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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ance Government established the role of public sector as the social and economic 

level has changed regarding to the development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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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ing 
systems of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gram in Franc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 governmen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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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new perspectives towards 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ies which claim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between businesses, substantial strategies and nature of th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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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프랑스의 도시재생 사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며 1970년대 중

반부터 사업방식이 다양화 되었다. 그 중 도시재생 

사업(Programme national de rénovation urbaine, 

PNRU)이 2000년 12월, ‘도시 재생과 사회융화에 

관한 법(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번호 : 201217220148)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주저자 : zenism@ssu.ac.kr)

*** 파리 제8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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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Division) 주요 내용 (Contents)

정책
Policy

김도년 외
(Kim, D.Y 

et al,
2001)

아파트 단지재생과 리모델링 정책 을 중심
으로 본 프랑스 도시재생 (A Study on the 
Policy of Regeneration and Remodelling 
for Large Multi-story Housing Estate/Com
plex as Urban Regeneration in France)

봉인식 외
(Bong, I.S 

et al,
2009)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의 주거 수준 비교 
연구 : 프랑스, 독일 소득 현황 및 주택 정
책 내용포함 (Current Housing Level in 
South Korea: A Comparison with Member 
State of E.U)

백정훈 외
(Back ,J.H

et al,
2010)

프랑스 주택 리노베이션 정책의 역사적 변
천에 관한 연구 (Study on Historical 
Development Housing Renovation Policy 
in France)

이영은 외
(Lee, Y.E
et al,
2011)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 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ublic-Priviate Partner -ship 
Development Projects)

사례
연구
Case 
Study

이승희 외
(Lee, S.H

et al,
2005)

공용공간과 복리시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근대 도시 주거의 변천에 관한 
연구 (Transition of Modern Urban 
Housing in France Focused on Common 
Space and Community Facilities)

이길임
(Lee, K.I, 
2010)

초창기 프랑스 사회주거에 나타난 기원적 
특성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in the Initial 
Social Dwelling of France - Based on the 
Experimental Cases of Mid-19th Century 
by Civilian Pioneers )

한지영
(Han, J.Y
,2010)

'독립형 저층집합주거'의 유형과 공간구조
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Types and 
Spatial Structure of 'Habitat 
intermédiaire' Semi- collective Housing - 
Focus on French Housing Cases)

박선옥
(Park,S.O,

2010)

지역주거지의 형태와 구성에 관한 사례연
구-파리 베르시 및 뢰이이 주거지를 중심
으로 (A Case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Form of a Local Residential Area - 
Focused on the Residential Area of Bercy 
and Reuilly in Paris)

표 1. 선행연구 
Table 1. Previous studies

renouvellement urbain, SRU)’에 의해 제정되고, 

2001년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해  '불량 주거 

퇴치 국가 기관(Pôle national de lutte contre 

l'habitat indigne, PNLHI)’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사회주거 단지의 재생을 주로 하는 ‘도

시재생 사업(PRNU)’과 함께 도시재생관리기구

(Agence national pour la rénovation urbaine, 

ANRU)와 주택관리기구(Agence natonale pour 

l'habitat, Anah)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인 ‘노후 주거지 

근린재생 사업(Programme national de 

requalification des quartiers anciens dégradés, 

PNRQAD)’을 통하여 도시전반에 관한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대도시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생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도시재생 관련 법 제정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근린재생 정책 및 지원 지

표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도시재생 사업’과 ‘노후 주거지의 근린재생’을 

중심으로 프랑스 도시재생 정책 및 지원제도, 지표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근린재생 정책 마련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연구에 앞서 프랑스의 도시재생 관련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크게 정책연구, 사례연구, 계

획방향 연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지고 있다. 

정책연구에서는 포괄적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린재생’의 정책 및 변화과정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사례 및 계획 

측면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

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변화과정과 사업의 지원제도 및 지원 지

표, 각 기구들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선

행 연구에서 부족한 ‘도시재생 사업(PRNU)’과 ‘노

후 주거지 근린재생 사업(PNRQAD)’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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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Division) 주요 내용 (Contents)

계획
Design

임창복 외
(Leem,C.B 

et al, 
2000)

유럽의 도시주거지 가구와 주거특성에 관
한 연구 (A Study on the Urban 
Residential Blocks and Buildings in 
Europe) 

장한두 외
(Jang,H.D 

et al, 
2010)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_
단지계획 기법과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egeneration of 
Public Housing Complexes in France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Site 
Planning and Housing Welfare Policies)

이기현
(Lee, K.H,

2006)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한 프랑스 도시주거
에 대한 기초연구 (Basic study on French 
urban housing through the case of the 
Netherlands)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장 조사와 정책담당자 면담 조사 

시 제공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정리하였으

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헌을 연구하였다. 

다만, 프랑스어 번역은 현지상황을 고려하되, 국

내 문헌을 참고하여 가능한 이미 번역된 의미와 크

게 차이가 없도록 번역하였다. 

