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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ong Kong Government established the role of public sector as the 

social and economic level has changed regarding to the development of city regeneration 

strategies. Throughout the creation of new performing organizations, it facilitated various 

subsidies and its related policies while the residen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highly 

considered. As this importance of integrative regeneration policies is becoming the main 

issue of society,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finds difficulties in getting solutions 

to overcome the lack of specific funding policies and supportive author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reveals to define domestic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Government's Roles and 

the Grant Programs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Hong Kong.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 Hong Kong government established URA under 

the urban regeneration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xpansion of its organization 

for effective practices can be implied into current domestic position but it is important to 

acquire positive advantages of existing institutions which aims to inform current services or 

further developments of policies. Secondly, by taking the consideration of residents and local 

characteristics into serious account, the government's sustainable regeneration will be in 

progress. Thirdly, they need the Government's supporting system to encourag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to Compensation and 

Immigration. Lastly, The organizations need to diverge from the limited guidel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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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new perspectives toward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hich claim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between businesses, substantial strategies and nature of th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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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1909년 국 의회는 주택  도시계획

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을 공표하 고, 이를 통해 슬럼지구를 제거하고, 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 2차 세계  이후에는 다른 국가의 정부들도 도시의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 은 사회 ․경제  재생측면이 포함된 다

양한 수법을 통해 도시재생(Urban Renewal)이 이루어지고 있다.(URA, 2008) 

물리  재생과 더불어 사회․경제․문화  재생을 포 하는 종합  재생을 정책방향으

로 지향하면서 무엇보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 으로 배분하기 해 재정지원 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조직이 폭 조정되고 있다. 특히 앙정부 심의 포 보조 에서 

지역의 자력재생을 한 경제  지원기 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앙정부와 지역 자치단체, 민간기업과 주민 등 주체 간 업체계도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한 종합  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

는 도시재생 련 부서가 신설되었고, 2006년 국토해양부 건설교통 R&D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사업단’을 조직함으로써, 국내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사업화하

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도시재생 담기구, 재정지원제도 

등, 공공의 역할에 해서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 

홍콩의 주요 도심지구((Hong Kong Island, Kowloon, Tsuen Wan District and Kwai 

Tsing District)에는 30년이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9,300동으로, 10년 후에는 약 5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規劃署, 2010) 한 홍콩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공공 임  아

트는 1950년  반부터 지어진 것으로, 1970년  반부터 재개발(Redevelopment)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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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Rehabilitation)을 필요로 했다. 이를 해 홍콩주택청(香港房屋委員 , HA, Hong 

Kong Housing Authority, 1973)과 토지개발공사(土地發展公司, LDC, Land Development 

Corporation,1988)  도시재생기구( 區重建局, URA, Urban Renewal Authority, 2001) 등 

정부 기 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고, 4R 략(4Rs)을 통해 체계 인 재생방향을 제안

하 다. 최근에는 지역특성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진 이며 지속가능한 재생정책

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실 시키기 해 지원주체  공공의 지원제도 역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같은 홍콩 정부의 정책은 국내 도시재생 정책방향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이들의 정책을 공공의 역할과 재정지원제도 측면에서 심도깊게 살

펴 으로써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먼  일반  이해를 돕고자 홍콩의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배경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

보았다. 이어, 정책을 실 하고자 도입된 도시재생 략  련제도를 분석하 고, 도시재

생 활성화를 한 추진주체와 주체별 재정지원체계 역시 살펴보았다. 이들을 통해 홍콩의 

경우 공공지원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음을 알고, 이에 한 국내 시사 을 도출하고자, 

4Rs라고 불리는 4가지 략유형  개량(Rehabilitation)에 한 연구를 보다 심도깊게 하

다. 개량(Rehabilitation)은 쇠퇴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건축주와 지역사회 스스로 

진 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공공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 공공의 재정지원  역할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해 련논문과 주요기 의 연차보고서를 살펴보았으며, 도시재생 정책  패

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기 해서는 홍콩 정부의 도시재생 략(URS)과 법제처(Department 

of Justice), 도시계획부(Planing Department)등의 웹 사이트를 활용하 다. 도시재생 련 

재정지원체계  기구에 하여서는 연차보고서의 실   홍콩 도시재생기구(URA)와 홍

콩주택청(HA)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 다.

<표 1> 연구 내용  차

홍콩의 도시재생정책 방향

 패러다임 변화

⇒

홍콩의 도시재생 

추진주체  지원체계

⇒

개량(Rehabilitation)을 한 

공공의 지원

⇒

결론

 1. 도시재생 정책 추진배경

 2. 도시재생 략  정책변화

 3. 도시재생 제도  계획

 1. 도시재생 주체주체

 2. 지원주체별 재정지원 체계

 1. 개량의 특성

 2. 개량을 한 공공의

   재정지원  역할

결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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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연구에 앞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진행에 도움을 얻고자 첫째, 

국내․외 도시재생 정책, 둘째, 주요 지원체계  재정지원제도, 셋째, 추진주체, 넷째, 해

외 도시재생사례, 끝으로 홍콩의 도시재생 연구로 나 어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첫째, 국내․외 도시재생 정책 련 연구들은 통합 이며, 지속가능하고, 종합 인 재생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양재섭(2006)은 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비교

를 통해 국내 시사 을 도출하 고, 김 환․최정우․오덕성(2003)와 주 수(2008)를 비롯

한 도시재생사업단(2006-2010)의 보고서는 국내 물리  재생의 문제 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로 언 함으로써 향후 국내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해 언 하고 있다. 

둘째, 지원체계  재원조달에 한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재생 산에 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특히 국의 통합재생기 (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나 통합보조

(SB, Single Budget)과 같은 정부의 포 보조 에 한 논의가 많았는데, 양재섭(2007)

은 국의 도시재생정책 동향과 함께 통합보조 의 변화와 제도  기반을 함께 정리함

으로써, 국내 포 보조  도입에 큰 향을 미쳤다. 최막 (2009) 역시 통합보조 과 근

린재생기 에 해 정리함으로써 종합 ․통합 인 도시재생의 실화를 해 보조  

제도 연구의 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단(2007)은 일본의 도시재생이라는 

서를 통해 정책  보조 , 제도  측면을 포 으로 서술한 특징이 있다. 최근 해외

에서는 지역자력 재생을 한 경제  재생지원 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국한된 지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 규․박천보(2003)는 시 특화거리사업을 형시 ․민 정(2005)은 주시 도시재

생사업을 심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주체별 요성과 함께 력방안을 제안하 다. 도

시재생사업단(2007-2010)은 국내 쇠퇴도시의 지역자력재생 지원체계  제도  개선방안

과 총 과제연구보고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지역재생을 한 지원체계를 제안하

다.

셋째, 지역자력재생이 요성이 부각되면서 추진주체 연구의 필요성도 두되고 있는데, 

유학열(2008)은 일본의 지역재생사업의 실태와 문제를 밝혔고, 염철호․차주 ․박인석

(2008)는 일본사례를 심으로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한 지원체제  로그램 지원 네트

워크 구축방안,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 다. 최정민(2008)은 일본의 도

시재생 정책목표에 따른 앙정부의 역할을, 이 은․조승연(2008)의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과 공공기  구조의 역할변화 연구는 본 연구에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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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례연구로서, 박천보․오덕성(2004)과 임양빈(2005)은 독일과 미국의 도시재생정

책을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 으며, 최민아(2008)의 랑스 도시재정비 련제도  사

례연구를 하 다. 한지형(2008)은 랑스 리의 마세나 구역을 심으로 디자인 지침과 

도시재생, 도시개발 체계에 해 연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일본과 국, 미국(김 환, 

2001;임양빈외, 2003;서수정, 2007)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홍콩의 도시재생 련 국내 연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구된 바가 었다. 다만, 

박세훈(2008)은 홍콩의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구(URA)에 한 연구를, 서종균(2011)

은 홍콩의 한 사례인 ‘리퉁 스트리트’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정책 변화 등을 논하고 있어 

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해외사례 연구가 일부 국가에 편 되어 있고, 홍콩에 한 련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홍콩은 국가 특성상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있고, 

