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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가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필요
Ÿ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됨.

Ÿ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단위사업 중 하나로 순환형 교통체계의 도입이 계획됨.

개항장 일원 역사·문화·관광 자원 간 연계 강화 필요
Ÿ

개항장 내에는 중구청, 청일조계지, 인천아트플랫폼,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홍예문,
내동교회, 신포시장, 동화마을, 삼국지거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있음.

Ÿ

개항장 일원의 자원을 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도시재생 콘텐츠를 강화함.

원도심 관광 활성화, 활력 증진 필요

[1]

Ÿ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원도심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Ÿ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도입 방향과 최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함.

인천광역시, 2017,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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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연구

2) 연구의 목적
개항장 교통 현황 분석
Ÿ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도입 방향과 최적 운영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 기존 개항장
일대의 교통 현황을 분석함.

Ÿ

개항장 일원 대중교통, 관광교통, 교통시설 등의 현황을 포함함.

개항장 순환교통 도입 필요성 검토
Ÿ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함.

개항장 순환교통 도입 방안 제시
Ÿ

개항장 일원 역사·문화 관광 자원 간 연계를 위한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도입
방안을 제시함.

개항장 순환교통 운영방안 제시
4

Ÿ

관광객과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운영방안을 제시함.

|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개요

나 ┃ 연구의 범위
1) 공간 범위
개항장 일원
Ÿ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동구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림1동, 금창동
일원을 연구의 공간 범위로 함.

| 그림 1.2| 연구의 공간 범위

동구청

인천역
동인천역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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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내항

신포역

도원역
제물포역

2) 내용 범위
사업대상지 상위계획 및 현황 조사
Ÿ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 중인 활성화 계획 현황을 분석함.

Ÿ

방문객 현황을 조사하고 방문객의 주요 방문지를 조사함.

Ÿ

방문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통행패턴을 분석함.

Ÿ

관광 교통수단 이용수요를 분석함.

사업대상지 관광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분석
Ÿ

사업대상지의 관광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함.

Ÿ

사업대상지의 관광교통체계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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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순환 교통수단 운영방안 검토
Ÿ

순환 교통수단 운영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함.

Ÿ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인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Ÿ

개항장에 도입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파악하고, 교통수단별 특성을 분석함.

Ÿ

개항장 순환 교통수단의 운영방안을 검토함.

기대효과와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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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운임 수준(유·무료)을 검토함.

Ÿ

사업 투자비와 운영비를 검토함.

Ÿ

사업연도별 운영수지를 검토함.

Ÿ

공익성과 관광 활성화 차원의 기대효과를 검토함.

Ÿ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가 개항장 교통 여건
나 개항장의 관광 자원 현황
다 개항장 관련 계획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가 │ 개항장 교통 여건
1) 대중교통 현황
Ÿ

개항장 일대에는 경인선(동인천역, 인천역)과 수인선(신포역, 인천역) 전철 노선이 있음.

Ÿ

경인선과 수인선의 일일 승객수는 각각 7,659명, 3,600명임.

| 표 2.1| 개항장 일대 전철 노선
경인선

수인선

역

동인천역, 인천역

신포역, 인천역

평일 첫차, 막차
(인천역 기준)

05:00, 23:43

05:30, 23:53

주말 첫차, 막차
(인천역 기준)

05:00, 23:43

05:35, 23:45

일일 승객수*
(인천역 기준)

8,076명

3,778명

일일 승객 수 : 승차객 + 하차객 총합
출처 : 철도통계, 2019, 도시철도 여객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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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개항장 교통여건-전철 현황

인천역

동인천역

신포역

도원역
제물포역

Ÿ

개항장 일대에는 여러 버스 노선이 있으나 개항장 일대를 모두 순환하는 버스 노선은
없음(2019년 12월 기준).
⁃

10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을 목표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향후 개항장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그림 2.2| 개항장 교통여건-버스 현황

월미도 버스 노선
10, 23, 45

동인천역(북광장) 버스 노선
112, 21, 22, 9, 506, 306, 307

인천역
동인천역
월미도

동인천역(남광장) 버스 노선
10, 112, 12, 2, 22, 23, 24, 4, 45,
62, 7, 72 ,9, 306, 307

인천역 버스 노선
10, 15, 2, 23, 28, 45, 307

2) 교통시설 현황
Ÿ

일반국도 6호선, 42로선, 46호선이 개항장 주변을 지나고 있으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하로 통과하고 있음.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Ÿ

개항장이 속한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174곳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며, 전체 주차구획
수는 5,559개임(2019년 기준).
⁃

전체 공영주차장 중 유료는 27개소이며, 무료는 14개소임.

⁃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기본요금은 400원에서 1,000원임.

| 그림 2.3| 개항장 교통여건-교통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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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교통수단 현황
월미바다열차
Ÿ

월미도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함.
⁃

인천역에 있는 월미바다역을 출발해서 월미공원역, 월미문화의거리역, 박물관역,
월미공원역을 거쳐 월미바다역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노선임.

Ÿ

총 운행 거리는 6.1km이며, 평균 시속 10㎞의 저속으로 운행해서 노선 전체를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분임.

Ÿ

궤도차량 2량을 1편성으로 구성해서 최대 46명이 탑승할 수 있음.

Ÿ

궤도는 지상 7m에서 운행하므로 높은 곳에서 월미도와 인천 내항, 서해바다,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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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월미바다열차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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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 표 2.2| 월미바다열차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첫차 ~ 막차)

성수기
(4월~10월)

주중
(화요일~목요일)

10시 ~ 18시

주말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10시 ~ 21시

비수기
(11월~3월)

10시 ~ 18시
매주 월요일 운휴

출처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 표 2.3| 월미바다열차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만13~18세)
노인(만65세 이상)

어린이
(만3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

8,000

6,000

5,000

4,000

단체(20명
이상)

7,000

5,000

4,000

4,000

출처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비고

당일 2회
재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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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월미바다열차 외관

출처 : YTN, 2019, 월미바다열차 10월 8일 정식 개통..."인천앞바다 사이다 띄운다"

인천 시티투어버스 하버라인
Ÿ

인천의 명소들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인천시티투어는 하버라인, 시티라인, 바다라인 3개
노선을 운영하며, 이중 개항장은 하버라인이 운영 중임.

Ÿ

인천시티투어 하버라인은 송도와 월미·개항장을 잇는 노선으로 1층 버스로만 운행함.
⁃

인천시티투어에는 디스코 버스라고 불리는 2층 버스를 운행하지만, 바다라인에서만 운영함.

| 그림 2.6| 인천시티투어 하버라인 운행노선

출처 :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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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천시티투어 하버라인의 배차 간격은 30분이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2분까지 14회 운행함.

| 표 2.4| 인천 시티투어버스 하버라인 이용요금
구분

중·고생~일반

만36개월 이상 ~
초등학생 할인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할인가

단일권

5,000원

3,000원

3,000원

통합권

10,000원

8,000원

8,000원

매주 월요일 운휴
출처 :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

| 그림 2.7| 인천시티투어 하버라인을 운행하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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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 인터넷 신문, 2016, 새로워진 시티투어 버스 타고 '인천여행'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나 │ 개항장의 관광 자원 현황
1) 근대 공공건축물
구 일본1은행 인천지점
Ÿ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금융기관인 일본제1은행 부산지점(1878년 6월 개설)의 인천출장소로
개설(1883년)되었다가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됨.
⁃

1897년 8월에 착공해서,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899년 7월에 준공함.

Ÿ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음.

Ÿ

1909년 한국은행 인천지점, 1911년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변경되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개항박물관으로 활용 중임.

구 일본18은행 인천지점
Ÿ

일본 나가사키(長錡)에 본점을 둔 18은행의 인천지점으로 1890년에 개설된 건물.

Ÿ

1936년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1954년에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 지점으로 사용된 이후, 1992년까지 카페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 중임.

Ÿ

단층으로 고전적 장식의 절충주의 양식이며, 벽체는 벽돌 쌓기 위에 회반죽 마감으로 기둥
부위와 기단 부위는 돌로 마감함.

Ÿ

출입구의 석주 장식은 아주 정교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에 일식 기와로
모임지붕 형태를 함.

구 일본58은행 인천지점
Ÿ

일본 오사카에 본점을 둔 58은행이 인천 전환국에서 주조되는 신･구화폐를 교환할 목적으로
1892년 인천에 설치한 지점으로 양국에서 송금한 상품 대금의 결제와 무역금융에 주력함.

Ÿ

일본58은행 인천지점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있음.

Ÿ

2층에 난간과 지붕 창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붕이 2중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프랑스
분위기를 자아내는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임.

Ÿ

조흥은행 인천지점,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인천시 요식업조합이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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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천우체국
Ÿ

현재 ‘인천중동우체국’으로 사용 중인 인천우체국 건물은 1923년 12월 중구 항동 매립지에
지어졌음.

Ÿ

인천시는 1982년 3월 이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함.

Ÿ

서양식 건축 양식과 일본식 건축 양식을 적절하게 섞어 지은 건물로 화강암을 거칠게 다듬은
방식으로 처리해 기단처럼 보이게 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2층 벽돌 건물임.

Ÿ

그 무렵 유행하던 절충주의 건축 양식을 단순화한 건물로 총면적이 1,787㎡(약 540평)이고,
입구 양쪽에 큰 기둥 형식의 탑부(塔部)를 세우고, 그 사이에 주두(柱頭: 기둥머리를 장식하며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도록 짜인 넓적한 나무)가 없는 여러 개의 기둥을 받침.

Ÿ

당시의 관공서 건물은 윗부분에 돔 모양의 탑옥(塔屋)을 올려놓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물은
이를 생략하는 등 평면과 세부적 외양이 기본 형식에서 약간 벗어나 있음.

Ÿ

전체적 구조는 벽돌을 쌓아 올린 구조인데, 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했으며 외부 마감은
장두리(건물 안팎 둘레의 밑동 부분)에만 화강암을 2단으로 쌓고 나머지 윗부분에는
회반죽으로 석조 모양을 표현함.

Ÿ

일본강점기 내내 인천우편국이라 불렸던 이 우체국의 명칭이 1949년 8월 인천우체국으로
바뀌었으며, 2003년 4월 우정사업본부는 인천우체국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신축한
건물로 옮기고 그 명칭도 ‘인천중동우체국’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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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우선(郵船)주식회사 인천지점
Ÿ

등록문화재 제248호인 구 일본우선(郵船)주식회사 인천지점(舊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은 중구 해안동에 있으며, 1888년에 건립됨.

Ÿ

이 건물은 개항 이후 인천의 해운업을 독점했던 일본 우선(郵船)주식회사의
인천지점이었으며, 지금 남아 있는 우리나라 근대 건축물 중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종교
시설과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의 건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움.

Ÿ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평면을 단일 트러스로 구성했고, 천장 위에는 중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재 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까지도 해운업 관련 회사의 사무실로 이용됨.

Ÿ

삼각형의 박공벽을 설치한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하 인방을
화강석으로 처리한 것, 오르내리창, 천장의 석고 몰딩, 문틀, 유리, 현관 포치 상부의 페디먼트
장식, 난로의 굴뚝처리 등 건립 당시의 건축재료, 공법, 정교함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당시 초기 업무용 건축물의 내부시설과 평면의 발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구 제물포구락부
Ÿ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에 있던 외국인들의 사교모임인 제물포
구락부의 사교장으로 쓰기 위해 1901년에 지었음.

Ÿ

자유공원 일대에 있던 각국 공동조계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인 등이
서구식 교류를 위해 건축함.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Ÿ

지붕을 양철로 덮은 벽돌식 2층 건물로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이 설계해 1901년 6월 22일
문을 열었으며, 내부에 바와 테이블 등을 갖춘 사교실, 도서실, 당구대 등이 있었고 실외에는
테니스코트가 있었음.

Ÿ

경술국치 이후 일본재향군인연합회의 정방각(精芳閣), 일본부인회관으로 이용되다가 광복
후에는 미군 장교클럽으로 쓰여 사교장으로서의 내력은 이어졌고, 현재는
인천문화원연합회가 옛 모습을 재현한 박물관으로 바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구 일본부 청사
Ÿ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1933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249호임.