프랑스 문헌 연구를 통해 재생 사업 정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근린재생 사업의 발

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는데, 지원부분에

서는 재정적 지원과 사회 물리적인 지원 제도, 

주택의 소유 형태별 지원제도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통계자료는 파리시 내의 도시 사회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파리 도시설계 연구원

(Atelier Parisien d'urbanisme, APUR)’에서 발

행한 연간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분석에 있어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회주거의 재생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

생 사업(PNRU)’과 민간주거를 포함하는 ‘노후 주거

지 근린재생 사업(PNRQAD)’은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현지 정책

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관인 주택관리기구(Anah)의 

주거정책 포럼 담당자(Déléguée générale du 

Forum des politiques de l'habitat)와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의 사회정책 담당자(Chargée de 

mission politiques sociales) 및 도시재생 관리기구

(ANRU)에 의해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17구 

담당공무원(Chargé de Développement Local)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과 조

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1) 

II. 프랑스 도시재생사업 배경 및 내용

1. 도입배경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2)(Opération de réno 

-vation urbaine, ORU)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건축 ‧ 

재개발(reconstruction)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거 공급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양적 공급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그로 인해 주변 환경과 단절된 판상형(복도식)

이나 타워형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아파트 단지는 도시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인해 사회‧물리적 환경이 급속히 노후화됨에 따라 

지역전반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관리 소홀과 주민들의 참

여 의식 결여로 빠르게 노후화 되고 e기 의도

와는 달리 중산층의 지역 이탈과 저 소득층과 

빈곤한 이민자의 지역집중으로 인해 사회분리

현상(ségrégation sociale)3)이 일어나게 되었

으며, 실업과 범죄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말 부터는 국가차원의 주택 사업 개념

이 도입되었는데, e기에는 낙후되고 불량한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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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철거(démolition)’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복원(reconstruction))’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이는 점차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집

중,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개선 ․ 개량 (réhabillitation, rénovation)’과 ‘보호 ․ 

보전 (protection, sauvegarde)’의 두 가지 요구조건

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계속되는 도시 공동화와 주택 

공급난으로 도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4)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사업의 양적 증대와 문제 지역의 철거 사업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나 막대한 철거 비용과 재입주 문

제 등이 대두 되었다. 

점차 프랑스 중앙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반복적

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투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로 자연적으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는 달리 한번 노후화된 지역은 또 다시 쇠퇴되며, 

좀 더 궁극적인 재생사업 없이는 한 지역의 재활성

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1970년대를 접어들어, 세계 경제 상황이 변화함

에 따라 새로운 재생사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사업방식의 다양화와 여러 기구와 제도

들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2000년 12월, 

‘도시재생과 사회융화에 관한 법(SRU)’이 제정되면

서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는데, 이 법규는 사회주

거 비율이 20% 이상인 도심에 적용되며, 연대책임

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활동의 활성화, 인구 증

가를 목표로 한다.

2001년 노후 주거지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생

겨난 '불량주거퇴치 국가기관(PNLHI)'을 통해 사업

은 구체화 되었고, 이 기관은 주택부서, 건강부서, 

사회지원 부서, 지자체 담당부서, 이민정책부서, 도

시재생관리기구(ANRU), 주택 관리 기구(Anah), 주

택보조금(CAF), 국립공탁은행(CDC), 사회주택관리

기관 연합회(Union sociale pour l’habitat, USH)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별로 정치․경제․행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며, 사업 주체들 간의 협업을 주선

하고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한 사업방식도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하여 주

택 재건이라는 물리적인 개선 뿐 아니라 다음과 같

은 다양한 재생 사업을 포함한다. 

구분(Division) 주요 내용 (Contents)

생활환경개선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주택 사업, 공공시설 신축 및 개선, 공
공공간 및 녹지공간 개선, 대중교통강
화, 도시안전 및 위생 사업 실시 
(Housing projects, public facilities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public space and green space 
improvements, strengthening public 
transportation, urban safety and 
sanitation projects carried out)

근린생활사업
(Neighborhood

projects)

어린이 노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
한 서비스시설 개발, 사회 통합 프로그
램 지원, 취업 알선 (Development 
servic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facilities, support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job placement)

인접도시 교류 
촉진사업(Adja
-cent cities  &
exchange pro

-motion projects)

인근 도시와 공동참여, 프로젝트구상
(Nearby cities and co-participation 
project envisioned)

표 2. 도시재생사업
Table 2. Urban Regeneration Projects

2. 도시정책의 변화

1970-80년대부터  전후 복구 사업으로 달성된 도

시들에서 사회 경제 도시 문제가 제기 되기 시작하였

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자, 1990년 

도시부(Ministère de la ville)를 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이 제정 되었는

데, 이는 도시부가 담당하는 낙후지역의 재 활성화 

업무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지역 경

제 개발, 범죄 예방, 교육 지역 평등화를 모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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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으로 추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은 ‘민감한 지역

(ZUS)’ 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을 실시하거

나 지역 간의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제

도적 장치가 추가 ‧ 보완 되었고, 지역별로 다양화 ‧ 

특수화 되는 변천 과정을 겪었다. 이처럼 ‘도시정책’

은 주거단지와 인프라 사업과 같이 단순히 물리적 

측면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또한 ‘도시

정책(Politique de la ville)’은 해당 도시들 간의 협

조를 촉진하며, 국가와 지자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식

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1989년 시와 

국가 재생 사업 주체들과의 상호 업무를 촉진하는 

'도시계약'(contrats  de ville)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도시 계약에는 두 가지 형

식의 계약 방식이 있다. 규모 별로 '대규모 도시 프

로젝트' (Grands projets de ville, GPV), 중·소규모

의 '도시 재생사업'(ORU)으로 구분 되며, 이 중에서 

파리시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을 ‘대규모 파리 

도시재생사업(Grand projet de renouvellemnt 

urbain pour Paris, GPRU)’으로 구분한다. 