특히 ‘개량(Rehabilitation)’ 측면에서는 다양한 재정지원제도가 정립되어 있어, 국내의 노후

화된 건축물의 진  재생에 있어 시사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선행연구

구 분 주 요 내 용

도시재생 

정책방향

양재섭(2006)  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시사 을 도출

김 환 외 (2003)/주 수(2008)

도시재생사업단(2006-10)

국내 물리  재생의 문제 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로 언 , 향후 

국내 도시재생 정책방향

도시재생 

지원체계

재원조달

양재섭(2007) 국의 도시재생정책 동향과 함께 통합보조 의 변화와 제도  기반

최막 (2009) 종합 ․통합 인 도시재생을 한 통합보조 과 근린재생기 정리

도시재생사업단(2007) 해외 도시재생을 비롯한 보조   제도  측면을 포 으로 서술 

박 규 외(2003) 시 특화거리사업을 심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형시  외(2005) 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심으로 주체별 역할과 력방안을 제안

도시재생사업단(2007-10) 국내 쇠퇴도시 심의 지역자력재생 지원체계  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

추진체제

유학열(2008) 일본지역재생사업의 실태와 문제 밝힘, 지역재생을 한 시사

염철호 외(2008) 일본의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한 지원체제, 로그램지원 네트워크 구축

최정민(2008)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목표에 따른 앙정부의 역할

이 은 외(2008)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과 공공기  구조의 역할변화를 연구

도시재생 

사례연구

김 환(2001)/박천보 외(2004)

임양빈(2003-05)/최민아(2008) 

한지형(2008)/서수정(2007)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 분석, 시사  도출

도시재정비 련제도 고찰

독일/미국/ 랑스/유럽 등 

홍콩의

도시재생

박세훈(2008) 홍콩의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구(URA)에 한 연구

서종균(2011) 홍콩의 한 사례인 ‘리퉁 스트리트’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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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의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배경  패러다임의 변화

3.1.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배경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했던 홍콩은 1800년  반부터 인구과 , 열악한 공 보건  

화재의 험에 한 우려로 도시 내 각종 건축물과 토지정비에 한 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하 다. 1946년 제2차 세계  종결 후 홍콩은 다시 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국인

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홍콩에 집 하 다. 1949년 국 륙이 공산화 되자 더욱 많은 자

본가들이 홍콩에 이주하 고, 이에 다양한 도시문제와 주거부족 문제가 등장하 다. 국

령이었던 홍콩은 도시재생 정책 역시 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1), 1960~70년 에

는 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재개발 사업보다 뉴타운 

개발과 공공임 주택 건설에 우선순 를 두었다. 

출처: HKSAR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0),재작성

<그림 1> 홍콩의 인구증가율  

  <표 3> 홍콩의 인구 황

연도 출생 수
(천명당)

인구증가율(%)
(5년간 연평균)

인구수
(백만)

1961 35.0 N/A 3.12

1966 25.3 N/A 3.31

1971 19.7 2.3 3.94

1976 17.7 2.1 4.40

1981 16.8 3.3 5.11

1986 13.0 1.5 5.50

1991 12.0 0.6 5.67

1996  9.9 1.8 6.41

2001  7.2 0.9 6.71

2006  9.6 0.4 6.86

따라서 1974년 홍콩정부는 도시재개발 련 업무를 홍콩주택 회(香港房屋协会, HS, 

Hong Kong Housing Society,1948)에 임하여 민간개발회사와의 력을 통해 도시재개발

의 활성화를 꾀하 으나, 홍콩주택 회(HS)의 재정난과 인력 부족으로 당시 계획 이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취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유의 토지임 제도와 건

축물의 공동소유, 소규모 필지 등의 여건으로 인해 도시재개발을 해 필수 인 토지합필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 다. 결국 1980~90년  당시, 이 같은 여건을 효

과 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는 빈민거주지 철거 등 소극 인 물리  환경개선에만 주

력했고,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은 민간개발회사에 의해 소규모로만 진행되었다. 

1980년  말 홍콩의 장기도시계획  하나인 메트로 랜(Metroplan)이 수립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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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KSAR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0), 재작성

<그림 2> 좌(左):홍콩의 GDP, 우(右):홍콩 GDP의 년도 비 증가율(%)

서 정부는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을 효율 인 재개발을 해 토지개발공사(LDC)를 설립하

고 도시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하 다.(Adams D./E. M. Hastings,2001)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체 으로 부분의 사업자 을 충당해야 했던 토지

개발공사(LDC)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당시 홍콩의 도시재생은 여 히 민간개발회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민간주

도형의 도시재개발은 1990년  말 아시아 역의 경제 기를 맞으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

었다. 따라서 사회․경제․물리  여건 속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도시

재개발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향을 받지 않고 지속 인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기 한 공공의 역할이 으로 요하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 

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자력으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정비하지 못하거나, 경

제  여건상 노후주택을 떠나 안 한 곳으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 노인 세입자를 한 

책마련도 시 했다. 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비해야한다는 에서 국내의 

황과 매우 유사하다.

 출처: HKSAR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0), 재작성 (좌, ) /  통계청 (우)

<그림 3> 좌(左):홍콩의 평균연령, (中): 홍콩의 노령화 증가비율, 우(右):한국의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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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콩 정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재정

비하면서 이에 히 응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담하여 수행할 기

구를 신설하 다. 동시에 공공임 아 트와 노후주택의 소유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정

비할 수 있는 지원제도 등 재정지원 방안을 재정비・통합하 는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 으로 종합 인 도시재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2. 도시재생 략  정책 변화

홍콩의 도시재생(Urban renewal) 략  정책은 시기별로 지원제도와 로그램, 담

기구가 등장‧변화했고, 이로 인해 도시재생의 정책방향도 진 으로 진화하 다.

국의 공산화로 1950년  이후 홍콩의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1954년 소득층을 

한 공공임 주택 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0년  이 당시 지어진 공공임 주택들이 

재건축되었으나, 이는 물리  재생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1959년에는 타이 항 빌리지

(Tai Hang Village 泰亨 )를 해 청사진을 만들었고, 이를 기 으로 단편화되어 있던 지

역을 결합하여, 시장, 학교, 공공용지, 커뮤니티 시설 등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 다. 10년 

후에는 가장 오래된 주거지 샹완(Sheoung Wan, 上環)의 거주환경, 근린서비스, 교통시설 

등을 개선하기 한 법정계획도 만들어졌다. 

1972년 쇠퇴지역의 재개발과 환경개선을 해 정부는 새로운 도시계획방향  정부와 

민간개발업자간의 트 십 등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다. 정부지원에 의한 공공주택재개

발, 도시  환경개선, 포  재개발과 새로운 개발제도 등 10년을 바라보는 주거 로그

램이 등장하게 되고, 1973년에는 홍콩주택청(HA)이 설립되었고, 이는 공공주택재개발 제

도 내에서 ‘유형1’과 ‘유형2’의 사업을 실시, 포  재개발 로그램 등을 시행하 다. 

1974년, 홍콩주택청(HA)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 을 이용하여, 첫 번째 도시개선 로젝

트를 네디타운(Kennedy Town, 尼地城)에 유치하게 된다. 

1970년  후반은 도시재생의  다른 략으로의 환 이 된다. 개별 소유주가 도시재

생 로세스에 참여하게 되고, 몇몇 지역은 포  도시재개발지역(Comprehensive 

Redevelopment Areas)으로 선정되었다. 1976년 도시계획 원회(TPB, Town Planning 

Board)는 도시계획 유지시스템에 따라 법정 경계조닝계획을 차 으로 포  개발지역

(CDAs, Comprehensive Development Area)으로 확장하 고 도시계획 원회는 개별 재개

발 로젝트를 한 종합계획안을 개발자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간의 의견충돌과 개발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1987년 입법 원회는 토지개발공사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도시재생 략과 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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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C, 1998)설립을 한 기반을 만들었다. 이에 도시재생 로그램이 토지개발공사(LDC)

에 포함되게 되었고, 토지회복조례 하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많

은 로젝트가 완공되었으나, 시공 기간의 장기화와 재개발지구 확 로 인한 재정  기,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노후화는 여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1997년 7월 홍콩이 국에 반환된 후 실시된 도시환경 실태조사에서는 홍콩 내 개발면

의 0.3%인 약 76ha가 열악하고 쇠퇴한 환경으로 인해 재생이 필요하며, 이  3만 5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천 4백여 개 동의 건물에 해서는 보다 시 한 책이 당장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홍콩 행정장 연설, 1997) 이에 정부는 쇠퇴한 도시환경

의 개선을 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기 인 에서 지속 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  계획 체계를 수립하 다. 그리고 곧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방해를 받

지 않는 도시재생 문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8년 홍콩의 첫 행정장 (Chief Executive)이었던 퉁치화(Tung Chee Hwa) 역시 정책

연설(Policy Address)을 통해, 홍콩의 낙후된 도시환경이 시 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보다 종합 이고 체계 인 략 수립과 이를 담당할 효율 인 실무기  설립 계획을 발표

하기도 했다.(홍콩 행정장 연설, 1998) 한 1999년 행정장 의 연설에서는 '지속가능한 개

발' 정책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발표를 통해 정부가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 이고 

지속 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한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한 것이다. 

