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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개선방향 연구1)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Rehabilitation of Low-Rise Residential Block

유 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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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limited residential areas and expensive land cost, cities in Korea seem to have a unique formation of high-density

multi-family housing estate.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declined as the number of multi-complex

housings is increased by 13 times larger than previous years resulting monotonous apartment housing types. This phenomenon allows

people to reflect different ways of residential area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mall-unit blocks stands out, thoughtless

reconstruction of residential areas may disturb sustainable infrastructures, economic growth and corporate activities of the city.

Therefore,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diversification of urban housing, especially in compact residential areas, through providing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Happy House in Seoul and Housing for Urban Lifestyle policies. Still, the majority of policies are

focused on a formation of low-income residential areas, but the patterns of residential housing types are not much considered to be

developed due to the lower economical land value.

So, this paper reveals housing pla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examining its trends and prospects to solve current problems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polic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 careful improvement scheme will

be determined to explore related factors and limitations. As a result, to design more sustainable communities, an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to prevent related urban and social housing problems.

……………………………………………………………………………………………………………………………

키워드 : 도시 재생, 저층주거지, 소블록 단위, 집합주거단지, 점진적 재생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Low-rise Housing Residential Block, Multi-family Housing Estates, Progressive Rehabilitation

……………………………………………………………………………………………………………………………

그림1. 주택재고변화율 (통계청, 2011)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저층주거지는 197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

고, 아파트는 13배 이상 증가했다.1) 고층․대형화되고 있

는 아파트 단지의 증가는 획일화된 도시경관을 초래했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빠르게 대

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반성을 일게 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본 연구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World

Planning Schools Congress 2011, Perth’에서 발표된 개인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1) 1990년 주택의 66.8%, 1992년 80%가 아파트로 공급되었으나 IMF

전후로 아파트 건설비중이 50%로 감소하여, 다세대주택 건설비중이

30-40%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 주택의 89%, 2007년 이후

70%이상이 아파트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산업

연구원. 2010)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이후 도시주거의 다양성 확

보와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거점확산형 주

거환경개선사업 및 소필지 단위의 소규모 블록형 주거지

계획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해피하우스 시범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과 세대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

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로의 재개발을 선호함에 따라, 지역의 재개발 시기를 연

기하거나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주거지 계획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 및 종세

분화 정책은 도시전반의 밀도를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유

리하나,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기

초연구로, 향후 개선방향 제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최근 노후주거지 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을 위한 다양한 정비 정책이나 점진적인 소규모 필지

단위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서

수정,2006,2009;신중진,2003;임희지,2005,2009;배웅규,2011)

저층주거지의 필요성과 사업방식 제안은 유사하나, 계획



유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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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관련어 내용 규모(m2)

양윤재
외2

소 단 위
적 응 형
재 개 발

개별 토지 소유주나 소수 토지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점진적 개선을 하는 지역 갱
신형 재개발. 기존도시와 맥락을 보전하며
토지소유자 자력에 의한 개발을 유도

수개 소블록
42,000

서울시
정개발
연구원

블록단위
정 비

시가화된 주거지에서 이미 형성된 가로(街
路)와 가구(街區)를 유지활용하면서 블록
(가구)단위로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

수개 소블록
10,000 ~
105,000

가구단위
주 거 지
정 비

주변지역과 정비구역내 도로 및 토지이용
을 연계,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 주변지
역에 적응하면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단위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주거지 정비

개별필지
소블록

가구단위
주택단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해 기 형성
된 필지 및 가구를 합병하여 수개의 개발
단위로 나누어 일시적으로 개발하거나 점
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개별필지
소블록

서수정
외1

소 필 지
밀 집 형
주 거 지
공간관리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단위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비여건을 개선
다양한 위계의 주거지 공간구조 정비

71,000 ~
310,000

유해연
소블록
단위
집합주거

개별필지가 가로(街路)등으로 인해 구분
없이 수개가 연계. 하나의 소블록 단위 계
획이 선행된 후 점진적으로 소블럭이 연
계되어 도시경관 및 주거지 환경을 개선

개별필지
소블록
3,000~
10,000

표2. 지역자력형 도시재생테스트베드 대상지 현황 2)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창원 마산합포구 / 창동․오동동
(상가), 노산동(주거) 일대