2006년 도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

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 

계약'(CUCS)으로 이를 대체·발전시킬 예정이다. 명

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존 재생사업에 사회

적인 부문의 재생에 관한 개입이 강조 되고 있으

며, 이는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근본적으로 거주민들

을 위한 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 같은 의미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의 근본

적인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e기 도시재생사업은 전후 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공급과 철거를 통한 재건 사업 등 

물리적 재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다양

한 사업 방식을 통해 건물 위주의 재생사업에서 문

화·교육 교통·경제 활성화 등 사회의 전반적 분야

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과거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사업방식에

서 주민들과 정보 및 대화 의견 수렴, 수요 파악 

설문조사 직접면담 협력 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과

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주민 토론회, 만족도 조사, 현장 관찰, 종합 평

가 등의 정성적 자료를 기e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기
(Period)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 Urban Policy)

1990

-도시부신설(Urban Department Established)
-Michel Delebarre 초대 도시부 장관 임명
(Appointed as the first City Minister for Urban 
Department)

1991
-13개의 하위 부처 신설, GPU 사업 실행 
(Established 13 sub-departments, GPU business 
in effect)

1994

사회임대주택개선기금  마련
(Fonds interministirel à la ville et plans locaux 
d'insertion par l'économie, PLIE, Social rental 
housing improvement fund-raising)

1996 ZUS ZUR ZFU지정 (ZUS ZUR ZFU Appointed)

1999
Politique de la ville (loi Chevèneement), 
Contrats de ville (loi Voynet) 창설
(Urban Policy and Urban Contract Established)

2000 loi SRU, GPV, GPU (Law SRU, GPV, GPU)

2003

loi Borloo 제정(Enactment of law Borllo) 
ANRU 창설（ANRU Established), PNRU 프로그
램이 750 민감지역에 ZUS 년 단위로 실행 
(PNRU program is run by a ZUS basis in 750 
sensitive areas)

2006
Contrat de ville 강화 하기 위해 Acsé, 
CUCS 창설 (To Strengthen Contrat de ville 
Acse and CUCS has been established)

2009
loi Boutin, loi Molle PNRQAD 프로그램 제정
(Program Enactment)

Reference : L'abécédaire des insitiontions, Rénovation urbaine 

Le mieux-vivre ensemble, 2010, p.14 (The ABCs of insitiontions, 

The Urban Renewal better living together, 2010, p.14) 

표 3. 도시정책변천과정
Table 3. Urban Policy Tran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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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La politique de la ville à Paris, APUR, Rapport 2010, p.10 (The policy of the city to Paris, APUR Report 2010, p. 10)

그림 1. 2000-2006년 도시정책사업 범위 (Figure 1. Urban Policy Project from 2000 to 2006 range)

3. 도시정책사업 적용 지역

1958년 생겨난 ‘도시화 우선 지역(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 ZUP)’에는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아파트 단지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택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고 전

국적으로 대량의 사회주거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양

적인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여 대규모 사회주거단지

인 그렁엉성블(Grand ensemble)이라고 불리는 주

변 환경과 단절된 획일적인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건설 되었다.   

따라서 '도시 사업 우선 지역' 중 1996년 제정된 

법규에 의해 ‘민감 도시 지역(ZUS)’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민감 도시 지역'은 사회 경제 도시

적으로 어려움을 심각히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거 낙후 지역이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고용상태

가 불안정한 지역, ‘대규모 사회주거단지’(Grand 

ensemble)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들을 의미한다.  

이 민감 도시 지역(ZUS)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지역 주민수와 실업률, 훗날 잠정적인 실업과 

범죄 문제의 참고자료가 되는 전체 주민에 대한 고

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25세 이하의 지역주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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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시 재활성화 

지역 (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 ZRU)’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된 지역 중 8,500명에서 10,000

명의 주민을 가지는 지역을 ‘도시 변두리 지역 

(Zones franches urbianes, ZFU)’으로 분류한다. 

이 지역(ZUS)으로 분류된 구역들은 기업들의 유

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세금 감면 제도를 거

치게 되며 사회기부금 면제 혜택과 1,500제곱미터 

이하의 상업 시설 설치과정의 단순화 등 각 종 혜

택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민간기업의 유치를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도시 민감 지역을 관찰하는 

기구(Observatoire national des zones urbaines 

sensibles, ONZUS)’를 설립하여 재생사업이 단순히 

통계자료와 주택 건물의 낙후상태, 설립연도 등 정

량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거주활동

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역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기구의 역할은 인터뷰에 있어 매우 강조

되었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연도, 주민들의 수

입정도, 연령 인구 등의 ‘수치적인 자료’와 주택의 

설비시설의 노후 상태와 같은 ‘기술적인 지표’ 그리

고 지역 주민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한 개인들의 

재생 능력 파악 등을 통한 ‘사회적 지표’를 통해 면

밀히 분석한다. 

과거 재생사업의 모순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더

욱 다양하게 주민들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분석과 지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과거의 재생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인 것이다.

III. 노후주거지의 ‘근린재생’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변천 및 특성

도시 재생사업은 시대상황과 사회적인 요구 등의 

변화로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진화하거나 새로운 사

업 방식이 추가 되었다.  또한 프랑스의 재생 사업

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적합한 사업

체의 모색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의 개입이 점점 더 강화 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의 재생사업 변천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주요 근린재생사업을 이해하고자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변천

도시재생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Opérations programmées d'améli 

-oration de l'habitat, OPAH)’은 민간 주택 재생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사업 방법으로 1967년 시

험적으로 시행되었고, 1977년 5개년 계획으로 적용 

되었다. 1982년 법규로 다시 한 번 연장되었고 

1991년 공식적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시-주택 관리 기구(Anah)’가 공동 파트너형