이 연설에 따라 홍콩정부는 도시재생기구조례(URAO, Urban Renewal Authority 

Ordinance)에 의해 2001년 5월, 토지개발공사(LDC)를 체하는 도시재생기구(URA)를 설

립하 고, 같은 해 11월 도시재생 략( 區重建策略, URS, Urban Renewal Strategy)에 의

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계획수립, 분양 업무를 담

하 다. 따라서 1998년 토지개발공사(LDC)에 의해 지정된 25개 로젝트가 도시재생기구

(URA)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사업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여 히 확장됨에 

따라, 도시재생기구(URA)는 포  략 하에 재개발(Redevelopment), 개량(Rehabilitation), 

재활성화(Revitalization), 보존(Preservation)의 4Rs정책을 마련하 다.

2004년 도시재생기구(URA)는 개량을 신청한 건축주에게 건축재료 인센티 와 이율자유

출제도 등을 시행하여 재정지원제도를 구축하 으며, 정책 으로 건축물의 리  유지

를 권장하 다. 2008년에는 37개의 도시재생 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18,000명의 거

주자에게 이익을 주었고, 75,000m2의 커뮤니티 시설  오  스페이스를 제공하 으며, 

500여동의 40,000호 거주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 다. 

2007년, “2030 홍콩 : 계획 비젼  략(Hong Kong: Planning Vision and Strategy)”

이 국토개발 략으로 수립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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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높은 주거환경, 도시경제 경쟁력 제고, 국 본토와의 연계 강화가 목표가 되었다. 

도시재생조례(URAO) section 20에 근거하여, 개발국 장 은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

황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말부터 2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략의 내용을 면 히 재검토하 다. 1988년 이후 도시재생의 주요 사건과 환 을 정

리하고 새로운 사회 ․경제  여건에 합한 략을 수립하고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

는 등 국가차원의 노력을 하 다. 

2010년 5월 도시재생 략(URS) 수정안을 해 진행된 "공공의 과 향후 방향(Public 

Views and Future Direction)"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재생은 새롭게 정비된 건물 자체에서 

생되는 경제 인 수익보다 재생사업이 그 지역 체에 가져다주는 거시 인 경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주민들이 재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 해야 한다고 밝 져있다. 따라서, ‘인간 심 (people-oriented)'이며, ‘주민참여

(public engagement)기회의 확 '와 ‘지역특성(local characteristics)의 보존(preservation)'

을 한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이에 합한 제도를 정립하 다. 

<표 4> 홍콩의 도시재생 주요 환사건

시기 주요내용

1884-1905 - 도시재생(Urban Reneal)을 시도

1954 - 소득층을 한 공공주택 로그램을 시작. 이때 지어진 공공주택은 1970년  재개발(Redevelopment)됨

1959 - 단편화되어 있던 지역을 결합하여, 시장, 학교, 공공용지, 커뮤니티 시설등의 경계를 재설정

1969 - Sheoung Wan의 환경개선을 한 법정계획 마련

1972

- Wan Chai, Yau Ma Tei, Shek Kip Mei, Tai KokTsui, Cheung Sha Wan, Kenny Town등 쇠퇴지역 

  재개발과 환경개선을 해 정부는 새로운 략제안(실패로 돌아감)
- 10년 주거 로그램 지향, 공공주택재개발, 도시개선, 환경개선, 포  재개발과 새로운 개발제도 등

1973
- 홍콩주택청(HA)설립
- 공공주택 재개발제도 내에서 사업을 하며, 확장된 재개발 로그램과 포  재개발 로그램 시행

1974 - 첫 번째 도시개선 로젝트를 Kennedy Town에 유치(정부로부터 출  받음)

1976-1980
- 도시재생의  다른 략으로의 환, 개별소유주를 도시재생 로세스에 참여, 
  일부지역은 포  도시 재개발지역(Comprehensive Redevelopment Areas)으로 선정

1987

- 입법 원회는 도시재생(Urban Renewal)과 토지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기 해 토지개발공사조례를 통과시킴
- 개별 개발업자를 포함한 벤쳐 트 쉽과의 업을 통해 도시재생 로그램이 토지개발공사(LDC)에 포함됨
  : 정부에 의해 지원된 100million HKD (융자기 을 통해)
- 토지개발공사(LDC)하의 수많은 로젝트들이 완공. (그러나 기간 장기소요, 재정  기 등 문제  부각)

1995
- 계획, 환경  토지국이 공공자문신문을 발간
- 입법 원회와 지역 원회, 도시계획 원회(TPB)와 함께 자문된 내용에 따라 문 인 기

1997
- HKSAR 장 은 도시재생의 빠른 진행을 도모. 
- 토지개발공사(LDC)에 의해 2월, 25개의 도시재생 로젝트가 선언. 이는 후에 도시재생기구(URA)에 계승

2000 - 도시재생기구조례(URSO)는 2001년 5월 1일 LDC를 체하는 도시재생기구(URA)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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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시기 주요내용

2001
- 도시재생 략에 의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시재생을 활성화
- 도시재생기구(URA)는 포  략하에 재개발, 개량, 재활성화, 보존의 4R정책

2004 - 개량을 자진한 건축주에게 재료인센티 와 이율자유 출 등을 시행

2008

- 37개의 도시재생 로젝트, 18,000거주자의 이익, 75,000m
2
의 커뮤니티 시설  오  스페이스 제공

- 500동의 40,000호 소유자의 재활성화 실행, 도시재생기구(URA)는 보   재활성화 로젝트 시작
 . 20개의 하우스
- 정부는 2년을 리뷰하고 도시재생 략을 3가지 단계로 재편성

2009

- 정부가 Blue House Cluste의 재활성화를 해 Stone Nullah Lane, Wan Chai의 사  공간 재활용을 선언
- 도시재생기구 원회가 미래의 도시재생 발의의 용가능성을 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한 이해정책 추진
- 도시재생기구(URA)는 주요 재활성화계획을 해 $100 million활용을 선언, 지원강화 정책 발표
- 융 원회(입법 원회 내)가 유지보수지원(OBB)제도를 한 정부지원  $1 billion 이상을 승인

2010
- 도시재생 략(URS)의 운 원회가 공공의 응답을 한 ‘공공의 과 향후 방향’ 신문발간
- URS 리뷰3단계 구축, 워크샵, 문가포럼,미  등 공공의 활동으로부터 도출한 "Consensus Building"개시
- 융 원회(입법 원회 내)가 유지보수지원(OBB)제도를 한 정부지원  $500 million 이상을 승인

출처 : Urban Renewal:The Past 20 Years(2008), pp12-24, URA Annual Report(2009-2010), pp.4-9 정리, 요약 

3.3. 도시재생 련 제도  계획

도시재생의 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도 홍콩 정부는 도시재생에만 용할 

수 있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재생사업은 일반 인 개발사업

과 마찬가지로 법정계획(Statutory plan)인 아웃라인조닝계획(OZP, Outline Zoning Plan)2)

출처: Town Planning Board, http://www.info.gov.hk/

<그림 4> 아웃라인조닝계획(OZP)과 개발허가지역(DPA) Plan이 용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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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nfo.gov.hk/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011.2)

<그림 5> 홍콩의 도시계획 체계

와 개발허가지역(DPA, Development Permission Area)의 내용을 수해야 한다. 한 도

시재생기구(URA)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해 상지 규모에 따라 각각 

'개발사업(Development project)'과 '개발계획(Development scheme)'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회(TPB)의 승인이나 주민 공청회 없이 도시재생기

구(URA)가 자체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며, '개발계획'은 도시재생기구(URA)

가 개발계획안(Development Scheme Plan)을 작성, 도시계획 원회(TPB)에 제출하고 도

시계획 원회와 홍콩행정장 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 규모 사업이다. 

