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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of 

regeneration policy and socioeconomic index. Especially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schemes is considered in socioeconomic index change and major urban regeneration polic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condition. The analysis method are Comparing and analyzing 

socioeconomic condition by 3 sector and 6 indices: population- poplulation growth, birth rate, 

population aging, economy-GDP per person, and urban condition- urbanization rate, housing 

distribution rate. There are many issues regards to some of intensive national urban renewal 

projects such things as fragmented legal organizations, indiscriminate urban areas projects 

and physical approaches to sustainable environment. However, it is required to have changes 

of policies to achiev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roviding 

appropriate residential areas, community developments and active commercial zones as some 

of problem verifies its phys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sections of the society.

Therefore, this research reveals current urban regeneration issues through considering the 

precedents set by the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research, it is possible to draw a 

conclusion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quire a formulation of planning policy, funding 

system, urban governance framework and strategic directions in a socioeconomic situation to 

enrich the life for us all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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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도시재생 정책은 사회경제  환경이나 정치  이슈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개 되

어왔다. 특히 외곽개발에 의한 도심의 쇠퇴에 한 해법으로 등장하면서 도시화율, 인구증

가율의 감소 등 도시공간구조나 주거패턴과 련된 사회경제 지표와 한 연 성을 보

인다.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을 효율 으로 집행하기 해 법제 등 제도기반과 거버 스를 

구축하고 지원체계의 통합 는 재정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후 실  조건  평

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 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련 제도를 지속 으로 정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국토해양부의 정책보고서나 통령 선거 공약 등에 따르면 

신개발을 지양하고 효율 인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여 히 외곽개발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고 도시를 구성하는 경제․문

화․사회  측면에서의 고려는 미약하여, 아 트 심의 획일 이고 물리 인 재개발만이 

부각되어왔다. 난립되어 있는 기구와 부처간 칸막이, 제한된 보조 과 재원조달 방식 역시 

국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해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에서 쇠퇴 도시의 경

쟁력 강화, 지역의 균형 발  등을 해서는 물리․경제․문화․사회를 포 하는 ‘종합  

도시재생’을 실 할 수 있는 제도와 포 인 재원 조달방안, 통합  기구 등 다양한 정책 

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가간, 지역간 도시재생 정책은 고유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등장배경, 사업 유형, 

추진 주체,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경험을 국내에 바로 용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부터 향을 받아왔기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사회경제  지표변화

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 동향을 비교하고 시기별 제도  재원조달 방법, 추진기구 등의 변

화를 고찰함으로써 시기 우리의 사회경제  환경에 필요한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  시

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의 변화와 도시재생정책의 변화

에 한 계를 악하고 우리의 환경에 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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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연구로서 가장 먼  각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도시재생은 도시쇠퇴를 치유하는 종합  집합  활동으로서 쇠퇴는 다시 인구의 감소 

 노령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생산성 둔화, 격한 도시화의 정체, 주택 부족문제의 상

 해소라는 상과 궤를 같이한다(도시재생사업단, 2009)1).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 랑스 그리고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기 해 도시재생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분야인 인구요소, 경제요소, 도시요소

를 축으로 하고 이를 해 3단계 지표 선정 과정을 수행하 다. 먼  국내외 선행연구와 

법례 등을 참고하여 유의미한 지표 목록을 작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쇠퇴를 진단하는 

표 변수를 상 분석과 인과분석으로 추출한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결과2)를 검토하여 지

표를 추출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국제 비교를 한 구득가능성을 기 으

로 최종 지표를 선정하 다. 그 결과 인구요소의 지표

는 인구성장률, 출산율, 65세 고령화율이며 경제요소는 

인당 GDP, 도시요소는 도시화율과 주택보 률로 도출

되었다. 도출된 사회경제지표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각 국가에서는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개하 는지 