식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

가, 지방 자치단체, 주택 관리 기구(Anah)의 3자가 

협정하여 주민 참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년

에서 5년 단위로 구현되고 있다. 민간주택 위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으

로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며, 현재까지 소규모 개량 

개선 사업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익사업 프로그램(Programmes d'intérêt 

général, PIG)’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OPAH)보다 

더욱 큰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 

‘사회임대주택의 재생 주거 및 사회생활사업 

(Habitat et Vie Sociale, HVS)’은 사회 편입 촉진

과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1977년 실시 한 사

회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이며, ‘건물복원지

역(Périmètre de restauration  immobilière, PRI)

은 1962년 Malraux법에 의해 제정된 사업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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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후된 주거가 집중된 지역,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 공실률이 높은 지역, 주택공급과 수요

가 불균형한 지역을 선정하여 '부동산 수복 사업

(Réstauration immobilère, RI)’을 통한 사업 방식

으로 도시공동화 현상과 투기지역으로의 전락을 방

지하고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량 주거 제거 사업(Résorption de l'habitat 

insalubre, RHI)’은 지나치게 낙후되어 재생사업이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시급한 지역의 낙후 주거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

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압적인 재생사업방

식이다. ‘시가지 대 프로젝트(Grand Projet Urbain, 

GPU)’은 10년에서 15년간을 단위로 하는 계획되며, 

1999년부터 ‘도시 대 프로젝트(GPV)’로 대체된다. 

도시 대 프로젝트 역시 10~15년간 단위로 진행되

었다. 

‘도시 재활 대 계획(GPRU)’은 2002년 3월 11 

개의 사업 구역5)이 파리시 내에 지정되었으며 

2,000,000 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 계획이다. 

파리시와 국가가 함께 파리 외곽지역의 6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생을 주로 하는 

사업인 반면 파리시 내의 계획은 사회주거의 재

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구역 사회 발전 사업(Développemet 

social des quartiers, DSQ)’과 ‘도시 사회 발전사업

(Développement Social Urbain, DSU)’이 있는데, 

1992년 시작한 ‘도시 계약 사업(Contrat de Ville)’ 

이후 민간 임대 주택, 자가 주택, 사회 임대 주택 

주거와 사회생활이라는 민관 연합조직이 1973년 설

립된 이후 1982년까지 구역사회발전사업(DSQ)으로 

진행되었으며 1989년 도시사회발전사업(DSU)으로  

대체되어 더욱 큰 스케일의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규모별로 세분화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 년대 말부터는  아파

트 단지 재생 사업 방식에 외부공간에 대한 투자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과거 철거와 

재건축으로 대표되던 아파트 단지의 재생 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사업 방식은 대규모 아파

트 단지의 외부 공간의 모호함을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외부공간의 위계를 부여하며 주민들이 적극적

으로 외부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단지를 만드

는 방식이다. 이는 철거하는 부문을 최소화하여 사

업의 부담을 줄이며 단지 내 주민 공동 공간이나 

공동으로 가꾸는 정원을 계획하거나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고무하여 도시공간내의 주민들의 

이용과 참여에 중점을 둔다.

2. 도시재생 프로그램(PNRU)

‘도시재생 사업(PNRU)’은 2003년 주택부 장관인 

Jean Louis Borloo가 제정한 도시와 도시 재생에 

관련된 법규인 Borloo 법(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énovation 

urbaine)에 의해 제정된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사

업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차 계획이 현

재 실시중이다. z 10년간 시행된 국가 재생사업으

로서 민감도시지역(ZUS)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공간

의 개선, 공공시설의 개발, 그렁앙성블(Grands 

ensembles)의 재생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에 관련된 철거, 재생, 

신축과 공공시설의 철거, 재생, 신축사업, 경제 상업 

활동 재조정, 그 외에 도시 재생에 관련된 제반 사

업을 담당한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여년 동안 

250,000동의 새로운 사회 주거를 신축하고 400,000

동의 사회 임대 주거에 대한 재생사업과 개조사업

을 계획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사회주거를 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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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시지역(ZUS)에만 적용 되는 사업으로 각 부

처의 업무 협력을 촉진하고, 자금 지원을 간략히 

하며, 사회융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통한 사

회전체의 융합을 꾀하는 도시재생관리기구(ANRU)

의 설립으로 특정 지어진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행 연구
(Previous 
studies)

계약 성립 진행 
단계(Contract 

approved 
process phase)

사업 진행 단계
(Business 

process Phase)

ZUP 지역 중 
사업지역선정
(The business 
area selected 

from ZUP areas)

협력 위원회 조성
(Cooperation 
Committee 

Composition)

재생 사업 추진
(Regeneration 

projects)

문제점 도출
(Problem 

identification) 

협정서 작성
(Draw up 

Agreement)  

자금 지원 및 
추가 자금 지원
(Funding and 

additional 
funding)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구상
(Business 

Initiative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행정위원회
회의_5억 유로 
이상의 사업일 
경우 (Executive 

Committee 
Meeting _ 

Business with € 
500 million or 

more)

사업 진행
(Business in 
Progress)

ANRU와 국가 
지자체 회의
(ANRU and 

national local 
government 
meetings)

사업 인가
(Business 

authorized)

사업 종결
(Business 

terminated)

사업내용을 
사업체와 지원
자들과 교류 
(Exchange 
Business 

information with 
businesses and 

volunteers)

ANRU와 
파트너십 체결

(ANRU 
partnerships) 

Reference : L'abécédaire des insitiontions, Rénovation urbaine 

Le mieux-vivre ensemble, 2010,p.20 (The ABCs of insitiontions, 

The Urban Renewal better living together, 2010, p.20)