한 모든 재생사업의 계획 인 내용은 도시재생 략(U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일

반 인 법정도시계획  련조례, 실행 업무 련 내용은 도시재생기구조례(URAO, Urban 

Renewal Authority Ordinance)의 용을 받고 있다. 

홍콩 정부(Planning and Lands Bureau)는 2001년 도시재생기구(URA) 설립과 함께 홍콩

의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인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계획하는 ‘20년 도시재생 로그램

(20-year Urban Renewal Program)3)’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당시 장

(Planning and Lands Bureau 부문)의 승인 아래 도시재생 략(URS, Urban Renewal 

Strategy)을 수립하 다. 이는 도시재생기구(URA)와 주택 회(HS)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

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법정계획이나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재생

기구(URA)가 시행하는 모든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도시재생 략(URS)의 지

침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목표구역은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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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hapter7.Topic Action Plans, Housing and Urban Rewal Action Plan, 2003, (http://www.pland.gov.hk)

<그림 6> 도시재생 략(URS)에서 지정한 재개발․재건축을 한 9개 목표구역(target area)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부는 홍콩 내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9개의 구보다 작

고 동보다 큰 규모인 목표 구역(Kwun Tong, Ma Tau Kok, Sai Ying Pun, Sham Shui 

Po, Tai Kok Tsui, Tsuen Wan, Wan Chai, Yau Ma Tei, Yau Tong)을 지정하고 이 구

역 내에서 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했다. 도시재생 략(URS)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

께 쇠퇴도시의 문제 , 도시재생기구(URA)의 역할, 도시재개발 목표, 토지매입 방법, 사업

추진, 자 조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략(URS)과는 별개로 

도시재생기구(URA)가 따라야 할 계획  재정 련 가이드라인4)이 포함된 별도문서도 발

행하 으나,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개발 략(TDS, Territorial Development Strategy)이 있는데, 이는 홍콩

의 도시계획  가장 상 에 있는 계획으로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하  법정계획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공 에 한 체 인 틀을 제시하고 하 계획 수

립의 기 가 되고 있다. 한 정부가 지정한 복합개발지역(CDA) 내에 재개발을 시행할 때

는, 반드시 마스터 이아웃 계획(MLP, Master Layout Plan)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토

지이용, 개발시설용도, 도로체계, 경 , 환경  교통 향평가 결과, 배수시설계획 등의 내

용을 도시계획 원회(TP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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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의 도시재생 추진주체  지원체계

4.1. 도시재생 추진주체

도시재생을 주요 추진주체  도시재생기구( 區重建局, URA, Urban Renewal 

Authority, 2001)는 정부기 은 아니지만 공익을 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

을 진행하는 개발주체로, 흡사 국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의 거의 부분의 토지는 정부 소유이며, 개발 등의 목 으로 땅이 필요한 민간

에게는 토지신청제도(Land application system)를 통해 정부가 50년 동안 여해주고 

있다. 혹여 사업 정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땅을 개발을 해서 다시 사들

여야 하는데, 일반 인 토지보상 의를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유주를 알 

수 없을 때나 유산 련 문제  소유권 분쟁이 생길 때, 정부에 요청하여 해당 토지 

 주택을 회수할 수 있다. 이때 도시재생기구(URA)는 개발 상지 주민들에게 자신들

의 주택이 회수될지 여부를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URAO Section 

29, 2010)5) 

정부 고시란에 사업 공시일을 사업시행 시작일로 간주되며, 도시재생기구(URA)나 주택

회(HS)는 사업시행 시작 당일을 기 으로 주민동결조사(Freezing survey)를 실시하여 

입주민 황과 이들의 이주  보상기 을 악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2010년까지 홍

콩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총 19,000명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12,000호의 

신규 주택, 52,000m2의 GCI(Government, Community, Institution)시설, 250,000m2의 상업

시설, 27,000m
2
의 오  스페이스가 제공되었다.(도시재생기구 연차보고서, 2010) 

<표 5> 2001-2010년 도시재생기구(URA)와 주택 회(HS)가 착수한 재생 사업

분  류 도시재생기구(URA) 주택조합(HS) 합 계

토지개발공사(LDC)에서 인수받은 사업* 18 7 25

도시재생기구(URA) 신규사업 16 1 17**

합  계 34 8 42*** 

  * 도시재생기구(URA)설립 당시 토지개발공사(LDC)가 진행 이던 10개 사업 제외 

 ** 재개발 방식 13개 사업, 보존방식 4개 사업   

*** 재 이  2개 사업이 상가  주택 분양/임  완료

출처 : 도시재생기구 연차보고서(2010)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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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2-2010년 도시재생기구(URA) 재정 황 (단 :HKD 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해연도 산 128 57 201 4,936 2,766 536 6,266 1,413 9,663

당해연도:(손실액)/수익 (558) (227) (80) 3,002 1,576 759 2,078 (4,524) 6,863

:(손실액)/수익 (2,719) (2,946) (3,026) (24) 1,552 2,311 4,389 (135) 6,728

총(부채)/자산 (2,719) (946) 974 5,976 9,552 12,311 14,389 9,865 16,728

주식 - 2,000 4,000 6,000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정부로부터 면제받은 
토지할증

- - - (414) (605) - (90) (216) (3,177)

토지할증  면제받기  
당해년도(손실액)/수익

(558) (227) (80) 2,588 971 759 1,988 (4,740) 3,686

토지할증  면제받기  
(손실액)/수익

(2,719) (2,946) (3,026) (438) 533 1,292 3,280 (1,460) 2,226

 

출처 : 홍콩정부(HKSAR)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0)

소득층을 한 임 주택 공 을 목표로 주택법에 의해 1973년 설립된 정부산하 법정

기 인 홍콩주택청(香港房屋委員 , HA, Hong Kong Housing Authority)6)은 도시재생기

구(UR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 상지 내 주민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체주택을 공 하고 있다. 개별 으로 체주택을 구할 수 없는 재개발사

업 상지의 세 이주민은 홍콩주택청(HA)이 제공하는 임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홍

콩주택청(HA)은 자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매년 최  1,000호까지 도시

재생기구(URA)의 재생사업에 필요한 체주택 제공의무가 있으며, 이를 한 지는 다른 

공공임 주택과 같이 정부로부터 무상공  된다. 도시재생기구(URA)는 매년 홍콩주택청

(HA)에 재생사업 체주택의 건설비를 지불하고 있다.(URA연차보고서, 2010) 

<표 7> 홍콩주택청(HA)가 빈민철거 는 도시재생기구(URA)의 재생사업에 제공한 체주택 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택수 254 309 175 378 96 131

입주민수 607 726 390 8,785 1,229 301

출처 : HA연차보고서(2004,2006,2008)참고 / * 매년 3월 31일을 기

이외에도 구(區)의회는 앙 정부와 도시재생기구(URA)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

활한 진행을 구(區) 차원에서 행정 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도시재생기구

(URA)가 도시재생을 시행할 상지를 선정할 때, 구(區)의회는 주민들과 문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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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들로 구성된 구(區)자문 원단(District Advisory Committee)의 자격으로 재생사

업이 필요한 상지를 추천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징과 여건 등에 

한 자문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도시재생기구(URA)에 달한다. 구(區) 

체 으로 범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의회에서 직  재정을 

후원하거나 사업 시행 후 시설물을 리하기도 한다.

한 사회복지지원 (SST, Social Service Team)은 도시재생기구(URA)와 함께 이주할 

주택을 찾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체를 재정착시키는 것이나, 인근지역으

로 지역주민 체를 이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거주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이주할 주택을 찾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지원 (SST)는 이주 정착 이후 6개월 

동안 새로 이주한 곳에서 사회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서비스 제공을 계

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으로의 재정착을 해 소규모 주택건설 등 지원방안도 마

련되고 있다. 2007년에는 재입주를 한 구입의사표시제도(EIPA, Expression of Interest 

in Purchasing Arrangement)가 시범 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자가 소유주의 재정착을 

해 모든 재개발사업에 확  용하기로 했다.  

