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 2018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I. 서 론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패러다임이 환된 후 1년이 지났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은 연계선상에 있어서 사업상의 특이사항과 차별성을 찾기에는 여 히 어려움이 있다. 한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

립하 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는데 향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2017년 선정된 

68개 지역  48개 지역이 소규모 사업 유형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잘 반 하여, 선정되었

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지 재생을 해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특히 주거지재생과 직 으로 계가 있는 일반근린형 15개 사례를 심으로 황과 한계 을 살펴 으로써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제도에 한 선행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

고자 한다. 둘째, 국내 주거지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 으로써, 일반 근린형 주거지재생이 도출하게 된 원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일반근린형 활성화 계획 황을 사례별로 지원주체, 운 주체, 물리  경제  재생 방향 

등을 심으로 분석하 다. 넷째, 앞선 연구결과를 토 로 구체  상지를 선정하고,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 정책  제안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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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17,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changed into a new o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mpact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olicy on residential regener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particular, among the three types directly related to residential regenerat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is 

proposed by looking at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general nearsightedness cases. To this end, the first is to elicit 

the need for this research by conducting prior research on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olicies and 

systems. Second, by cleaning up the paradigm shift in Korean housing development, we are going to look at the 

reasons why general residential housing has been derived. Third, the status of the general approximation activation 

plan was analyzed based on the support subjects, the operating entities, and the direction of physical and economic 

regeneration by case. Fourth, specific target locations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future 

planning and policy proposals were made based on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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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근린형 활성화를 한 주 체와 지 원방향

2017년에 선정된 68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지  주택 련 사업(일반근린형, 주택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이 

있는 곳은 48개다. 그 , 15개 지역이 일반근린형 사업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주거지 재생과 함께 지역 

상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시한다. 이는 기존에 있던 유휴 주택, 공공시설을 재생해서 지역 공동체를 일으키고 

인 라를 조성하며, 생활 착형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지 규모는 10만~15만㎡ 내외로 규정되어 있다. 총 15개의 일

반근린형 사업  14개 지역이 역지자체에서 선정하 고, 하나의 지역은 공공기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뉴딜 사업은 수평  조직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장지원센터를 심

으로 정부, 지자체, 주민 의체 등이 수평 인 계를 권장한다. 따라서 일반근린형 상지들의 활성화계획에서 나

타난 조직 역시 이를 근거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상지마다 지역의 특색, 사업별 방향성의 명료함, 단 사업의 연

성에 따라 조직 형태가 달라야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업 내의 주거지 재생의 경우에 재정지원의 주체가 복합 으로 얽  있다. 터 새로이 사업을 로 들면,[그림 2] 

재생 과정에서 거주자의 경제  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자의 지원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

택공사에서 진행한다. 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기업과 동조합은 도시재생단 체와 련있다. 이처

럼 복잡한 지원체계는 지역의 상황에 합하기 보다는 필연 으로 일정한 체계 속에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III. 일반근린형 주 택지 원 유 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서 주택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의 건물을 유지․개보수하여 활용하는 주

거지 재생과 주택정비사업이나 신축을 통한 주택지원이 있다. 

일반근린형 15군데 에서 활성화계획을 제공한 곳은 10곳으로, 그  주택지원 유형이 있는 곳은 5곳이다.[표 1] 

다섯 곳 에 기존 주거지 재생의 방식을 택한 곳이 네 곳(B, I, K, N), 새로운 건물을 통한 주택 공  방식을 택

한 곳이 두 곳(D, N)이다. 상지N의 경우에는 주거지 재생과 사회  임  주택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직

인 주택지원이 없는 상지에서 모든 경우에 주거지의 환경개선사업(CPTED 사업, 골목길정비, 텃밭  공유공간 

조성 등)이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었다. 한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기획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거지의 분 기를 반

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주택지원의 형태는 [표 2]와 같이 기존 주거지 재생과 신축,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주거지 재생은 골조를 건드리

지 않고 외벽의 개보수, 인테리어를 통한 용도와 분 기 변화를 주 방법으로 삼는다. 한 내외부의 수리를 심으

로 하는 지역부터 신재생 에 지 사업을 목시키는 지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지원은 그 상이 부분 기존에 살던 거주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주거를 특화하여 임 주택으로 사용하고, 

사회취약 계층이나 청년, 술인을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 유형과 무 하게 운  주체는 주택의 거주

자 개인 혹은 그들의 의체가 심이 된다.

지역 주택지원 유형 세 수 디자인 계획 상 운  주체

B 주거지 재생 24 외부수리,리모델링 청년, 술인 주민조직, 의체

D 주택정비사업 28 신축 거주자
주민조직, 의체,

문가조직

I 주거지 재생 120 내외수리 거주자 거주자

K 주거지 재생 145 내외수리, 신재생 에 지 거주자 거주자, 의체

N
주거지 재생 75 외부수리, 리모델링 거주자,임 주택 거주자, 지자체

사회  임 주택 20 신축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표1. 주택지원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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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린형에서 주택지원 상황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단 사업의 수가 15개 내외인 것을 감안하고, 

마 물로서 타 시설 확충에 비하면 주택지원은 양 , 질 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10~15만㎡의 사업지 

규모에 비해 주택지원을 통해 효과를 보는 세 수가 은 곳은 20여개, 평균 82개에 그치기에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IV. 도시재 생 뉴 딜 사업의 일반근린형 주 거 지  재 생 한계

