E3-C)
※ Affordable Business Space 또는 Affordable Workspace는 open workspace
의 일종으로 affordability, flexibility 등의 성격을 강조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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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ondon의 Open Workspace
- Open workspace는 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 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본, 기술, 경험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적
가치를 지님
- IACs(Incubator, Accelerator and Co-working spaces)는 Open workspace에
포함되는 공간 유형으로,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예비·초기·성장 기업들에게 각
광받고 있음

<그림 1> 대중교통 접근성 수준과 IACs 분포 패턴(좌)과 자치구별 IACs 분포 현황(우)
(자료 : GLA 제공, Supporting Places of Work: Incubators, Accelerators and Co-working Spaces, 2014)

④ London의 Affordable Business Space의 사례 : Bootstrap Charity
- Bootstrap Charity 설립 배경 및 특징
∙ 런던의 빈곤지역인 Hackney 구와 인근 일대 개발을 위해 1977년 설립된 기업으로 지역
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기고용 촉진정책(self-employment)’의 일환
∙ 자치구 소유 건물 제공(장기 임대) 및 저임대료 책정을 통한 지원 + 지역투자기관(사회적
기업)인 Social Investment Business(SIB)를 통한 재원 마련
∙ Workspace 임대 제공을 통해 수익 창출 및 수익은 Bootstrap Campus 기금으로 환원
∙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로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도록 활동을 전개
∙ 입주 기업 중 38%는 최소 1인 이상 미경력자를 고용, 입주자 중 60%는 지역 주민
∙ 건축, 디자인, 사진, 음악 등 약 73개 기업이 입주
∙ 옥상정원 개방, 지역주민 초청행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 컨설팅,
지역 청년을 위한 직업 대안 교육 등 교육도 제공

- 임대 조항
∙ co-working : 1인 기준 월 255~290 £ (약 35만원 ~ 40만원)
∙ studio : 면적(sq.ft.)당 연 15~30 £
※ 법인세 면제(자선단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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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OOTSTRAP CHARITY의 건물 전경, 내부, 옥상, 외부 작업장 (출장자 촬영)

2) 독일 베를린의 노후 시가지 개조 및 주거지 재생 프로젝트
① 프렌츠라우어 베르크 지구 시가지 개조
- 프렌츠라우어 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빌헬름 스타일의 아름다운 건물과 거리가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공습으로 파괴
- 동베를린 시절에는 시가지와 건물의 복구가 진척되지 못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이
즐비하여 어두운 지역의 이미지로 가난한 학생이나 예술가 등의 거주지로 이용
- 황폐한 건물, 부족한 인프라,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부족,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등으로 공실률 증가
- 통일 이후 시가지 개조사업이 시작되어 25여년이 지난 현재는 화려한 카페, 레스토
랑, 게이 바, 클럽, 부티크 등이 곳곳에 입지하고,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부유층이 거
주하는 인기 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현재 베를린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된 콜비츠플라츠와 헬름홀츠플라츠 근처에는 개
성 있는 레스토랑과 부티크 등이 입지하고, 대형 맥주공장이었던 쿨투르브라우에라이
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영화관 및 뮤직 클럽 등이 입지
-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여 학교 및 유치원 설치 및 개조, 교통 인프라 정비, 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 공원 정비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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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렌츠라우어 베르크 지역의 맥주공장 재생 사례 : 쿨투르브라우에라이 외부와 내부 전경 (출장자 촬영)

② 롤베르그시둘룽 주거단지 재생
- 베를린의 도시개발 프로그램인 “Social City”는 도시, 경제 및 사회적으로 쇠퇴한 지
역을 안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 베를린에서는 이를 위해 1999년에 지구관리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베를린 전역의 8
개 지구 34개 지역이 현재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들 중 4/9가 안정
화 과정에 돌입
- 롤베르그시둘룽 지역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지역으로, 주택의 90% 이상이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사회주택 정착지로 형성되어 정비가 시급하였음
- 주거단지 재생은 QM(Quartiersmanagement )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주요 프
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교육기회 개선을 위한 탁아소,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의 강화 및 정비
∙ 커뮤니티 센터의 유지 보수 및 재설계

- 롤베르그시둘룽 QM에는 현재 31명의 주민이 지구협의회와 행동기금 배심원으로 활동
- 이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성공 요인은 행정부의 부서 간 조정과 새로운 참여 문화
- 베를린 QM은 주민, 사회기관, 지역경제, 주택협회, 행정 등의 파트너십 방식을 추구
- 현장 사무실과 QM팀은 해당 지역의 연락 지점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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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롤베르그시둘룽 주거단지 전경과 QM 사무실 모습 (출장자 촬영)

③ 아들러스호프 첨단 연구 산업단지
- 아들러스호프는 베를린 동남부 끝단의 낙후지역에 위치한 베를린 도시개발의 등대 프
로젝트의 하나
- 1991년부터 비즈니스와 과학을 중심으로 조성된 420ha의 지역으로 현재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첨단기술 지역 중 하나이며 베를린에서 가장 큰 미디어 단지
- 흄볼트 대학의 6개 기관과 400개가 넘는 유명 기업이 입지하여 있으며 23,000명 이
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종사하며 연구, 약 16억 유로 이상의 경제규모를 형성
- 초기에는 공공투자(지역경제 구조개선 공동자금, GWD)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6년부
터는 민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60%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공공투자를 축소
- 아들러스호프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베를린 동남부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베를
린 전체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

<그림 5> 아들러스호프 전경 (자료 : 베를린시 제공) 및 단지 내부 전경 (자료 : 출장자 촬영)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이주일 선임연구위원(2149-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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