비교하 다. 이를 분석하기 해 도시재생 정책을 법

제도, 재정지원시스템, 공공주체의 역할 등 3개 부문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즉, 법체제 측면에서 각종 주

요 공공계획과 법제도, 국가주도형 정책 환의 선언 

등을 분석하고 재정측면에서 지원시스템의 구조변화를 

분석하 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공섹터의 도시

재생 련 주요 주체의 성격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로

써 각 국가별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도시재생정책 방향  도

시재생법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분석

국내 도시재생 정책 방향  제도  정비 방안, 패러다임의 변화, 외국의 도심재생 사례 

분석 등 련 연구는 도시재생사업단과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센터 등 정부출연 연구조직

을 포함한 련 학기   실무진을 통해 200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  

어떤 정책 환이 필요한가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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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역시 재건축․재개발 등 면재개발지구를 심으로 소개되거나 단편 인 해외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본 에서 도시재생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  생활여건 확보를 한 물리 인 측면과 사

회․문화  기능회복을 한 사회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

는 통합 ․종합  재생을 의미한다(Roberts, 2000 ; 오덕성, 2002 ; 이만형, 2006, 임서환, 

2006 ; 오동훈, 2007, 서수정, 2007). 그리고 정책을 실 하는 수단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방식 측면에서는 기존 물리  정비사업의 면 철거형(Clearance and Rebuilding)개별사업

의 추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력재생을 한 연계사업형 도시재생사업을 포함

한다. 한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제도  조직, 재정지원, 사업주체 등을 포

으로 살펴본 연구(양재섭, 2006 ; Frank Friesecke, 2007)는 국가별․도시별로 단편

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총체 인 정책 동향을 이해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오덕성외, 2004 ; 임양빈, 2005 ; 윤정란, 2005). 

범 내 용

도시재생정책  제도 정비방안 제시
염일열(2003), 김혜천(2003), 

정철모,고선하(2002),오재일외(2005), 김호철외(2011)

성장 리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기반연구 김 환외(2001), 백기 외(2002), 황재훈, 박천보 외(2002), 

국내 도심재생 사업에 한 평가와 개선방안 박 규외(2003), 형시  외(2005), 권 환(2006)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
오덕성외(2004), 임양빈(2005), 윤정란(2005), 조승연(2005), 

서수정(2007), 오동훈(2007),  

<표 1> 선행연구

이 듯 많은 선행연구들이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의 시사 을 도출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데 을 두었고 국내 도시재생에 한 평가 연

구는 각종 개별 정비사업이나 지역균형발 사업에 짐 된 반면, 본 연구는 사회경제  변

화에 근거하여 통합 ․종합  에서 도시재생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음

에 차별성을 갖는다.

2. 선진국의 사회․경제지표 비교

사회경제  환경이 국가 정책 수립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해서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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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증가율 추세

구분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일본 6.89 4.55 4.84 5.22 6.45 4.52 3.34 2.19 1.54 1.23 0.67 -0.11 

국 1.14 2.24 3.64 2.36 1.00 0.16 0.42 1.19 1.25 1.54 2.29 2.07 

랑스 3.68 4.94 6.30 3.97 3.66 2.19 2.54 2.56 2.52 1.66 2.96 2.43 

한국 11.96 14.32 12.36 11.51 8.62 7.46 6.57 4.81 4.93 4.07 2.3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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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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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택보 율(%)

재생이 국가  아젠다로 천명되고 기본법이 마련되는 주요 시기를 후하여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  인구증가율 2% 진입 시기는 국 1970년, 2.36%, 

랑스 1980년 2.19%이며 1980년부터 다시 회복 추세인 반면, 일본은 1990년에 2.19%에 진

입하 고, 한국은 2005년에 2.35%에 진입하여 지속 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율은 국과 랑스가 진  미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격한 증가 추세를 보 다. 출산율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지속 으로 격한 하락세를 유지

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에 이미 고령화, 지방 도심쇠퇴에 처하기 해 심시가지활성화

