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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activ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In particular, the change in housing life was considered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New Deal project. Specifically, the three 
types – General Neighborhood, Housing Support, and DongneSaligi -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space and program. 
In addition, the master plan and unit project, the organization and progress, and the budget plan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New Deal 
project for urban regeneration is importance on economic regeneration, which, unlike the integrated and continuous guide proposed by the 
government, could limit the individual progress of transitional organizations, 2-dimensional planing and various programs. 
Thus, first, in order to supplement the organization's verticality and inefficiency in progress, the annual business assessment should be 
discouraged and the permit and progress of the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integrated and 
multidimensional planning is necessary to produce synergy effec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inally, the link between program unit projects 
and the economic effects can be considered.

………………………………………………………………………………………………………………………
키워드 : 주거지 재생, 근린재생, 주거, 도시재생 뉴딜사업

Keywords : Housing Regeneration, Neighborhood Regeneration, Housing,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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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007년 이후 국내 도시재생의 연구 분야는 도시재생사

업단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해왔다. 특히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

된 이후 지자체마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재생법 제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등장

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역시 대상지역과 대상범위, 정책의 

적용 범위 등에 따라 유형화 되어 있었고, 전주와 창원 

등의 주요 테스트베드 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고려한 발

전적 모델도 있었다. 다만, 지역의 특성, 거주자 현황, 보

조금 상황 등에 따라 사업성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합적 재생(integrated urban 

regeneration)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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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재생에 치우친 도시재생의 모습에 그쳤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

시재생 뉴딜정책을 내세웠고, 이는 기존의 도시재생정책

과 차별화하여 “지역 공동체가 주도한 주거복지 실현”

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했고, 기존과 같이 노

후주거지 재생뿐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고용정책, 복지

정책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생방향을 고려한 

비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뉴딜’이라는 단어에서 예

측할 수 있듯이 뉴딜정책은 기존의 물리적 도시환경 정

비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뚜렷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자와 정책 및 

실무담당자들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

업의 차이점을 찾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며, 보다 유의미한 

계획방향과 정책적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

생사업 역시 통합적 재생으로써 사회, 문화, 경제, 물리적

인 변화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딜사업지가 선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선정 사업지의 초기계획서와 진행 중인 활성화계획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도시재

생 뉴딜사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일반근린

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의 48개 지역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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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공간계획,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한 후,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 재생을 계획현황과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자 

한다. 둘째, 뉴딜정책까지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과 방법

론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주거지 재생을 중심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와 기존 정책을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조직과 공간, 프로그램의 연계로 보는 관점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68개의 뉴딜사업 선정지역

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3

가지(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로 선정

된 지역은 48개 지역 사례를 조직, 공간, 프로그램의 관

점으로 가이드라인과 비교․분석한다. 끝으로, 도시재생뉴

딜사업에 의한 주거지재생이 기본 요구에 적합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계획적,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Figure 1. Research process

2. 이론적 고찰

2.1 한국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은 전 세계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산업 쇠퇴, 주거 및 인프라 노후

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관

한 선행연구로 국내의 도시재생연구, 특히 근린재생 및 

주거지재생연구는 국내 도시재생 사업단이 형성되었던 

2007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확산연

구도 정책, 제도, 계획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AURI, 

2015; S. Park, S. Seo & K. Lim, 2015; J. Lee, W. Lee & 

D. Lee, 2017) 다만, 소블럭 단위 혹은 단위 시설에 그치

는 물리적 재생으로서 계획이나 지원기관(주체)과 보조금 

중심의 정책 연구가 주가 되어 왔다. 

경제적 재생을 중심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접근은 중심시가지형을 포함한 포괄적

인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통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K. 

Jung, J. Lee & S. Lee, 2016) 특히 국외 사례로 일본, 영

국 등을 살펴보면서 정책과 보조금 지급,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으며(H. Yoo & H. Yoon, 2012), 국내연구로는 

테스트베드지역이었던 창원, 대구, 부산지역의 연구가 주

가 되고 있다. 

지난해 뉴딜사업지 선정 및 진행과정상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나, 사업 시작 전 이를 

위해 준비했던 보고서와 정책 연구 등은 찾아볼 수 있었

다. (KRIHS, 2017a,b,c)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

딜사업의 차이와 변화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다. 