출처 : 도시재생기구 연차보고서(2010), 도시재생기구(http://www.ura.org.kk), 홍콩주택 회(http://www.hkhs.com/)

<그림 7> U홍콩 도시재생 련 추진주체의 조직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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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재생 재정지원 체계

홍콩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들의 세 (공공재원)이 아닌 상지의 

개발 련 주체들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련된 지원 을 기 이나 기구별로 매년 일정하게 지 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부터 개

량(Rehabilitation)을 해 지원된 건물유지보수지원 (OBB, Operation Building Bright)제

도를 제외하고는 각 도시재생사업마다 별도의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정기 인 보조 이 아닌, 특정 사업에 지원 을 보조하거나, 정부소유의 토지가격( 는 

리미엄)을 면제해 주는 등의 간 인 보조 형태를 띠고 있다.7)  

도시재생기구(URA)의 재정보고서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에 한 언 은 되어 있

지 않고, 건물개량융자(Building Rehabilitation Loan)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아

닌 HSBC은행으로 부터 융자받은 돈이다. 다만, 설립 기에 정부가 주식 형태로 2002/03

부터 2006/07까지 5년동안 HKD100억(약 1조 5천억원)상당을 투자했는데, 이는 장기 으로 

도시재생기구(URA)가 자체 인 사업이 운 이 가능해 질 때까지 사업운 비를 보조하는 

개념이다. 2009년 7월, 도시재생기구(URA)는 HKD 15억(원화 약 2,200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하는 등 정부의 간 인 재정지원과 자체 인 사업운 에 의한 이

윤  투자이익, 채권발행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비를 충당하 다.(도시재생기구 연차보

고서, 2010)

직 인 보조  형태는 아니지만, 정부는 도시재생기구(URA)가 시행한 재생사업 상

지의 토지할증  지불면제, 무이자 출, 세 면제  단계별 주식투자형태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홍콩은 토지가격이 매우 높은 이유로, 토지의 강제회수로 인한 소유주의 반발

이 심하다. 이를 완화하기 해 도시재생기구(URA)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토지매입과정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때 정부가 상환을 면

제해주기로 한 상지의 토지할증 은 총 사업비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

지원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재까지 URA의 14개 상지의 토지할증 (HKD45억)을 면제해주었는데, 

이러한 토지가격 리미엄 상환면제 제도가 없었다면 URA의 총 사업수익은 지 의 

HKD45억에서 HKD22억으로 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공공재정 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난을 타개하기 해 개발이익이 높은 사업만을 선택 으로 하지 않도

록 재원사용에 신 을 기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개발회사들의 극  참여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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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Buildings Department)가 건축물 보수를 명령(건축물 조례, Building Ordinance 

근거)하는 경우, 소방부(Fire Services Department)가 화재 방시설 설치를 명령(화재안

조례Fire Safety Ordinance 근거)하는 경우, 기․기계 지원부(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가 승강기 는 에스컬 이터 수리를 명령(승강기  에스컬 이터 

안  조례, Lifts and Escalators (Safety) Ordinance에 근거)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정된 유지, 보수작업을 마친 뒤 소요 비용을 해당 제도를 주 하는 기 인 건

설부(Buildings Department),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 회(HS)로부터 환  받게 된

다. 결국 홍콩정부는 보조 을 지 하는 재정 인 부분을 담당하고, 도시재생기구(URA)와 

홍콩주택 회(HS)는 소규모의 지원기 과 함께 상 건물 선정, 보조  배분, 기술자문 제

공 등의 실제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표 8> 재정지원제도 지  주체  주요 역할

직 인 재정보조 (재정사업비) 지 주체 주요 역할

정부(건설부)가 지 보조 을 지 하는 재정 인 부분을 담당

도시재생기구(URA)가 자체 으로 지 소규모의 보조  지원과 함께 상 건물 선정, 보조  배

분, 기술자문 제공 등의 실제 재생 업무를 담당홍콩주택조합(HS)이 자체 으로 지

공동으로 지 하는 경우 -

5. ‘개량(Rehabilitation)’을 한 공공의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진  개량(Rehabilitation)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8)과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을 보존(Preservation)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역 자력재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해 공공의 

지원정책  추진 주체의 역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은 상지 특성과 재생 목표에 따라 재개발(Redevelopment), 진

 개량(Rehabilitation), 보존(pReservation), 재활성화(Revitalization)의 '4Rs'로 구분되는

데, 각각에 따른 사업에 하여 공공의 지원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정부의 직 인 재정

보조 은 개량(Rehabilitation)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최근 정책방향 역시 개량에 의한 지역

자력형 재생이 주가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량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

고, 이를 지원하기 한 공공의 역할을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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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홍콩의 도시재생 유형별 특징

구분 재개발 개량 보존 재활성화

정

의

물리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화가 심한 건축물을 철거, 

면재개발방식

노후된 건축물의 수복재개발방

식 정진 , 부분  개량도 포함

역사  가치를 지닌 시설을 재사

용(adaptive reuse)하여 상업 기능

을 부여

도시미화사업(Beutification)건

축물유산보존사업을 통해 상

지 주변 활성화

특

성

-4R  가장 사업수익 높은 방식 

-재개발 수익이 거나  

없는 다른 3가지 R 사업에 

활용

-주로 6~8년 소요, 규모사업

-10년이상 장기 로젝트도 있음

-경제 이며, 정부의 지속가능

한 개발정책에 부합

-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짐

-2003년 시작이후 2010년까지 

총 510여 개 동, 39,700세

-재개발을 통해 얻어진 이익으로 

시설물을 재 그 로 보존

-재활성화(Revitalization) 사업 연

계. 재활성화제도(Revitalization 

Scheme) 용

- 4가지 방식  가장 소규모

-다른 3R방식을 유기 으로 연

결

-토지개발공사(LDC)나 도시재

생 기구(URA)의 기 사업 

방침에 불포함

주

체

-도시재생기구(URA)가 자체

으로 재개발 추진

-민간개발회사와 함께 합작회

사를 설립하여 공동시행하거

나 민간개발회사 자체시행

- 건설부(BD) ,도시재생기구

(URA), 주택 회(HS), 환경부

(DEVE)가 지원

-제도를 각각 자체 으로 시행

-소유주(조합)이 책임. 정비

-도시재생기구(URA)나 주택 회

(HS)가 실질  업무 행

-도시재생기구(URA)가 보존 

는 보수 후 임 , 는 비 리단

체(NPO, NGO등)에 양도

-설문조사와 워크샵, 사회복지 

문가  업

- 2008년 트 십을 통한 역사 

건물재활성화제도(RHBPS)에 따

른 사업(비 리기  주체)

-도시재생기구(URA)주체 하

에 주민 표, 의회의원 등 

트 십

-2009-10 다양한 새로운 연구 

 로그램 시도. 이를 해 

지역 원회  주요 정부부

처(고속도로부,교통부,문화

서비스부 등)와 업

재

정

지

원

-특별한 형태의 보조   융

자  부재.

-다만, URA가 재개발 상지

에 면제항목을 둠   

 : 토지할증  지불면제, 이주

민 체주택 상지 토지할증

 지불면제, 무이자 출, 세

면제, 5년간 총 HKD 100

억 상당의 주식투자 등

-유지보수지원(OBB)기

-재료인센티 제도(MIS)를 통

해 소유주조합(OCs)과 함께 

20이상 건물에 보조 지원

- 건물안 융자제도(BSLS)를 

통해 출 을 지원

-가계곤란보조 제도(HGS)로 

소득층 노인 건축주에게 지

-법 건물진단  법 창호진단 

제도(MBI & MWIS)를 해 

URA가 일부 재정  기술지원

-보존사업후 재구매가 가능하도

록 주택매입보조 (HPA)과 부

수비용 보조 (ICA)지

-운 자 비기 (CWRF)

 : 공공사업시행 는 특별개발사

업을 해 토지취득시 개발부 

지

 : 2010년 기  연 HKD480억  

  HKD 10억(최 HKD100만/건당) 

지원, RHBPS 사업에 사용.