법 등 제도기반 구축을 한 노력을 개해왔는데 한국은 인구 련 통계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한 응방안을 보다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래 <표 3>을 보면 경제요소인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근 한 시기는 일본, 

국, 랑스가 1995년이며 한국은 2005년이다. 경제  변화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약 10년 정도 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도시화가 격하게 둔화되는 시기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랑스는 1975년 0.10%, 국은 1980년, 0.16%, 일본은1980년, 

0.33%로 격하게 둔화되는 반면 한국은 1995년 0.35%로 약 15년 후행하고 있다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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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인당 GDP 변화(10 dollars)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일본 330 532  895 1,300 1,883 2,256 2,555 3,027

국 358 542  840 1,199 1,635 1,977 2,604 3,267 

랑스 366 592  974 1,324 1,775 2,067 2,588 3,064 

한국 775 142  262  463  819 1,282 1,642 2,133 

<표 4> 도시화율 변화율(%)

구분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일본 2.19 2.05 1.90 2.32 1.32 0.94 0.33 0.82 0.48 0.18 0.23 0.26 0.34 

국 -0.07 -0.07 -0.16 -0.18 1.39 1.23 0.16 0.01 0.07 0.08 0.08 0.09 0.10 

랑스 1.03 1.24 1.61 1.15 0.52 0.10 0.10 0.11 0.23 0.22 0.25 0.28 0.30 

한국 2.66 2.55 3.10 4.59 3.31 3.32 2.69 2.59 1.16 0.35 0.29 0.28 0.27 
 

주택보 률이 100% 로 진입한 시기는 일본이 1973년 100.04%이며 한국은 2003년, 

101.2%로 약 30년을 후행하고 있다. 사회경제  지표의 변화 추세를 비교 종합하면 선진

국 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도시화율이 약 10-15년 후행하며 변화의 속도는 상

으로 더 빨라 사회변화에 더욱 빠른 처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도시재생 정책 동향 분석

해외 도시재생 정책은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발 하면서, 최근 지역기반․거

주자 심의 자력재생으로 발 하고 있다. 한 2000년 들어 사회․경제 으로 지속가능

한 재생정책이 두되면서 환경, 문화 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재생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① 정책  계획체제, ② 련 제도  기구, ③ 재원  보조 제도, 

④ 추진주체  업 계 측면에서 해외 선진국의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 다4).  

3.1. 법제도  계획체제

선진국에서는 1970년 를 후하여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의 정책

방향을 환하 으며 최근에는 이에 한 효율 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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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도시구조 개편 등 도시기능회복을 해 ‘도시재생에 임하는 기본방향(2001.5)’, ‘지방재

생을 한 종합  략(2007.11)’ 발표하 으며, 시정 으로 하여  지역 특화 재생 로그

램 추진을 해 ‘도시재생정비계획’, ‘지역재생계획’ 수립토록하고 보조 을 지원하고 있다. 

한 ‘기존도시의 활력 재창출’, ‘구시가지 정비’, ‘주택지원’, ‘수자원의 안 ․안심’등 재생 

목표 실 을 해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 (2010)’을 신설하여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은 신규 외곽 개발 지양, 기존 시가지 재생 추진이라는 국가 장기 략을 채택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 NSAP, 2001)하 으며, 랑스는 751개의 쇠퇴시가지지

역(ZUS)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도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 보를루법(Borloo,2003)을 

제정하 다. 이 법은 모든 랑스인의 삶의 질 개선이 목표이며, 국내 세 감면정책과 유

사법으로 경제 악화, 주택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을 해결하기 한 방책이다. 그리고 

‘지역도시계획(Plan local d'Urbaisme;PLU)’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방정부의 재생 략

을 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9년 4월의 도시 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한임시

조치법 제정을 필두로 물리  주거환경 정비에 국한된 법제도가 신설, 개정되어왔을 뿐 해

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종합  재생 련 법제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2. 련제도  기구 

종합  도시재생을 해서 분산된 도시재생 련 법률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일화하

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여 담조직의 마련하는 등 통일된 정책의 추진체

계를 한 조직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 

심시가지활성화법(1998)을 제정하 다. 기 으로는 총리 직속 4개 본부5)를 통합 으로 

운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를 설립하 고, 범정부 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

다.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 진흥정비공단의 지방 도시재생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재생기

구(UR)을 신설하 으며, 2004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하 다. 

