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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재개발, 재건축 등 기본적으로 철거에 기반한 물리적 정

비 방식을 반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

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듯 전면 철거형 물리적 정비에 반하여 등장한 지역자력

형 도시재생이란 개념은 그 출현 배경에서 보이듯이 지역공

동체의,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포괄적 재

생 프로그램이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은 크게 3가지 측면

에서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과 구분된다. 첫째, 사업 동력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개발전후 부동산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

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생활 터전을 점진적으로 

고쳐쓰는 활동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과 구분된다. 둘째, 사업방식 측면이다. 지역자력형 도

시재생은 지주와 민간개발업체가 아니라 주민, 지역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주가되어 사

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의 측면이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이 완료되면 아파트, 상가 등 물리적 건축물이 남는다면 지

역자력형 도시재생은 기존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과 조직, 

그리고 그들이 일군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도 부분적인 물리적 정비에 의한 

새로운 시설물이 건설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적인 수단

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자력형 도시재

생의 기대효과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가능케 하고 지역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도시재생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며, 지역자력

형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우수 사례라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방향을 제안해야하는 시기이다. 

금번 특집에서는 국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맹아적 사

업들의 추진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보조금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새롭게 시도하는 ‘지역자력형 도시

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전개

되는 자구적 노력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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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지역발전 정책의 흐름

구분 기존  사업 변경 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국토부)

개촉지구 지원, 도서종합개발
지역접근성시설,
성장기반시설지
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행안부)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접경지
역지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
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
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
비,개촉지구지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용수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기초생활기반확
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일반
 농산어촌
 개발
 (농식품부)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접경지
역지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
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
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
비, 주거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개촉지구지원,
소규모 용수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기초생활기반확
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국토부)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지표수보
강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
합개발, 신활력지원,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
비, 개촉지구지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주거환경개선,기계화경작료확포
장, 소규모용수개발,  산촌생태마을
조성,살고싶은도시만들기

기초생활기반확
충
중심시가지 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강화

자료 : 기획재정부, 광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2010.5

<표 1> 지역역량이 강화된 지역발전사업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사업의 도입여건

1.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의 흐름

국내 지역발전 정책은 해방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효

율성에 근거한 “집중의 시대”를 넘어 형평성에 따른 균형발

전을 추구하는 “분산의 시대”를 거쳤다. 1950년대 후반 지

역사회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80년

대 정주권 개발사업 등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었다. 집

중의 시대를 지나 분산의 시대를 맞이한 지난 참여정부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혁신인자의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렇듯 지난 40여 년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

한 대규모 투자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결국 지역역

량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재생보다는 

물리적 개선이나 부동산 개발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

앙주도-지방의존형의 하향식 추진 방식은 지역주체의 형식

적 참여로 일관되고 지역의 자율과 자체 역량보다는 중앙정

부의 정책 판단에 의존하여 예산 따오기식의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로써 지역성을 고려하기 보

다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양상이 고착화되기도 

했다. 실제 2004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

거하여 2008년까지 약 60조원의 예산이 균형발전사업에 투

입되었지만,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산 획득이 지역발전의 궁

극적 목표로 인식되는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도시재생 추진 구조가 형성되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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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관련 
부처

주요 사업 내용 특징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고용

노동부

(2007)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사회적 

기업 인증제 도입

․ 2010 현재 268개 사회적 기업 인

증, 각종 경영, 제정, 홍보사업지원

농어촌 사회적 

기업과 청년 

사회적 기업 

연계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행정

안전부

(2010)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

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농수산

식품부

(2011 

예정)

․ 마을공동체가 마을에 필요한 농산

물 가공, 생산, 유통 등 지역자립형 

마을조직 회사 육성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역공동체 중간조직 지원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지역성과 

수익성에 강조)

자활

공동체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디딤돌 사업, 자활근로자사업,   주

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관리

상호출자의 

조합방식 

운영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고양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지식

경제부

․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능 강화

․ 시범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자

립기반을 유도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10~’13)

3년간 총 30억 

예산으로 30개 

시범사업대상지 

발굴 및 지원

기타
문화

관광부

․ 고용노동부와 mou를 통한 문화예술

체육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지경부 시범사업, 

문광부․노동부와 

MOU 통해 추진

<표 2> 중앙정부 지역역량강화 지원 사업 현황

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커

뮤니티에 기반하여(community-based), 커뮤니티가 이끌어

가는(community-driven)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하고 있

다(정규호, 2011; Mansuri & Rao, 2004).이런 관점에서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

권형 지역발전구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지나친 평등주의

와 행정구역별 획일적인 배분을 지양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공평한 자원배분보다는 선의의 

경쟁속에 지속적인 발전역량을 고양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전국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

권, 초광역권 등 3차원적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발전계획하에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기초생