표 4. PNRU 사업 진행 단계
Table 4. PNRU Business process Phase

  

Reference : L'abécédaire des insitiontions, Rénovation urbaine 

Lemieuxvivre ensemble, 2010, p.11 (The ABCs of insitiontions, 

Urban Renewal set Lemieuxvivre, 2010, p.11)

그림 2. PNRU 사업 분배
Figure 2. Business distribution

[그림 2]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PNRU)은 사회

주거에 대한 주택 재공급과 정비 사업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통해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노후주거지 근린재생 사업(PNRQAD)

‘노후주거지 근린재생 사업(PNRQAD)’은 2009년 

부터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사회주거 재생

사업을 담당하던 도시재생관리기구(ANRU)와 민간

주거 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기구(Anah)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앞서 살펴본 도시재생 사업(PNRU)이 “사회주거와 

주거지와 관련된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

사업이라면 노후주거지 근린재생 사업(PNRQAD)는 

“민간주거의 재생을 포함”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결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도시 ‧ 주택 담당 장관인 크리스

틴 부땅(Christine Boutin)의 건의로 2009년 5월13

일 PNRQAD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크리스

틴 부땅은 2008년 7월 도시재생관리기구(ANR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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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새로운 재생사업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냄으로써 

좀 더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 의해 

도시재생관리기구(ANRU)와 주택관리기구(Anah)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금조달과 사업 진행을 

공동으로 담당한다. 

PNRQAD 도입배경은 PNRU와 같은 맥락으로, 

‘도시계획 주거 및 건설부(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 

DGUHC)’는 2002년 ‘노후 지역’을 단순히 1945년 

이전에 형성된 곳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개념은 지

나치게 광범위하고 단순히 건물과 오래된 정도만을 

근거로 하며 낙후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

가 되었다. 

도시 사회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리스틴 부땅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 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

는 ’민간주택 낙후지표(Parc privé potentiellement 

indigne, PPPI)’와 공실률을 포함하는 기준을 고려하

도록 한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사회소외 박멸과 주

택문제 해결을 위한 법규(Mobilisation pour le 

logement et de lutte contre l’exclusion,  MOLLE 

법)를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국가계

획으로 제도화 된다. 지역선정은 두 차례에 걸-서 

일차적으로 194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PPPI 지

표를 통해 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150개 지

역을 선정한 후 2009년에 공모전을 통해 25개 사업

지역을 선정, 15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계약체결과 행정적인 연구 등 선행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1년 말부터 도시재생기구(ANRU)와 

주택관리기구(Anah)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

하였으며, PNRQAD 사업을 통해서 사회주거의 재

생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뿐 아니라 민간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

로도 도시재생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시기(period) 제정과정(established process)

2008. 06

ANRU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가 주택부 
Christine Boutin에게 제출됨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Housing's 
Christine Boutin, report written by ANRU)

2009. 03

사회 소외 박멸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법규
인 MOLLE (loi Mobilisation pour le 
Logement et la Lutte contre l'Exclusion) 제정
(Regulations for the eradication of social 
alienation and to resolve the housing 
problem, MOLLE is enacted)

2009. 05
PNRQAD 지역 선정 공모전 (PNRQAD Local 
Selection Competition)

2009. 12 사업 지역 선정 (Project area selected)

2010. 06
ANRU역활을 명시하는 법령 제정 
(Legislation stating the role of ANRU in 
effect)

2010. 07
PNRQAD 사업계약 형태 수립 (PNRQAD 
project contract forms to establish)

2010. 07
협력위원회 설립 premier comité d'engaement 
(Cooperation Committee established)

2010. 10 
Saint-Denis시와 ïle de France를 상대로 계약 
수립  (Contract with Saint-Denis City and ïle 
de France establishing)

Reference : Brouchure, Le PNRQAD, Rénovation des quaritiers 

Anciens (Brouchure, The PNRQAD, Renovation of Old quaritiers)

표 5. PNRQAD 사업 제정 과정
Table 5. PNRQAD business established process

IⅤ. 사업주체 및 주요 관련 기관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존 거주민의 재

입주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등의 제반 문제

로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적 사업이다. 따

라서 국가 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시가 직접 관련 

지역들에 대한 사업구상도와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요구하게 되며 각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대립되기 마련이다. 따라

서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구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가 있는데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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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03년 제정된 Borloo법을 바탕으로 2004년 

창설되었으며 PNRU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구이

다. 지자체와 사회주거 사업자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새로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낙후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이전에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자금조달과 결정권 등

의 복잡했던 과정을 간소화하게 되었고, PNRU 프

로그램을 통해 ZUS지역 중 20여개의 지역을 선정

하여 대규모 재생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둘째, 주택관리기구(Anah)는 1971년 창립된 공

공 기관으로 사회주거를 제외한 민간 주택의 개발

과 개량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과 

민간 주택관리 사업체에 보조금 지원 업무 담당하

는데, 중소규모의 다양한 OPAH 사업을 통한 노하

우 축적하고 있으며, 민간주택 사업자뿐 아니라 개

인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Anah

의 40년간 축척된 주거개선 사업에 대한 지식과 

ANRU의 대규모 사업추진 능력을 통합하여 민간주

거와 사회주거 두 분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PNRQA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회 통합과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s, ANCSEC)가 있는데, 이

는 도시 재생 사업 중 주민 전체에 대한 기회 균등

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업무 담당 소수의 

의견도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수렴하는 기관이다.