Division Authors
(Year) Contents

Policy

AURI
(2015)

The Suggestions of Improvement 
Schemes for Urban Regeneration Act

K. Jung, 
J. Lee 
& S. Lee 
(2016)

An Empirical Study on Project Type 
and Funds Supply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KRIHS
(2017)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Packaged Style for Urban and 
Regional Resilience

KRIHS
(2017)

Feasible Strategies to Address 
Gentrification-relataed Issue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Design
(Planing)

H. Lee 
& J. Lee 
(2011)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Element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J. Lee, 
W. Lee 
& D.Lee
(2017)

A Study on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Policies as Private Initiated Urban 
Regeneration Methods

KRIHS
(2017)

Future Prospect and Strategy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gulation
(Law & 
Guidance)

Y. Shin 
& 
S. Lee 
(2016)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Domestic and Overs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 Park, 
S. Seo & 
K. Lim 
(2015)

The Roles and Supporting Strategies 
of National Urban Regeneration 
Assistance Agency

J. Lee & 
J. Nam 
(2016)

Study on the Legal Coherence of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nd Urban Regeneration-related 
Law

Case
Study

H. Yoo 
& H. 
Yoon 
(2012)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and 
Indicators for Rehabilit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Japan

Y. Kwon 
& S. Joo 
(2015)

Study of Urban Regeneration Strategy 
Based on Creating Shared Value

H. Park 
(2018)

A Study of Urban Regeneration in 
Local C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mpact City in Japan

Table 1. Precedent researches about urban regeneration

2.2 도시재생 속 패러다임과 방법론 변화

(1) 도시적 패러다임으로서 개발, 정비, 재생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지속적이고 수평적 관점을 갖는

다는 측면에서 근대의 개발 논리와는 반대의 입장이며, 

인구문제와 도시노후화 문제가 화두인 현대사회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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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접근법이다.

국내에서 도시적 패러다임이 재생으로 변화한 기점으

로는 2005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시행과 2013

년 도시재생법 제정을 들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국토종

합개발계획」(1972, 10년 주기 수립 및 시행),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2002년, 이하 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

을위한특별법」(2006년, 이하 도촉법) 등의 법제, 그리고 

이들과 맞물려 재개발, 신도시와 뉴타운이 ‘개발’과 

‘정비’의 논리로서 도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

법으로 인식되었다. [Table 2] 2005년과 2013년이 재생 패

러다임의 기점이 되는 시점이나 여전히 과거의 개발과 

정비의 관성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싶

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법은 개발에서 정비로 

그리고 ‘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왔음을 상징한다.

Year Law Policy Paradigm

1970’
1972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Develop-
ment1980’

1980
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1988
2 million houses 
construction plan
1989
5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ndang, Ilsan)

1990’
1994
Amendment to Local 
Autonomy Law

2000’

2002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2001
2nd term New Town
(Paju, Asan, Sekyo)

Main
-tenance

2004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05
The Making Livable 
City

2006
Special Act on Urban 
Improvement 
Promotion 

2010’

2010
Urban Development 
Act

2014
Local Happy Life 
Zone Project

Regene
-ration

2012
Urban Renewal Act, 
the Accelerating 
Urban Renewal Act 
revision
2013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2017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Table 2. Timetable about Urban Law & Policy, Paradigm

도시적 측면에서 재생은 시대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도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도정법과 도촉법, 그리고 「국

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발전

하며 팽창하던 근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때의 방법론

은 개발과 정비로 대표될 수 있다. 즉, 이들은 도시의 양

적 팽창에 기인하며 그에 적합한 방법이었다.

근대적인 방법론은 양적 팽창과 어울렸지만, 현대적인 

상황은 더 이상 확장과 성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 세계적 경제 침체와 산업의 쇠퇴, 노쇠한 

주거와 환경 증가는 도시의 축소를 불렀다. 하지만 양적

으로 팽창한 도시는 정반대의 과정으로 수축하지 않았다. 

전세계의 도시는 수축하며 좀먹듯 드문드문 비어갔고 질

적 하락을 동반했다.1)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도시정비였지만, 정비도 우후죽순 예측불허하게 생

기는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21세기에 들어 현대도시가 갖는 문제들이 개발과 정비

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인식했다. 이

에 수직적이고(top-down) 일시적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중

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이고(bottom-up) 지

속성을 갖고 있으며 비효율적이라도 일상적인 방법이 오

늘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고 있다.[Figure 2] 

하지만 재생은 기존에 논의되고 실천된 방식과 크게 다

르기에 과거의 관성과 충돌한다. 