1. 조직구성  사업진행방향 개선

주거지 지원 련 사업의 경우 물리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 리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3장에서 고찰하 듯이, 일반 으로 조직형성의 융통성이 없고, 지역의 상황에 맞기보다는 앙에서 제시한 틀에 맞

추기 한 구조로 보인다. 만약, 이 게 형성된 조직이 수평 일지라도 기 에서 주도한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개되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이, 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지에서 주거지 재생과 

련하여 이주 수요  사업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와 사업 진행 설명회 등은 더디게 이루어지

고 있다. 한 조직구성과 함께 진행에서도 일반근린형 상지들은 주거지 재생을 한 단 사업 트  구성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비단 일반근린형 뿐만 아니라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주거지 재생에서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로, 부지매매의 어려움과 사업체의 입장에 원인을 두고 있다. 특히 업체 

선정의 과정에서 형 건설사와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낮은 사업성, 지역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한 이 

지목되었다. 따라서 조직구성  사업진행 방향에 한 구체  개선방향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2. 규모와 용도에 따른 물리  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  재생 인 라 이상의 환경 개선에 을 두고 있다. 일반근린형의 주거지 재생만 보더라

도 노후 불량 주거 개선부터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사회  임 주택 공 까지 다양한 스 일과 유형의 주거 

재생이 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지 재생을 환경개선 단 사업  하나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물리 , 경제 , 사회 인 고려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즉, 하나의 시설이나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 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임 주택 사업을 포함하는 소블럭 단 의 재생에 해 고려해야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수리와 보수를 넘어서 거주자의 생활, 경제성, 사업의 운 과 리 등을 기 할 수 있다. 이처럼 

총체 인 고려를 해서 순환형 임 주택이 안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순환형 임 주택은 거주자의 이주수요, 부

지확보, 규모에 따른 경제성 고려, 운 체계, 사업주체를 함께 고려하기에 합하다.

재 진행 인 단  시설로서 주거 유형을 생각한다면, 실(室)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특색 없는 건물과 커뮤니티 

시설과의 결합으로 구성하는 것은 효과 이지 못하다. 이는 재개발로 만들어진 수많은 아 트 단지에 커뮤니티 시

설이 제 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한 주거지 개발을 해 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

하고, 참여를 독려해야할 것이다. 이를 해 먼  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와 로그램을 기획하고, 지

자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물리 으로 이를 구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특색을 

갖는 디자인과 경제  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타 로그램과의 연계와 지속가능한 근린재생

물리  재생과 동시에 로그램을 통한 경제 이고 사회 인 재생 한 요한데, 이는 소 트웨어(S/W)로서 로

그램 간의 연계가 요하다.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에서는 마을 리 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지역의 간 기

술을 육성하고, 설사 이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속 으로 마을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에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 지원 사업은 타 단  사업과 동떨어져 있다. 주거 외의 단  사업 로그램들은 별도

의 경제 로그램으로서 이해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동조합을 조직하여, 상

권 활성화, 사업 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지 N에서는 하드웨어/소 트웨어를 가리지 않고 단  사업 간의 연 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 성 없는 

개별  사업들로 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거지 재생을 포함하여 다른 단  사업 간의 연계, 특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  공간과의 계가 고려 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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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계획  일반근린형 사례를 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15개 일반근린형 활성화 계획 황을 지원주체, 운 주체, 물리  경제  재생 방향 측면에서 분석하 다. 한 

지원기  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체 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첫째, 지자체와 시도별 주거지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황을 분석하여, 경제성 등의 가치 단이 이루어진 후, 실행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년 단  성과물을 해당 부처와 담당 기 에 제출하고 지속 지원, 

지원 단 등의 결과를 통보받는 시스템 보다는, 지속 인 모니터링과 문기 ( 문가)간 력 계를 유지함으로

써, 지속 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한 포인트라 생각된다. 도시재생 특히 주거지재생은 1년, 2년 

등 단기간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 20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기 방

향설정과 역량강화, 조직구성이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거지재생에 있어 소블록 단  물리  재생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때 이주 수요와 련한 기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내 단기 순환형 임 주택 지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먼

 지역민(거주자) 수요, 사업지내 정 부지 확보,  해당 규모에 따른 경제성 확보, 운 체계와 사업주체등 구체  

안이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단기 는 장기별로 해당 부지  

시설물의 재활용 는 용도변경 등의 가이드라인도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지 재생의 유형에 따라 공간과 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재 제시되는 주택단 의 재생은 유지·

보수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  임 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성 소규모 주상복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은 기능 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제 으로 렴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 한 설계안이다. 보다 나은 주거지 재

생을 해서는 다른 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인 근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보다는 주민 의체, 도시재

생지원센터와 같은 하  조직의 주도로 인해서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거지 재생이 독립 인 단  사업이 아닌 경제 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재는 주거

수요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하기에 주거 련 시설을 공 , 지원을 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재생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지역의 경제 인 측면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가들의 말처럼 지

역 리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고유의 경제 로그램들과 연계되고 물리  환경을 자체 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해서는 주거지 재생이 독립 인 단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행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시 에서 향후 사업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

된 기 연구이다. 실질 인 사업 시행 , 지원기   지자체,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이 상호 보완 인 운 체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의미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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