전주 완산구 / 중앙동(상가), 노송
동(주거) 일대

약 55만㎡ (상가지구/약14만㎡, 주
거지구/약15만㎡)

약 173만㎡ (상가지구/약18만㎡,
주거지구/약15만㎡)

상가지구 점포수 : 약 754개소
주거지구 세대수 : 약 1,200세대

상가지구 점포수 : 약 821개소
주거지구 세대수 : 약 585세대

출처 : 이영은, 유해연 외, 국토계획,「도시정보」, 2011. 6

의 규모와 용어의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소블록 단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 스

스로가 점진적인 재생을 도모하도록 돕는 ‘저층주거지 개

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로로 둘러싸인

5~12개의 인접 필지가 하나의 소블록을 이루고, 이들이

다시 연계되어 확장된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1. 소규모 주거지 재생에 관련 용어

2. 저층주거지 재생의 한계 및 필요성

2.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패러다임 변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주로 신시가

지 중심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양적 수요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도심내 기성시가지는 물리적으로 쇠퇴하였고, 이

와 함께 인구와 고용감소, 서비스 투자 감소 등 도시문제

와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쇠퇴 도시의 재활성화를 도시개발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기성시가지 재생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2006년 도시재생사업단3)이 등장한 이후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이 등장했다고 판

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

책과 사업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2) 도시재생사업단은 지역자력형 재생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코

자 4년여간 연구 결과를 집약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사

업(2010.10)을 시작했다. 테스트베드 협약(2011.03)을 체결하고, 창

원․전주의 쇠퇴지역 내 또는 인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약 3년간 진행될 사업이 시작되었다.

3) 국토해양부「건설교통 R&D 로드맵」에 따른 국가 미래신성장 동

력산업(VC-10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분야가 채택되면서 도시재생사

업단이 출범했다. 상세기획단계를 거쳐 2007년 11월부터 도시재생 정

책, 제도, 주거지 재생, 녹색 도시재생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연구를

수행. 이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진행하고 있다.- www.kourc.or.kr

이에 따라 지역 및 장소 기반의 소규모 수복형 재개발

(rehabilitation)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지역 고유의 커뮤

니티를 붕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스스로 활성화를 모색

한다는 개념의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도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2 저층주거지 관리 현황 및 한계

이러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물리

적 대상지는 저층 노후주거지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

미관은 물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공간이며,

도시재생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은 물론 삶(生活)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저층주거지가 지속적으

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개발, 도시정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

요 제도의 입법화 과정은 경제개발 및 도시개발 과정에

서 파생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개되어왔다.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1962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 시행

령을 통해 용도지역을 관리해왔고, 1973년 주택개량촉진

에 관한임시조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이후 1976년 도시

재개발법과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도시

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2010년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

한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와 미비점들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쇠퇴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재생이라는 포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로

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과 관련

제도가 노후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나 역세권의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 특정 사업유형의 집행 근거 기준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주도의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주민의견 반영 시

스템의 부재, 주민조직 및 전문가 그룹이 부재하다는 문

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제도적 한계 외에도 용도지역제와 종세분화 정책에 의

한 강제적으로 규제와 주거지 계획은 적용규모와 방법측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주거지역이 용도와 밀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용도지역제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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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서울시현황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면적(km2) 비율(%)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도시및주거

전용 1종

70

50

500

 50-100 50 100 4.92 0.81
2종 50 100-150 40 120 0.32 0.05

일반
1종 60 100-200 60 150 64.94 10.72
2종 60 150-250 60 200 7층이하 92.47 15.26

12층이하 43.78 7.22
3종 50 200-300 50 250 89.04 14.69

준 주거 70 200-500 60 400 9.61 1.59

그림 2. 강남구 역삼동 용도지역제에
의한 용도구분과 주거지전경

표3. 도시재생관련 현행 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구 분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 법

1970년대 이후 대량 공급
된 노후주택의 체계적 관
리 및 도시정비사업들의
통․폐합(‘03.7.1시행)

- 관련 정비법의 통폐합으로 기성시가지 계획적 관리와
공공지원의 확대와 차등화정책 시도
- 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시환경정비
- 기존 제한적인 정비구역 대상인 불량주택지에서 노후
불량 및 일반 주택지까지 정비구역범위 확대