활권 정책은 공동체 유지 및 활력 제고, 소득 및 일자리 창

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 종합적 사회

계획으로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

책이다. 이를 테면 지역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발전에 대

해 중앙은 지역의 과제와 국정과제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

방의 자율성을 지역발전사업의 주요 테마로 제시하였다. 특

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은 쇠

퇴해가는 기초생활권을 기본단위로 지역커뮤니티가 스스로 

지역활성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였다. 포괄보조금은 이

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비해 지역의 사업편성과 관련

된 재량권이 높아져 지역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적 특

화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역량에 의한 발전 

양식으로 전환하는 “자생(自生)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

1980년대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영국의 실업자 대책, 지

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 시책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원

형이다.(호소우치 노부타카, 1999) 이런 관점에서 지역자력

형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

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을 유도하고 지원하

는 사업이라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행정안전부) 등의 사업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기 중심에 있었다. 동 사업은 개발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

하는 대표적인 주민제안형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참여는 짧

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짐

에도 불구하고 하며 성과 지향적 사업추진 때문에 관주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적

인 참여형태도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

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시기에만 단절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

서 최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농수산식품부 등 지역성에 기초한 시범사

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역량강화부

문이 중요한 지역활성화 요소로 추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주도 방식과 달리 기업-자치단체-주민-전문

가 사이의 전략적 일체감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등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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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 제어적 계획 시장 주도적 계획
정책 환경

구분 전략 공간 주체 계획 유형

활성화 지역
(개발가능성 大)

규제강화 : 도시성장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 스마트 성장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

집중의 
시대

(효율성)

불균형 
개발

초광역권 국가 차원
경제적 
계획

중간 지역
(조건부 개발가능성)

주민제안 : 마쯔찌쿠리
(살고싶은도시 및 

지역만들기)

특례허가 : 민관활력유도
(결합개발제도 등)

분산의 
시대

(형평성)
균형개발

광역
경제권

지역 차원
물리적 

공간 계획

쇠퇴 지역
(개발가능성 小)

공공투자계획
(거점확산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 유지 관리
(지역 자력형 재생사업)

자생의 
시대

(자율성)

내생적 
커뮤니티

기초
생활권

공동체 
차원

종합적 
사회계획

자료 : Tim Brindley 이론에 근거하여 재구성

<표 3> 시장과 정책환경과의 관계에서 본 지역발전사업유형 

들이 기존 사업들과 차별되는 핵심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는 점과 사업대상을 기존 도시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전환한 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

직이나 기업에 대한 육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동체내 조직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정책 환경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국내의 지역발

전사업을 유형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그간의 정책사업

이 행정 중심적이었다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들은 지

방분권, 주민참여, 지역역량을 기조로 한 지역발전사업들이 

중심적이다. 즉,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가 주도의 자원 

배분 체제와 달리 지역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역발

전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주도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은 1990년대 시민단

체 주도시기로부터 다양한 주민 임파워먼트 활동이 등장하

는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왔다.

풀뿌리 운동으로 불리우는 참여형 지역개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운

동에서 2000년대 마을만들기 사업을 거쳐, 최근 지역의 자

발적 주민단체에 의해 추진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사업으

로 전개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2003년 비영리단체지원법,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이 

수립되어 시민주체의 역할을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적 기반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시민주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초기단계로

서 활동 유형과 사업 내용은 천차만별이며, 시행착오를 거

듭하고 있다. 공동체 운동은 주로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

었으며, 제도권 밖에서 저항이나 비판적 대안, 주민참여로

서의 성격을 띠며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였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비

전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주로 표면적인 문제 언급에 치중

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이신행, 2006). 이런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마포 성미산, 순천, 완주, 진안, 대전 무

지개 프로젝트 등의 사례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에서 지역 자력 재생 사례가 점진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

다. 이상의 사례들은 기존의 정부 하향식 지원사업과는 달

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

된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움직임

들로서 주요 특성과 사업분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지역의 과제를 해결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마을의 물

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마을도서관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청소년문화공간

만들기, 마을신문만들기, 대안학교설립, 생활협동조합운동, 

조례 제정, 공공미술, 마을간사단 활동 등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이 커뮤니티 전략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4.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잠재력

 국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정비사

업의 한계를 넘어 지역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성과만이 있

는 것은 아니다.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순천 커뮤니티비지

니스. 진안 마을만들기 사업 등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 자력



도시정보

특

집

7

구분 공공 지원형
중간 조직 지원형
(센터, 시민단체 등)

주민 주도형 민관 합동형

지역
대전 무지개 순천, 완주 성미산 진안

도시 기성시가지 마을 농촌

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 취약계층 거주민

(주거지 재생)
지역주민

(중심시가지 재생)
마을 주민

(기초생활 기반 확충)
마을 주민

(지역역량강화)