국은 Housing and Regeneration Act(2008)에 근거하여 종합  재생사업 추진을 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 다. 이는 사회  렴 주택의 지원을 해 주택과 이를 공 하는 

지역사회기 의 설립을 목 으로, 그린 페이퍼(Green Paper)에서 명시된 2020년까지 300만

의 새로운 주거를 지원하기 한 것이었다. EP와 HA를 통합한 HCA는 재생 련 집행기

능을 단일화한 비법정 공공기 으로써 연간 £ 5bn의 정부 투자 산으로 임 주택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산 지   지방정부와의 약 등 행정서비스단

일화를 도모하 으며, 커뮤니티 지역기구(CL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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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의 주요 도시재생 조직 변화

지원을 받고 있다(이 은외,2008). 그리

고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 분야 

집 을 해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폐지하고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도입하여 

역보다 더 세분화된 지역별로 민간섹터

가 주도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지

역 재생 추진체제를 정비하 다. 

랑스는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한 

법(SRU,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2000)6)을 통해 도시재생의 

장․단기 계획과 리 사항을 규정하 으며, 도시와 도시재생 로그램에 한 법

(Borloo: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enovation Urbaine, 이

하 보를로법)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  지역 으로 격리된 이민자 집지역 등을 재개

발하여, 사회 , 도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Jean-Francois GUET, 2006, SRU) 이

는 일 성 있는 도시계획, 사회통합을 한 도시재생,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교통정책의 실

의 세 가지를 목 으로 재정된 법으로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  지  창구 일원화를 

한 국가도시재생센터(ANRU: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 2003)를 설립

하 다. 하지만 한국은 재까지도 국가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종합  기구를 설립

하지 않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의 주거환경정비에 한 심

이 증하 지만 주로 민간 부문이나 지방공사·(구)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의해 물리  정

비 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이 듯 한국은 물리  정비에 한해 주도형 는 민간 조합주도

형이라는 양극단의 사업 추진구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3.3. 재원조달  보조  제도 

구도심 쇠퇴가 국가경쟁력, 사회통합과 직결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도 확 되고 

연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도시재생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지역을 잘 알고 있

는 시정 에게 도시재정비 계획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을 확 하고 있다. 도시재

생특별조치법(2002)에 따라 시정 의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에 해 앙정부에서 마치쯔쿠

리교부 (2004)을 교부하도록 규정하 다. 최근에는 마치쯔쿠리 교부 과 지역재생교부 을 

통합한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 ' 신설로 재생 보조  지  창구 단일화(2010)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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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도시개발보조 ․도시재개발보조 ․City Grant 등으로 분산된 재원을 SRB(Single 

Regeneration Budget)로 통합(1994)한 후 지방의 역할 강화를 해 SB(Single Budget)로 

환(2002)하 다. 한 과거 보수당 시기에 심화된 생활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해 

NSNR에서 정부 재정 지원 보조  지  체계를 정비(2010.3)하 다. 기존 NRF(Neighbourhood 

Renewal Fund), NDC(New Deal for Communities) 등도 WNF(Working Neighbourhoods 

Fund)로 통합하여 생활권 재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WNF는 실업률이 높은 쇠퇴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 으로 지역단체에 보다 유동성 있게 지

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갖고, 지역이 자력재생 할 수 있도

록 지역리더와 에이 시에게 실질 인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시사하는 바가 

크다(DCLG, DWP, 2007 ; 2010).