- 공공부문 지원 없는 명목상 규정으로서 수도권위주로
시행,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도시들이 소외되는 한계
- 사업성 부족으로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이 구역 지정
후에도 사업 추진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주변지역의
공동화(空洞化) 원인으로 작용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기
존 정비사업을 묶어 광역
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
입(‘06.7.1 시행)

- 관련 정비법의 통폐합으로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및 정비구역 범위의 확대 시도
-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 도시정비사업 추진

-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로 구역지정, 경기침체 등 사업
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우 구역해제 또는 조정 희망
-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갈등과
재정지원 안정성 문제 등 야기

도시재정비
및주거환경
정비법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부진과 주민 간 갈등 등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 (‘11.8 입법예고)
-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을 통합, 2011년 이내 정기국회 제출
- 사업추진 지원방안,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 대한 조정 및 정비계획의 체계화를 위한 시책 포함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

중앙·지방간의 균열과 갈
등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제정(‘04.1.16)

-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 광역발전계정을 중심
광역경제권 사업 재정지원
- 시․도 사업간 효율적 연계, 지자체단위에서는 시․군
또는 복수 시․군간 기초생활권계획을 자율적 수립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시․도간 연계․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 마련

- 기초생활권과 도시기본계획 및 군종합계획의 차별성
미비, 지역발전 위원회의 역할 불분명
-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발전계획으로 중앙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부재
- 기재부장관이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주체로 설정
: 특별회계 활용과정에서 위원회의 자율성 저하

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
을 위 한 특
별법

유통업의 전면개방과 대
형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약화된 전통
시장 경쟁력확보(‘06.4.2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
법(‘02)」→「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04)」→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06)」으로 변경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외
상권까지 정비대상

- 시장정비사업은 정비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사업의 기법․절차 활용
: 추진위원회단계부터 구역지정단계까지는 특별법에서
규정,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는 도정법 준용

- 또한, 상권안정을 위한 대체시장, 도시계획 변경에 따
른 관련 부서와의 마찰 등 문제점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을 체계적․효율적
개발함으로써 역세권 개
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과 인접한 도시환경 개선

- 대중교통 및 역세권개발에 대한 체계적 개발 및 역세
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 마련
- 조사 및 각종부담금 감면, 토지상환채권 발행, 선수금
제도 등 국가 지원근거 마련
- 개발에 따른 환수개발이익은 지자체 특별회계 철도계
정으로 귀속

- 지방 중․소도시는 국가정책사업에 의해 역사 등이 건
설되어도 민간자본 유치등 사업비확보 어려움
-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초기 투자 사업비 확보 어려움
-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열외 인정방안 및 역세권 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편입토지등 소유자세금완화방안 필요
- 역세권개발시 철도(지하철 등)의 역(驛)이 주체임에도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등의 참여근거가 미약, 근거마련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개발,
지속적 산업발전을 촉진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사업 포함
- 산업구조변화, 산업시설 노후화,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
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해
당 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 재생사업에 의한 이익을 재생사업지구안의 산업시설용
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

- 현행법(준공허가 전 30만㎡ 이상)과 달리 면적이 작고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산업단지가 다수
- 기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와 사업수립·
승인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연해제를 위한 ‘산업입
지개발법’ 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일
부개정안 발의(2011.07.01)

큰 맹점으로, 저층, 중층,

고층의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 용도 구분을 비롯

해, 용적률을 50%간격으로

저밀, 중밀, 고밀로 구분한

주거지 종세분화 정책 등

현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

여준다. 이는 개발이익을

위해 종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하며, 이에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지역을 생겨나게 하는 등 다양

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표4. 주거지의 종세분화에 의한 밀도 기준 및 용도지역 지정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과 자료참조 (2005, 2008)

2.3 획일화된 저층 집합주거유형

지금까지 저층주거지에 적용될 수 있는 집합주거유형

은 건축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거주환경이나 거주자

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세대공급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국내 저층집합주거는 일제 강점기 일률적인 2열 가구

유형의 블록식 단독 주택지에서 시작된다. 일종의 연립주

택으로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획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이후 1970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증축을 통해 상층 부

분을 다가구 형태로 개조, 원룸형으로 셋방을 두는 등 임

대하였고, 가로변 상가부분은 필지의 85%까지 증축하였

다. 이러한 연립주택 형태는 중산층의 주거유형으로 빌

라, 맨션, 도시형 타운하우스 등으로 불리며 현대까지 이

어지고 있다.