Ÿ

설계와 공사는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에서 진행했으며, 1932년 8월 19일에 착공해서
1933년 6월 25일에 완공함.

Ÿ

광복 이후에 경기도 인천시 청사, 인천직할시 청사(1981년 ~ 1985년)를 거쳐 현재
중구청사로 사용되고 있음.

Ÿ

청사가 1933년에 완공된 이후에 좌우측에 동서 별관을 증축했고, 1964년에는 본관 3층이
증축되었음.

Ÿ

건축구조 측면에서 벽돌 쌓기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재료 측면으로 자재로 사용된 벽돌과 같은 크기의 타일 사용, 원형 벽체에서
곡률을 가진 타일의 부착 등 외장마감 타일의 교과서적인 시공법을 보여줌.

Ÿ

소방용수 및 비상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물저장통을 조선 시대의 돌다리를 가설할
때 사용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조성함.

홍예문
Ÿ

홍예문(虹霓門)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의 1908년에 화강암으로 축조된 아치형 터널이며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49호임.

Ÿ

개항 당시 인천항과 인접한 중앙동과 관동 등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전동과 만석동으로
거류지를 확대하기 위해 응봉산 남쪽 마루턱을 깎아 만든 석문임.

Ÿ

폭 4.5m, 높이 13m, 통과 길이 13m의 홍예문은 일본 공병대가 1905년에 착공해서
1908년에 완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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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1은행 인천지점

구 일본18은행 인천지점

구 일본58은행 인천지점

구 인천우체국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구 제물포구락부

홍예문

구 일본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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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 종교건축물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Ÿ

대한성공회 내동성당(內洞聖堂) 또는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는 1891년 9월 30일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성공회 교회로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51호임.

Ÿ

영국 해군 군종 사제이며 조선 선교에 관심이 있던 코르페(한국명 고요한) 주교와 선교사
6명이 1890년 9월 29일에 인천항에 처음 들어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으며, 1891년
9월 30일에 내동교회를 완공함.

Ÿ

1902년 한때 러시아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1904년부터 1956년까지 성공회
신학원으로 운영되었음.

Ÿ

처음 지은 건물은 한국 전쟁 때 폭탄을 맞아 지붕이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55년
8월 28일에 주춧돌을 놓고 1956년 6월 23일에 복구한 것임.

Ÿ

건물은 지붕만 목조 구조물이고, 외벽과 주요 구조물을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은 석조
구조물임.

Ÿ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처마를 적용했지만, 이 건물의 설계자가 한국 전통양식을
반영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과 처마에 해당하는 코니스 부분이 처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예를 그리스나 로마 건축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통양식인 처마가
건물에 적용됐다는 것을 무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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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동성당
Ÿ

천주교 인천교구 유일의 주교좌성당으로 정식 명칭은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 성 바오로
대성당임.

Ÿ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가톨릭 건축물로 성당 건물은 전체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모습을 보이며 1981년 사적 제287호로 지정됨.

Ÿ

건축물로서도 역사적 가치가 깊지만, 천주교 인천교구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임.

Ÿ

현재의 성전 건물이 건축된 것은 1897년이지만 현 답동 본당의 전신인 제물포 본당 자체가
설립된 것은 조선 조정이 프랑스 정부와 수교하면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 후
3년이 지난 1889년임.

Ÿ

인천지역 모든 가톨릭 성당의 모(母)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교구 발자취를 보면 현재
본당으로 승격된 부평 공소(현 인천 부평2동성당)나 소사 공소(현 부천 소사성당) 등 인천
시내 여러 공소가 원래 답동성당의 산하 공소였다가 공소가 있던 지역의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답동성당에서 분가해 부평성당과 소사성당을 설립하는 등 본당이 널리 퍼지면서
오늘에 이름.

Ÿ

19세기 말,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7대 교구장이었던 프랑스인 블랑 주교의 결정에 따라
제물포에 건립됨.

Ÿ

성당은 벽돌집 고딕 양식으로, 앞면에 설계된 3개의 종탑은 건물의 수직 상승감을 더해주며
8개의 작은 돌로 된 기둥이 8각의 종머리 돔을 떠받들고 있음.

Ÿ

앞면의 출입구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벽감 모양의 아치로 하였고, 1979년에는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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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동성당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3) 문화시설
한국근대문학관
Ÿ

한국근대문학관은 개항장에 있는 창고 건물을 개축해서 만든 공간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Ÿ

상설전시실에서는 1890년대 근대계몽기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근대문학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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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플랫폼
Ÿ

인천아트플랫폼은 1888년 지어진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 등 근대 개항기 건물과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건축물 13개 동을 개축해서 창작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조성함.

Ÿ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특성을 살려 문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한 공간으로, 과거의 역사는 보존하되 현대적, 문화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임.

Ÿ

예술･창작가의 거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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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사자료관
Ÿ

인천 역사자료관은 개항 후 일본인 사업가의 저택이었다가 광복 후에 동양장이라는 서구식
레스토랑, 송학장이라는 사교클럽으로 사용되었다가 1965년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한옥
건물로 개축한 후에 1965년부터 2001년까지 시장공관으로 사용함.

Ÿ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1년 10월 8일 역사자료관으로 개관했으며, 인천의
역사를 집적하는 곳으로 시사(市史)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이를 정리, 발간하는
시사편찬위원회 기능까지 겸하고 있음.

Ÿ

인천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사진 전시, 향토사 강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어 인천사 연구의
중심센터로 기능하면서 인천시민이 향토 역사를 흥미롭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한중문화관･화교역사관
Ÿ

한중문화관(본관)과 화교역사관(별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에 자리하고 있어서, 직접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중국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볼거리 제공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Ÿ

한중문화관은 차이나타운의 활성화와 중국과 우호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건립되었으며, 중국
도시들과 교류 전시물이 소개되어 있음.

Ÿ

화교역사관에서는 개항과 함께 시작된 화교들의 역사자료를 살펴볼 수 있음.

| 그림 2.10| 개항장의 문화시설

4) 관광시설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역사자료관

한중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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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동 동화마을
Ÿ

송월동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후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한 부촌 중 하나였음.

Ÿ

2013년 4월 낡은 마을 주변에 꽃길을 만들고 낡은 담과 축대벽에 세계명작동화를 주제로
그림과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금의 동화마을이 만들어짐.

Ÿ

동화마을에는 11개의 동화 속 주인공과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며, 다수의 먹거리와 기념품
가게가 있음.

신포국제시장
Ÿ

신포시장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개항의 역사와 함께한 100여 년이 넘는 인천
대표시장 중 하나임.

Ÿ

개항기 때 외국인이 살았던 조계지 인근에 있어서 외국 문물이 수입되는 창구 기능을 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

Ÿ

신포국제시장은 2002년 시장 현대화 작업을 통해 시설을 정비했으며, 전철역이 가까이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반찬거리를 파는 골목, 수산물을 파는 골목, 의류를 판매하는
골목들이 구획 별로 잘 정리되어 있음.

Ÿ

다양한 식품 중에서도 신포닭강정, 공갈빵, 오색 만두 등의 유명한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
타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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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원
Ÿ

인천항 개항 초기인 1888년 해발 69m인 응봉산 일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임.

Ÿ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만들어낸 맥아더 장군 동상, 전통
형식의 건물인 석정루, 연오정이 있음.

Ÿ

러시아 출신 토목기사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이 설계했고 꾸준한 확장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서울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꼽히는 탑골공원보다 조성 시기가 9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근대식 공원임.

Ÿ

공원 조성 당시에는 각국공원(各國公園)으로 불렸으며, 그 뒤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서
1914년 각국 거류지의 철폐와 함께 공원 관리권이 인천부로 넘어가면서 공원 명칭이
서(西)공원으로 바뀌었다가 1945년 해방 후에는 공원 명칭이 만국공원(萬國公園)으로 바뀜.

Ÿ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공을 기리는 뜻에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1957년에 공원 남동쪽 부지에 장군의 동상을 세웠으며, 당시 김정렬 인천시장에 의해 공원
명칭이 자유공원으로 명명됨.

Ÿ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축이자 한반도 유일의 임시정부였던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의결한
곳임.
⁃

한성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3일 24인의 국민대회 13도 대표자들이 이 공원에서 모여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하고, “임시정부 선포문”을 선언함.

⁃

자유공원 광장에 임시정부 수립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음.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짜장면박물관(공화춘)
Ÿ

인천항에서 일하던 부두 노동자가 좀 더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짜장면이
개발됨.
⁃

Ÿ

짜장면이 초기 개발하여 판매된 곳은 공화춘(共和春)이며, 1908년으로 중국 산동 출신인
우희광이 22살의 젊은 나이에 ‘산동회관’(山東會館)이란 이름으로 첫 영업을 하기 시작함.
⁃

Ÿ

짜장면은 중국 된장인 미옌장(甛麵醬)을 비벼 먹는 작장면(炸醬麵)과 달리 달콤한 캐러멜을
첨가하고 물기를 적당히 유지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는데, 곧바로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어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자리매김함.

산동회관은 단순한 중국요리점이 아니라 개항장이었던 인천항을 오가는 각국의 무역상들이
기거하고 음식을 먹는 중국의 객잔 성격의 공간이었음.

산동회관이 ‘공화춘(共和春)’으로 이름을 바꾼 계기는 1911년 1월 15일 청나라가
중화민국으로 바뀌면서임.
⁃

중화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이 되어 매우 기쁜 일이며, 한 해의 시작이고 청춘의 활기와
희망을 담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칭(改稱)함.

Ÿ

‘공화춘’은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요리집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화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정부의 화교정책에 밀려 1983년 폐업함.

Ÿ

2층 구조물의 69평 규모인 ‘공화춘’은 중국 산동 지방의 장인이 참여하여 지은
중정형(中庭型) 중국식 건축물로, 외부는 벽돌로 마감하고 내부는 다양한 문양과 붉은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함.

Ÿ

공화춘은 눈목자(目)형 건축물로 앞뒤에 일(一)자형 건축물이 있고, 그 사이 공간에 4개의
건축물이 연결된 것이 주된 특징이며, 1층 기단부는 화강석을, 2층 창호는 목제 창으로
만들었으며 2006년 4월 등록문화재 246호로 지정됨.

Ÿ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2010년 매입하여 짜장면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유일의
짜장면박물관으로 2012년 4월 28일 개관함.

Ÿ

짜장면박물관은 짜장면과 공화춘에 관련한 전시유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공화춘
주방과 접객실을 그대로 재현해서 인천에 사는 화교들과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제공하고
젊은 층에 근대 음식문화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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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개항장의 관광시설

24
Ÿ

송월동 동화마을

신포국제시장

자유공원

짜장면박물관

개항장 주변의 관광 자원의 현황을 지도에 표출하면 다음과 같음.

| 그림 2.12| 개항장 관광 자원 현황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다 │ 개항장 관련 계획
1) 국가 차원의 계획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6년~2020년)
계획의 위상과 내용
Ÿ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기능개선 등을
검토한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임.

인천항 관련 주요 내용
Ÿ

인천항을 수도권 종합 물류의 관문으로 하기 위해 신항 1-1단계 개장 및 컨테이너 기능의
안정적 이전을 추진하고 내항 컨테이너 부두는 단계적으로 기능을 잡화중심으로 전환함.

Ÿ

도심과 인접한 인천 내항 지역은 1･8부두를 우선 재개발하고, 향후 내항 전체에 대한 재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함.

Ÿ

인천 내항은 제1･8부두 통합 후 친수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컨테이너 화물은 남항과
인천 신항으로 이전함.

Ÿ

도시와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친수시설 및 관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

Ÿ

갑문 전면에 인천항을 조망할 수 있는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휴식 및 위락 공간을 조성함.

Ÿ

항만 구역 내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비가공성 화물은 북항으로 이전함.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항만기능 정비와 개발 방향
Ÿ

내항 부두 간 공간적 상충을 완화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배후 도심에 산재한 주요 명소와 내항을 연계해서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항만 기능재편에 따른 부두 기능 재배치
Ÿ

내항 1･8부두 항만기능 재편으로 부족해진 잡화부두의 하역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
기능을 재배치(철재부두 → 잡화부두)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함.