유형 비수익형 수익형 수익형 수익형

사업
배경

․ 빈곤지역의 슬럼화 현상으로 타지
역과의 교류 단절, 빈곤 기피지역
으로 인식되면서사회적 통합 저해

․ 자치단체장의 일본 커뮤니티 비즈
니스 연수 후 CB를 시정 철학으로 
도입

․ 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 축적을 통해 
자립형 도시기반구축

․ 전북 내륙지역의 대표적인 오지로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겪으
면서 정책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특성
․ 빈곤계층 밀집 주거인 영구임대아
파트를 중심으로 행정의 선택과 집
중에 의한 포괄적 지원 

․ 역사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자산의 
컨텐츠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지역사회 수익 환원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 지역의제 발굴, 마을계획수립
․ 공공디자인, 벽화사업

․ 도시학교, 지역리더 육성
․ 문화 : 동네소식지, 주민음악회
․ 주민참여축제
․ 취약동네재생프로그램

사업
분야

․ 정주환경(임대아파트)개선 
․ 교육여건 개선 : 학교시설개선사업
․ 문화복지신장 및 자활지원 : 복지
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 공동체 복원 사업 : 주민협의체 구
성, 마을리더양성, 주민소식지발간

․ 사회적 자본확충 사업 
․ 무지개 론 :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

․ 완주
-지역자원발굴위한 신택리지 사업  
-로컬푸드, 다문화가정, 지역소득화 
사업 등 지역공동체 회사 육성

․ 순천
-주민교육, 녹색실버가게 운영 등

․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고향
테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 성미산 살리기 운동, 마포두레 생
활협동조합, 저소득층 진료사업, 
마을 갤러리, 주민음악회, 지역방
송국, 동네 이야기 지도, 동네 소
식지 등 도시생활기반형 공동체 
사업 추진 

․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여 마을비전 수립

․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
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귀농귀촌지원사업(마을간사제
도), 그린빌리지사업, 으뜸마을가
꾸기,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등

성과

․ 부서별 개별지원사업을 선택과 집
중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현상 극복
계기 마련

- 행정기관의 강력한 집행의지로 
가시적인 성과 제고

․ 중간 조직 설립으로 주민-행정간 
역량 부족 문제 해소

- 지역경제순환센터, 커뮤니티 비즈
니스센터 등 코디네이터 역할의 
성공적 수행

․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

․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사업확산
효과 도모

- 공동육아에서 시작하여 생활기반
형 공동사업으로 전개

․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지역역
량강화

․ 투자예산의 효율성 제고
-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형 계획수립, 예산지원

․ 지역인력활용형 역량 극대화 도모
-마을간사제도, 마을조사단 운영 등 
농촌마을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한계

․ 지나친 행정주도 : 시정추진의지에 
따라 지역여건 고려없이 추진

․ 사업의 지속성 미흡, 사업중단사태 
발생

․ 마을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 미흡

․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미흡

․ 원거주민 통합 어려움 : 상근 활동
가와 리더그룹간 소통문제 발생

․ 기반연구부족과 전국적 확산 및 
전파 곤란

․ 마을대표 중심의 추진으로 한계 
노출

․ 민관전문가 관계측면에서 중장기적 
전략 설정 부재

<표 4> 국내 지역 자력형 재생 사업 추진 현황

형 도시재생사업은 제도적 시스템이 형성되지 못한채 특정 

지역에서 특정 핵심인력에 의해 추진된 획기적인 사례일 뿐

이므로 한국의 도시재생이 전반적으로 일정 궤도에 올랐다

고 판단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사업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추진이 지나치게 공공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

론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공주

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의 

지나친 의존은 지역의 자생적․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

다. 공공부문은 지자체 단체장과 담당자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향과 참여정도가 달라지며, 임기동안 사업에 관여하기 때

문에 지속적일 수 없다.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의 경우 자치

단체장이 바뀌자 사업이 중단되었다. 공공의 일방 통행식 

사업추진은 공공의 적극적 참여에 비해 지역민의 참여율을 

저하시켰고 전반적으로 주민의 역할을 수동적․소극적 참여

에 머물게 하였다. 공공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지나친 행

정주도적 정책 수행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성미산 마을과 같이 지역의 기초역량

이 형성되어 있고 자발적인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공공의 

역할은 주민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

을 제공해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주민들 스스

로 창의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 실정에 맞은 사업을 구

상,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지개 프로젝트, 순천, 완주 

등 국내 지역자력형 사업은 주민 조직화를 위한 간접 지원

보다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발전은 1회적 정비사

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의

지만으로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지역발전을 향한 염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집하여 실현시키는 추진체제가 마련되어야 가

능하다.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순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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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이룬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

공 부문의 지나친 주도와 지역 역량 미흡은 도시재생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해외의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해외 도시재생 방향 역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기

반․거주자 중심의 자력재생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재생 과

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과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뒷받침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적

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재생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정부차원의 시스템 정비 및 지원체제는 지역자력형 도

시재생이 실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각국의 도시재생 등장 배경 및 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의 추