유사형태인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법 제정 이전 이미

단독주택지 내 음성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불법주거지’ 혹

은 ‘불량주거지’로서의 자생적 성장배경을 가지고 저소득

층의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 뿐만

이 아니라 2가구 이상의 임대 거주자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주거지 환경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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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용도별 건축물 종류

1. 단독주택

① 포함

가. 단독 -

나. 다중주택

- 다수가 장기간 거주
- 독립된 주거 형태 불가
(실별 욕실설치가능, 취사시설 불가)

- 연면적 330m2 이하, 3층 이하

다. 다가구주택
- 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19세대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 660m2 이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라. 공관 -

2. 공동주택
①+② 포함

※ 1층 전부를 필
로티구조, 주차장
으로 사용시 필로

티 부분 층수제외

가. 아파트 주택층수 5개 층 이상

나. 연립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 660m2 초과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 4개 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 660m2 이하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①단독주택형태 가정보육/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②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ㆍ기숙사형 주택포함

그림4. 신문화주택
(동아일보1973.10.10)/서울시연립주택(매일경제1976.05.21)

그림3. 구로구 항동 그린빌라(1983) / 파주시 헤르만하우스(2005)

그림5.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 인구성장률 (통계청, 2011)

출처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유

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일고 있다. 총 인구는 감소하

나, 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소형가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2010)과 통계청(2011)에

따르면, 60세 이상 주택수요가 2015-30년까지 전국 연평

균 주택수요 중 2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4.7%씩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주택상품 개발 및

주거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주택수요는 전국 연평균 주택수요 중

22.1%로 0.75%씩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1인 가구 수용

가능한 주거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1인가구

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확대가 요구된다.

3. 공공의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2장에서 밝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필지단위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정책별 특

징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1년부터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82%가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개량실적의 감소, 공동시설 확보 미비, 재

슬럼화, 재개발로의 전환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은 지역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

지만 사업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 세입자

부담이 커서 재정착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

고자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다. 공공이

구역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및 건

축계획 등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설치하고 구역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

점을 개발한다. 이후 주민이 가이드라인과 거점개발을 모

델로 삼아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정비하게 된다.

MP, 코디네이터, 사회적 지원팀, 주민협의회 등이 추진

주체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료, 재정착율

높이는 것이 목적인 이 사업은 현재 12개 시범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재생의 속도가 매우 더디고 규모가 크

다는 것이 단점이다.4)

3.2 해피하우스 시범단지

2009년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초 지자

체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사업과 함께 시범사업지역을 공

모, 실시했다. 서울형 집수리와 같이 소득계층이 한정되

거나 금액이 제한된 구체적 실행대안은 아니지만, 기존주

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으

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과 같은 기존주택에까지

확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

상 등 지역 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공모를 거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2동

(2009.10)과 서울 마포구 성산 1동(2010.2), 대구 서구 평

리 3동(2010.02) 3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순차

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지구들의 대부분이 이미 자체적인 공

4) 3년간 480억(국비 240억, 지방비 240억)원이 지원되는 시범지구는

경북 영주 관사골, 전남 여수 미평, 광주 동구 동명, 경북 상주 낙양, 전

남 순천 금곡, 충남 태안 남문, 광주 남구 양림, 전북 전주 동산, 강원 강

릉 홍제골말, 울산 중구 산전, 경남 진주 강남, 충남 서천 군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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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신문(2009.10.29)

그림6. 해피하우스 추진 체계도

표6. 서울시 소규모 블록형 주거단지 현황

위치(구역지정) 건축계획 배치/조감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1-18번지 일대

(2009.5.21)

3,382.5㎡(구역면적)

아파트2동, 165세대,
10~17층 (평균15.44층)
건폐율 22.0%, 용적률 247.0%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2009.5.28)

11,905.0㎡(구역면적)

아파트6동, 243세대(임대44세대)

10~16층(평균 13.5층)
건폐율 28.71%, 용적률 268.84%
(분양 231.48%, 임대 37.36%)

노원구 상계동
1050-2번지 일대
(2009.07.16)

23,108.0㎡(구역면적)