Ÿ

컨테이너 물동량의 신항 이전과 남항 국제여객부두 계획으로 기존 내항의 컨테이너 부두와
국제여객부두를 잡화부두로 지능을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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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항만 기능재편에 따른 부두 기능재배치

출처 : 해양수산부, 2015,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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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Ÿ

Ÿ

Ÿ

개항의 근대역사 및 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비적 공간을 조성함.
⁃

개항장과 한국 전쟁(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활기찬 미래가 있는 수도권의 매력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활기찬 해양문화 도심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함.

⁃

도심에 산재한 근대건축물, 차이나타운, 월미공원, 자유공원 등 인천의 주요 명소와 내항의
공간을 연계해서 도심을 활성화함.

항만 주변 도심 정비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조화를 이룸.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인천 도심의 상권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역사 및
문화, 상생하는 도심 공간으로 특성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

항만재개발 사업과 시너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항 1, 8부두 대상지와 연접해 있는 주변
도심의 정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심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노력이
필요함.

항만기능이 유지되는 지역과 상충방안을 마련함.
⁃

항만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두와 항만기능이 있는 부두 간 공간적인 상충을 완화하고
항만기능이 있는 부두는 Clean Cargo 중심의 기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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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출처 : 해양수산부, 2015,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항만기능 정비와 개발 방향
Ÿ

내항 부두 간 공간적 상충을 온화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배후
도심에 산재한 주요 명소와 내항과 공간연계를 해서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항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
Ÿ

인천 내항 1･8부두의 사업 시행은 인천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방
시기를 고려해서 1단계(2015년~2017년), 2단계(2017년 이후)로 구분함.

Ÿ

단계별 구분은 8부두와 1부두를 경계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휴식공간으로 계획함.

Ÿ

8부두는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 개발하고, 1부두는 대체시설 등 재개발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개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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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계획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계획 배경
Ÿ

인천의 세계화와 인접 도시와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확산에서
축소도시(shrinking city)로 전환이 필요함.

Ÿ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도시기능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디자인 및 가치창조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됨.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28

Ÿ

마리나 관광 활성화와 아라뱃길 수변 관광 레저 중심화 계획 중에 내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함.

Ÿ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내항을 연계한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함.
⁃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지구, 내항 1·8부두 등 고유자원의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함.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함.

| 그림 2.15| 마리나 관광 활성화와 아라뱃길 수변 관광 레저 중심화의 개념

출처 : 인천광역시, 2015,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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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거리와 인천형 테마 마을 조성
Ÿ

특화 거리 조성의 대상지 중 하나로 신포동 문화의 거리가 선정되어 개항장과 차이나타운을
연계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고 가로 경관을 통합해서
볼거리를 제공함.

Ÿ

인천형 테마 마을 조성 대상지 중 하나로 동화를 테마로 하는 송월동 동화마을이 선정됨.
⁃

벽화 및 트릭아트, 꽃길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과 판매시설을 건립함.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유치하며, 동화마을 축제를 월미도 등 인근 지역 축제와 연계함.

인천항만 등 해양물류시설의 세계화
Ÿ

항만 공간을 관광 산업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낡은 항만과 유휴 항만을 재개발해서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인천 내항을 재개발함.

중부생활권의 발전 구상
Ÿ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근대역사･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개발해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함.

Ÿ

내항, 개항장 문화지구, 월미도 관광지구를 연계하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함.

29
인천역 지구의 대중교통 광역 환승시설 설치
Ÿ

대중교통 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에서 인천역 지구에 경인선, 수인선,
제2공항철도, 운하철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광역 환승시설을 설치함.

역사･문화･산업자원을 활용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Ÿ

항만이라는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 손님유인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된 동선을 구축함.

Ÿ

근대역사문화 및 해양문화 등 주변 지역 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원도심 재생을 선도함.

|표 2.5|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개요
위치

중구 :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동인천동 일원
동구 :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창동, 송림1동 일원

면적

2.6㎢(중구 : 2.0㎢, 동구 : 0.6㎢)

관련 계획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정비사업구역(송월주택 등) 6개소, 지구단위계획
2개소, 재정비촉진지구 1개소 등

출처 : 인천광역시, 2015,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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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인재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시스템 구축
역사와 수변이 어우러진
워터프런트 문화공간
재생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

Ÿ
Ÿ
Ÿ

내항 노후창고 건물을 활용한 플랫폼 허브 상상플랫폼 조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플랫폼 확충(시각예술, 인문학, 음악공연, 누들)
플랫폼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확대

Ÿ
Ÿ
Ÿ

역사적 자원 및 근대산업유산의 창조적 활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내항 부두를 시민을 위한 축제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항만과 철도, 개항장 문화지구를 통합・연계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망
구축

Ÿ
Ÿ
Ÿ

중앙정부, 유관공기업(인천항만공사, 철도공사)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지역 주민, 지역기업의 참여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확대

출처 : 인천광역시, 2015,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Ÿ

내항 1･8부두는 창조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각각의 콘셉트에 따라 ‘창조적 문화공간’,
‘개방형 친수공간’, ‘지역 문화·교류공간’ 등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특색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Zone별 개발계획을 수립함.

| 표 2.7| 내항 1･8부두 재개발 계획 방향
구분
해양문화
관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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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구

계획 방향

주요 도입시설

Ÿ
Ÿ

도심 활성화 기여 및 바다 관문 상징성 부여
다양한 상업문화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조성

Ÿ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업무시설, 광장･녹지 등

Ÿ

방문객 여가 증진을 위한 수변공원 및
주차공간 제공

Ÿ

수변공원, 주차장, 운수시설 등

출처 : 인천광역시, 2015,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Ÿ

차이나타운 등의 역사·문화공간과 내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랜드마크로서 원도심 공간 개선과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계획 배경
Ÿ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별 쇠퇴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생전략이 필요함.

Ÿ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계획 목적
Ÿ

쇠퇴현황을 진단하고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함.

Ÿ

인천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재생 방향을
설정함.

Ÿ

협력적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중･동･남 재생권역의 재생 방향과 전략

Ÿ

해양·근대역사 자원과 연계한 창조·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재생 방향으로 함.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

Ÿ

동인천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거점과 재생 축에 의한 지역 간을 연계함.
⁃

Ÿ

내항 거점에서 개항장, 동인천 거점 구간은 바다와 근대역사자산을 활용한 기능연계를 위해
해양문화 축으로 설정함.

지역 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전략산업 유치로 광역적 경제기반을 육성함.
⁃

Ÿ

내항 1·8부두 개방과 항만기능 재배치에 따른 기능변화, 인천역세권과 연계하고,
근대역사·문화자산이 집적되어있는 개항장 등을 연계한 연안 관광·해양문화 재생을 추진함.

인천역과 내항 1·8부두 개방 지역, 차이나타운 등의 근대역사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개항장
역사자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청년 고용 창출 등을 위하여 예술과 문화기능을 융합한 창조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성화를 유도함.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함.
⁃

인천역은 수인선과 연결되는 환승역으로 내항, 차이나타운 등의 개항장 문화지구, 월미도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역세권으로 문화기능 복합화로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함.
| 그림 2.16| 중･동･남 재생권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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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광역시, 2016,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개항창조도시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Ÿ

인천개항창조도시 386만 8천㎡를 노후항만 재생형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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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7| 인천개항창조도시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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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광역시, 2016,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3)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Ÿ

쇠퇴도시 재생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함.

계획 목표
Ÿ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Ÿ

인천광역시 중․동구 일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 철도역세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천 중․동구 원도심 재생사업”의 구체적 발전 방향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특화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개항버스 운영
개요
Ÿ

인천광역시가 사업 주체가 되어 중구 일원에서 월미도, 내항, 개항장, 동인천역을 범위로
하는 내항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임.

2. 개항장 현황과 관련 계획

Ÿ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임.

사업의 필요성
⁃

개항장 일대는 역사, 문화 자산(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월미공원, 답동성당 등)을 다수
보유하여 육성 잠재력이 높음.

⁃

간선도로에 한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원도심까지 확대하고, 개항장과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개항장 일원을 활성화해야 함.

| 그림 2.18| 버스 노선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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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광역시, 2017,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효과
Ÿ

관광 교통 노선을 운영해서 역사･문화자산 간 연계를 도모하고, 문화와 관광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서 원도심 활력을 높일 수 있음.
집행계획

| 표 2.8| 내항 버스 집행계획
연도

계

2019

2020

2021

사업비(억원)

27.8

8.6

9.3

9.9

출처 : 인천광역시, 2017,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경제기반형-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3

필요성

가 방문객 현황
나 방문객 의식조사
다 개항장 순환교통체계의 필요성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가 ┃ 방문객 현황
1) 주요 관광 자원별 방문객 현황
Ÿ

주요 관광 자원별 평균 방문객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주요 관광 자원에서 직접
방문객 수를 헤아리는 것이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실행하기 어려움.

Ÿ

이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를 이용해서 개항장 주변 주요 관광 자원별 방문객 수를 간접적으로 추계함.

| 그림 3.1| 개항장 주변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2018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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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월미도 유람선을 이용한 방문객이 연간 약 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항장 내에서는
짜장면박물관이 약 18만 명으로 가장 많았음.

2) 방문객 월간 변동
Ÿ

개항장 방문객의 월간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개항장에서 가장 방문객 수가 많은
짜장면박물관의 월별 방문객 수를 이용함.
⁃

월간 변동 계수는 월간 방문객 수를 연간 월평균 방문객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함.

| 그림 3.2| 짜장면박물관의 방문객 수 월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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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Ÿ

개항장의 방문객은 5월과 9월, 10월, 11월, 12월이 월간 평균 방문객 수보다 많이
방문하고, 1월부터 4월까지와 6월에서 8월까지는 월간 방문객 수가 월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나 ┃ 방문객 의식조사
1) 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
Ÿ

개항장 방문객의 이용 교통수단 현황과 순환 교통수단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함.

조사의 방법
Ÿ

조사원이 온라인 조사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된 조사 안내문을
피조사자에게 보여주고 피조사자가 스마트폰으로 조사 사이트로 접속해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함.
⁃

Ÿ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함.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2] 중 간편
추출법(편의표본추출, 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함.
⁃

간편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경우, 조사 결과는 표본 자체에 관한 결과로만
해석되어야 하고 전체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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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적 많은 주말의 낮에 조사를 시행함.
⁃

2019년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를 시행함.

2) 응답자 특성
Ÿ

전체 응답자 수는 489명이며, 남자가 206명(42.1%), 여자가 283명(57.9%)임.

Ÿ

전체 응답자 중 20대가 40.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대가 30.1%, 30대가
13.9%임.

| 표 3.1| 응답자 특성

[2]

(단위 : 명, %)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자

206

50

101

32

15

7

1

여자

283

97

98

36

35

16

1

합계

489

147

199

68

50

23

2

확률표본추출법은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추출단위가 표본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알려지는 경우이고,
비확률표본추출법은 표본선정 과정이 논리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임. 즉, 조사 모집단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고 모집단 중의 특정 추출단위가 선정되는 확률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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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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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남자는 21세에서 30세까지의 비율이 높지만, 여자는 16세에서 25세까지의 비율이
높음.