 : HKD1억이 보수 후 건물 내에서 

운 되는 로그램지원비로책정

-특별한 형태의 보조   융

자  부재.

-다만, URA가 재개발 상지

에 면제항목을 둠   

 : 토지할증  지불면제, 이주민 

체주택 상지 토지할증

  지불면제, 무이자 출, 세

면제, 5년간 총 HKD 100억 

상당의 주식투자 등

주

요

사

례

-Langham Place

 (Mong Kok District)

-Kwun Tong Town Center

 (KTTC,Kwun Tong District)

- Sai Yee St.

- Peel St./Graham St.

-Nga Tsin Wai Village

- Staunton St.t/Wing Lee St.

- Lee Tung St./Mcgreagor St.

-Tai Yuen st./Wan Chai 

Road

-Tai Kok Tsui 지역 내 

Chung Sing  Mansion

-OBB제도, 재료인센티 제도, 

건물안 융자제도 등에 따라 

각 지역별 다수의 로젝트 

존재 

-Mallory St./Burrows St. 

- Stone Nullah Lane/Hing Wan 

St. King Sing St./Wan Chai

 (Blue House Cluster) 

- Cantonese Verandah-Style 

Shophouses

- Shanghai St./Argyle St. 

Shophouses

- Prince Edward Road West /

 Yuen Ngai St.Shophouses

- Sheung Wan Project

 (Sheung Wan Fong)

- Street Improvement Scheme 

-Tung Street in Central &  

 Western  District

-Mong Kok 

- Chung On St.

-Tsuen Wan, Tai Kok Tsu

-Sham Shui Po

출처 : 도시재생기구(URA), 연차보고서, 2001~2010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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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량(Rehabilitation)’의 특성

1994년 오래된 건축물의 캐노피 붕괴사고와 2003년 사스(SARS) 발병 이후, 홍콩정부는 

비 생 이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의 생과 보수, 정비에 한 책임을 일

정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하 다.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된 부분을 제거‧보수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까지 총 490

여 개 동의 건축물이 진  개량(Rehabilitation)방식으로 재생되었다.(URA, 2011) 

면재개발 방식이 아니므로 경제 이며, 건축폐기물이 어들고, 상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이주시킬 필요가 없고 건물이 재개발될 때까지 비교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도시재생에서 개량이 차지하는 비 이 차 증가하는 추

세이다. 

 　

출처 : URA(Urban Renewal Authority),http://www.ura.org.hk/usrAtt/500000/Picture2.jpg

<그림 8> 개량(Rehabiltation)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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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낡은 건물을 정부 는 도시재생기구(URA)가 정비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므로, 개량이 필요한 건물은 소유주 는 소유주 조합이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권고

하 다. 일반 으로 노후 건축물의 유지, 보수를 소유주에게 맡길 경우 그 건물이 재개발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건축물이 재개발될 때

까지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여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몇 년 후 재개발이 

될 지역임을 감안하여, 당장 시 한 사안인 '안 '에 련된 부분만 보수 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소유주가 주도 인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러한 개량에 한 지원제도는 건설부(Buildings 

Department),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 회(HS)가 각각의 지원제도를 자체 으로 시

행하고 있다.

5.2. ‘개량(Rehabilitation)’을 한 공공의 재정지원  역할

5.2.1. 건설부(Buildings Department)의 지원

2009년 홍콩 건설부(Buildings Department)는 '일자리 보호(Preserving Jobs)'라는 목표 

아래, 홍콩주택 회(HS), 도시재생기구(UR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물유지보수

지원(OBB)제도를 시행하기로 하 다. 이는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 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건설 련 일자리(약 2만여 개)를 창출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 도를 향상시키

면서 도시경 을 개선하고자 함이었다.(HKHS, 2010)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의 소유주(조합)는 건물유지보수(OBB)사업에 신청

서를 내고, 검사를 거쳐 선정이 되면 자체 으로 건축물을 보수․정비 한 후 미리 정해진 

정산법에 따라 공사비를 돌려받게 된다. 2009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1차 으로 HKD 20

억(약 3,000억원)을 들여 홍콩 내 1,600여개 동의 노후 건물들을 보수․정비하고 원스톱 기

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지원 이 HKD17억과 홍콩주택 회(HS)와 도시재생기구

(URA)가 공동지원원기  HKD 3억(1:1)로. 주된 지원 은 정부로부터 받고, 홍콩주택 회

(HS)와 도시재생기구(URA)는 공동 운 을 구성해 지원 수, 건축물 선정에서부터 기술

자문 제공, 지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실질 인 업무를 담당하 다. 

건물연수 30년 이상 된 주택 는 주택 는 주거복합건축물, 거주가구가 400가구 미만, 

가구 당 평가액(rateable value)이 평균 HKD76,000(약 1,100만원) 이하(도시 지역은 

HKD100,000(약 1,500만원),  정부기 (건설부 등)이 보수, 정비를 명령하여 수리가 필요한 

건물 등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좋은 성과를 보이자 2010년 7월 정부는 H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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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을 추가로 들여 2차 건물유지보수제도(OBB)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80%(최고 HKD 16,000, 약 230만

원)는 재산 는 소득조사(asset or income means test) 없이 해당 건축물 내 각 가구

(unit)별 소유주에게 지 된다. 

한 60세 이상 노인 소유주에게는 최고 HDK 40,000(약 600만원)까지 액 지 되는데 

지 된 지원 은 반드시 공용공간(common areas)의 구조  안 성 향상과 생설비 설치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 보수, 고장난 창문이나 훼손된 벽의 타일 다시 부착, 배수로 정비 

등)에 우선 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에 남은 지원 은 건물의 공용공간의 화재 안

성 증진과 불법 유물 철거, 지붕수리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 소득층과 노인가

구를 고려한 이같은 정책은 국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유주 조합(owners' corporation)은 지원 시, 표자와 공사업체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 리조례(Building Management Ordinance)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진다. 정부

는 소유주 조합의 입찰신청 과정을 돕기 해 정부에 등록된 기술자(Authorised Person)

와 건설업체(Registered General Building Contractors)에 공문을 보내 건물유지보수지원

(OBB)사업에 참가할 의사를 물어본 후, 참가할 의사가 있는 기술자와 업체의 목록을 소유

주 조합에 보내 입찰 신청시 참고하도록 한다. 홍콩주택조합(HS)와 도시재생기구(URA)는 

소유주 조합에 보수공사에 한 기술 인 자문을 제공하기 해서, 자체 인 매뉴얼(유지

보수공정지침)을 발행하고 있다.

건물유지보수지원(OBB)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건축물 소유주 조합이 자발 으

로 신청한 경우(category 1)와, 자체 으로 소유주 조합을 조직할 수 없거나 보수공사를 

<표 10> 건물유지보수지원(OBB)사업의 유형　

구분 유형 1(category 1) 유형 2 (category 2)

건축물 

선  정
- 건축물 소유주조합의 자발  신청

- 건설부,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조합(HS)가 지정

- 건설부가 시의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건물을 검사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조합(HS)와 함께 조직된 

  실행 원회에서 최종 으로 상건축물을 선정

보  수

방  안

- 소유주 조합이 지원 으로 자발

  으로 건물을 보수

- 도시재생기구(URA)와 주택조합

  (HS)가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리, 감독하며 지원 을 배부

- 소유주 조합이 건설부가 권고한 보수공사 련 지시

  사항을 수하지 않을 경우 

  : 건설부가 소유주 조합을 신해 보수공사시행업체를 

   지정. 공사를 진행시킨 뒤 정해진 지원 액을 과한 

   공사 액은 소유주 조합으로부터 받음

선정수 - 총 1,025개 건물이 선정 - 총 903개 건물이 선정

 

출처 : 홍콩주택 회(http://www.hkhs.com/,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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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능력이 없는 건물을 건설부,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 회(HS)이 지정한 경우

(category 2)로 나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원래 HKD10억(약 140억원)을 투자해 1,000여 

개 동을 보수하려 했으나, 수된 신청건수가 상보다 많고 정부에서도 산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확 되었다. 이 제도는 도시재생기구(URA)보다 정부

가 극 으로 지원했다는 에서 다른 재생 방식과 조를 보이고 있다.