과거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수정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 아래 시도되어 왔다.2) 2017에 

공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05년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2009년 「도시활력증진사업」, 2014년 

「새뜰마을사업」을 거쳐 시행될 재생 사업이다. 뉴딜사

업은 최신의 방법으로서 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지속성과 

일상성을 확보하고, 수평적 조직을 표방하기에 도시재생

의 원 취지에 보다 가까운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2) 방법론 변화

뉴딜사업의 방법론은 재생의 규모(scale)에 따라서 수평

적 조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고려된 통합적이

고 경제적인 접근을 택한다. 이는 위치(location)에 따른 

수직적 조직, 물리적 접근을 하던 이전의 도시재생과 차

이가 있다.3) 뉴딜사업의 방법론이 갖는 특징은 수평적이

고 바텀업(bottom-up)의 조직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이해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4) 

과거 두 가지(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에 그쳤던 

재생 적용 유형은 뉴딜사업에서 5가지(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로 

확대되었다. 유형의 다양화는 단순히 사업 개수 증가가 

아닌 도시, 마을, 농어촌으로 구분되던 도시재생의 공간

1) Grant, K., Princen, B., Zielony, T. & Douglas, S. (2006). 

Shrinking Cities: Volume 1: International Research, Hatje Cantz 

Publishers, 20-34.

2) 국토연구원은 재정, 계획, 조직의 관점에서 과거의 도시 재생

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

안」, 2017) 이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재정적 한계로 지자체 별 

차이 극복 실패, 보조금과 기금 사용의 어려움을, 계획적 한계로

는 성장 기반의 계획안, 계획 승인 지연 및 실현, 유연성 부재, 

젠트리피케이션을, 마지막으로 조직의 한계에서 기성조직의 한

계와 지원센터의 실패 및 부처 간 협업 실패를 꼽았다.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정책의 이해, 건설교통부, 2007., 국

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2017, 184-185.

4)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계부처합동,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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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가 위치(location)에서 규모(scale)로 변했음을 의미

한다. 사업유형 별 규모의 차이는 도시 재생이 지역을 분

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갖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양한 접근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규모를 통한 접근과 동시에 뉴딜사업은 조직의 구성을 

수평적이고 복합적으로 만들고, 부처들은 서로 연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전의 재생 사업이 행정적으로 부처와 

대상지 유형을 1:1 대응시켜 진행하던 것에 비해 상황에 

유연하고 능률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으로 읽을 수 있다.5) 뉴딜사업의 수평적이고 복합적인 접

근법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조직까지 이어져 지속성

과 일상성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뉴딜 사업은 시설에 집중한 하드웨어적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인 방법을 꾀

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도시재생의 정책과 사례들은 대부

분 단일 시설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어 재생으로서 실질

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6) 반면 뉴딜사업은 기존의 건물

을 재생하여 시설을 만들고, 복수의 시설간의 연계를 통

해 물리적 집합체를 계획한다.[Figure 2-(2)] 그 속에서 지

역은 일상성을 지키고 지역 고유의 경관을 유지, 발전시

킬 가능성을 갖는다. 동시에, 뉴딜사업은 물리적 접근과 

동시에 경제와 공동체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단일 시설과 단일 프로그램들로 지역을 살리는 것은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로 대변되는 20세기의 논리에 

가깝다. 반면 하드웨어들과 연계한 복수의 소프트웨어적

인 접근은 지속적인 상권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할 접점이 많다.[Figure 2-(3)] 때문에 뉴딜사업은 시

각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도

시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 

Figure 2. Housing Regeneration & Periodical Influence in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5) 대표적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는 행정안전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국토부(도시지

역),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는 농림부(농촌지역), 가고싶은 섬 만들

기는 문광부에서 담당한 것을 들 수 있다.