Ÿ

여자는 31세 이상의 연령대도 어느 정도 분포하지만, 남자는 31세 이상으로 가면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3) 이용 교통수단
Ÿ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단일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개항장을 방문했으며, 단일
교통수단 이용자 중에는 자가용 이용자가 41.4%로 가장 많고 전철(지하철) 이용자가
32.6%, 버스 이용자가 24.5%임.
⁃

단일 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함.

| 그림 3.4| 방문객의 교통수단 이용 행태 분포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Ÿ

단일 교통수단뿐 아니라 복합 교통수단을 이용한 응답자들의 이용 교통수단을 모두
합쳐서 분석하면, 응답자들은 전철(지하철)을 가장 많이(34.4%) 이용했고, 다음으로
버스(30.2%), 자가용( 28.0%) 순으로 많이 이용했음.
⁃

응답자들의 절반이 넘는 64.7%가 대중교통을 이용함.

| 그림 3.5| 방문객의 교통수단 분포(도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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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성별에 따른 이용 교통수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여성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남성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음.

| 그림 3.6| 성별 이용 교통수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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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항장 관광의 편리한 정도
개항장 방문의 편리한 정도
Ÿ

개항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편리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0%가 매우
편리하거나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8.6%가 매우 불편하거나 불편하다고
응답해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배 정도 많음.

| 그림 3.7| 개항장 방문 때 편리함에 대한 의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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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항장을 방문할 때 불편했던 이유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 불편, 도로 정체의 순서로 많음.

| 그림 3.8| 개항장 방문 때 불편했던 사항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개항장 관광요소별 편리한 정도
Ÿ

개항장에서 관광할 때의 전반적인 편리성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8.0%)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0.7%)보다 높아 개항장에 대한
전반적인 편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Ÿ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8.3%)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4.7%)과 비슷함.

Ÿ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38.1%)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8.4%)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편의성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28.0%)보다 10% 포인터 이상 높아서 개항장 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음.

Ÿ

주차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45.0%)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15.0%)보다 3배나 많고, 전반적으로 편의성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28.0%)보다 17% 포인터 높아서 개항장 내 주차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그림 3.9| 개항장에서 관광할 때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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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교통체계 이용 의사
Ÿ

개항장을 순환하는 교통수단을 공급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92.2%로 매우 높음.
⁃

Ÿ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7.1%, 될 수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5.1%임.

개항장 순환교통체계가 공급되더라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7.9%로 매우 적은 비율임.
⁃

순환교통체계가 공급되더라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자 소수 응답자의 의견은
자가용이 더 편리하다거나 기존의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그림 3.10| 순환교통체계 이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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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순환교통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3.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다 ┃ 개항장 순환교통체계의 필요성
1) 관광객 편의성 제고
다수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

Ÿ

개항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전철 또는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응답함.

다수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개항장 내 각종 관광 자원 간을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 간을 연결하는 순환교통체계가 제공되어야 함.

주차와 대중교통 불편 문제에 대처 필요
Ÿ

개항장 방문객들은 주차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개항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정됨.
⁃

개항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중교통과 주차의
불편함에 대해 전반적인 관광 불편함보다 더 많은 비율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음.

Ÿ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 공급으로 해소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항장 외곽에 대형 주차시설을 공급하고(예 : 8부두 주차장), 대형
주차장과 개항장을 순환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주차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Ÿ

개항장 내에서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것은 일반적인 노선버스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므로, 개항장 내만 순환하는 교통수단을 별도로 공급해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관광객 증대 도모
Ÿ

개항장 내 순환교통체계를 도입하면 개항장 방문객 중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유추되며, 순환교통수단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Ÿ

개항장은 응봉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어 경사가 급한 길이 많으므로 교통약자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방문객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순환교통체계가 공급되면
방문자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Ÿ

국외의 유명 관광도시에서는 대부분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 관광교통수단 자체가 또 다른 관광 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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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유도
Ÿ

개항장은 우리나라에 자가용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인 개항기에 형성된 지역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Ÿ

개항장 방문객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도록 유도하려면 개항장 내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Ÿ

개항장에서 주차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개항장을 순환하는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주차장을 찾기 어려운 개항장 내를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보다 순환교통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저렴한 교통수단 제공 필요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관광객의 다른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Ÿ

개항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저렴한 순환교통수단으로 방문객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여러
지역에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림 3.12|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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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가 ┃ 순환형 교통수단의 이용수요
1) 이용수요 추정의 가정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 연구에서는
개항장 내에서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시설 중 방문객의 수가 가장 많은 짜장면박물관의
이용자 수(2018년 14만 2,096명)를 개항장 방문객 수로 가정함.

Ÿ

자가용으로 개항장을 방문하는 사람(22.9%)은 순환형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77.1%)만 순환형 교통수단 이용
대상이라고 가정함.

Ÿ

설문에서 순환형 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사람(27.1%)과 될 수 있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65.1%÷2=32.6%)을 합친 비율(27.1% + 32.6%
= 59.7%)이 순환형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순환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사람의
비율이라고 가정함.

2) 이용자 수요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 14만 2,096명(2018년 짜장면박물관 방문객 수)
중 0.46%를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의 이용자로 추정하면 연간 이용자는 6만
5,405명임.

Ÿ

순환형 교통수단의 연간 운행일수를 313일로 하면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209명임.
⁃

일주일 중 월요일은 순환교통수단을 운행하지 않고, 연간 313일 운행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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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순환형 교통수단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차량 1대당
평균 승객 수는 7.5명임.
⁃

Ÿ

승무원의 휴식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행하지 않고, 하루
7시간 동안 총 28회 운행하는 것으로 함.

월별 승객 수요는 109명에서 305명 사이며, 월별 차량당 수요는 3.9명에서 10.9명임.

| 그림 4.1| 월별 승객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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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순환교통수단의 사례
1) 국외 사례
요코하마 아카이구쓰
개요
Ÿ

아카이쿠쓰는 요코하마 시영버스 혼모쿠영업소(本牧営業所)가 운행하며, 요코하마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복고풍 외형을 가진 순환 버스의 애칭임.

Ÿ

요코하마 시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로 2005년 3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함.

Ÿ

공식 명칭은 시내버스 271번 계통이지만, 운행을 시작하면서 시민 공모로 동요 '빨간
구두'에서 유래한 애칭인 “아카이구쓰(빨간 구두)”로 불리고 있음.

Ÿ

토요일과 휴일에는 관광객이 많은 C노선의 사쿠라기초역 10시 00분 출발 버스와
10시 15분 출발 버스에는 자원봉사 가이드가 함께 탑승해서 관광 안내를 함.
⁃

연휴나 경축일 등 혼잡이 예상되는 날은 승객을 더 태우려고 가이드가 승차하지 않음.

Ÿ

가이드가 승차하지 않더라도 자동 안내방송으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음.

Ÿ

운행 개시 이후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 노선을 일부 변경했으며, 현재는 빨간 벽돌
창고를 경계로 계통이 분리되어 M 노선과 C 노선 2개 노선으로 운행함.

Ÿ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손님이 많을 때는 탑승이 어려울 때도 있으며, 특히
중형차가 운행할 때는 혼잡이 심한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대형차를 도입하고 있음.

요금
Ÿ

1회 요금은 성인 220엔(IC 카드는 216엔), 어린이 110엔(IC 카드는 108엔)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균일 요금임.
⁃

Ÿ

PASMO, Suica 등의 교통카드도 이용할 수 있음.

1일 자유이용권의 요금은 성인 500엔, 어린이 250엔임.
⁃

미나토 부라리 티켓, 미나토 부라리 티켓 와이드, 시영버스 1일 승차권, 시영버스･
지하철 공통 1일 승차권, 시영버스회수권, 미나토 미라이 부라리 티켓(사가미 철도),
요코하마 1Day 티켓(게이큐) 등의 다양한 할인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음.

경로 및 운행시간
Ÿ

M 루트는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52분에서 72분 간격으로 운행함.

Ÿ

C 루트는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6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함.

Ÿ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보다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시간을 늘려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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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구매방법
Ÿ

1회 승차권은 아카이구쓰를 탑승할 때 승무원에게 구매할 수 있고, 1일 자유이용권인
미나토 부라리 티켓은 지하철(블루라인)역, 시영버스 차내 등에서 구매할 수 있음.

특징
Ÿ

1일 자유이용권인 미나토 부라리 티켓을 제휴점의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Ÿ

아카이쿠쓰는 관광 목적으로 개발된 버스이지만 일반 요코하마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내버스 역할도 수행함.

Ÿ

요코하마역, 사쿠라기쵸역, 아카렌가 소코역과 같이 주요 지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함.

Ÿ

승무원은 교통국 소속 다른 버스 운전기사의 제복과 다른 분홍색의 전용 제복을 착용함.

Ÿ

차량의 내외부를 고전적인 모습으로 개조해서 다른 버스와 차이가 나게 함.

시사점
Ÿ

요코하마 시영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1일 자유이용권을 발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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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회 요금은 220엔이며, 1일 요금은 500엔으로 3회 이상 타고 내릴 때는 1일
자유이용권이 더 저렴함.

노선을 2개로 나누어서 운행하며, 아카렌카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함.
⁃

차이나타운, 원도심을 순회하는 C 라인과 미라토미라이 등 신개발지를 순회하는 M
라인으로 구성됨.

Ÿ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C 라인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을 유지함.

Ÿ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 자동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토요일과 휴일의
첫차와 두 번째 차에는 자원봉사 가이드가 탑승해서 관광 안내를 함.

| 그림 4.2| 아카이구쓰 정류장 표지와 버스 외관

출처 : Yokoham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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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아카이구쓰 내부

출처 : 위키피디야 재팬

| 그림 4.4| 아카이구쓰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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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okohama 홈페이지

| 그림 4.5| 요코하마시에서 발행하는 한글 안내

출처 : City of Yokoham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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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시티루프버스
개요
Ÿ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덕이 많은 지역인 고베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이 매우 힘든 특징이 있음.

Ÿ

고베 관광 활성화와 시내 도심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 4월 7일 운행을
시작함.

Ÿ

처음에는 고베 국제관광협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고베시 교통국이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하다가 2003년 4월부터 사업자가 고베시 교통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때부터 노선버스가 투입됨.

Ÿ

고베의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데 산노미야, 기타노이진칸, 신고베역, 모토마치,
난킨마치, 구거류지, 메리켄파크, 포트타워, 하버랜드 등 17개 정류장을 약 63분에
걸쳐 운행함.

Ÿ

버스에는 여성 안내원이 승무해서 관광지 소개, 승하차 안내 등을 함.
요금과 운행시간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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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요금은 성인 260엔, 어린이 130엔이며, 1일 자유이용권은 성인 680엔,
어린이(12세 미만) 340엔임.
⁃

하루에 3회 이상 타고 내리면 1일 승차권이 유리한 요금 구조임.

⁃

고베 시영버스 요금은 1회 210엔(어린이 110엔) 균일 요금이며, 지하철은 구간에 따라
210엔에서 470엔까지임.

⁃

고베의 지하철 1일권은 820엔이며, 버스･지하철 1일 승차권은 1,030엔임.

Ÿ

요금은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낼 수 있음.

Ÿ

평일 기준 오전 9시에 첫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는 오후 5시 40분에 종료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막차가 오후 7시에 출발하고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함.

구매방법
Ÿ

1회 승차권과 1일 자유이용권 모두 고베 시티루프 버스 내, 고메시 종합
안네센터(산노미아), 관광안내소(신 고베역)에서 구매할 수 있음.

Ÿ

고베 시티루프버스 1일 승차권는 해당 월과 일에 동전으로 스크래치하여 사용함.

특징
Ÿ

1일 승차권을 구매하면 다양한 관광지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Ÿ

시티루프버스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동수단으로 적절히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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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버스 안에 안내원이 탑승하여 정류장과 관광요소를 설명하여 이용객들의 이해도를
높임.
⁃

안내원이 직접 설명하므로 일본어로만 안내됨.

Ÿ

신간센역(고속철도)인 신고베역, 시내 교통 거점인 산노미야역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Ÿ

차량의 외부를 전통미가 있는 외관으로, 내부도 옛날 전차 느낌이 나도록 개조함.

| 그림 4.6| 고베 시티루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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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사카인포 홈페이지

| 그림 4.7| 고베 시티루프버스의 내･외부

출처 : https://brunch.co.kr/@sunokuk/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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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시티루프 1일 승차권을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주는 곳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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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베 시티루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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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Ÿ

Ÿ

하루 동안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1일 자유이용권을 발매함.
⁃

버스 1회 이용요금이 260엔이며, 1일권 요금은 680엔임.

⁃

1일 자유이용권을 구매 시 수시로 타고 내릴 수 있음

단일 노선 한 방향으로 운영하며, 배차 간격을 짧게 유지함.
⁃

고베의 주요 관광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1회 순환에 65분 정도 소요됨.