주거지 재생 관련 기구 외에도 정비 사업을 담

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도시정비기구(Etablissement 

public d'aménagement, EPA)'와 '상업시설 정비기

구(Etablissement publics d'aménagement et de 

restruction des espaces commerciaux,EPARECA)'

가 있다. 상업시설정비기구(EPARECA)는 1996년 

설립된 공공 기업으로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법에 의해 창립되었다. ZUS 지역에 위치한 상

업 시설을 재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직접적인 

상업경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공공 기관이다. 이 

기구는 시장과 ‘도시 상호 협력 기관(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ale, EPCI)’의 요

구 시에 개입하여 지역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돕는

다. 낙후지역의 상업시설을 재조정함으로써 경제활

동의 개선과 특정  계층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발전한 도시상호

협력기관(EPCI)는 대중교통과 도시정비사업 환경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 도시들을 협동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원기관 이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국립공탁은행(Caisse des Dépôts et des 

Consignations, CDC)’이 있으며, 1989년에 설립된 자

금관리기구로 ‘상업과 수공업 서비스업을 위한 기금

(Fonds d'intervention pour les services, l'artisanat 

et le commerce,  FISAC)’은 상업 공급과 소상인들

을 도와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직업 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3년 이후 현재 명칭을 갖

게 되었으며, 소비문화가 변화 하면서 낙후 지역 뿐 

아니라 일반 구도심에서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유

지 정착하기위한 지원 기금이다. 

국가는 민간자본과 공공 자본이 혼합된 사업체를 

만들어 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이때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혼합경제회사(Société 

économie mixte, SEM)가 사업에 주요 역할을 하

고 있다. 

Ⅴ. 사업지원 정책 및 지원지표

 1. 사업지원 형태

사업의 지원방법은 크게 재정적 지원, 사회적·인

적지원, 재활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재정적 지원측면에서는 1945년 지정된 ‘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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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국가 기금(Caisse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et l'entretien de 

l'habitat rural et urbain)’, ‘주택 개선 기금(Fonds 

Nationale de l'Améloiration de l'Habitat,  FNAH)’, 

‘주택 개선 보조금(Prime à l'amélioration de 

l'habitat,  PAH)’,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회적 약

자를 도와주는 ‘사회 임대 주택 개선 보조금 (Prime 

à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à Usage Locatif 

et à Occupation)’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금적인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

회·도시적 설계자(Maîtrise d'oeuvre urbaine et 

sociale, MOUS)’로서 이들은 1년에서 3년까지 지속

되는 단체 주민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재입주 의

사를 파악하고 거주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재 입주 할 주거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각 가

정 당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재입주 형태를 제시하

고 주민들이 사업기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재생 사업 중 사업현장에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주

민들의 의사 반영과 공사 진행단계를 설명하며 필

요에 따라서는 공사내용의 수정 등을 상의한다. 사

업 내용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업에 대

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과 교육에 관계되는 센터들을 공사 지역에 설

립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담과 교육을 통해 향후 

재입주에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과 약물 복용에 관련한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에 관련된 교육 

지원을 하며 지역 주민 협회와 밀접한 상호 교류

를 한다. 

끝으로 재활 지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사 기

간 중 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사 완료 후에

도 교육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여 이 제도를 통해 

무학위자나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궁극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실업과 범죄 예

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현장 곳곳에 가족계획 상담소와 공공 보육시

설의 건립, 고용알선 팀(L’Equipe Emploi Insertion) 

을 사업지에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취업을 통한 지

속가능한 지역 발전 또한 꾀한다. 

현재 재생 프로그램은 단지 주거재생 문제인 ‘철

거-이주-재건축-입주’의 단순한 과정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재구성과 공공 공간 설계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인적 

지원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고용 창출을 통한 지

역주민의 취업알선 뿐 아니라, 사회통합도시계약

(CUCS)을 통한 교육·문화사업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특정지역에 고립 되는 것

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

한 조치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재정 지원 정책 

2009년도 제정된 MOLLE 법규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주택건설을 위한 기업주의 참여 정책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à l'Effort de 

Construction, PEEC)을 통해 조달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자금지원 방식은 통상적으로 1% 로지멍

(Logement)이라 불리며, 2009년부터 악숑로지멍

(Action Logement)6)이라 명하고 있다. 이는 농업

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중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에 참여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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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자금 지원 방식으로 

e기에는 자신들의 직원들의 입주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들이 모여서 설립하였으며, 1953년 이후 법

규로 제정하면서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후 연간 전

체 봉급 액수의 1퍼센트를 지불하였으며, 1992년 

0.45퍼센트로 하향 조절되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악숑로지멍

(Action Logement)을 통해 150 millions d'euros 

(150,000,000유로)을 ANRU에 3년간 PNRQAD 사

업을 위해 지원해주었다. 또한 악숑로지멍은 이 기

간 동안 주택관리기구(Anah)에게도 480millions 

d'euros(480,000,000 유로)을 지급했다. 이 사업에서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는 연구와 사업추진, 토

지·부동산 재이용에 관련한 제반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관리기구(Anah)는 민간 주택개선을 지원한다. 

Reference : L'abécédaire des insitiontions, Rénovation urbaine

Le mieux-vivre ensemble, 2010, p.18 (The ABCs of insitiontions, 

The Urban Renewal better living together, 2010, p.18)

그림 3. PNRU 사업 자금 지원 분배도
Figure 3. Distribution of PNRU project funded

 3. 지원 방식

지원의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관련 

국가 조사(Enquête nationale logement, ENL),  인

구조사(Recensement de la population, RP), 임금과 

생활 조건 통계(Sta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les conditions de vie, SRCV)등을 통한 정량적 분석 

자료를 통해 낙후 주거지역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주택관리기구(Anah)는 이 조사 결과를 세

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 이같이 분류

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거주자의 수입 정도, 주거

지의 노후도에 따라 분석한 후, 사례 별로 차등 지원

해 주고 있다. 