6)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17

2.3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반적 현황

2016년에 경제기반형, 근린일반형, 근린중심형 등으로 

33곳이 신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받고 있었는

데, 2017년 새롭게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차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국토교통부, 문화체

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제청등에서 진행하고 있

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선정 15곳, 공공기관

제안 9곳, 광역지자체선정 44곳으로 나뉜다.7) 뉴딜사업은 

선정방식별로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광역지자체 

선정의 세 가지로 나뉘며, 사업유형별로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로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세분화되었다.8) 현재 주거지재

생부분과 관련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있다.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business type characters

Economic Base 
type

issue : establishing economic base
key words : urban infrastructure, 
economic complex
500,000 ㎡ 1 location

Central District 
type

issue : rehabilitating local economy
key words : local economic facilities, 
cultural, artistic, historical properties, 
local identity
200,000 ㎡ 19 locations

General 
Neighborhood type

issue : rehabilitating local housing area 
and economy
key words : regeneration of facilities and 
housing, support for local community and 
economy
100,000~150,000 ㎡ 15 locations

Housing Support 
type

issue : rehabilitating local housing area
key words : regeneration of housing, 
maintenance of streets
50,000~100,000 ㎡ 16 locations

DongneSaligi type

issue : rehabilitating small housing 
environment
key words : maintenance of streets, 
housing, and facilities
less 50,000 ㎡ 17 locations

Table 3. General characters of business types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규모(scale)가 기준이 되어 

이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규모가 큰 네 유

형은 도시재생법을 추진 근거로 갖는다. 가장 작은 우리

동네살리기 유형은 「국가균형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다섯 가지의 유형은 각각 사업의 대상, 특성, 기간, 면적, 

그리고 내용을 포함한다.[Table 3]

경제기반형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경제기반형

과 규모, 사업진행 방식, 경제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점

에서 유사하다.9) 중심시가지형과 주거지재생형은 기존 도

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12.14

8)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안)」, 국토교통

부, 2017.9.

9)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34 No.12 (Serial No.362) December 2018  59

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에서 세분화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10) 하지만 도심지의 경제 중심 재생과 주거 지역

의 생활환경 중심의 재생으로 구분하여 뉴딜사업은 보다 

각기 다른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유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것과 지역 특화된 접

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주거지지원형과 우리

동네살리기형은 뉴딜사업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유형으

로, 미시적인 관점까지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거지 재생은 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얽히고 

주민참여가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렇기에 3장에서는 주거

지 관련 유형인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

기형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거지 재생

3.1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지 재생의 차별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들 중 주거지 재생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것은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

기 유형 세 가지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8개의 지역 중에서 주거

지와 관련된 세 유형으로 선정된 지역은 48개다.[Figure 

3][Table 4] 

Figure 3. Distribution of Housing type cases

business type (number of locations)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68)

Non-housi
ng type

(20)

Housing type (48)
General 

Neighborhood type 
(15)

Housing 
Support type

(16)

DongneSaligi 
type
(17)

Table 4. Business types related to housing regeneration

지금까지 주거지의 개발은 관에서 주도하거나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주거지 관련 사업은 수직적 

계획 아래서 물리적 개발, 정비 혹은 소수의 마중물을 통

한 재생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2.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6.

10)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

화계획 수립 및 시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8.

개발과 정비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치 않았고, 재생

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성 없이 ‘보기에 좋은’ 시각적 

성과에 그쳤다. 

오늘날 도시재생은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국가 주도의 계획(조직)속에서 거주자와 기업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물리적 환경(공간)이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중심의 재생과정(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뉴딜사업의 주거지 재생 가이드라인은 조직, 

공간,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연계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3.2 주거지 재생에서 조직, 공간계획, 프로그램

주거지 재생 사업유형의 가이드라인은 재생 패러다임

에 부합하는 수평적 조직 구성을 제안한다.11) 각각의 유

형은 다른 대상과 특성을 갖는 재생사업이지만 이들의 

조직 구성은 일괄적인 구성을 갖는다.12)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조직은 중심이 있는 수평적 조직의 모습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조직 구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수평적 조직은 사업의 관리자를 넘어서 마을 전반에 

물리적/비-물리적인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

문에 세부 진행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적 계획이 요구된다. 먼저 하드웨어는 

도시적 관점에서 가로와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다차원적 

계획이 중심이 된다. 계획 속 요소들은 기존의 것을 재생

함을 기본으로 하여 도심지에 모이게 되고, 이는 재생되

고 집적된 물리적 환경을 형성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평면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되는 집적된 밀도와 다차원적 환경이다. 