Ÿ

주요 지하철역, 신간센역 등 교통 거점을 경유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Ÿ

해설사가 탑승해서 관광 정보를 안내함.
⁃

해설사가 탑승해서 일본어로 정차하는 곳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승객의
질문에 응대함.

| 그림 4.9| 고베 시티루프버스 안내원(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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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KEI, 2016, 「シティー・ループ」ガイ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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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대구 중구 골목 관광버스 청라
개요
Ÿ

대구 중구 골목 관광버스 청라는 대구 중구 도심의 유명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트롤리형 도심순환 관광버스임.
⁃

청라버스는 골목 관광버스의 애칭으로서 과거 푸른 담쟁이로 덮였던 동산선교사 주택
일원인 청라언덕에서 착안했으며,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로 푸른 담쟁이를 뜻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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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성인을 기준으로 1회 이용 요금은 1,000원이며, 당일 장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1일
이용권은 성인을 기준으로 요금 3,000원임.(당일 대구시티투어 승차권 소지자는
1,000원 할인)

Ÿ

1회 이용권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균일 요금이며, 1일 이용권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50% 할인해서 1,500원에 제공함.

Ÿ

보호자가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1명에 한해 무료이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Ÿ

승차권은 버스에서 승무원에게 구매할 수 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음.

경로 및 운행시간
Ÿ

향촌문화관·대구역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대구 중구 시를 순환함.

Ÿ

일일 8회 운행하며 첫차 출발 시각은 오전 9시이고, 막차 출발 시각은 오후 5시임.

Ÿ

노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임.

운영
Ÿ

민간 협동조합인 문화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며, 대구시 중구에서 운영비를
보조함.

특징
Ÿ

운행 초기에는 골목 관광버스의 콘셉트에 맞추어 대구시 중구의 골목을 운행했으나,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주민의 민원, 불법 주･정차 차량
등)가 있어 대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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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버스가 대로를 운행하면서 골목에 있는 관광 자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설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승차정원 16인승 차 한 대로 운행하며, 평일을 기준 30~40명 정도 이용하고 주말에는
100명 내외가 이용함.
⁃

기사는 2명이며, 한 명의 기사가 하루씩 운행하고 다음 날 쉬는 근무 구조임.

Ÿ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무임.

Ÿ

승차정원이 25인승인 차의 내부를 16인승 마주 보는 좌석으로 개조(입석 포함 20인
승차 가능)하고 외부를 트롤리형으로 꾸며서 특화했으며, 장애인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함.

시사점
Ÿ

버스 기사가 해설사를 겸하고 있음.
⁃

Ÿ

운행 초기에는 해설사가 따로 탑승했으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버스 기사가 해설사를
겸함.

중형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큰길로만 운행함.
⁃

운행 초기에는 골목길로 운행했으나, 차량 운행 여건이 불량해서 골목 운행을 포기함.

Ÿ

승차정원 25인승 버스 1대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함.

Ÿ

대구시 중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간에서 위탁 운영함.

| 그림 4.10| 청라버스의 내･외관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좌), 대구 청라버스 홈페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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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청라버스 노선도

출처 : 대구 청라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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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디버스
개요
Ÿ

부산시 “산복도로 재생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며, 산복도로를 따라 중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를 관광할 수 있는 버스임.

Ÿ

수익성 악화 문제로 2018년 1월부터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중임.

요금과 승차권 구매
Ÿ

부산역 정류장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었음.

Ÿ

승차권은 1일 이용권만 판매했으며, 성인 10,000원(10인 이상 단체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이었음.

Ÿ

부산의 다른 시티투어버스인 점보버스, 에코버스와 만디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운용했으며, 요금은 성인 20,000원, 청소년 13,000원이었음.

Ÿ

만디버스가 산복도로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함.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경로 및 운행시간
Ÿ

부산역에서 첫차가 오전 9시에 출발했으며, 막차는 오후 6시(11월~4월 :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함.

Ÿ

배차시간 간격은 30분이었으며, 18개 정류장을 1회 순환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음.

Ÿ

매주 월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으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정상 운행함.

| 그림 4.12| 부산 시티투어 통합요금제

출처 : 만디버스 홈페이지

특징
Ÿ

만디버스가 운행하는 산복도로가 높은 산등성에 있어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지리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25인승 중형버스의 창틀을 무릎 높이까지 내려 낮은 자리에서
바다를 조망하기 쉽도록 차량을 개조함.

Ÿ

좌석마다 USB 단자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함.

Ÿ

만디버스를 운영하던 민간회사가 수익성 악화 문제로 2018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함.
⁃

Ÿ

부산 시티투어 관계자는 만디버스로 가는 거점마다 체험, 볼거리 등 고유한 아이템이
있어야 했는데, 관광객을 유인할 마땅한 요소가 부족했기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부산시는 새 사업자(부산여행특공대)를 선정했으나, 노선과 정류장 편성 문제로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음.
⁃

새 사업자는 자갈치, 남포동, 국제시장 등 3곳의 정류장을 허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의 시티투어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로 허가하지 않음.

시사점
Ÿ

주민들까지 이용 가능한 노선임.
⁃

Ÿ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함.

지역 내 각종 문화 체험행사와 연계해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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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버스 구조임.
⁃

산악 지형의 특성을 살려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창을 일반 버스보다 아래로
내려서 설치함.

| 그림 4.13| 부산 만디버스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그림 4.14| 부산 만디버스 운행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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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만디버스 홈페이지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3) 시사점과 개항장 적용 가능성
배차 간격은 20분 내가 적정
Ÿ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분 내외의 배차 간격 조정이
필요함.
⁃

이용 승객이 많은 요코하마 아카이구쓰 C라인과 고베의 시티루프 등은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유지함.

⁃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요코하마 아카이구쓰 M라인은 승객이 많지 않음.

⁃

대구의 청라버스는 배차 간격이 1시간이며, 부산의 만디버스는 배차 간격이
30분이었음.

안내 방송 또는 해설사가 필요
Ÿ

관광버스는 일반적인 교통수단과 달리 정류장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야 함.
⁃

Ÿ

버스 안에 안내 방송을 하거나 해설사가 탑승해서 정류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관광
자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야 함.
⁃

Ÿ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정류장 안내만 하면 되지만, 관광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있어야 함.

요코하마에서는 다국어 안내 방송 함께 차량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광지 소개가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운전기사가 해설사 역할을 하고 고베에서는 별도의 여성
해설사가 탑승함.

자동 안내 방송을 할 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음.
⁃

차량 내에 언어별 QR코드를 부착하고,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해당 지역의 관광 안내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일 승차권 발매 필요
Ÿ

사례지역 모두 1일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음.

Ÿ

부산, 대구, 요코하마, 고베 모두 1일 승차권과 다른 교통수단 또는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된 상품을 판매함.

Ÿ

인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은 관광 교통수단이므로 인천 시티투어버스와 기본적으로
연계하고, 월미바다열차 등과 연계해서 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재정적 보조 필요
Ÿ

국내 사례에서는 모두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수입이 구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63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연구

Ÿ

인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도 연간 이용객 수가 손익분기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정적 보조가 있어야 함.

주요 관광 자원, 교통시설과 연계 필요
Ÿ

기존 사례에서는 대부분 노선이 고속철도역이나 주요 교통 거점을 노선에 포함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

Ÿ

인천 개항장은 대규모 승용차 주차장이 있는 8부두와 전철역인 인천역을 노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애칭과 외관의 특화가 필요
Ÿ

대구, 요코하마, 고베에서는 차량의 외관을 트롤리형으로 해서 다른 교통수단과
차별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버스의 외관을
개조함.

Ÿ

대구의 버스는 청라버스, 요코하마의 버스는 아카이구쓰, 부산의 버스는 만디버스 등
지역의 특색이나 지역의 전래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애칭으로 불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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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청라버스와 만디버스는 운행노선에 있는 유명지인 청라언덕과 산복도로(만디는 마루의
경남 방언)를 모티브로 했으며, 아카이구쓰는 지역의 전래 이야기인 “빨간
구두”이야기를 모티브로 시민 공모한 이름임.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은 개항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음.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다 ┃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사업 관련 법·제도
1) 여객운수사업 관련 법·제도
Ÿ

순환형 교통수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함.

Ÿ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음.

Ÿ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해서 버스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전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Ÿ

순환형 교통수단은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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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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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면허할 수 있음.

⁃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 때문에 노선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수익성이 없어 노선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꺼리는 노선으로써 관할관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등임.

⁃

개항장 순환 버스는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Ÿ

인천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Ÿ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시내
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Ÿ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받은 면허로
정의함.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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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천시에서는 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 편의를 위한 노선 중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꺼리는 노선 또는
노선을 신설할 때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음.

Ÿ

인천광역시에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해서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운행노선, 운행 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
기간,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해야 함.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① 시장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또는 고속철도 정차 역을 이용하거나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를 위한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의 신설 시에만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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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관광교통수단 관련 법·제도
Ÿ

순환형 교통수단은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해 “관광사업”에 해당함.
관광진흥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Ÿ

순환형 교통수단은 관광진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에 해당되지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않지만,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3조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7. 관광 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Ÿ

순환형 교통수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사업 중 “관광순환버스업”에 해당함.
⁃

관광사업의 종류를 세분한 대통령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등으로 분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중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중략)
마.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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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운영 노선
1) 노선 선정 원칙
주요 관광 자원 연결
Ÿ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의 운영 목적은 개항장 내 관광 자원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주요 관광 자원이 잘 연결되도록 노선을 선정해야 함.

Ÿ

차량이 접근 가능한 관광 자원은 가능한 연결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해야 함.
⁃

보행 관광객이 너무 많거나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운행하기 힘든 여건을 가진 도로에
접한 관광 자원은 최대한 근접한 곳에서 관광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함.

⁃

대구의 경우 처음에는 골목길에 있는 관광 자원까지 버스가 접근했으나, 도로가 좁고
민원이 많아 결국 큰 도로 위주의 노선으로 변경해서 운행함.

Ÿ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이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관광 자원은 개인형 교통수단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관광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Ÿ

개항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주요 방문지가 차이나타운,
월미도, 월미공원, 송월동 동화마을, 신포국제시장, 중구청 주변 등임.

| 그림 4.15| 개항장 방문객의 주요 방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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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배차 간격 유지
Ÿ

개항장의 면적이나 관광 자원별 관광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차량의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해야 함.

Ÿ

개항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여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며,
양방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만 운행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노선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함.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

Ÿ

대구나 부산은 배차 간격이 1시간 또는 30분이고, 고베나 요코하마는 15분 이내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승객 수요가 많을 때는 임시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차
간격을 좀 더 좁힐 필요도 있음.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Ÿ

개항장 순환교통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교통수단이나 관광교통수단과 연계해야 함.

Ÿ

개항장 주변에는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인천역과
송도국제도시 사이를 왕복하는 인천 시티투어 하버라인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관광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으로 운행해야 함.

Ÿ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인 8부두 주차장이나 주요 전철역인
인천역을 거치는 노선이어야 함.

Ÿ

개인형 교통수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해야 함.

| 그림 4.16|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노선 선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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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 대안
Ÿ

이 연구에서는 노선 선정 원칙에 맞도록 4개의 대안을 설정함.

Ÿ

대안 1은 개항장이 속한 중구와 인접한 동구의 주요 관광 자원을 전부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구성됨.

Ÿ

대안 2는 대안 1과 유사하게 개항장이 속한 중구와 인접한 동구의 주요 관광 자원을
전부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하되, 월미바다열차가 월미도를 순환하는 것을 고려해서
월미도를 제외한 노선임.

Ÿ

대안 3은 개항장과 동구의 동인천역, 배다리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노선임.

