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Design Culture Platform

개요 Overview
사 업 명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

사업규모 약 44만㎡, 8천억 원 내외
사업방법 공영개발
사업배경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 및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 융∙복합단지 조성

STYLE
입지 Location

FASHION

송우리터미널
소흘읍사무소

DESIGN
CULTURE

패션아울렛

고모리

고모저수지
송우가구거리

구리-포
천 고속도
로

양주시청

광릉분재예술공원
더파크
아프리카뮤지엄
국립수목원

수도
권
(20 제2
22 순
년 환고
준공 속
예정 도로
)

뛰어난 시장 접근성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내 도달 가능

광역교통의 핵심 요충지, 포천 고모리
경기디자이너마을

･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요 상권 지역인 동대문, 명동,
청담동 등지에서 1시간 내 도달 가능(50km 이내)

고모리에

※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접근성 더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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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에는 남-북 간으로 국도 43호선, 47호선, 87호선과 동-서 간으로
37호선이 존재하여 광역교통의 핵심요충지로 부상
･ 철도망의 경우, 전철 7호선 연장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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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리에(古毛里에, Gomorier)’는 K-디자인빌리지의
이 사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41),
포천시 창의산업과(031-538-3091)로 문의 바랍니다.

새 이름으로 사업조성지인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의 고유지명과
디자인 공방을 뜻하는 ‘아틀리에(atelier)'의 합성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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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디자인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디자인 선진국을 만들고자 경기도와

고모지
Gomoji Reservoir

포천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비전 및 목표 Vision&Goal

주거용지
Residential Area

한옥 빌리지
Hanok Village

'Asia Rising, Beyond K-Style'
Creative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교류와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담는

창조공간

Growth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이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꽃피울 감성 산업의

성장공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할

Hub

문화 중심 공간

Green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주거와 창작,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연친화공간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아시아 디자인문화 플랫폼
Asian Design Culture Platform,
Attracting Young Talent from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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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식산업센터
Design & Knowledge
Biz Center
디자인 아카데미
Design Academy

주요 입지시설예정 Key Facilities
창작공간 Design Culture Work
･ 다양한 문화창조산업의 신인들을 위한 디자이너 스튜디오
･ 디자인 아카데미
･ 전통공예 산업 육성(한옥마을)
융∙복합공간 Design Culture Net
･ 디자인 감성을 융합하는 인프라 구축
･ 아시아 디자인문화 네트워크 구축
･ 창의적 제품판매 Shop 조성
비즈니스 공간 Biz Hub
･ 패션, 디자인, 문화 관련 국제행사 유치
･ 비즈니스 센터
･ 이종 디자이너간 융합제품 개발 등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미지제공 : 운생동건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