물리적 환경과 동시에 뉴딜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은 주거지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화된 시설과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한계를 

넘어서 경제적 성장과 함께, 프로그램들 사이의 관계가 

사람들의 일상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사업이

다.[Figure 2][Table 9] 따라서 수평적 조직에 의해 총체적

인 관점에서 공간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이루는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4.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지 재생의 특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핀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변화 중 

주거지 재생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계획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

네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조직, 공간계획, 프로

그램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1)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원형/우

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업시행 가이드라

인」, 국토교통부, 2018.

12) 여섯가지 조직은 ①도시재생추진단 ②도시재생행정협의회

(①,②를 묶어 전담조직으로 구성) ③도시재생지원센터 ④주민협

의체 ⑤지역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⑥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이다. 추가적으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

에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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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평적 조직 구성과 수직적 추진 절차

뉴딜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8개의 주

거지 재생 뉴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직 구성

은 다수의 세부조직에 의한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기획 단계에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각 지역의 조직 및 

절차는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그 때문에 선정

된 사례의 조직들은 사업유형과 지역별 특성과 달리, 다

소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 협의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13)

business type location
ratio of particular businesses
HW HW/SW SW

Common 
Neighborhood 
type 

A 57%
(8)

29%
(4)

14%
(2)

B 70%
(7)

20%
(2)

10%
(1)

C 58%
(7)

8%
(1)

34%
(4)

Housing 
Support type

D 44%
(4)

44%
(4)

12%
(1)

E 33%
(4)

42%
(5)

25%
(3)

F 70%
(9)

15%
(2)

15%
(2)

DongneSaligi 
type

G 63%
(5)

37%
(3) 0

H 20%
(2)

50%
(5)

30%
(3)

*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point through valid value.

Table 5. Ratio of hardware & software in particular businesses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수평적인 다수

의 세부조직들은 잦은 협의와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현실성이 부족해진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규모와 무관하게 하

드웨어 중심의 세부 사업 비중이 높고, 큰 규모의 사업일

수록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재생을 포함한 도시재생보다는 마중물 사업 

중심의 기반시설을 통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성

이 없는 조직체계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이 기성 지자체에 소속된 

이들이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와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

에 놓인다.[Figure 4] 결국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조직

으로 인해 주거지재생은 다수의 하청사업을 관리하는 조

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적 절차 과정 또한 사업 유형과 무관하고 수직적 

성격을 갖는다. 절차에서 유형 별로 다른 점이 있다면 검

토 허가의 단계에서 복합성의 차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는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14) 뉴딜사업은 수평적 조직

13)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조직 구성 및 운영은 젠트리피케

이션 방지 민관협의체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활

성화 계획안에서 지자체들은 이를 구성하지 않고 방지대책을 제

시하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의 계획안이 상위 관공서의 검토를 거쳐 올라가고 허가

를 받아 계획의 방식으로 다시 내려온다. 또한 실적 평가 

및 검토가 매년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수직적 사업체계

와 유사성을 갖는 듯하다. 이처럼 현재 계획단계는 수평

적, 추진절차는 수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조직 

구성은 수평적이나,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수직적 관

계로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이 혼합된 과

도기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Figure 4. Diagram of organization in guideline/selected area

4.2 단위 시설과 가로 중심의 평면적 공간계획

뉴딜사업은 재생된 주택, 시설, 가로의 연속성과 통합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산업 활

성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따

라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 프로그램

을 통해 총체적인 도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프로그램에 앞서 집적되어 밀도 높은 통합적 물

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라

는 설명과는 다르게, 선정지역 계획에서 나타나는 것은 

독립적인 집행 계획, 추진 프로세스를 가진 마중물로서 

거점사업과 단위 사업들이다. 많은 수의 단위 사업안은 

통합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의 거시적인 평면적 제안에 

그친다.[Figure 5] 또한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마스터플랜

은 평면적 도면과 도시설계 기반의 필지와 도로 중심의 

계획,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일방적인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48개의 사업안에서 거점

(단위)시설의 3차원 조감도를 제시한 사례는 16개이고 가

로를 경관으로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예는 6곳에 

불과하다.[Figure 6] 이들 중 도시의 3차원적 이미지를 제

시하였더라도 단일 시설에 그치거나 공간적 가이드라인

이라 보기 어려운 가로 투시도에 그친 사례가 다수이다. 