Ÿ

대안 4는 개항장 내의 주요 관광 자원만 연결하는 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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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노선 대안별 특성
대안

노선 연장 정류소 운행시간
필요한
배차 간격
(㎞)
(개소)
(분)
차량 대수(대)
(분)

15

14

60

5

15

인천역, 하버파크호텔, 홍예문, 신포시장
동인천역(북광장), 달동네박물관,
화도진공원
동화마을, 인천역, 월미공원,
월미문화의거리, 월미테마파크,
이민사박물관, 갑문홍보관, 인천역

2

9

9

40

3

15

인천역, 하버파크호텔, 호예문, 배다리,
동인천역(북광장), 달동네박물관,
화도진공원, 동화마을, 인천역

3

8

7

30

3

15

인천역, 하버파크호텔, 홍예문,
동인천역(남광장), 신포시장, 배다리,
동화마을, 인천역

15

8부두, 인천역, 동화마을, 자유공원 서쪽
삼국지거리,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동쪽
홍예문 상부, 내동교회, 신포시장, 중구청
청일조계지계단, 인천아트플랫폼,
파라다이스호텔, 8부두

1

4

6

19

| 그림 4.17| 노선 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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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8| 노선 대안 2

| 그림 4.19| 노선 대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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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0| 노선 대안 4

3) 노선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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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안 1은 중구와 동구의 모든 관광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 1회 순환하는 시간이 1시간이나 되며 소요되는 차량의 수가 많은
단점이 있음.
⁃

Ÿ

대안 2는 월미도를 제외한 중구와 동구의 전 관광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안 1과 마찬가지로 노선의 길이가 길고 운행시간이 길어 필요한 버스의
수가 많은 단점이 있음.
⁃

Ÿ

노선 전체를 운행하는 데 40분이 걸리며, 배차 간격을 15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차량이 3대나 됨.

대안 3은 개항장과 동구의 주요 관광지인 배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광객의 수요가 많지 않은 동구 지역을 순환하면서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Ÿ

노선 전체를 운행하는 데 1시간이 걸리며, 배차 간격을 15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차량이 5대나 됨.

수요가 많지 않은 배다리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최적 버스 대수 2대보다 한 대를 더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대안 4는 비록 개항장 내부만 운행하므로 동구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운행시간이 짧고 필요한 버스의 대수가 적어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

노선 전체를 순환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며, 버스 2대를 투입하면 배차 간격을 15분으로
유지할 수 있음.

| 표 4.2|

노선 대안별 특성

대안
1
2

3

4

장점

단점

Ÿ

월미도를 포함한 중구와 동구의 주요 관광
자원 전체 연결

Ÿ

운행노선이 길고 필요한 차량이 많아 초기
운영비 부담이 큼

Ÿ

월미도를 제외한 중구와 동구의 주요 관광
자원 전체 연결

Ÿ

운행노선이 길고 필요한 차량이 많아 초기
운영비 부담이 큼

Ÿ

개항장뿐 아니라 동구의 배다리지역까지
연결

Ÿ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배다리 지역을
순환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많아
비효율적임.

Ÿ

운행노선이 필요한 차량 수가 적어 초기
경영 부담 경감

Ÿ

개항장 외에 있는 주요 관광 자원을
연결하지 못함

4) 최종 노선 선정
Ÿ

사업 초기에는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항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대안 4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Ÿ

노선 대안 4로 운행할 때는 순환교통수단이 월미도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월미바다열차와 통합된 요금을 서비스해서 양 교통수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Ÿ

중구에서 중구청 앞 도로 등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므로, 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의 제한적인 운행을 허가하거나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 그림 4.21| 중구청 앞 도로의 차 없는 거리 시행 시 대안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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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노선 대안 4로 운행할 경우 동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항장 순환교통수단과 개인형 교통수단을 통합한 상품이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순환교통수단 내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개인형 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이에 포함됨.

⁃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아서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깝지만
걷기에는 먼 거리의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임.

⁃

개인형 이동수단은 개인이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항장에서도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그림 4.22|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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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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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운행 차량
1) 운행 차량 선정에 고려할 사항
좁은 차로 폭
Ÿ

개항장 일대의 도로는 근대 개항 시기에 형성된 도로들이어서 도로의 폭이 좁은 특성이
있음.

Ÿ

순환 교통체계에 투입될 차량은 좁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함.

불법 주차 차량
Ÿ

개항장 일대에는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거의 모든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음.

Ÿ

개항장 내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전부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 그림 4.24| 개항장 내부 도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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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 차량 대안
디젤 중형버스
Ÿ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디젤 중형버스는 대체로 25인승이며 주로 학원 등의 통학버스,
소규모 관광객 수송 등에 사용됨.

Ÿ

대구의 청라버스, 부산의 만디버스 등이 중형버스를 개조해서 운행함.

Ÿ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회전반경이 짧으며 차량 보급 대수가 많아서 정비가
쉽다는 장점이 있음.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의 수요가 1대당 7.5명에 불과해서 수요와 비교해서 차량이 크고,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전기 중형버스
Ÿ

전기자동차의 일종으로,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버스의 형태를 갖춘 차량을 말함.

Ÿ

전력 공급방식에 따라 플러그를 꽂아 전력을 공급받는 플러그인 방식과 배터리를 차량
윗부분에 탑재하여 교환장소에서 간단하게 갈아 끼우는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나뉨.
⁃

현재 일반적으로 플러그인 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음.

Ÿ

보행자가 많은 개항장을 운행할 때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음이 적으면서
유지비가 적게 들고 희소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Ÿ

현재 전기 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보급되고 있어 차량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수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중형 밴
Ÿ

사람이나 화물을 옮길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이 넓은 승용차나 트럭을 지칭함.

Ÿ

국내에서 보급된 중형 밴은 대체로 15인승이며, 소형 승합차와 비교해서 승차공간이
넓고 쾌적한 특성이 있음.

Ÿ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형 밴은 현대자동차의 쏠라티 모델이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차체가 크지 않아 개항장의 도로 여건에 적합함.

Ÿ

승차정원이 15인승이어서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수요에 적합하고, 외형이 독특해서
관광 자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음.

트롤리버스
Ÿ

트롤리버스는 원래 선로 없이 운영되는 노면 전차를 말하며 버스와 노면 전차를
합쳐놓은 형태를 말하지만, 관광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트롤리버스는 일반 버스의
외관을 과거에 운행하던 트롤리버스 형태로 개조한 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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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요코하마의 아카이구쓰, 고베의 시티루프버스, 대구의 청라버스가 트롤리버스에
해당함.

Ÿ

차량의 전장이 9m가 넘어 개항장의 골목길을 운행하기에 곤란하고, 다른 도시에서
많이 운행하고 있어 차별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Ÿ

버스의 승차정원이 25인승 내외여서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수요와 비교해서 차량이
큰 경향이 있으며, 내외부 개조비용이 많아 소요됨.

바이모달 트램
Ÿ

유도버스의 일종으로 자기유도로 자동 조향이 되는 굴절버스로서 버스처럼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고 지하철처럼 전용 궤도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한 신 대중교통수단임.

Ÿ

수송능력은 버스와 경량전철의 중간규모인 1시간에 한 방향 당 2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되며, 이용대상 인구가 30만 명에서 50만 명인 지역에서 간선교통이나 도시
간 연계교통 수단으로 적합함.

Ÿ

개항장의 도로 여건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면 바이모달 트램은 도입이 불가능함.

PRT(Personal Rapid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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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 명 이상의 소수 승객이 궤도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정차 없이 가는 교통수단임.

Ÿ

건설비가 낮아서 운영 효율성이 높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송
인원이 현저히 적으며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개항장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임.

| 그림 4.25|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투입할 후보 차량별 특성

4.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방안

3) 운행 차량
Ÿ

개항장 일대는 높은 언덕과 회전반경이 좁은 도로가 많아 이러한 도로 구조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필요함.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의 수요는 차량당 7.5 명 정도이므로 차량의 승차정원은 15인승
정도가 타당함.

Ÿ

승차정원과 운전 여건(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중형 밴이 가장 적합한 차량임.

Ÿ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형 밴은 현대자동차의 쏠라티가 대표적임.

Ÿ

⁃

경주시에서는 현대 쏠라티 기종을 영업용 차량으로 투입해서 좌석버스와 시외버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호고속관광, 파주시 등에서도 쏠라티 기종을 활용할 계획임.

⁃

영종도, 서울의 은평뉴타운 등에서도 쏠라티 차량을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쏠라티 기종은 개항장 일대의 높은 언덕과 좁은 회전반경에 대응할 수 있고, 차량의
형태가 독특해서 래핑과 같은 기법으로 외부를 특화하는 것도 가능함.
⁃

개항장에 있는 인천역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도가 운행한 역이라는 것을 상품화해서
차량의 외부를 증기기관차로 디자인하면 특색있는 관광요소가 될 수 있음.

⁃

경음기(horn) 소리를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로 변경함.

| 그림 4.26|

쏠라티 차량 외부·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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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7|

쏠라티 차량 외부 디자인 예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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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가 │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 주체
1) 사업 시행 방법의 대안
직영
Ÿ

직영은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
사무를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공신력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임.

대행

*

Ÿ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이 하도록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두 가지가 있음.

Ÿ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음.

Ÿ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7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탁계약에 의함.

Ÿ

위탁경비는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구성됨.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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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Ÿ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공공위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Ÿ

지방공사･공단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하므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민간위탁이라 볼 수 없음.

Ÿ

공공위탁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영역
내에서 권한의 변동에 무관하게 운영을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함.

공공위탁
Ÿ

공공위탁사업은 물품관리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행정재산 제외)을 지자체
외의 자에게 관리·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뜻함.

Ÿ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순환형 교통수단)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음.
| 그림 5.1| 공공위탁의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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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민간위탁
Ÿ

*
†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가관과 계약을 해서 민간기관이 정부
대신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베성기(2014), 민간위탁서비스가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민간위탁서비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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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법률에서는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Ÿ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함.

2) 사업 시행 방법별 특성
직영
직영의 장점
Ÿ

인천시가 직영하면 인천시 행정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용객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쉬운 장점이 있음.

Ÿ

인천시가 직영할 때는 직접 통제가 가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쉬우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음.

Ÿ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채산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영속할 수 있으며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직영의 단점
Ÿ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운영과 동시에 자기통제라는 모순 발생,
순환보직제도에 따른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 결여, 책임경영의식의 결여, 서비스 품질 저하,
업무성과평가나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곤란, 감사를 의식한 조직의 경직성과 시설
운영, 탄력성 저하,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단점이 있음.

Ÿ

인천시에서 직영할 때는 운전기사 관리, 정비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대행
사업 대행의 가능 여부

*

Ÿ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제17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운영을 대행할 수 있음.

Ÿ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제18조)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자원개발･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운영을 대행할 수 있음.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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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천관광공사에서 시의 사업을 대행할 때는 대행비용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대행의 장점
Ÿ

인천교통공사 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의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중단없이 추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일 수 있음.

Ÿ

인천교통공사나 인천관광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므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Ÿ

지방공기업에서 사업을 대행할 때는 시업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므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한 우려가 경감됨.

Ÿ

사업자 선정 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대행의 단점
Ÿ

인천관광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더라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염려가 있으며, 민간기업가 가지는 규모의 경제와 비교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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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탁
공공위탁의 가능 여부
Ÿ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순환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해서
이를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면 공공위탁 사업이 가능함.

Ÿ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에 사무를 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함.

공공위탁의 장점
Ÿ

공공위탁을 할 때는 초기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을 인천시에서 구매하므로
지방공기업에서 재정적 투자의 부담이 경감됨.