진체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의 경험

을 거울삼아 국내 적용가능한 형태로 전환, 새로운 아이디

어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의 선

진경험을 거친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 동향에 따른 

지원기구 및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해외 각국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의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물리적 재생에서 사회․경
제․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EU)에서는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rter, 2007)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

시재생의 주요 전략을 선언하였고, 이를 기조로 유럽의 국

가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신규 외곽 개발 지양, 기존 시가지 재생 추진이라

는 국가 중장기 전략을 채택(NSAP,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2001)하였으며, 프랑스는 751개의 쇠퇴시가지

지역(ZUS)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도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천명하고, 자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재생을 목표

로 보루법(Borloo,2003)을 제정하였다. 국가차원의 재생전

략에 근거하여 지역현황 및 여건을 반영한 지역자력형 도시

재생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근린재생 국가전략

(NSNR,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으

로 국가차원에서 빈곤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적 재생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블레어 정권에서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정책선언을 통해 도시와 주택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프랑스 역시 '지역도시계획(PLU, Plan local d'Urbaisme)'으

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방정부의 재생전략을 실현하고 있

으며, 독일은 물리적 정비와 사회․문화적 재생 등 부처별 재

생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는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

(Soziale Stadt,1999)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도

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합하여 복지, 녹지 

확보,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사회적 재생이 요구되는 지역

에 적용하는 포괄적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한편, 일본은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개편 등 도시기능회복

을 위해 '도시재생에 임하는 기본방향(2001.5)', '지방재생을 

위한 종합적 전략(2007.11)'발표하였으며, 시정촌으로 하여

금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정비계

획',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기존도시의 활력 재창출’, ‘구시가지 정비’, ‘지역 

주택 지원’, ‘수자원의 안전․안심’등 재생 목표별로 지자체 

등이 작성한 사회자본 종합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자본

정비종합교부금(2010)'을 신설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역시 도시재생전략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

다. 그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재생이며 다른 하나가 주민의

견을 수렴한 지역의 자력재생이다. 2007년에는 “2030 Hong 

Kong: Planning Vision and Strategy”가 국토개발전략으로 

수립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치로 하여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 도시경제 경쟁력 제

고, 중국 본토와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근거법 마련

종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등장하고, 분산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하나의 체

계로 통합․단일화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은 주거 및 재생 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에 근거하여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사회 저렴 주택의 지원을 위해 

주택과 이를 추진하는 지역사회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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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주택도시기구 변천 

고 있다. 여기서는 그린페이퍼(Green Paper)에서 명시된 

2020년까지 300만의 새로운 주거 지원과 효율적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기구(EP, English Partnership) 및 위

원회의 통폐합, 새로운 규정과 서비스기관 등에 대한 광범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기구(EP, 

English Partnership)와 주택협회(HA, Housing Associate)

를 통합하여 재생관련 예산 집행 통로를 단일화한 비법정 

공공기관으로 주거 및 커뮤니티기구(HCA, Home & 

Communities Agency)를 설립하였다. HCA는 커뮤니티 지

역기구(CL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지원

을 받아 연간 £5bn의 정부 투자예산이 임대주택 및 도시재

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지급 및 지방정부와의 

협약 등 행정서비스 단일화를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SRU,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2000)을 통해 도시재생의 장․
단기 계획과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와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관한 법(PLR,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enovation Urbaine)

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 및 지역적으로 격리된 이민자 밀

집지역 등을 재개발하여 사회적, 도시 공간적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Jean-Francois GUET, 2006, SRU) 이는 일

관성 있는 도시계획,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재생, 도시계획

과 연계되는 교통정책의 실현의 세 가지를 목적으로 재정된 

법으로,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 지급 창구 일원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센터(ANRU, Agence Nati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2003)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도

시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장 루이 보루(Jean- 

Louis Borloo) 고용 연대부 장관이 제안한 보루(Borloo)법

과 지역적 구조 및 단위를 결정하는 관리하는 슈벤느멍 법

(Loi Chevenement), 지역계획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보이네 법(Loi Voynet),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목

적으로 그르넬 앙비론느멍(Grenelle Environmnet) 창설과 

함께 제정된 그르넬법(La loi Grennelle 1 et 2, 2010)등이 

있다. 