아파트 9동, 369세대, 9~18층

건폐율 25.11%, 용적률 219.59%

양천구 신월3동
159-192번지 일대

(2009.11.12)

92,546.1㎡(구역면적)

아파트 30동, 1,400세대

(임대240세대)7~13층(평균 9.3층)
건폐율 34.45%, 용적률 207.09%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통과(2010.02.17)

21,164.8㎡(구역면적)

아파트 5동,387세대,
10~15층(평균11.6층)

건폐율 29.21%, 용적률 221.69%

강북구 수유동
472-81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중)

69,181.0㎡(구역면적)

아파트 15동, 785세대, 5층
건폐율 34.63%, 용적률 139.32%

출처 : 서울시 재건축팀 담당자와 인터뷰자료, 재정리(2010.03.12)

표7. 서울시 휴먼타운사업 추진시범지구 현황(2011.04)

구분 위치 규모(m2) 용도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성북구 성북동 300 45,781 1종일반주거지역

강북구 인수동 532-55 43,475 1종일반주거지역

강북구 암사동 102-4 31,042 개발제한구역(취락)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마포구 연남동 23901 94,717 2 일반주거지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43,085 2 일반주거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동작구 흑성동 186-19 27,500 1종일반주거지역

금천구 시흥동 957 52,525 3 일반주거지역

성북구 길음동 1170 28,149 2,3 반주거지역

자료 : 서울시, 2011

동체가 활성화되

어 있으며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어 현실적인 가

능성을 타진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시범단지

의 범위 역시 매

우 넓어 약 3,000

세대의 단독주택

을 하나의 해피하

우스가 지원한다

는 것에 대한 타

당성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서 비용

이 발생하고 주거환경개선자금도 융자하는 방식으로, 활

발한 활용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3.3 소규모 블록형 주거단지

노후주거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단지계획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사업이 시

작되었다. 이 중 소규모 구획정리사업은 부정형의 필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기존의 필지를 구획정리하여 토지이용증진

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을 정비, 개

선하는 종합적인 도시정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거지 고유의 장소성과 커뮤니티를 존중하

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 도시계획도로 등의 정비가 곤란한 밀집상업지의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수 있다.5)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만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3월, 서울시 소규모 블록형 주거지로 구역이 지

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4개이며,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통과하여 고시준비중인 지역 1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개이다. 그런데 2개의 동부터 30개 동까

지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층수도 대부분 5층부터 17층,

대상지 면적 또한 8,400m2~92,500m2까지 매우 광범위하

다. 대지의 형태나 블록을 이루는 주동유형도 다양하여,

중정형의 블록형 주거단지라기보다는 중층 아파트단지로

이해할 수 있다.

3.4 서울시 휴먼타운

해피하우스가 단독주택지의 서비스지원센터라면, 휴먼

타운은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전체의 개선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이다. 2010년 4월, 서울시는 보안․방범 및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

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

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여 보존하는 개념으로 재개발로 인한 저층 주거지의

멸실을 줄이고, 주거유형 다양화를 실현하며, 저층 주거

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무

엇보다 소형저가주택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원주민

의 낮은 재정착률,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공동주택 관련법에는 주택법 95개, 주택법 시행령

119개, 서울시 주택 조례 5개 등이 있으나, 체계적인 저

층주택 관련 지원제도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과 주택

법을 개정하여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단지관리규약을 제안했었다.

5)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 블록형주거지개발을 구 단위로 시행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라기보다, 기존제도를 활용하여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7층 이하 단독주택 필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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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서울 휴먼타운 유형

유형 지역특성 지역 및 방식 규모(m2) 시범지구

유형
1

다 세 대
다 가 구
밀집지역

재개발구역과 묶어 결
합개발방식으로 추진,
기반 및 편익시설 부족
지역, 정비예정구역 해
제지역 등에 지정

100,000
내외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6개소 중 2~3
개소를 주민과 협의
지정, 도시․주거환
경정비기금 활용

유형
2
단독주택
밀집지역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일
단의 단독주택지, 기반
시설 양호 지역, 자가비
율이 높은 지역

50,000
내외

성북동, 인수동, 암
사동 시범 사업지
3개소 선정

출처 : 서울시 구로구, 주택과 자료 재정리(2011.03)