이들은 주거지의 입체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4) 세부 사업이 구체화되는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만 보더라도, 

그 과정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조직-지자체-중앙부처-국무총

리-중앙부처-지자체]처럼 수직적인 반복을 거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업시행 가이드라인」, 붙임1, 국

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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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ster-plan of location I, J, K 

(source : Revitalization Proposals of location I, J, K)

평면적 공간계획이 갖는 한계는 뉴딜사업의 규모가 커

질수록 두드러진다. 규모가 큰 사업지역에서 다른 곳보다 

같은 수의 혹은 조금 더 많은 수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3차원적으로 늘어난 공간적 차이를 단위 시설과 가로를 

통해서 영향주기는 보다 어렵다.

대상지 속에서 서로 다른 계획안에 보이는 시설의 영

향력은 평면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Figure 5] 이는 

[Table 6]에서도 볼 수 있듯, 사업의 수와 기하학적 차원

이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면적의 차이는 배 이상난다. 

이 때 전체 대상지에서 시설들이 갖는 공간적 밀도는 곧 

마을 전체의 분위기와 직결된다. 통합적인 물리적 환경은 

프로그램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loca
-tion
(area)

business 
type

particular businesses

no. HW/SW size
geometric 

property in 
master-plan

I
(149,
413
㎡)

Common 
Neighbor
-hood type 

I-1 SW - -
I-2 HW 1,300㎡ point

I-3 HW 107 
buildings point

I-4 HW 3,300㎡ area
I-5 HW 3,250㎡ area
I-6 SW - -
I-7 HW 2,655㎡ area
I-8 HW (street) line
I-9 SW - -
I-10 HW/SW (street) line

J
(100,
000
㎡)

Housing 
Support 
type

J-1 HW 4,613㎡ area
J-2 HW 8,569㎡ point
J-3 HW/SW (street) line
J-4 HW (street) line
J-5 SW - -
J-6 HW - -
J-7 HW - -

K
(21,2
77㎡)

Dongne
-Saligi 
type

K-1 HW 2,207㎡ point
K-2 HW - -
K-3 SW - -
K-4 HW/SW 104㎡ point
K-5 SW - -
K-6 SW - -
K-7 SW - -
K-8 SW - -
K-9 SW - -
K-10 HW - -
K-11 SW - -
K-12 SW - -
K-13 SW - -
K-14 SW - -
K-15 HW/SW - -

*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point through valid value.

Table 6. Geometric property and size of particular businesses 

in mater-plan

Figure 6. 3-dimensional images as spatial guideline

(source : Revitalization Proposals of location C, J)

4.3 독립적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공간계획에서 가로와 단위시설이 독립적인 하나의 하

위 산업이 된 것처럼, 사례들에서 프로그램은 하나의 독

립적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Table 7]에서처럼 활성화 

계획안에 공간, 프로그램 상에 연계가 언급되었다는 측면

에서, 이는 물리적 재생에만 그치던 이전 도시재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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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발전적인 계획안이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

면 주거지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 대학, 교육원과 

같은 이름으로 단위사업으로서 외주를 통한 진행이 이루

어진다. 또한 계획된 물리적 요소와 하나의 프로그램을 

1:1 연결 후 프로그램간의 소통으로 다른 요소들과도 연

계되어야 할 것이다. 

Common Neighborhood type 
loca
-tion no. issue

connection of particular businesses
spatial programatic financial 

C

C-1
local 

community planned planned noneC-2
C-3
C-4

local 
economy planned planned noneC-5

C-6
C-7 urban 

space & 
infra.

none none noneC-8
C-9
C-10

local 
culture none planned noneC-11

C-12

I

I-1
local 

community planned planned noneI-2
I-3
I-4

local 
economy none planned noneI-5

I-6
I-7

urban 
space & 

infra.
planned planned noneI-8

I-9
I-10

L

L-1 local 
economy planned none noneL-2

L-3

urban 
space & 

infra.
none none none

L-4
L-5
L-6
L-7
L-8

local 
culture none none noneL-9

L-10
L-11 - - - -

*locations were selected for the point through valid analysis.