독일은 2004년 독일건설법전의 개정으로 도시재생과 관

련되는 각종 지원 및 계획수단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법의 세부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도시재생, 사회, 환경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재생 조치의 정의, 도시재정비지

역의 지정, 도시재정비계약, 도시재생조치 실행보장, 도시재

생조치 등 다양한 부분이 이 당시 재정의 되었다. 유럽연합

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EAG Bau)에 따라 기존의 전략 환

경평가가 건설기본계획 절차에 통합,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

들이 상당히 추가 개정․조정되었다.(국토해양부, 2008)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

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 중심시가지 활성화법(1998)

을 제정하였다. 기관으로는 총리 직속 4개 본부를 통합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를 설립하였고, 

범정부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 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재생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재

생기구(UR)을 신설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도

시재생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기구(UR) 주택공단과 택지

개발공단을 통합한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담당하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방도시 개발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지

역진흥정비공단을 통합(2004)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이

다. 통합 후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에 대한 환경

정비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

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혹은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는 종합 프로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4년 영국령 아래 있던 홍콩 정부는 도시재개발 관련 

업무를 홍콩주택협회(HS, Housing Society)에 위임하여 민

간개발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개발의 활성화를 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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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NRU의 재정구조

으나, 홍콩주택협회(HS)의 재정난 및 인력 부족으로 당시 

계획 중이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취소되

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열악하고 쇠퇴한 환

경으로 인해 재생을 위해 정부는 쇠퇴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 및 계획 체계를 수립하였

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방해를 받지 않고 도시재생

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8년 홍콩의 첫 행정장관(Chief Executive), 퉁

치화(Tung Chee Hwa)장관은 정책연설(Policy Address)을 

통해, 홍콩의 낙후된 도시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더욱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이를 담

당할 효율적인 실무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1) 

즉, 더 이상 정부가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강

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정책 연설에 따라 2001년 홍

콩정부는 장기적인 도시재개발계획의 전략적 지침이 될 도

시재생전략(URS, Urban Renewal Strategy)를 수립하였고 

공공기관인 도시재생기구(URA, Urban Renewal 

Authority)를 설립하여 도시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계획수립, 분양업무를 전담하였다.

미국은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연방지원금 및 세제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주택도시계획청(HUD, Department 

of Housing& Urban Development)을 두었고, 직접 수행기

관으로 커뮤니티 계획․개발부(CPD,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를 하위기관으로 두었다. 커뮤니티 계획․
개발부(CPD)는 최근 주요 사업을 '주거단지 개발과 저소득

층 주택 보급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개발 포

괄보조금(CDBG) 지급을 통해 지방정부의 토지이용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커뮤니티 계획․개발부(CPD)는 실질적인 저

소득층 지역의 재생사업 혹은 커뮤니티 개발을 수행하는 주

체로서, 다양한 층위의 정부기관과 영리, 비영리 민간단체

들과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 중앙정부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 부여

구도심 쇠퇴가 국가경쟁력, 사회통합과 직결됨에 따라 국

가 차원의 재정지원도 확대되고 연계되고 있다. 영국의 

HCA, 프랑스 ANRU, 일본의 UR, 홍콩의 URA 등은 분산

되고 파편화 되어있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수단들을 통합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집행 통합기관을 신설하였다. 

영국은 도시개발보조금․도시재개발보조금 ․도시보조금(City 

Grant)등으로 분산된 재원을 단일재생기금(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로 통합(1994)한 후 지방의 역할 강

화를 위해 단일예산(SB, Single Budget, 2002)으로 전환하

였다. 또한 과거 보수당 시기에 심화된 생활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SNR에서 정부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체계를 정비(2010.3)하였다. 기존 근린재생기금(NRF, 

Neighbourhood Renewal Fund), 커뮤니티를 위한 뉴딜

기금(NDC, New Deal for Communities) 등도 실업률이 높

은 쇠퇴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

역단체에 보다 유동성 있게 지원하는 고용창출 근린기금

(WNF, Working Neighborhoods Fund)으로 통합하여 생활

권 재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갖

고, 지역이 자력재생 할 수 있도록 지역리더와 에이전시에

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DCLG, DWP, 2007;2010)

프랑스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정책으로 중앙정부가 공

공 사업기관인 꼬뮌, EPCI(Establishment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 범 꼬뮌연합체, 사회집합주거 기관에 직

접 지원하는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도시재생프로젝트와 사

회집합주거 철거 지원이 주목적으로, 이때 지역공동체는 각

각의 광역권이나 구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진행 및 교섭단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걸리므로 다년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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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주택․도시여건 변화와 관련기구(KURC,2009)

는데,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NRU를 통해 정부, 1%주택기금(logement),경제개발국

(CDC), 주택공사(ANAH) 등 다양한 투자주체들의 투자를 

구조화시켜 취약지역의 도시재생정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취약지역재생을 위해 연간 465

백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회임대주택기금에 추가적 

분담금을 만들어 연간 7천만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각기 다른 재정지원이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기 위해 ANRU는 조직 내에 투자위원회

(Comité Nationale d'Engagement)를 구성하였다. 투자위

원회의 회장은 ANRU 사무총장이 맡고, 도시정책, 주택공

사 위원, UESL, 사회집합주거 연방기구(Union Nationale 

des Fédérations d'Organism HLM), CDC를 대표하는 8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단체들에 의해 제

출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다년간 재정지원의 계약여부를 

결정,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예산 집행방식을 벗어나 도시재생을 위한 다

양한 투자자를 찾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사업주체

가 사업을 구성, ANRU를 거쳐 주어진 시간 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사업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도시재생 프