Ÿ

공기업이 사업을 위탁하므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비 문제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Ÿ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공공위탁의 단점
Ÿ

공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Ÿ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으나,
인천관광공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재위탁해야 함.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가능 여부
Ÿ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민간위탁의 장점
Ÿ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 절감, 공무원 인력 증원 억제, 서비스 질 개선, 운영관리 고용의 탄력성,
신속한 대응 가능, 비용 절감,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민간위탁의 단점
Ÿ

민간의 이윤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 능력이 부족할 때는 운영과 관리의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Ÿ

민간에 위탁하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Ÿ

경영상의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업체의 도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부산시 만디버스의 사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방법

Ÿ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자치구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민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함(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

Ÿ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

Ÿ

시장은 민간위탁을 할 때 인천광역시의회(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함.
⁃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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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사업 방법의 비교
구분

단점

일반행정과 연계해서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고객의 의사 반영이 쉬움
직접 통제가 가능
공공성 확보 쉬움
저렴한 가격 정책 가능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가능
운영비용 조달이 쉬움
도산, 파업에 의한 업무중단 가능성 작음

Ÿ

직영

Ÿ
Ÿ
Ÿ
Ÿ
Ÿ
Ÿ
Ÿ
Ÿ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이용 가능
저렴한 요금 책정 가능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서비스 가능
인천시의 업무 부담 경감
공공성 확보 가능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가능

Ÿ

공사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운영비용 절감 가능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
민간의 창의적 운영을 기대
민간의 전문성 기대
인력확보의 쉬움
차량 유지관리의 효율성 기대
대체 차량 투입의 유연성 기대

Ÿ

민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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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관료주의적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성 나타날
우려가 있음
순환보직에 의한 전문성과 계속성 결여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기술 축적 곤란
책인 경영 의식 결여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서비스 악화 우려
감사에 대비한 소극적인 업무
유연한 업무 처리 기대 어려움
조직의 경직성이 작용해서 비효율성 나타날
수 있음
예산 제약과 책임 문제로 공격적인 경영
불가능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행정의 감시가
필요함
이윤추구로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의 어려움으로 파산하거나 도산할 경우
서비스 중단
공공성, 환경성 확보가 어려움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3) 사업 시행 방법
Ÿ

사업 시행 방법의 대안을 비교한 결과,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대안은 공공성 확보라는 장점을
제외하면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Ÿ

인천시가 직영하는 대안을 제외하면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지방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 또는
인천교통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인천관광공사가 대행
Ÿ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시의 사무를 대행하는 방안으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이
관광교통수단이므로 관광 분야 전문성 기대할 수 있음.
⁃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관광공사가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Ÿ

지방공기업을 사무를 대행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Ÿ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 시티투어버스와 통합 승차권을 발행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호텔 숙박 할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쉬움.

Ÿ

여객자동차 운송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무를 대행하더라도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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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대행
Ÿ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Ÿ

인천교통공사에서 사무를 대행하면 운수 분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

Ÿ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움.

Ÿ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전략이 약할 수 있으며, 인천 시티투어 버스
등 관광 자원들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 협약 등이 필요함.

민간 사업자 위탁
Ÿ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으로 민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Ÿ

적자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며, 도산이나 파업 등의 요인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 있음.

Ÿ

주기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감시체제와 평가 방법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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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사업 방법별 특징

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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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기업에서 인천시의 사무를
대행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음.

Ÿ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은 관광버스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사무를 대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Ÿ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에 사무 대행을 시키고, 필요한 위탁경비를 지급하는 대신
인천관광공사의 사업을 감사함.

Ÿ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에서 위탁경비를 받아서 사무를 대행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교통수단 운송사업을 위탁하고, 민간 사업자를 관리하고 감독함.

Ÿ

인천관광공사에서 교통수단의 운영을 수탁한 민간 사업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관광객에게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결과를
인천관광공사에 보고함.

| 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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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나 │ 순환형 교통수단의 운영방안
1) 배차 간격
Ÿ

개항장의 면적과 운행노선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배차 간격을 20분으로 함.

Ÿ

주말과 공휴일 등 승객의 수요가 많을 때는 임시 차량을 투입해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함.

2) 운영 시간
Ÿ

일반적으로 관광교통수단은 오전 10시부터 운행하는 것을 참고해서 첫차 출발시각은 오전
10시로 하고, 막차 출발시각은 오후 5시로 함.

Ÿ

겨울철에는 막차의 출발시각을 한 시간 앞당길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철에는 막차의
출발시각을 한 시간 늦출 수 있음.

3) 요금체계
Ÿ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1회 승차권과 1일 자유이용권을 발매함.

Ÿ

개항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1회 승차권의 willingness to pay(지불의향액)는
1,415원(약 1,500원)이고, 1일 자유이용권의 willingness to pay는 3,668원(약
3,500원)임.

Ÿ

1회 승차권은 기존 버스 기본요금과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운행노선의 길이 등을 고려해서
800원으로 함.

Ÿ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면 1일 자유이용권은 1회 승차권의 2.5배인 2,000원이 적당함.

Ÿ

월미바다열차, 인천 시티투어버스 등과 통합한 1일 자유이용권을 발매한다면 두 교통수단의
요금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표 5.2|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의 요금 체계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3세 미만)
만65세 이상

구분

일반

비고

단일권

400원

200원

200원

-

1일권

2,000원

1,000원

1,000원

-

통합 1

9,000원

4,500원

4,500원

월미바다열차, 순환교통수단

통합 2

11,000원

5,500원

5,500원

시티투어버스, 순환교통수단

통합 3

19,000원

9,500원

9,500원

시티투어버스, 월미바다열차, 순환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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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른 교통수단 연계
1) 연계 대상 후보
월미바다열차
Ÿ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관광용 궤도 운송수단으로
“궤도운송법”을 적용하는 모노레일임.

Ÿ

매주 월요일은 운휴하고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하지만,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해서 월미도와
인천 내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음.
⁃

Ÿ

운임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8,000원이며, 노인과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5,000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4,000원임.
⁃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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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함.

승차권은 단일 종류만 발매하며, 승차권 1장으로 3회 재승차할 수 있음.

월미바다역을 출발해서 월미도의 월미공원역, 월미문화의거리역, 박물관역 등 3개 역을
순환해서 다시 월미바다역으로 돌아오는 연장 6.1㎞의 순환 노선임.
⁃

월미바다역은 경인선･수인선의 인천역과 연결되어 있음.

Ÿ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을 유지하고, 1회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분이며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승차정원이 46명임.

Ÿ

승차권은 월미바다열차 전 역사의 무인 발권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선불 교통카드로 구매할
수 있음.

인천 시티투어
Ÿ

인천광역시에서 운행하는 시내 순환 관광버스로 특정 일자에만 운행하는 테마형과 매일
운행하는 순환형 두 종류가 있음.

Ÿ

테마형은 검단역에서 출발해서 강화도의 주요 역사유적지를 돌아보는 노선으로 예약 승객만
탑승할 수 있음.

Ÿ

순환형 노선은 개항장 일대를 포함한 노선인 ‘하버라인’과 송도와 영종도를 운행하는
‘바다라인’, 인천 도심을 운행하는 ‘시티라인’ 3개 노선이 있음.

Ÿ

개항장이 포함된 노선인 하버라인은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개항장을 잇는 노선이지만,
승객이 많지 않아 주말에만 운행하는 테마형으로 전화하는 것을 검토 중임.

Ÿ

바다라인은 45분 간격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2분까지 총 9회 운행함.
⁃

바다라인에는 이층 버스가 주로 운행되지만, 4회차와 8회차에는 일반 버스가 운행함.

Ÿ

하버라인은 일반 버스로 운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눟 6시 12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14회 운행함.

Ÿ

인천 시티투어버스는 단일권 5,000원, 통합권 10,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통합권을
구매하면 3개 순환형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

Ÿ

인천시민은 평일만 2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등에게 할인을 함.

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기사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음.

월미공원 물범카
Ÿ

월미공원 안내소에서 월미산 정상광장을 잇는 관광 교통수단임.

Ÿ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중식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음.

Ÿ

운행요금은 성인 왕복 1,500원, 성인 편도 1,000원, 어린이 왕복 800원, 어린이 편도
500원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엽제유(의)증
환자,장애인(1~3등급), 만4세 미만 영유아는 물범카 이용료가 면제됨.

| 그림 5.4| 월미공원 물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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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

2) 연계 대상별 연계 여건 검토
Ÿ

월미바다열차, 인천 시티투어버스, 월미공원 물범카는 매표소 또는 승무원에게 실물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임.
⁃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월미바열차는 선불교통카드로도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음.

Ÿ

실물 승차권을 구매해서 승차하는 방식이므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에서도 실물 승차권을
발매하면 대상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데 문제는 없음.

Ÿ

월미바다열차는 인천교통공사, 인천 시티투어버스는 인천관광공사, 월미공원 물범카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등 각 교통수단의 운영 주체가 다르지만, 모두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주체 간 협의가 있으면 연계하는 데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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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가 각각 달라서 통합 요금의 정산 방법에 대한 협의와 협약이 필요함.

3) 연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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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물 승차권을 직접 구매해서 이용 가능한 월미바다열차, 인천 시티투어버스, 월미공원
물범카는 통합권을 공동으로 발매하면 쉽게 연계할 수 있음.

Ÿ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연계하려면 여러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에 추가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라 │ T-MaaS 적용 방안
1) T-MaaS 개요
MaaS의 개념
Ÿ

MaaS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정의됨.

Ÿ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준말로, 개별 교통수단의 노선, 결제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며 차세대 모빌리티라 불림.

Ÿ

MaaS의 핵심은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동을 위해 차량·자전거 공유,
지도 및 노선 확인에 필요한 앱을 따로 설치해 사용하던 것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이동전략을 짜서 알려주는 서비스임.

| 그림 5.5| 기존 교통 시스템과 MaaS의 비교

97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연구

T-MaaS의 정의
Ÿ

T-Maas는 Tourism-MaaS의 줄임말로 기존 MaaS의 개념에 관광 정보 제공 기능까지
포함하는 교통과 관광이 결합한 MaaS 플랫폼을 의미함.

T-MaaS의 기능
Ÿ

T-MaaS는 기존의 MaaS가 하는 기능인 대중교통 지원과 사용자 중심의 통합교통 서비스,
사전 통합예약･결제를 지원함.

Ÿ

T-MaaS는 교통과 관광이 결합한 플랫폼이므로 Big Data 분석을 기반으로 관광지･맛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사전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

Ÿ

다국어 기반의 예약과 결제가 지원되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제공함.

| 그림 5.6| T-MaaS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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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aaS의 필요성
Ÿ

ICT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광객의 편이성과 재방문 비율을 높여서 개항장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Ÿ

개항장은 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국
관광객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1회성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Ÿ

관광객의 처지에서는 한정된 관광 정보와 맛집, 숙소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관광지로 이동
경로 안내의 부재, 예약과 결재의 불편 등이 개항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임.
⁃

실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들은 명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태원,
홍대거리 등 서울의 관광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방문하며, 개항장은 거의 찾지 않음.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 그림 5.7| T-MaaS의 필요성

3) T-MaaS 도입 사례
국외 MaaS 도입 사례
Whim app(https://whimapp.com)
Ÿ

핀란드 헬싱키에서 MaaS Global이 2016년 12월부터 service를 제공함.

Ÿ

정부가 직접 헬싱키 내의 트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렌터카와 택시,
오토바이, 공공 자전거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조합해 최적화된 경로, 교통수단, 요금결제
정보를 제공함.

SMILE app(http://smile-einfachmobil.at/index_mobile_en.html)
Ÿ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교통업체 Wiener Linien, 연방철도, 택시/자전거 공유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2014년 11월부터 service를 제공함.

Ÿ

참여 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교통수단, 예약, 결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GoLa app(GoLa app.)
Ÿ

제록스가 미국 LA와 함께 제공하는 통합 교통정보 service로 2016년 1월부터 service를
시작함.

Ÿ

대중교통, 택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길 찾기 정보와 환승 방법 제공,
Uber, Lyft, Zipcar 등 차량 공유 service를 제공함.

Ÿ

이동 경로의 가격과 소요시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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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Go(https://www.ubigo.se)
Ÿ

대중교통, 승차 공유, 차량 대여, 택시, 자전거 시스템을 모두 하나의 앱과 청구서에 완전히
통합된 모빌리티 service를 제공함.

Ÿ

연간 365일 24시간 동안 service를 지원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선택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함.

Ÿ

스웨덴 예테보리시에 거주하는 80가구 약 200명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함.
Qixxit(https://www.qixxit.com/en/)

Ÿ

2015년 독일에서 시행되었고 21곳 이상의 service 제공업체들과 함께 Qixxit 앱으로
가능한 모든 이동 수단을 제시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정보를
제공함.