지원사업의 진행은 주택 부 관할 하에서 이루어

지며,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는 그 중에서 조정

자 역할을 한다. 2003년 노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이

미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와 주택관리기구

(Anah)의 협업이 있었으나 PNRQAD사업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되게 되었다. 전자는 사업구상과 진행

과정을 담당하고 후자는 민간주택의 개선사업을 담

당하게 되었다. 

등급
Rating 

내용 
Contents

점수
Score 

1 안락한 주거 Comfortable living 0

2
한가지 문제를 포함한 주거 Residents 
with one problem

10

3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문제점을 포함한 주
거 Residents with two to four problems

20 40

4

다섯 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거나 
필요한 제반시설이 미비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거 
Residential holding a serious problem, or 
lack of necessary facilities or have more 
than five problems

50
50 
100

Reference : Analyse de la qualité des résidences principales, 

Anah, 2010 , p.6 (Quality analysis of main homes, Anah, 2010, p.6)

표 6. 주거 낙후도 분석표
Table6. Lesystème de classifiaction de logement, 
Anah (Residential underdeveloped analysis)

4. 도시 재생 사업 평가

현재 프랑스의 도시재생 사업(PNRU)은 5년간의 

1차 사업을 종료하고 2차 사업을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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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Rating 

평가결과
Evaluation results

기능상
다원화

Functionally 
Pluralism

주거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은 양호하게 지
원되었으나, 주택 형태와 지역주민의 다양
화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유는 민간업체
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거를 제공함으
로써 제한된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가
장 빈곤한 층은 지역을 이탈하게 되며, 새로
운 증산 계층의 전입이 부족했다. 또 다른 
이유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나치게 신축지
와 재건축지간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생 사업 중 상업 시설의 
재활성화는 강조되는 반면 경제활동의 궁극
적인 발전정책은 아직 미흡하며 공공시설의 
정비 또한 피상적으로 조성 될 뿐 지역과 복
합적인 연계가 미흡하며 주민들의 의사반영
이 미흡했다. 
Even-tough the support for the residential 
area for housing support was fine, it did 
not fi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housing forms. Because the 
private companies provided a high level of 
housing which overly restricted access for 
only few social class. The poorest class will 
leave the area and the inflow if the new 
formed class lacked. Another reason is 
that, in terms of urban planning, it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new land 
and the reconstruction sites have a sense 
of difference between them. Evolution of 
the economic activity of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re-activation of the 

표 7. PNRU 1차 사업 평가 결과 
Table 7. PNRU 1st project valuation results

등급
Rating 

평가결과
Evaluation results

regeneration projects being accentuated, 
while the policy is still insufficient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but also 
be superficial composition residents of the 
area and the lack of complex linkages and 
physician reflects insufficient. Public 
facilities reorganization was superficial that 
the regions complex linkages were lost 
and the residents opinion was not 
reflected.

환경친화
Environment-

friendly

자금 조달의 문제로 인해 환경친화적 도시
재생사업이 미숙함 도시 재생 사업 초기 단
계에 환경 친화 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
고 이로 인해 예산 책정이  부족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자금 지원이 부족했다. 차후 
사업에는 초기 예산 설정이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Due to the financial problem,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mmaturity of the early stage was resulted 
from it

학교
교육기관 
School/

EducationalF
acility

두 도시 재생 사업 중 학교 건축분야는 낙후
된 시설의 재정비로 그치는 곳이 많았고 좀 
더 경쟁력을 갖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도
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에 집중되어 중 고등학교 지원에 부족함
을 느꼈다. 자금 부족도 문제이다. 이는 사업 
초기 민감지역 분석중 대부분의 무학위자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점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포괄적
인 교육지원 시스템의 지원이 촉구된다. 
Tw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school construction was to only 
about reorganize outdated facilities and 
did not satisfy to facilitate to establish a 
more competitive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suppor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due to the concentration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was significant.Problem is the lack 
of funds. This does not solves the ultimate 
problem of non-degree personel 
distribution of the sensitive area which 
was fairly high, which still seems to be a 
bit more of a comprehensive educational 
support system are urged to support.

사회정책
Social Policy

거주자들의 재입주 문제는 만족스러우나, 사
회발전문제는 부족하며, 공사가간동안 일자
리 제공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도 부족하다. 재
입주 문제는 비교적 만족스러우나 재생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끊임없

PNRU 1차 사업은 2009년에 종료하였는데, 2009년

에 375개 프로젝트, 460개 지역, 3백만 주민이 참

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393개 프로젝트, 564개 지

역, 4백만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도시 재생 사업

을 위한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의 평가단

(Comité d'évaluation et de suivi de l'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CES de 

l'ANRU)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실행된 PNRU 

1차 사업을 “기능상의 다원화, 환경 친화적 성격, 

학교문제,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정택의 연계성”과 

같은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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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Rating 

평가결과
Evaluation results

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저 소득자 계층의 사
회통합의 확립해야하나 정책의 특성상 일대
일 면담과 지원 등 장기간의 지원과 인적지
원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Satisfied with the problem of re-occupancy 
of the residents, social development issues 
lacked and except for the jobs produced 
by the construction, the jobs  lacked. 
Although relatively satisfied with the 
re-occupancy problem, it should be 
continued even after the regeneration 
projects needed the supported. Through 
incessant social support of the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social hierarchy of 
low earners, however it requires a complex 
nature to have personal support and long 
term support such as one-to-one meetings.