로그램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사회적 도시프로그램

(Soziale Stadt)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 발전

이 요구되는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과 도시내 지역간 

융합을 도모하고 있고, 이는 214개의 지역에 활용되었

다.(Margit Mayer, 2009)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소 중심적 재생을 추진하기 위

해서 지방의 사업 범위 및 권한의 확대가 요구된다. 일본에

서는 전국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정촌에게 도시재정비 계획 작성 권한을 부여하

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

에 따라 시정촌의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서 마치쯔쿠리 교부금(2004)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지

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마

을 만들기를 실시하고, 전국의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사회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다. 최근에는 마찌쯔쿠리 교부금

과 지역재생교부금을 통합한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신

설로 재생보조금 지급 창구 단일화(2010)하였다.

미국의 지역개발 포괄 지원금 제도(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2) 역시 주택도시사업부(HUD) 

법령에 의거하여 1974년 이래 지속된 프로그램으로서 주정

부 혹은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과 

일자리 확충이 목적이다. 따라서 도시별 총 인구, 인구밀도, 

빈곤률, 도시 경제 성장률, 주택의 노후도 등의 기준에 따

라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며, 시 정부는 지급된 보조금을 주

택공급, 공공시설증축, 업무지 개발, 어린이 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3)

 

2) 민간자금의 유입 유도

민간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식을 적극 도입하

는 등 재원조달 통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취약지

역의 도시재개발을 위해 면세 정책과 주식에 의한 공공투자

자들의 개입에 의해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면세정책은 사유주거지의 재개발에 주로 활용되며 

주거환경 개선 정책사업(PPAHRU ,Opération programmée 
d'amélioration de l'habitat)의 틀 안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주택공사(ANAH, Agence  National de l'Habitat)의 

지원이나 말로 법(loi Malraux) 규정 하에 면세 특권이 부

여된다. 사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다른 방식은 경제개발국

(CDC,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나 EPARECA 

(l'Etablissement public d'amenagemant et de restructuration 

d'equipment commercial)과 같은 공공투자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공공투자기관은 커머셜 센터의 재개발 등에 있어 공

-사의 제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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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민간도시재생기구(MINTO)를 통해 민간기금 형식

의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공공토지에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

설․운영 후 기부채납 하는 ‘민관협력 방식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관협

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MINTO는 1987년 민간사업자의 원

활한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대신 지정의 재

단법인으로 기업들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기부형태로 출자

(자본금 약 700억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에 대해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은 2003년 민간도시재생기구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출자하거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4.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도시

재생의 한계 및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합적 재생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도시의 쇠퇴 양상․원인 및 대응방안, 각종 재

생관련 사업 및 경제․문화․복지 등 관련사업을 포괄․조정하는 

성격의 종합적 재생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

시 전반은 물론 생활권 단위까지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

행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안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서 이루어졌던 중앙 집중의 물리적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기반의 장소 중심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재생의 의지

를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제안된 정책 및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제도와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산되고 단절된 

국내 재생관련 사업(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

사업․재정비촉진사업․시장정비사업․항만재개발사업․역세권개

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재원이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통일되고 단일화된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또한 경

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방향이 제

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 사업 조정 및 지원, 관리까

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원적․실체적 성격의 모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창구를 일원화, 전문화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재생 기구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관련 기구와 부

서들을 통합 또는 조정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력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자금이나 사

회적 기업의 자금유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연계․집중을 통한 재생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통합 보조금 제도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형별 포괄

보조금(도시/농림/특수상황/성장촉진), 각종 도시재생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주거환경정비기금/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보조금/기반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

금)은 물론 기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 지원사업

과 관련한 산발적 지원체제를 재정비해야한다. 또한 지역차

원의 자발적 민간지원 자금마련 및 새로운 금융제도의 도입

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거점형 핵심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중앙-지자체-전담기구-민간｣등 주체 간 역할분담

과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한다. 국외 선진사

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며, 

단독주체가 아닌 다자간 협업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유사하고 다양한 조직과 단체간의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에도 통합적인 거버넌

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거버넌스 구축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중앙정부 부처간 통합조정체계 구축, 

② 중앙정부 부처내 부서간 조정, ③ 지방정부 및 광역간 

통합 거버넌스 형성, ④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절차 등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코디

네이터 역할의 제도화도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방식 및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

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는 “민간의 도시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소규모 사

업의 경우는 “도시재생모델사업 발굴 및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나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보

다는 주민․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주체가 추진하는 소

규모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도 

: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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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창원 도시재생 TB 대상지 (그림 6) 전주 도시재생 TB 대상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지역자력형 도시

재생의 발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추진체제 및 사업방식 등을 제

도적으로 정립하여 본격적인 정책 사업으로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단은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집약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4)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은 크게 사업성이 열악한 노후주

거지, 쇠퇴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력형과 대도시 

기성시가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

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전면철거

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최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

역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업개요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

업은 지난 2010년 10월 테스트베드 대상지 공모를 기점으

로 시작되었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 전체 8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였

고, 도시현황, 테스트베드 추진여건, 지자체 추진의지, 지지

기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0년 12월에 최종

적으로 창원․전주가 선정되었다. 2011년 3월에는 테스트베

드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창원․전주 각각 쇠퇴지역 내 

또는 가까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약 3년간 진행될 사업의 서막이 올랐다.