Table 7. Spatial, programatic, financial connection 

of particular businesses

더불어 단위사업 형식이라 할지라도 개별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관계획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별로 지원받는 예산이 달라 중복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진행도 함계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7] 사

업 간의 경제적인 분리는 통합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의 사업계획에는 가시

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즉, 이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그리고 조직과

의 연계 측면에서 다소 취지와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

기도 했다.

4.4 소결

4장에서 살펴본 주거지 재생 관련 48개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조직과 계획의 양상은 사업의 목적과 다소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이들은 사업 계

획과 진행, 경제적 집행의 측면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

리는 조직체계가 아니라 상위 행정 조직에 종속된 구조

를 가지면서 상향식과 하향식이 섞인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Housing Area as the Urban Regeneration of New Deal Project

organization
horizontality of organization ◎

horizontality of procedure △

space 
planning

integrated planning △

multi-dimensional planning △

program
spatial connection ○

programatic connection ○

financial connection ×

Table 8. Current states of businesses of housing area in 

planning for vitalizations  

또한 계획의 측면에서도 단위 시설과 가로 중심의 사

업의 일방적인 합으로 진행되어, 통합되지 못한 평면적인 

계획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프로그램의 측면

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연계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였으나, 통합적이

지 않은 별개의 사업(단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 공간계획,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충

분히 고려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주거지 재생은 통합적인 접

근으로, 일상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이다. 즉, 사업조직과  

공간계획,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Table 9] 

organization space planning program

guide
-line

bottom-up,continuous,
characteristic,
autonomous
organization

linked complex programs 
in regenerated physical
environment

cases

both bottom-up
and top-down,
outsourcing of unit 
business, typical, 
induced organization

2-dimensional
space planning 
with unit
facilities,
street

distinct 
programs 
unrelated to 
physical 
environment

*absence of integrated guidance suitable for each scale of types

Table 9. Difference between guideline and real cases 

about organization, space and program planning 

5. 주거지 재생 유형 별 통합적 계획 방향

본 장에서는 앞선 주거지 재생에 관한 활성화계획 분

석을 토대로 주거지 재생의 세 가지 유형별 실례에서 통

해 통합적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직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지역이 일괄적으로 

갖는 형식적인 조직구성을 재고해야 한다. 사업유형 별 

규모와 지역의 상황, 특색에 맞는 조직구성을 필요로 한

다. 지역만의 정체성을 고려한 조직체계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근린형은 일반적으로 세부 사업이 부가시설, 설비 

공급에 그친다. 일부 지역은 사업간 연계가 계획되어 경

제적 효과를 노리지만, 이 과정에서 주거는 배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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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지역이 세부 사업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한다. 

대상지 L의 경우, 지역 경제 사업과 도시 공간 인프라,

지역 문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이 다수이다.[Table 10] 

하지만 주변의 컨텍스트에도 불구하고,[Figure 7] 연계되

지 않은 별도의 사업을 모아놓은 모습이다. 일반근린형의 

대상지들은 규모와 예산이 충분하기에 지역 특화된 총체

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역 고유의 가이드

라인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야하고, 

이로부터 재료, 구축법, 친환경설비로 연결 될 수 있다.

물리적인 실체(재료, 구축)를 갖는 지역특화 가이드라

인을 통한 총체적 계획은 사업의 대표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정비 개선에 적용가능하다. 또, 골목 환경 개선사업

에 적용하여 점, 선부터 도심의 3차원적 접근을 할 수 있

다. 이는 커뮤니티와 문화 사업에서 출발한 가이드라인이

기에 시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과 통합을 이

루며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 이들을 함께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Figure 7. Surrounding contexts of location L 

(source : Revitalization Proposals of location L) 

location issue particular business HW/SW

L
(Common 
Neighbor-

hood 
type)

local 
economy

Youth Workshop HW
Vitalizing Alley Economy HW/SW

urban 
space & 

infra.

Community Service Center HW
Housing Maintenance HW
Parking Lot Maintenance HW
Making Safe City HW/SW
Pocket Park&Kitchen Garden HW

local 
culture

Center for Cultural Exchange HW
Smart City HW/SW
Making Book Alley HW/SW

- Enhancing Resident Abilities SW

Table 10. List of particular businesses in location L 

주거지지원형은 일반적으로 설비공급과 환경개선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문제 해결식 접근으로 계획되

어 있고, 특히 주거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놓인다. 주거

지지원형은 일반근린형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총체적 환

경을 다루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이다.