Ÿ

자동차 공유, 승차 공유, 자전거 공유 옵션을 제공하고 이상적인 열차 연결편을 파악할 수
있음.

| 표 5.3| MaaS 국외 사례
프로젝트

설명

운영 주체

지역

대중교통, 택시, 차량 대여, 자전거
공유까지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 사용자 일정
앱과 동기화해 이동 방법을 지능적으로
제시

MaaS Global

핀란드 헬싱키

대중교통, 승차공유, 차량 대여, 택시,
자전거 시스템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

Vinnova

스웨덴 예테보리

자동차 공유, 승차 공유, 자전거 공유
옵션을 제공
이상적인 열차 연결편을 제공

Deutsche Bahn

독일

Ÿ

카2고, 마이택시, 도이치반의 예약과
한번에 결제 가능

Daimler

독일, 보스턴,
포틀랜드, 헬싱키

Ÿ
Ÿ
Ÿ

크라우드소싱 버스 서비스
버스 좌석 예약 및 위치 추적
사용자가 최적 루트 제안, 반영 가능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싱가포르

Ÿ

참여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예약 및 결제 서비스 제공

비엔나시

오스트리아 빈

집과 근무지를 연결하는 최적 수단
승하차 위치, 루트를 고려한 셔틀 제공
서비스

Bridj Inc.

보스턴,
켄자스시티,
워싱턴DC

Communauto

캐나다 퀘백

Ÿ
Whim app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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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biGo

Ÿ
Qixxit
Ÿ
Moovel

Beeline

SMILE app
Ÿ
Bridj

Ÿ
Ÿ

Ÿ
Communauto/ Ÿ
Bixi

자전거 및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빅시-자동차-버스 패키지를 구독해서
대중교통 패스와 자전거 공유 비용을
절약

출처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이슈와 부산 적용 방안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코뮨아우토/빅시(https://www.communauto.com/index_en.html)
Ÿ

캐나다 퀘벡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당국은 빅시가 제공하는 자전거 공유와
코뮨아우토가 제공하는 자동차 공유 service를 포함한 모빌리티 패키지 service를 제공함.

국내 T-MaaS 도입 사례
kt 평창 올림픽 Go평창 MaaS 서비스
Ÿ

2018년 2월 9일부터 2018년 3월 18일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경기장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운행 시간표를 고려한 통합 Routing 정보를 제공함.

Ÿ

이동 수단의 통합 안내, 예약, 결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함.
| 그림 5.8| 평창 올림픽 Go평창 Maa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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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토부 MaaS 시범 실증 사업
Ÿ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에 관광하러 온 방문객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교통 솔루션 시범 실증 사업을 수행함.

| 그림 5.9| 국토부 MaaS 시범 실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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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MaaS 적용 방안
MaaS 기반에 관광 정보 추가
Ÿ

MaaS를 기반으로 인천 개항장에 대한 관광, 교통 관련 통합예약, 결제 정보를 제공함.

퍼스널 모빌리티(PM) 적용
Ÿ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First mile과 Last mile의 근거리 이동을 위한 Free-floating
기반의 친환경·초소형·개방형 PM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

5.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운영방안

| 그림 5.10| 퍼스널모빌리티(PM) 적용 방안

개항장 관광교통수단 통합이용권 발매
Ÿ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 물범카,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인천 시티투어 등의 결제에 NFC,
QR, 지문 인증 등의 기술을 적용해서 운용 효율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함.
| 그림 5.11| 개항장 관광교통수단 통합이용권 적용 방안

개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 제공
Ÿ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별, 취향, 관광 동선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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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2| 개인 맞춤형 관광 콘텐츠 제공 방안

통합 결제 정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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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관광 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통합예약, 결제 기능을 제공함.

Ÿ

인천 개항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과 관광의 편의성을 제공함.
| 그림 5.13| 통합 결제 정산 방안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나 사업의 기대효과
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 │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Ÿ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운영비가 필요함.

Ÿ

초기 투자비는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과 정류장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비용, 홍보 등의 비용이 필요함.

Ÿ

연간 운영비는 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으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이 있음.

1) 초기 투자비
Ÿ

차량 구매와 디자인, 인프라 정비, 홍보 등에 드는 초기 투자비는 1억 7,700만 원 정도로
추정됨.

차량 구매비, 등록에 필요한 비용 – 1억 5,000만 원
Ÿ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교통수단을 15인승 중형 밴 2대로 하면, 차량
구매비와 디자인 비용 등을 합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함.
⁃

현대자동차 2019년형 쏠라티 스탠다드 15인승 판매가격 6,103만 원(부가세 포함)

⁃

버스 외관 특화(레핑) 비용 160만 원

⁃

대당 비용은 차량 구매비용 6,103만 원과 외관 리핑 비용 160만 원을 합친 금액인 6,263만
원임.

⁃

차량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1억 2,526만 원임.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차량
구매와 등록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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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정비비 – 700만 원
Ÿ

정류장 지주사인 제작과 설치 비용이 1개 장소당 50만 원이 소요되며, 총 14개 정류장에
표지를 설치하면 7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함.

홍보비 – 2,000만 원
Ÿ

초기에 이용객을 모집하고 예약, 다국어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함.

Ÿ

홈페이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제작, 기타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됨.

2) 운영비
Ÿ

초기연도 차량 운영비는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합쳐 약 1억 5,258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인건비 – 1억 2,096만 원
Ÿ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1인당 4,132만 원이 필요함.

Ÿ

현재 인천 시티투어 운영사업에서 적용하는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면 총 1억 2,096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함.

Ÿ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다국어 안내를 시행하므로 해설사는 따로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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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운전기사 1인당 연간 인건비 명세
항목

단가(만 원/월)

기본급

244

12

2,928

상여금

20

12

240

퇴직급여충당금

22

12

264

보험료

30

12

360

복리후생비

20

12

340

합계

Ÿ

수량(개월)

합계

4,132

2대의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3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인건비로 총 1억
2,096만 원이 필요함.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차량 유지비 – 2,162만 원
Ÿ

차량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연료비와 차량 정비비 등이 필요하며, 차량 1대당 연간
1,082만 원이 필요함.

| 표 6.2| 차량 1대당 연간 유지관리비 상세
항목

단가

수량

합계(원)

연료비

22,700원/일

313일

연비 9.5㎞/ℓ 적용
7,100,000 경유 1,350원/ℓ 적용
매주 월요일 운휴

상여금

31만 원/월

12개월

3,720,000 타이어 및 유지보수비

합계

Ÿ

비고

10,820,000

차량 2대를 운영하면 연간 차량 유지비는 총 2,162만 원이 들어감.

기타 – 1,000만 원
Ÿ

승객 모집과 홍보 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승객용
승차권 제작에 약 400만 원(50월/장 × 80,000장)이 필요해서 총 1,000만 원의 홍보비가
필요함.

| 표 6.3| 연간 홍보비 상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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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수량

합계(원)

홍보물 제작

600만 원/식

1식

6,000,000

승차권 제작

50 원/장

80,000장

4,000,000

합계

10,000,0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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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의 기대효과
1) 관광객 편의성 제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Ÿ

개항장은 응봉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경사도가 급한 도로가 많아 걸어서 관광할 때
신체적인 여건 등으로 불편을 느끼는 관광객이 많음.

Ÿ

개항장의 전체 면적이 약 55만㎡나 되어 걸어 다니기에 부담이 되는 면적이어서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에게는 하루에 다 돌아보기 어려움.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는 개항장의 주요 지점을 수시로 연결하므로 교통약자가 개항장을
관광할 때 신체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관광객의 활동 범위 확대
⁃

넓은 개항장에 흩어진 다수의 관광 자원을 하루 동안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다수의
관광객이 차이나타운, 중구청 주변 등 개항장의 일부 지역만 관광하는 실정임.
| 그림 6.1| 개항장 방문객의 방문지 분포

110

연계된 교통수단 파생 유도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를 운영하면 이와 연계된 개인형 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대여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음.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가 순환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접근할 때 PM은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

2) 관광객 증가와 이미지 제고
개항장의 관광지로서 이미지 향상
Ÿ

개항장에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가지는 지역은 차이나타운과 중구청 주변의 근대 거리 정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항장 순환교통체계가 운행되면 개항장 전체에 대한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음.

Ÿ

도보로 관광할 수 있는 지역 외에 좀 더 다양한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이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서 개항장 전체가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음.

개항장 방문 관광객 증가
Ÿ

개항장이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높아지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큼.

Ÿ

개항장 순환교통체계가 방문할 곳이나 볼거리를 증가시켜 개항장을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광 자원으로 활용
Ÿ

요코하마의 “아카이구쓰”, 대구의 “청라버스” 등과 같이 개항장 순환교통수단 자체가 하나의
관광요소가 될 수 있어, 개항장 순환교통체계 운영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

Ÿ

교통수단의 외관이 관광객의 이목을 뜰 수 있도록 하고, 운행노선에 대한 적정한
이야깃거리를 더하면 순환교통수단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

3)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접근성 개선으로 개항장 방문객 증가
Ÿ

그동안 접근의 불편 때문에 관광객이 쉽게 찾지 못하던 곳까지 순환교통수단이 접근하면
관광객 방문지역이 더 넓어져서 지역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Ÿ

접근성이 개선되어 방문객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Ÿ

지역의 상업 황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에 고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파생되는
소비 활동이 커지므로 전반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함.

파생 교통 서비스 사업자 출현
Ÿ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면 공유형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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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MaaS와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숙박, 식당, 카페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림 6.2|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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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의 활성화 방안

다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1) 이벤트 시행
이벤트 버스 운행
Ÿ

정규 운행시간 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벤트 버스를 운행함.
⁃

개항장 순환교통체계를 이용한 이벤트로는 연인 간 프러포즈, 생일 파티, 친목 모임 등이
가능함.

Ÿ

정기운행이 종료된 야간 시간대 또는 차량이 운휴하는 월요일의 특정 시간대에 예약제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함.

Ÿ

서울 강남지역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벤트 버스로 활용하는 사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케이블카의 케빈 일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음.

| 그림 6.3| 버스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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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대상 이벤트 시행
Ÿ

탑승객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를 시행해서 타보고 싶은 버스가 되고, 주변에
타볼 것을 권유할 수 있는 버스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구의 청라버스에서는 승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게 해서 정답자에게 1일
승차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함.

Ÿ

인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에서는 이벤트에 당첨된 승객에게 협약한 식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버파크호텔의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다른 자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순환교통체계와 지역의 업소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음.

Ÿ

탑승객 또는 개항장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
ICC 공모전, SNS 홍보물 공모전 등을 해서 개항장 순환교통체계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연구

| 그림 6.4| 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당첨 경품의 사례와 공모전 사례

2) 관광 해설 시행
Ÿ

노선 주변 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는 개항장 순환교통체계를 이용하도록 하는 최적으로
유인책이 될 수 있음.

Ÿ

관광 해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활용해서 관광객이 스마트 기기로
안내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음.

Ÿ

QR코드로 안내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할 경우 위치기반의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경우 차내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관광 기념품으로 이어폰을 판매하는 방안도
있음.

| 그림 6.5| 음성 가이드와 해설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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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품 제공
승차권과 관광 지도의 일체화
Ÿ

승차권의 다른 면을 이용해서 노선도와 노선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하면, 승차권 자체가
기념품이 될 수 있음.

Ÿ

승차권의 이면에 노선 주변의 상업 시설을 안내하면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승차권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Ÿ

승차권 자체가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6. 사업의 활성화 방안

| 그림 6.6| 승차권과 관광 지도의 사례

유료 기념품 판매
Ÿ

개항장 순환교통수단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버스 모형, 주변 지역과 함께
촬영된 사진을 이용한 엽서 등과 같이 유료 기념품을 판매할 필요가 있음.

Ÿ

위치기반의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기 위한
무선 이어폰 등을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음.
| 그림 6.7| 시티투어 기념품 사례

115

4) T-MaaS의 구축
Ÿ

개항장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에약하며 결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MaaS를 구축해서 관광지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Ÿ

MaaS를 구축할 때 관광 안내 기능을 더한 서비스인 T-MaaS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교통뿐 아니라 관광 정보까지 제공하므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유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음.

Ÿ

T-MaaS를 구축하면 국내 관광객으로 한정된 개항장 관광객을 국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개항장의 국제 관광지화를 도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