창원시의 테스트베드 대상지는 (구)마산 도심부에 위치하

며, 1970년대 초기 공업지역의 성장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

를 누렸던 지역이다.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해안도시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경제기반을 인

근 신도시 창원으로 빼앗기고, 1990년대 초 한일합섬 마산

공장의 철수와 함께 도시전체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구)마산시는 그 동안 도시재생전략으로서 대규모 매립을 

통한 공업용지 마련과 같은 산업화 초기의 전략을 고수하였

지만, 최근 근대적 산업 전략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

으로 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

다. 창원시는 현재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 구 마

산지역 재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

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전체가 쇠퇴하기 보다는 신도시개발에 따라 

기성시가지가 전반적으로 낙후된 도시다. 전주시는 2009년 

기성시가지 전반에 대하여 5+1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는 전략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이 중 한옥마을 등으로 사

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심권역과는 달리 본격적으

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팔달로 권역을 택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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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였다. 이 지역은 도심인근주변 노후주거지로서 1

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도로중심의 사업추진

으로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대상지에 

포함된 전통시장은 마트, 복합쇼핑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등장, 배후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쇠퇴

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노후한 주거지, 쇠퇴한 전통시장

을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 자력적인 방식

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기대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전주시 도시재생정책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원과 전주의 테스트베드 대상지는 쇠퇴양상, 

쇠퇴원인, 지역여건, 요구사항 등이 상이하다. 도시재생사업

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렇게 여건이 다른 두 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체제, 사업과정과 결과 등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여건에 보다 적합한 방식의 도시

재생 정책 및 제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추진방식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은 쇠퇴지역의 활성

화를 위한 지자체 또는 주민사업에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모

델 및 핵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존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

업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도시재생을 

위한 지자체 공공사업 및 주민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투입되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사업 공동체사업

주민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소규모 순환형임대주택, 주차장 

정비사업, 전통시장활성화사업 등

주민자력 주택개량/개발사업,

경관협정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가활성화 신탁사업 등

(그림 7)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방식

앞서 국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그간의 시범사업들이 기획역량 및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지

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실

질적 삶의 질 향상 또는 지역 간 격차해소에 있어 큰 효과

를 나타내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사업은 기술지원이라는 간접방식을 통해 기존 공공투

자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도

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추진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사회 스스로가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진체계

지역자력형 도시재생테스트베드사업은 테스트베드 협의

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테스트베드 전담조직 및 TFT

에 의해 추진된다. 

테스트베드협의회는 사업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하는 지역 거버넌스다. 이 협의회는 테스트베드의 협약당사

자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연구진,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다. 비록 이 협의회는 테스트베드 협약에 의해 R&D사업을 

위해 운영되지만, 사업기간동안 근린단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의사결정조직의 형태

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쉽과 네트워

크를 시도해갈 것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추진주체로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도

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행정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선진국의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에서 살펴봤

듯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은 영국의 주택협회

(HA: Housing Association)와 같이 임대주택개발 및 관리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에서 미국의 지역사회개발회사(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이 주택개발, 

경제개발 및 고용훈련, 계획․조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행정위임조직형,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형,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안정적

인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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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007년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과 함께 도시별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

작했다. 하지만 공공주택개발, 주택개량, 지역주민의 취업 

및 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활동범위가 거리․마을가꾸

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사업과 함께 현장에 설치되는 도시

재생지원센터는 테스트베드사업의 실행주체로서 중간지원조

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 유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지역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

근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직구성, 재원조달, 운영방식 등을 

시험․검증함으로써 한국의 여건에 적합한 도시재생 중간지

원조직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

터는 총괄책임자, 현장책임자, 상가지구지원팀, 주거지구지

원팀, 녹색기술지원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괄책임자는 

테스트베드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도시재생사업지역단위에

서 총괄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

고 종합적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

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전국 확대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상가․ 주거지구 지원팀은 각 지구별로 사업모델을 구

체화하고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모델 및 기술을 검증한

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단순히 R&D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만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한 전략구상에서부터 내․외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주민교육, 다각적 재원조달 지원 등에 이르는 다

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상가․ 주거지구 지원팀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고 주민조직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각 팀에는 팀장이

외에 현지사정에 밝은 현장팀장을 두어 이를 지원한다. 녹

색기술 지원팀의 경우, 상가․주거팀과 협력하여 각각의 지구

단위 사업들이 친환경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총괄책임자와 함께 

지역단위 탄소저감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관련부서 및 주민과 함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으로 현장책임자와 현장사무국은 지역주민, 지자체, 연구진, 