랑스에서는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한 법(SRU)과 보를루법을 통해 도시재생 련 

사업 지원에 한 규정을 신설하 는데, SRU에는 ZAC( 의개발구역)의 확 , 과 세 폐

지, 임 주택건설, 세입자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를루법은 지리 , 사회  소외 지역 

 계층을 상으로 마을경제개발, 신용구제 차, 쇠퇴지역(ZUS) 모니터링, 도시면세지역

(ZFU)을 지정하여 5년(2004~05) 동안 ZFU지역에 300억 유로를 투자하 고, 임 주택 20

만호 공 에 25억 유로(주택연 기 )를 지원하 다. 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해서는 국가도시개발기구(ANRU)가 연간 4억6천5백 유로의 산을 집행하고, 사회임

주택기 에 추가 인 분담 을 만들어 연간 7천유로의 재정을 확보하 다. 이 게 극

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  등 재원을 확보하기 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개하

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최근 균형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균특회계를 특회계로 

변경('09.4)하여 한국형 포 보조를 시도하 다. 그러나 여 히 부처별 사업, 유형별 사업

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진정한 의미의 포 보조지원  체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 은외, 2011).

3.4. 추진 주체  업 계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의 특성상 업체계가 강조됨에 따라 앙정부와 

지방간 력, 공공과 민간 력, 거버 스 구축의 3가지 측면에서 최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사업  지역 착형 

트 쉽이 활성화되고 있다. 표 인 로 국은 앙․지방간 력사업 추진시 각종 교

부 을 우선 지원하는 약제도인 공공서비스 정(LAA, Local Area Agreement)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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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LAA는 앙정부와 역기 단체의 기구간 력  거버 스 체계 구축을 한 

약제도이다. 일본 역시 지역재생제도(2008)에 의해 국 공통기 의 획일  지원을 지양하

면서 앙-지방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방의 자립을 도모하 다. 

둘째, 사회  기업(CB, Community Business)을 통해 민간 공익 활동과 공공 지원을 연

계하여 지역의 근본  자력재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 목 을 해 재화․서비스의 생산․ 매 등 리활동을 수행

하는 지역 기반형 기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의 래스고우에서는 Govan 

Workspace Ltd, 런던 CSCB(Coin Street Community Builder) 등 주민 주도의 사회  기

업을 설립하여 정부 력 계를 구축하 다. 일본 가와사키시 타미구의 '구라스 가와사

키' 비 리법인은 사업 기에 받은 보조 으로 지역기업을 운 하 고 이외에도 사회  

경제를 활용한 다양한 력체가 활동하고 있다.  

셋째, 효율  업체계를 해 지역 기반형 다자간 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방정부간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력을 강화하면서 도시재생을 한 거버 스가 구축되고 있다. 국

은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 민간 등의 업체로 역 도시권에 설치되는 LSP(Local Strategy 

Partnerships)를 통해 WNF(Working Neighborhoods Fun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

본은 분  지원과 단  사업을 연계하기 해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을 설치하고

(2001) 지역재생기본방침을 근거로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  등 재정을 지원하고 도시재생긴

정비지역에서의 민간도시재생사업은 부분 지방정부, 주민, 민간사업자로 구성되는 의

체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반면 한국의 주거지 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재개

발·재건축 사업과 공공이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분되어 진행되어 옴에 따라 

앙과 지방간 업, 공공과 민간간 업 등 다자간 력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3.5. 소결

3장은 각 국가별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도시재생과 련된 법제의 출

, 지원시스템의 정비, 주체별 역할 변화 측면을 살펴보았다. 각국에서 나타나는 정책 변

화의 공통 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을 국가 차원에서의 아젠다로 선언

하고 이를 실 하기 한 법제도를 신설하 다는 이다. 일본은 ‘도시재생에 임하는 기본

방향(2001.5)’을 천명하 고 국은 국가 장기 략 NSAP를 채택(2001)하 으며, 랑스

는 보를루법(Borloo,2003)을 제정하 다. 둘째, 복 는 분 으로 지원되던 기존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효율 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해 일본은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 , 국은 SB, 랑스는 ANRU 등 지원 창구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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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앙의 종합  총  역할과 지방의 지역 착형 트 쉽을 시하면서 일본은 련 성