Reference : Analyse de la qualité des résidences principales, 

Anah, 2010 , p.6 (Quality Analysis of main homes, Anah, 2010, p.6)

도시재생 관리기구(ANRU)는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6년간 다시 한 번의 PNRU 2차 사업을 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에서 도시재생 관리기구

(ANRU)에 의해 90억 유로가 사회주거에 투자·관

리될 예정이다. 80억 유로는 새로운 200개의 프로

젝트에 활용될 것이며, 10억 유로는 PNRU 1차 사

업을 마무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평가단의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PNRU 사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으나, 도시재

생사업은 저소득층 거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 지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빈민계층이 

다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악순환

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주거(Social 

Housing)의 재생에 해당하는 일대일 건설 방식은 

97퍼센트 달성하고 있으나, 68퍼센트가 ZUS 지역

으로 재입주하며, 새롭게 건축된 건물로 입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극히 제한된, 경제력이 있는 

가정만이 집주인으로 전향하고 빈곤계층은 지역을 

떠나거나 다시 임차인으로 전락한다는 문제점이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Ⅴ. 결 론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위주의 물리적 재

생에서 종합적인 재생으로 확대·변화되고 있다. 사

업의 진행방식 또한 하향식 도시계획 개념이 아니

라 각 지역마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주민들과의 교

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방식과 사업방식을 통해 도시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계층 간의 다양성 보장과 지역사회

의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재생 사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 기관의 개입도가 

매우 크며 e기 계획 시 많은 시간을 사전 연구에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방향이 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각종 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정권변화

나 외부적인 요소와 독립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시 재생 사업이 단지 주거환경

의 물리적인 개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생 사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지역이 궁극적으로 매

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

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

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을 갖는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

고, 지원지표와 사업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되고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는 사업이

다. 프랑스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파트너 형식으

로 협업을 이루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필

요하다. 또한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각 주체들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재

생의 부담을 줄이고 각 주체들의 역량 활용을 극대

화 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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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린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

제적 수준과 가족환경에 대한 고려, 실업문제 해결

을 위한 일자리 알선 등 개인적인 문제 등도 도시 

재생 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더

욱 강조되고 있는 점과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도시재생 프로그램(PNRU)’ 2차 사업과 ‘노

후주거지 근린재생 프로그램(PNRQAD)’의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구 파리 시를 벗어나 중

소 외곽 도시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1. 첫째, Anah(www.Anah.fr)에서 민간주거재생사업을 
중심으로 Véronique Guillaumin와 인터뷰를 진행하
였고 그는 주거정책포럼담당자(Déléguée géné 
-rale du Forum des politiques de l'habitat)이다. 
둘째, ANRU의  재생사업 시 재입주 문제를 담당하
는 Marie Courouble과 사회 주거 재생사업을 중심
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ANRU에서 사회 정책 담
당자(Chargée de mission politiques sociales)였다. 
끝으로, 사례 조사 분석을 위해 17구 담당 공무원
인 Mathias Bernat와 재생사업에 관해 진행  공사 
지역에 파견되어있는 지역발전 팀 담당자(Chargé 
de Développement Local)를 인터뷰하였다.

주2. 도시재생사업(opération de rénovation urbaine)은 
ANRU에서 주관하는 도시정비사업, 보수, 레지덩시
알리자시옹, 파괴, 신축, 공공시설의 공급과 보수, 
경제활동과 상업 활동의 재구성 등을 포함한다.  

주3. 사회 분리 현상은 계층 간의 집중문제 뿐 아니라 
차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주택 공급이 단절
되고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한 지역을 치유
하기 힘든 상태로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4.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번역
에는 논문마다 미미한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Réhabilitation은 개량·개선 등의 의미로 
쓰이며 노후화된 건물을 법규에 적합하도록 수리하
거나  건물의 기술적인 부문의 보강 등을 위해 건
물의 일부를 보완하는 사업을 뜻한다.      
Rénovation은 낙후된 건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신축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재

건을 의미하는 Reconstruction은 일반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가르치는 용어이다. 
도시재생을 의미하는 Régénération urbaine은 프랑
스어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으나, 영어권이나 유
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프랑스에서는 새롭게 갱신한
다는 의미의 Renouvellement urbain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단지 건물이나 도시공간의 갱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의 재생까지 포괄하는 광
범위한 개념으로 도시공간의 쇄신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도시공간의 재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주5. 파리시내의 GPRU 사업에 해당하는 11개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 Les Olympiades (13e), 
Bédier-Porte d’Ivry (13e), Plaisance-Porte de 
Vanves (14e), Porte Pouchet (17e) Porte 
Montmartre-Porte de Clignancourt Secteur Porte 
des Poissonniers (18e) Cité Michelet (19e), Saint 
Blaise (20e), Porte de Montreuil- La tour du Pin 
(20e), Porte de Vincennes (12e et 20e), Porte des 
Lilas (20e), Secteur Paris-Nord-est (18e et 19e) 

주6. 1953년 제정 당시에는 기업의 임금총액의 1% 를 
직원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할애하도록 하는 제도
였으나 1992년 이후로 0.45%로 그 비율이 감소하
였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율에 크게 차
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현재 0.5%를 국가 주택 보
조 기금 (Fonds National d’Aide au Logement, 
FNAL)에 지불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현재 0.95%
에 머물고 있다. 현재 217,000개의 기업이 “악숑로
지멍”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불한 기업과는 별도로 
임대주택 건설과 사회주거 사업, 직원주택등의 건
설에 독립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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