연구진 이외의 지역전문가들이 사업과정에 참여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현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 3명의 현

장담당자를 두고 상주토록 하여, 현장에 대한 정보습득, 사

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체득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종료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전문가

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함께 

핵심적 추진 주체이다. 하지만 기존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

진방식은 쇠퇴지역을 전담하는 범부서적 기구가 없는 상태

에서 개별적․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인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쇠퇴지역에 대한 재정투자는 도로․공원 등 물적 기반 확보

에 치중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

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 기간에는 중간지원조직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존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소에 기반

한 통합적 정책 실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범부서적 추진

조직 및 추진방식 또한 시험․검증될 예정이다.

(그림 8)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지자체 테스트베드 추진조직은 도시재생 TFT, 전담부서

로 이루어진다. 지자체 도시재생 TFT는 도시계획, 주택, 환

경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산업, 

복지,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

르기까지 쇠퇴지역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각종 부서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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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지자체 도시재생 TFT는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총

괄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담당사업 및 재원을 조율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테스트베드사업의 주무부서(창원 도시재생과, 

전주 아트폴리스과)는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지자체 내 각종 

관련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대외적 유관부처 사이에

서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달하고 조율하는 총괄창구 역

할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센터 내 각 팀은 관련

부서들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4. 향후 추진방향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적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

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사

업, 조직 등을 통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단은 앞으로 사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사업결과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을 위한 추가적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역개발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들을 

쇠퇴지역 중심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

여 지역재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도

시재생사업단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정책화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맺음말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은 도시 내 쇠퇴지역의 문제영역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에 국한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 실업, 보육 등 사회․경제 제반영역의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접근(jointed-up approach)하

고자 제안된 도시재생 모델이다.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모델

에서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 또는 대규모 건설사가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다. 이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의 문제를 부담가능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모델의 핵심이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 주민교육, 지역리더 양성 등과 같은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자원의 활용, 부분적․점진적 방식의 

환경개선 등이 강조된다. 또한 주민 소득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내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

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포괄보조금 사업등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지자체별 재생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국가 

R&D사업은 테스트베드사업이 시도되는 도입단계로서 관련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정부의 새로운 혁신, 전문가

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시도는 우리에게 큰 시

사점을 준다. 한국과 다른 정부 형태와 역사적 배경을 갖는 

선진국의 지원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지만 지역자력재생을 추동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에 맞

추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하겠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기반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보

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조정하고 있다. 경제적 활황기에 가

능했던 수익성에 기반한 물리적 정비 방식을 넘어 국가차원

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의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근

린재생을 활성화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진체제와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보

다 구체적인 추진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 동안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적으로 지원해온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자율적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2011년 예산운영지침에서 포괄보조사업의 평가 지표들 중 

하나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는 등 

주택 몇호 공급 등과 같은 물리적 기준에서 진일보하여 경

제적․사회적 재생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의 문제점을 완벽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산 집행율 

등 관리 편의주의적인 평가기준과 사업별 칸막이로 실제로

는 종합적 재생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지역자력재생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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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보다는 여전히 물리적 정비 사업 위주로 사업이 선

정, 진행되고 있다. 즉, ‘10년 포괄보조금사업 중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의 101개 사업 중 9% 미만의 사업만이 교

육, 소식지 등 비물리적 재생사업을 물리적 정비시업과 병

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중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 재생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한 현실이다. 이처럼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근린재생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지원체계로 현행 포괄보조금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성,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주민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

■ 주1) 1998년 홍콩 행정장관 정책연설, http://www.policyaddress.gov.hk

■ 주2) http://www.hud.gov,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주3) 포괄 지원금 대상지역은 반드시 구체적인 지역개발 계획 및 지원

금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내

용을 계획안에 포함해야 하며, 각 수혜지역별 1,2 혹은 3년의 지원금액

을 기준으로, 70%이상은 반드시 중-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의 지출내역은 반드시 중-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출, 황

폐지역 혹은 슬럼지역의 보호 및 개선, 주민의 건강과 복지상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지역개발 건에 포함되어야한다.  

■ 주4) 2006년 국토해양부「건설교통 R&D 로드맵」에 의거, 국가의 미

래 신성장 동력산업(VC-10 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 분야가 채택되면

서 도시재생사업단이 출범하였다. 상세기획단계를 거쳐 2007년 11월부

터 약 3년 7개월간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녹

색 도시재생 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과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실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 R&D사업은 크게 연구

개발, 검증, 실용화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사업모델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검증단계에서는 

이들을 실제 시험공간․시설물․시스템 등에 시범적용하여 실현가능성 등

이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검증을 통하여 환류된 모델 및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게 된다. 테스트베드사업은 이 중 두 번째 검

증의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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