청을 총  조정 의하는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을 설치하고 지역 블럭별 담당 참사 제

를 도입하 으며 국은 도시재생 련 산 집행기구인 HCA 설립, 지역 트 쉽인 LEP

와 앙․지방간 력사업 추진시 각종 교부 을 우선 지원하는 LAA제도를 도입하 고 

랑스는 효과  거버 스 구축을 해 사업시행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ANRU를 설

립하 다. 결론 으로 일본, 국, 랑스 등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 차

원의 아젠다로 도시재생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한 법제도와 지원체제, 

총  주체를 지속 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면 한국은 선진국과 도시 

쇠퇴 양상과 도시재생 시스템이 다르며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단계는 아직 출발 시 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간 단선  비교는 무의미하다. 다만 선진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법 제

도의 마련, 포  지원체계의 구축, 거버 스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패턴의 변화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

기 해 각 국가에서 시기별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도시재생 정책에 어떻게 반 하여 

왔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경제  환경과 도시재생 정책 변화

4.1. 해외 선진국의 사회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

일본은 80년  이후 도시화율의 상승이 완화되면서 거품 경제, 물리  도시정비의 활황

이 나타났다. 그 이후 90년 에 들어 거품경제가 붕괴되자 물리  정비를 한 개별 사업

의 폐해를 반성함과 동시에 일본의 버블붕괴에 따른 경제 재생을 해 1999년 오부  내

각에 설치된 경제 략회의에서 “일본 경제재생을 해 도시를 재생시켜 토지를 유동화하

는 것이 국가 으로 요한 략  과제”라고 천명하고 제도기반 구축에 들어갔다(도시재

생사업단, 2007). 그리고 2002년 도시재생의 요성을 확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해 '도

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 후 지 도 도시재생 련 제도를 지속 으로 정비하고 있다. 

즉, 1999년 신규 주택 공 이나 택지개발사업보다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 

시가지 정비에 주력하기 해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환하 고, 그 

후 2004년 도시기반정비공단은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 부문을 흡수하여 

2004년 독립행정법인 'UR'로 기능이 환되었다. 재정 지원 체계는 2004년 사업별로 복잡

하게 지 되던 지원 을 마치쯔쿠리교부 으로 부분 통합하 고 2010년에는 마치쯔쿠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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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지역재생교부 을 통합한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 ' 신설로 재생 보조  지  창구

를 단일화하 다. 이는 단편  지원을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창출하기 한 노력으로 해

석된다. 

한편, 국은 1980년 에 인구증가율, 도시화율이 둔화되자 도심의 물리  재개발을 

극 으로 추진하 다. 격한 경제침체가 시작된 90년  이후 블 어정권은 사회 정의, 평

등과 시장의 효율성을 병행하는 소  ‘제3의길(1997)’을 국정철학으로 삼으며 강력한 지역

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로써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종합 ․지역주도형 도

시재생을 한 제도기반으로 RDA Act가 1998년에 구축되었다. 2009년에는 도시재생을 보

다 효율  추진하기 해 EP 와 HC를 통합하여 HCA를 설립하고  RDA를 폐지하 으며  

앙정부 각 부처의 련 산을 WNF(Working Neighbourhoods Fund)로 통합(2010), 지

원사업 로그램 역시 다수의 재생사업을 포함하는 통합 로그램으로 환하고 있다(도시

재생사업단, 2009). 