9-11 Ying Yeung Street, Ma Tau Kok/Hung Hom는 건설부와 도시재생기구(URA), 

홍콩주택 회(HS)가 공동 주 하는 건물유지보수지원(OBB) 제도를 활용한 표  사례이

다. 정비를 한 총 공사비 HKD23,000(약 345만원) 액을 건물유지보수지원제도(OBB)를 

통해 도시재생기구(URA)와 홍콩주택 회(HS)로부터 지원받아 낡고 쇠퇴한 건물을 소유주

가 직  보수․정비하게 함으로써 본인 소유 건물에 한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하 다. 

한 단순히 보조 만 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에 

한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었다.

건물유지보수(OBB)제도 이외에도 건설부(Buildings Department)는 2001년부터 건물안

출제도(Building Safety Loan Scheme)를 시행하여, 낡은 건물의 안 설비(승강기, 소

방설비, 기설비 등)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고 HKD100만(약 14,670만원)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상으로 리 는 무이자로 출해 주고 있다. 이 보조 을 받은 소유

주는 본인 소유 건물의 안 설비를 검하여 보수․정비하고 최장 6년에 걸쳐서 출 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한다.(HKSAR Buildings Department, 2011)

<표 11> 9-11 Ying Yeung Street, Ma Tau Kok/Hung Hom

구 분 주 요 내 용

OBB실행 과 후

건물 건축년도 1960년

주택 는상가호수 32호

재건축 착공년도 2010.2 공사 완료

주요공사내용

콘크리트 마감공사, 내벽, 외벽 

도장(타일)공사, 배수 이  교

체  보수, 수도  교체  보

수, 화재 방시설 설치, 방화문 

교체  보수, 공용공간 창문 교

체  보수

 

출처 : 도시재생기구 사이트 참조(http://www.ur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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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도시재생기구(URA)의 지원

도시재생기구(URA)는 자체 산으로 재활성화 재료인센티 제도(Building Rehabilitation 

Materials Incentive Scheme, BRMIS), 무이자 출, 재개발 사업비 출제도(Building 

Rehabilitation Loan Scheme, BRLS), 가계곤란 보조  제도(Hardship Grant Scheme, 

HGS), 제3자 보험료 보조 (Third party risks insurance subsidy), 사업 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물 재활성화 재료 인센티  제도(BRMIS, 2003)는 건물연수가 20년 이상 된 단일 

는 복합건축물의 공동소유주조합(Owners Corporation)을 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재개

발 방법, 련제도, 건축물 안 진단, 입찰  리감독, 재개발에 필요한 건축재료 등에 

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재개발 사업비 출제도(BRLS, 2004)는 건축물 소유주가 자발 으로 건물을 개

량(Rehabilitation)하도록 장려하여, 1개 동( 는 실)에 한해서 5년 동안 HKD 100,000(약 

1,500만원)을 무이자로 출해주는 제도로서, 재활성화 재료 인센티  제도(BRMIS)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다.

 하나의 제도인 가계곤란 보조  제도(HGS)는 자체 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한 건물 소유주( 소득층 노인)를 상으로 도시재생기구(URA)가 한 개 동( 는 실)

에 한해서 최고 HKD 10,000 (약 15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홍콩 내 17개 은행은 

도시재생기구(URA)와 약을 맺고 낡은 주택의 재개발 사업비를 보조하기 해서 낮은 

이자로 주택소유주에게 담보 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기구(URA)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입주민

들을 해 자체 인 이주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력으로 체주택을 구할 수 없

는 세입주민에 한해서 주택조합(HA) 는 주택 회(HS)에서 제공하는 공공임 주택, 

는 이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주민들은 가구당 

가족 수와 도시재생기구(URA)가 정한 계산법에 따라 이주수당(ex-gratia removal 

allowance)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 의 반은 이주동의(agreement)를 체결할 때, 나

머지 반은 이주 후 빈 집이 확인된 후 지 된다.

도시재생기구(URA)는 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미달되거나 체주택으로 이

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시혜  보상(ex-gratia)도 지 하고 있다. 주

민동결 조사가 시작되기 부터 해당 상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해당부동산

의 과세평가액(rateable value, RV)의 3배에 해당하는 보상 과 함께 과세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을 지 하고 있다. 보상 과  인센티 의 총 액은 1인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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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D 70,000 (약 1천 만원) 이상,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소 HKD 80,000 (약 1천 2백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9) 

이외에도 상지 내 비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이 에 동의하는 조건 아래, 해당 건

축물의 과세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보조 을 지 받는데, 바로 시혜  보조

(ex-gratia allowance)이다. 주민동결조사가 실시되기 이 부터 입주해 있던 업 세입

자인 경우, 일반 보조 과 함께 그 곳에서 업한 기간에 비례한 업보조 (연간 평가

액(RV)의 10%에 해당, 최고 30년까지 계산)을 함께 받게 된다.(최  HKD 70,000, 최고 

HKD 500,000)

5.2.3. 주택 회(HS)의 지원

주택 회(HS)는 1948년 소득층을 한 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 을 목표로 

설립된 독립 인 비 리(not-for-profit) 기 으로 재까지 다양한 주택 공  제도(Rental 

Estate, Rural Public Housing, Flat-For-Sale, Sandwich Class Housing, Urban 

Improvement, Senior Citizen Residences)를 통해 67,000호의 렴 주택을 공 하 다. 토

지개발공사(LDC)와 도시재생기구(URA)가 설립되기 이 , 홍콩의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했

으며, 1974년 도시개선제도(Urban Improvement Scheme)를 시작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기구(URA)는 4R 략(Strategies)  보존(pReservation)에 있

어 주택 회(HS)가 실질 인 모든 업무를 행하도록 하 으며, 주택 회(HS) 자체 산을 

통해 기존 주민들의 이주  소유주 보상 문제를 해결한 뒤, 정부에 상지를 넘겨주면 정

부는 이 상지에 심이 있는 비 리기 (Non-profit Organisation)을 선정해 보존, 재활

성화  리 업무를 이양하고 있다.

주택 회(HS)는 재 홍콩에서 도시재생기구(URA) 다음으로 도시재생을 활발히 시행

기 으로 재 토지개발공사(LDC)로부터 인계받은 7개 사업(Sham Shui Po지역 5개, 

Shau Kei Wan지역 2개)을 자체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개의 도시재생기구(URA) 신규

사업에도 력하고 있다. 한 자체 산을 사용하여, 20년 이상 된 주택을 상으로 하는 

주택 리노베이션 출제도(HRLS, Home Renovation Loan Scheme), 건물의 공용공간의 

유지보수를 한 건축물유지보수인센티 제도(Building Maintenance Incentive Scheme), 

소유주 조합의 결성과 제3자 험 보험료 지원을 한 건축물 리 인센티 제도(Building 

Management Incentive Scheme) 등을 통해 수복 재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

회(HS)는 2008/09년 정부가 발표한 HKD 10억(약 1,400억원) 규모의 노인 소유주 건물유

지비용 지원  제도((BMGS, Building Maintenance Grant Scheme for Elderly Owne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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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로 선정되어, 60세 이상 소득층 노인들의 낡은 주택에 해 재개발 비용을 최고 

HKD 4,000(약 560천원)까지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 재생사업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시재생기구(URA)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지원 (SST)와 함께 사업 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복지혜택이 필

요한 노인층과 소득층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기구(URA)는 지정

된 9개 재생 목표 구역에 각각 사회복지지원 (SST)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 상지 주민

들을 지원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은 각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

지지원센터나 구세군인 경우가 많으며, 소득층에게 필요한 리  갈등 해결을 상담해 

주고 있다. 주택조합(HS)은 렴주택, 노인주택 공 에 참여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인 도시재생 사회복지지원 을 구성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로 Tai Kok Tsui 지역의 Chung Sing Mansion(1966)을 들 수 있다.

Mong Kok과 Sham Sui Po 사이에 치한 노후주거지로 낙후된 주거 건축물이 집되

어 있으며, 불법 유자들의 층 주택이 산재해 있었다. 비록 확인 가능한 소유주라 할지

라도 다수가 스스로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한 건물 구조나 실 구성

도 재의 건축물 안 기 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량(Rehabilitation)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다. 따라서 2003년 건설부로부터 보수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에 건물의 

소유주 조합이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보조  제도에 지원하고, 도시재생기구(URA)가 지

하는 지원 을 토 로 직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건물을 정비하게 되었다. 당시 이 건물 

내 입주하고 있던 30세 는 정부로부터 건축물 안  출제도(Building Safety Loan 

Scheme)를 통해 출 을 지원받고, 도시재생기구(URA)로부터 빌딩 재활용 재료 인센티

제도(BRMIS)를 통해 보조 을 지 받았다.10) 물론 지원받은 보조 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공사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도나 설비시설의 효율성은 높

아지고, 임 료도 20% 인상되었다. 