그림8. 도시형생활주택구별 분양현황

구청장

주거환경 
관리사업
계획수립

⇨
주민
대표
회의
구성

⇨

구청장
+

주민대표회의
⇩

협의체 구성

⇨

상호
협의
⇩

사업
완료 후

주거지
관리규약  주민

유지
관리

⇨
주택지

지원관리
조례

그림7. 서울 휴먼타운 사업추진 방법

표10.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법규변화

시기 주요내용

2009.
05.04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2009.
11.05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전용면적기준으로 개선)
- 세대 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2009.
11.11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다세대: 1배→0.25배, 그 외 공동주택 : 1배→0.8배

2010.
04.20

주택법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2010.
04.29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제외

2010.
07.06

주택법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2010.
07.15

주차장 조례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완화기준 적용

2011.
03.30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7.1 시행)

2011.
04.06

주택시행령 제3조 개정
-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에 한해 복합 허용

2011.
07.01

주택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정
- 전용면적 30㎡이상의 원룸형 2개의 공간으로 구획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의 경우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적용
- 단지형다세대/연립150세대이상 어린이놀이터,경로당설치기준적용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이 대상인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인 ‘유형2’로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이 지

역들은 기존 유사사업과 달리 2009년부터 주민 및 전문

가와 행정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

로 하는 공공시설계획 및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그러나 기획안만이 제안된 시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

별성, 거주자 요구와의 부합성 등 논의가 일고 있다. 또

한 서울시 면담결과 시범대상지에 강남구는 예외 지역으

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규모측면에서도 최소 50,000m2이

상으로 소블록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5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2010년 2월 도심내 서민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

응하기위해 소규모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

에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안하게 되었고,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5,939가구로 전달 4,273가구보다 39%나 증

가했다. 또한 7월부터 300세대 미만까지 분양이 가능해짐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역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6)

공동주택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

택 외에도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이 포함된다. 최근까

6) 쌍용건설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288가구, 한라건설은 서초구 양재

동에 ‘한라비발디 스튜디오’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면적 및 단지규모의 완화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및 소형주택의 확산을 위

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표9.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구분 주차장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령 제 3조 1항

단지형
다세대

일반공동주택과
동일(세대당 1
대이상)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건축심의에 따라 1개층 추가 가능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m2이하)

원룸형
주 택

지자체 조례(세
대당 0.2-0.5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30m2이하.
단일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능토록 욕실/부엌설치

기숙사
형주택

지자체 조례(세
대당 0.1-0.3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7-20m2이하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공동사용

출처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2011.5

단지형 다세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완화가 수차

례에 행해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

이 완화 규정과 층수완화를 통한 세대수 확보와 주차장

완화책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를 4층에서 5층으

로,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

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대확보에 중심을 두

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11.05.24)'을 입법 예고하고,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도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필지 간

합필을 위한 지원책은 제시되지 못했고, 0.25H(높은 건축

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라는 열악한 인동간

격, 주차장 부족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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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공공의 새로운 시도

구분 배경 및 목적/내용 사업현황 정비주체 정비방식/형태 적용지역 문제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지개량사업한계극복,
사회적 재정비 성격의
새로운 정비수법, 주민
자력의 주택개량 및
사회적 재생 목표

- 전국 12개지구 시범
지역 지정(2010.12)
- 국가가 3년간 480억
지원
- 3-5층(중저층)가구형
공동주택

- LH/국토해양부 주관
- 국가 및 지자체:기반
시설 정비, 정비계획
수립비용지원
- 주민:필지단위/가구
단위 주택개량참여

- 필지단위+가구단위
- 거점개발/순환정비
- 임시이주(순환임대)
- 합필, 공동개발에
의한 연립주택

- 접도조건 불량, 영세
필지규모가 밀집해서
필지단위 건축이 불
가한 지역과 양호한
구역이 혼재

- 현재 지원제도나 사업
추진체계의 한계
- 공공의 소극적 참여
- 경제 사회적지원책부족

해피하우스

시범단지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
역 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서
비스, 주택개보수 사업
예산 우선배정

- 2009.10. 3개지역,
- 단독 및 다가구주택
70-90%이상

- 국토해양부+대통령
직속 국건위 주관의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
- 시민단체 중심의 마
을만들기 사업추진