랑스는 단편 , 개별  정비 사업에 의한 부작용 해소를 해 1995년 국 차원의 개

발  정비를 총 하는 최상 법 LOADT(국토정비 개발방향성에 한법)을 제정하여 주

로 물리  정비와 국토의 사용에 한 방향을 제시하 고(1995) 최근 2000년에는 물리  

<표 5> 최근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정책 변화 특성 

일본 국 랑스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종합  

도시

재생법 

심시가지활성

화법(‘98)

도시재생특별조

치법(‘02)

R e g i o n a l 

Development 

A g e n c y 

Act('98)

Housing and 

Regeneration 

Act('08)

- LOADT(국토

정비 개발법, 

'95)

- ZUS(도시취약

지역)지정

- SRU(도시재생

과 사 회 통 합

법,'00)제정 

- PLU지역재생

략

재정

지원

지역주택교부 마츠 쿠리 교부

('04)

도시주거재생 펀

드('06)

사회자본정비종

합교부 통합

('10)

-시티챌린지 

(CC,'92)

- 통합재생 산

(SRB,'94)

- 커뮤니티뉴딜

기 ( NDC , 

98)

-근린지역 재생

기 (NRF,'00)

- 통합 산(SB, 

'02)

-WNF 통합

('10)

ZAC에 한 재

정지원

ZUS에 한 재

정지원 창구 단

일화('03)

앙

기구

-도시기반정비

공단('99)

-도시재생 원

회설치('99)

도시재생본부

('01)

지역재생본부

(‘03)

도시재생기구

('04)

EP ('94)

RDA('98)

URC('99)

HCA통합('09) EPA(개발에서 

리로)

- ANRU('03)

앙기구

-CLDP지역 원

회



이 은․유해연 : 사회경제  지표 비교를 통한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시기 분석 73

개발에서 더 나아가 종합  재생을 한 제도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해 SRU(도시재생

과사회통합법)을 제정하 다. 이 듯 2000년 기에 랑스는 총  재생 법제를 마련했

으며 다양한 지원체제와 기구들을 보다 효율 으로 운 하기 해 2003년 앙의 도시재

생 담기구로서 ANRU를 설립하여 쇠퇴지역의 효율 인 재생을 한 앙 재정 지원 통

로를 일원화하고자 시도하 다(이 은 외, 2011). 

4.2. 사회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의 국내외 비교

해외 선진국이 주로 인구성장률과 도시화율이 둔화되고 1인당 GDP가 1천만불을 달성하

던 1980년  반부터 90년  반에 국가  아젠다로 도시재생을 천명하고 2000년 기

에 이를 실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격한 도시화로 택지개발 진법(1980), 1기 신도시정책의 시작(1989) 등 주택 공  진이 

제이르이 정책과제로 두되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 도시개발법(2000), 보 자리주택건

설등에 한특별법(2009) 등 그 기조는 계속되었다. 즉, 도시 차원에서 종합  성장 리를 

한 도시재생 정책이 개되었다기 보다는 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한 단편 인 사업법들이 제정되면서 포  도시재생으로 실 할 수 있는 구

체 인 법과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 다.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최근 한국의 정책 변화가 해외 선진국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사회경제  환경 변화 패턴은 속도로 선진국과 유사해지고 있다.   

1980-1985 1995-2000 (단, 한국 2005-2010)

<그림 5> 시기별 ․국가별 사회경제  지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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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의 좌측의 80년  인구성장률, 출산율, 고령화율, 도시화율, 1인당 GDP등의 

국가별 패턴을 비교하면 일본, 국, 랑스에 비해 한국의 패턴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2000년 기와 한국의 2010년 사회경제  지

표를 표기한 우측 그래 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가별 패턴이 모두 매우 유사해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경제  변화 속도가 매우 격하여 80년  이

에는 약 20년을 후행하 지만 2010년  재 한국은 서구의 2000년 반과 매우 유사한 

사회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경 해외 선진국에서 종합  도시재생 

실 을 한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 할 수 있는 기구와 재원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개하 다는 을 상기할 때, 재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도 이러한 정책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사회경제  지표와 도시재생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정책 변천