결과 으로 소유주들의 건축물 유지․보수에 한 인식이 환되는 등 정 인 효

과를 가져왔다. 한 도시재생기구(URA)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던 Chan Hing 사회 서비스 센터(CHSSC, Chan Hing Social Service 

Centre)와 주택 회(HS)에 의뢰하여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거주민의 자력재생을 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함께 주민의 자구  노력이 요함

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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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홍콩의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른 제도  계획방향, 지원기구 등을 살펴

으로써 종합 인 도시재생을 한 공공의 역할  재정지원제도를 밝히는데 목 이 있었

다.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진 인 도시재생을 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합한 도시재생

략  실천  모법 마련, 도시재생 담기구 설립, 거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공공지원시

스템 확립, 보상  이주에 따른 공공의 역할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한 결론을 보다 구체 으로 정리하면 첫째, 종합  도시재생을 해 사회․경

제  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체  성격의 모법이 필요하다. 홍콩정부는 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한 재생수법을 용하고, 이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략

(URS)를 마련하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4가지 략(4Rs)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 

방침을 제정하 는데, 재개발 방식으로 얻은 개발 이익은 개량, 보존, 재활성화 방식의 사

업에도 사용하여, 장기 인 도시재생 략의 틀 안에서 재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도에 따라 개량-보존(Rehabilitation-Preservation)수법 등 주요한 2가지 이

상의 방식을 결합하여 재생수법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홍콩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 인 시행을 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 도시재

생 담기구(URA)를 설립하 다. 도시재생기구조례(URSO)에 따른 도시재생기구(URA)는 

유 기 인 주택청(HA), 홍콩주택 회(HS) 등과 트 십을 유지하면서 이주민을 한 

체주택을 유기 으로 제공하며, 합리 인 이주 보상  책정과 정부의 한 재를 통

해 사업의 지연도 방지하고 소규모의 재생사업은 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거주자의 극  참여를 수반한 공공의 지원시스템  로그램을 마련하 다.  

속한 고령화와 도심 쇠퇴에도 불구하고 진  개량과 보존 사업에 을 맞추고 있는

데, 이는 거주민 스스로가 건축물을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속 인 재생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다. 사회  재생의 일환인 건물유지보수(OBB)제도는 낙후된  도시환경의 개선과 건설

업종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SST)과 소유주 조합은 지원기구

로부터 문 상담서비스와 커뮤니티 유지 방안을 지원받고 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보상  이주에 하여 정부의 극 인 응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직 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토지  노후주택 매입시 보상기

을 시장가격보다 높이 산정하여, 소유자로 하여  불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해 주민 의체는 물론, 구의회와 도시계획 원회의 의견

을 반양하고 있으며, 체주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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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한국과 정치․경제․사회  배경이 다르므로, 연구를 통한 시사 을 바로 국내

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지원기구별 지원제도에 있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

지 못하고, 사례별 재정지원의 흐름과 주민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도 있

다. 그러나 국내 도시재생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자력재생’으로 변해감에 따라, 홍콩과 같

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생수법이 제안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해서는,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략과 모법, 지원제도는 물론 이를 실행할 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거주민을 

한 다양한 재생 로그램과 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1842년 난징조약 후 홍콩은 국에 할양되었으며, 1860년과 1898년 2차례에 걸친 베이징 조약을 통해 오

늘날의 홍콩의 경계를 완성하 다. 이후 1941년부터 2차 세계  종 까지 일본군에게 잠시 령되었으

나 1997년 국으로 반환되기 까지 국령에 속하 다. 따라서 홍콩의 제도는 체로 국이 통치했을 

때의 정치, 입법, 사법을 유지하 다. 국에 반환되면서는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후에도 정치 제

도는 국 륙과  다르게 유지되고 있다. 

2) 아웃라인조닝계획(OZP)는 홍콩 거의 모든 지역의 토지이용에 한 가장 주요한 내용인 개발 상지의 용

도지역(land use zoning), 개발가능용도  도로체계를 정해놓은 계획이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그린벨트, 오  스페이스, 정부/공공기 /지역커뮤니티를 한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http://www.info.gov.hk/

3) 20년 도시재생 로그램(Urban Renewal Program)에서 정한 재생 목표 : ① URS 6번 항목, ② 2,000여 

개 동의 노후건축물 재개발, ③ 67ha의 쇠퇴한 기성시가지 환경 개선, ④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27,000여 가구의 이주문제 해결, ⑤ 60,000m2 의 오  스페이스 조성, ⑥ 연면  90,000m2의 커뮤니티  

사회복지시설 건립, 7개 학교 건립 

4) 225개 사업의 세부계획, 9개 지정 구역(Action Areas)에 한 개념계획, 보 상건축물 목록, 사업우선

순 , 계획범   재정운  가이드라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개발사업'은 개발국 장 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고 난 후 12개월 내, '개발계획(Development scheme)'의 

경우 TPB가 작성한 계획이 행정장 에 의해 승인을 받은 후 12개월 내에 정부에 회수를 신청해야 한

다.(URAO Section 29)

6) 홍콩 인구 30%가 재 공공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민 임 주택을 감당할 수 없는 

소득층 가족들에게 보조공공임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 을 달성하는 것

을 추구하는 공공주거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2009년 9월까지 711,500 공공임 주택을 2,002,800

명에게 제공하 다.(홍콩의 체 인구  29%에 해당) 홍콩주택청(HA)는 계획, 건설, 리와 함께 임

주택 재산, 임시주거재산, 그리고 transit centre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주거를 지속시키며, 랫형 공장

과 부수  상업시설, 다른 국외시설들도 소유․ 리하고 있다.

7) 정부가 도시재생기구(URA)에게 유일하게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 사례는 홍콩주택 회(HS)와 함께 2년간 

실시한 개량(Rehabilitation)사업의 한 로그램인 건물유지보수(OBB)제도로 2009년 HKD20억, 2010년 추

가로 HKD5억을 지원했다. 홍콩주택청(HA)는 도시재생에 련한 기 을 정부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지는 

않고, 홍콩주택청(HA)의 실무부서인 주택처(Housing Department)에서 홍콩 내 주택 련 실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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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재정을 할당받아 사용하는 형태로, 2011/2012년에는 약 HKD 1억 4천 6백만(KRW 약 200

억)이 책정되어 있다.

8) 2010년 도시재생기구(UR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모든 법  규제를 수할 것. 

에 지의 재이용  재활용, 폐기물 이기 등을 통해 자원을 약할 것. 환경오염과 폐기물, 에 지 사

용을 일 수 있는 재료  기술을 사용할 것. 재개발의  과정(철거  건설공사)에 걸쳐서 환경 피해

를 최소화 할 것.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것.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해 상지 주민, 세입자, 소유주, 정부, 민간개발회사, 문가 등과 력할 것. 시민들에게 재생사

업의 환경 인 목표, 효과 등에 해 극 홍보할 것. 최 한 친환경 인 재료수 하고, 재생사업과 련

된 민간개발회사, 자재공 회사, 건설사 등과 함께 환경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극 인 조를 

구할 것 등이 명기되어 있다.

9) 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재생기구(URA)에서 제공하는 

체주택 제공, 이주비 보조,  인센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에 토지부(Lands Department)

가 토지 환수때 지 하는 보상비의 2배에 해당하는 보상 만 지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상지 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동결조사가 시작되기  2

년 내 는 시작되고 난 후, URA나 HS로부터 이와 동일한 이주 련 보조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자격조건이다.

10) 재 Tai Kok Tsui 지역 체에서는 8개의 BRMIS(Building Rehabilitation Materials Incentive 

Scheme) 사업과 15개의 BRLS(Building Rehabilitation Loan Scheme)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BRMIS(Building Rehabilitation Materials Incentive Scheme)제도가 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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