- 모니터링
- 기존사업과 연계
및 협의

- 지역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
- 단독, 다가구주택이
높은 비율, 거주계층
다양한 구성, 지역사
회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 무상지원 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일반단독
주택에 확대필요
- 유상 지원에 대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고 주거
복지 향상취지 반영미약

소규모

블록형

주거단지

주택경기침체와 프로
젝트파이낸싱(PF)부실
로 200∼300가구 단위
의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어려움 /
소규모개발을 통해 도
시정비사업의 효율성
고취. 전세난해결 목표

서울시 소규모 블록형
주거지로 구역지정 후
(2010.03)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4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
과하여 고시준비 중인
지역 1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개

- 국토해양부/서울시
- 도심노후단독주택지
30∼100가구의 저층
(5∼7층)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 조합설
립, 관리처분등 행정
절차 생략
- 주민참여 필요

- 기존 필지를 구획정
리하여 토지이용
증진을 도모
-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정비, 개선
- 종합적도시정비사업

- 정비가 곤란한 밀집
상업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적용
- 기존 제도를 활용,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7층 이하 단독
주택 필지중심

-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없이 제도도입시우 기반
시설부족등 난개발 우려
-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
시행사 간 갈등과 알박
기 등 각종 부작용
- 다자간 이해관계 얽힘

서울시

휴먼타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저층 주
거지조성방안 / 고층아
파트위주의 재개발 사
업 변화를 위해 추진

재개발, 재건축 해제구
역 및 뉴타운 내 존치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해제를 통해 다양한
구역검토
- 1차 시범지구 3곳
- 추가지구 100여곳

- 1차 시범지구(3곳)
:서울시 도시계획과
- 2차 시범지구부터
:서울시 주거정비과

- 기존 시범사업지
:서울시도시정비기금
- 추가 시범사업지
:주변 재개발/재건축
단지개발 이익금
일부로 사업시행

- 공공관리제 비용
100% 서울시가 지원

- 단독주택밀집지역
-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 뉴타운존치지역

- 법/제도적 뒷받침 미흠
-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근거필요
- 자금확보방안의 제도화
시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지원의 한계
-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적립금 부재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도심내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소규모주
택 공급확대가 필요

공동주택 범위에 도시
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외에도 단
지형 연립주택과 원룸
형이 포함

- 민간, 공공사업자
- 인접필지 주민간
협의 도출
- 기존 주택건설기준
, 공급절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

- 30세대 이상 : 주택
법에 의한 사업승인
- 30세대 미만 : 건축
법에 의한 건축허가

-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건설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 : 30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주택외용도복합건축

- 소필지 간 합필을 위한
지원책 부재
- 열악한 인동간격
- 주차장 부족
- 실효성 없는 커뮤니티
시설기준

4.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개선방향

앞서 살펴 본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 외에도 공동체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국고지원에 의한 장소단위의 주

거지 정비관련 사업이나, 종합적 시각의 주거지 재생이

아니라는 단점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저

층주거지 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의 계획체계 지

원 및 역할을 밝힘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코자 한다.

4.1. 소블록단위 저층주거지단지 계획체계지원

소규모 필지는 공공재로서 단독주택의 환경정비를 통한

물리적 재생뿐만이 아닌 공유재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

다. 또한 주민의 경제여건, 주택조건 등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하여, 부분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증․개축,

필지단위 정비에 따른 경제적 재생이 동반되어야 하며, 무

엇보다 개별 건축물과 필지・가로・블록・도시의 위계적

공간구조를 유지, 필지단위의 점진적 주거지 정비방안이

유도되어야 한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 사례

규모는 1ha(10,000m2)~31ha(310,000m2)로 광범위하며, 수개

의 소블록이 결합된 형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즉시 활용하기 위해

서 적용범위를 확대했거나, 적용대상지가 노후 불량주거

지역으로 전반적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동일한 종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환경

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기존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소블록 단위 주거지재생 방향’이 제안되어

야 한다. 이는 가로로 둘러싸인 수개의 인접 개별필지가

하나의 소블록 단위로 규정되어 계획되도록 권장하는 것

으로, 점진적으로는 소블록 간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한 계획지

원 절차가 마련되어야하며, 도시관리측면의 ‘용도지역제

도’와 별도의 ‘소블록 단위’의 입지적 특성 및 거주자 만

족도 등 사전조사를 통해 주거지의 향후 활용방향(주거

전용지, 병용 주거지, 임대형 주거지 등)을 결정해야 한

다. 무엇보다 소블록만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을 설정

하고, 이에 따른 기초계획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기초계획안을 통해 주민협의체 및 구 자문 위원회 등