대상지J에서는 지역의 산업, 시설개선, 친환경개발이 

별도의 계획안으로 구성되어있다.[Table 11] 주거관련 사

업은 정비사업, 셰어하우스 제안에 그친다. 이 지역에는 

기업중심 산업이 많기에, [Figure 8] 사업시설-복합커뮤니

티센터-주거를 잇는 사업 중점형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도출되어 길과 건물에 적용가능한 일관

성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할 것이다.

Figure 8. Surrounding contexts of location L 

(source : Revitalization Proposals of location L) 

location issue particular business HW/SW

J
(Housing 
Support 

type)

urban 
space & 

infra.

Community Center Complex 
& Parking Lot HW

Reconstructing Housing & 
Planning Share House HW

Green Street HW/SW
Safe Pedestrian Environment HW

local 
economy Open Factory SW

local 
community

Improving Environment HW
Eco-friendly Remodeling & 
Management Office HW

Table 11. List of particular businesses in location J

우리동네 살리기는 작은 규모와 예산으로 인해 두 방

법으로 극단적으로 나뉜다. 한 쪽은 세부 사업을 물리적 

환경 개선, 정비에 집중하고, 다른 한 쪽은 텃밭, 농장, 

마켓, 복덕방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다.

대상지K에서 볼 수 있듯, 세부 사업의 대부분이 소프

트웨어와 관련된 것인데[Table 6], 이 때 프로그램운영은 

사업성, 환경개선효과를 갖기보다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

한 계획이다. 하지만, 작은 지역인 만큼 환경개선과 커뮤

니티의 컨셉을 맞추어 확산가능성을 노려야 한다. 즉, 특

정 지역의 집수리, 커뮤니티 만들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농장시스템이나 친환경마을 같은 테마를 잡고 대상지 

주변 지역들까지 확산, 포섭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Figure 9. Diagramatic suggestion of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 particula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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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시대

적 경향에 대해 살피고, 한국에서 가장 근래 등장한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들을 통해 수평적, 일상적,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보다 구체적으로 뉴딜사업 

중 주거지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조직, 공간계획,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각 대상지의 마스터플랜과 단위 사업, 협의체 구성과 진

행, 예산안을 살펴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제 중심

의 역할이 부각된 도시재생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적

이고 지속적인 가이드와 달리 과도기적 조직, 평면적 공간

계획, 독립 사업으로서 프로그램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진

행되었다. 향후 뉴딜사업이 보다 수평적이고 지속적이며 

경제적인 도시재생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조직, 공간, 프

로그램 측면에서 모두 개선된 접근법과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조직의 수직성과 진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

해서는 연 단위 사업평가를 지양하고 사업의 허가 및 진

행을 지자체 수준에서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수직

적 조직과 매년 진행되는 잦은 평가는 지역만이 갖는 독

자적인 사업 진행과 지역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및 초기 활성화계획을 위한 1차적 진

행 이후 독자적 집행을 통한 장기적 시행 및 운영, 독립

적인 수평적 조직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역이 형

식에 맞춘 일관된 조직과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각 지역

이 고유한 사업들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이다.

둘째, 사업의 공간적 계획을 위해 점․선 중심의 분산된 

평면적 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마스터플랜들은 개

별적으로 흩어져 연계되지 못한 단위사업들로 구성된다. 

이는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영향력이 약해지고 집적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물리적 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내

기 위해서는 서로 연계된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단위

사업의 집적 및 중첩, 가로에서 시작되는 3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각기 다른 사업으로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밀도를 높이면서 경관을 고려한 일

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공간적 접근을 통해 하나의 동네․마을로

서 물리적 재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위해 프로그램 단위사업

의 경제적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점․선 단위의 프로

그램들은 독자적이고 흩어져있어 물리적 사업과 마찬가

지로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 고용 등 경제적 생태계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며 연

계 가능한 프로그램 사이에는 사업 예산의 유연한 통합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상호 연계에 대한 적극적

인 태도와 지속적 경제 생태계를 사업들이 함께 고려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앞선 물리적 재생과 함께 조직

과 공간의 경제적 통합 가능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활성화 계획까지를 계

획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폈다. 그렇기에 미시적인 관

점에 다다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주거지 재생의 실

제 진행 과정, 지역별 세부특성, 현장에서 구현되는 상황,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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