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첫째, 해외 선

진국은 각 부처 칸막이를 월하는 종합  재생을 실행하기 해 종합  기본법을 제정하

고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담기구를 설립하 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분산되고 단 된 재원

이 장소집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통일되고 단일화된 법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해

외 선진국은 지방정부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민간자 이나 사회  기업의 자  유치도 하

나의 방안으로 상정하 으나, 경제성장이 완화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변하면서 민간 

투자보다는 앙정부의 효율  지원을 시하 다는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 사업

의 연계․집 을 통한 재생사업의 체계  지원과 실질 인 통합 보조  제도 도입이 실

하다. 셋째, 「 앙-지자체- 담기구-민간｣등 주체간 역할분담과 상호 력 인 트 쉽

을 형성하여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이끌어 냈다는 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다

양한 비 리 조직이나 단체가 부족하며 앙, 역, 기  계별 행정 주체간 업도 원활

하지 못한 실이어서 도시재생의 실행 주체인 거버 스 구축이 실화 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선진국 비 한국의 사회경제 지표는 10여년 후행하지만 상 으로 더 빠르게 변화

해왔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제  도시 성장이 이미 안정기에 어들었고 고령화가 심

화되고 있으므로  도시 쇠퇴에 한 능동  응 방안과 사  진단과 처방을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 국회에 계류 인 도시재생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이

를 근거로 범부처 월 주체 조직화와 도시재생 사업 실행 주체인 거버 스의 설립,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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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 국가 는 사례 심의 연구와 달리 선진국의 도시재생 환경을 

나타내는 객  지표와 정책을 통합 으로 분석하여 국내 정책 방향에 시사 을 제공하

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출한 정책과 실행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국내 시사 을 도출하고, 국내 상황에 한 방안을 선별하여 도입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보다 통일감 있는 지표의 축 을 제로 향후 국가별 다양한 지

표 간 연계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도시쇠퇴 원인은 크게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 산업구조  생산성의 변화, 신도시 등 도시개발의 

향으로 구분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개발이나 공공청사의 이  등 공공 주도  공간구

조 변화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도시재생사업단, 2009, 「도시재생정책방향」) 

2) 인구요소는 인구성장률, 노령화지수, 순인구이동률, 독거노인가구비율, 평균교육년도, 1000명당 기

생활수 자수, 1000명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1000명당 병상수, 도시요소는 공가율,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경제요소는 사업체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 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비율, 지가변동률, 1

인당지방세징수액, 재정자립도 등으로 선정

3)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10년 82%로 세계평균 51%에 비해 매우 높고(’10 UN 통계), 도시화율이 

증가하면서 원도심 비 신도시 통근거리는 3.5배, 통근시간은 2배의 효율 공간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4) 한국은 2000년  들어 종합  도시재생을 한 법제정이나 지원체계등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해외 선진국의 최근 정책동향과 일 일 비교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심으로 분석하되 한국의 상황은 각 소 의 말미에서 정책  주소를 기술하 다.

5) 도시재생(’01), 구조개 특별구역추진(’02.) 지역재생(’03), 심시가지활성화(’98)에 련된 4개 본부가 

분산되자 다시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회합이 설립되었다.

6) 사회  혼합을 강조하는 SRU법은 소득층과 혼합을 꺼리는 지자체와 산층의 반 측에 직면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집합주거의 투자자에게 인센티 를 허용하 고, 보를루 법

은 사회취약지역의 재구조화를 목 으로 하고 있다.(이성근, 최민아, 2012)

7)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지속 으로 “도시재생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며 2011년 18  국회에서 “도시

재생활성화 지원에 한특별법”이 발의(11.10), 상정(12.21) 되기에 이르 지만 당시 긴박한 정기국회 

환경상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통과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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