파트너십을 통한 의견조정 후, 권장계획기준 및 구체적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 내에서도 주거지

고유의 생활문화와 지역특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가로와 소통하는 입체적 공공 공간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함께 제안되도록 인적 물적 지원제도가 필요

하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계획뿐만이

아닌 지원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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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OECD 국가 내 지역경제와 근린고용창출 관련 정책

구분 프로그램

노동
시장
참여

독일, 50세이상 노동력을 위한 계획안 (Perspective 50 Plus)

영국, 계획의 실현화정책 (Let's get initiative)

미국, 자영업을 위한 계획안(Micro-enterprise Welfare to Work Initiative)

기술
개발

독일,훈련 체크 프로그램 (Training Cheque Programme)

캐나다, 덱스터 기관 (The Dextor Institute)

미국, 제인 아담스 자원 법인회사

포르투갈, 국제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INOV Contacto)

비즈
니스
생산
개선

미국, 아팔란치안 지역 위원회 기업계획 (Appalanchian Regional
Commission Entrepreneurship Initiative)(tout-court)

미국, 서비스 제공 방안 모델 (No Wrong Door Model)

스웨덴, Vastra Gotaland 지역 협약

아일랜드, 벤처 기업 육성 시설 (Hot-house Business Incubator)

연구와 공업 기술 혁신 계획안 (NITEC -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 -tion Teams in Companies-Initiative)

지식
이전

과학 기술 법인 센터 (K Plus Competence Centers)

대학기관 (University Filial Centre)

지식 교류 계획안( Innovation Voucher Scheme)

산업
개발

포루투갈, 신발 산업 기술 계획안 (FATEC Initiative)

일본, 훗카이도산업 클러스터정책

경제
물리
재생

미국, 메사츄세트 북쪽개발계획안(No.Ma-North Massachusetts Avenue)

네델란드, 로테르담 계획안 (Kensenzones Rotterdam Initiative)

캐나다, 오샤와 도심(Downtown) 재생 프로젝트

출처 : OECD, A Review of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Policy Approaches in OECD Countries, 2008, 정리

4.2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지원

소블록 단위 주거지재생에 있어 가장 큰 맹점은 임대

수익의 상실, 재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부족,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첫째, 거주자와 세입자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거주자를 위한 임차비용 지원과 임대주

택 입주 및 비용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근

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대출, 국민임대주택 마련 등 경제

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원활히 하는 시스템

과 전문가 지원제도는 아직 부족하다. 더불어 소유주를

위한 합필 및 공동건축에 대한 행․재정 지원도 요구된

다. 철거․설계비, 공동시설 정비비 등 융자, 취등록세 등

세금감면방안 보다는 합필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소블록 단위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제도가

요구된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로 정비업체 의존, 재개발사업 추

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 비리 발생, 조합원간의 갈등, 사

업의 장기화로 인한 과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초래

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며, 공공

관리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7)

셋째,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재생 프로

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근린재생기금이

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수리 기법 및 생활환경 지

원프로그램은 물론, 교육 및 문화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7)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

지 진행 관리를 구청장이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

택공사(LH) 등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때 저층주거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거주밀도 및 소규모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입법예고 되었

는데,8) 법안 내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방안이 모색되

는 등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책이 고려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재생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향후 주거지 재생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였다. 따라서 국내 현황 및 패러다임의 변화, 현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 자력형의 소

블록단위 저층주거지 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개선 방향은 소블록단위 주거

지 재생계획체계 마련과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특히 지원방안 측면에서

는 거주자와 세입자를 위한 전문인력 및 공공의 관리 모

니터링 강화, 다양한 근린재생 프로그램 마련, 협의체 구

성 등 지원조직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2장에서 밝힌, 제도적 범주내의 획일화된 주

거유형 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및 커뮤니티 계획측면의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특성과 거주자 만족도를

고려하고, 특히 저소득층 거주자가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및 수익성 세대의 단위세대

계획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원으로 점진적 재생이 가

능하도록 자생력을 키워주고,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는 물론 지자

체와 주민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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