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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토‧도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핵심과제의 정책방안을 제시
 사회적 가치는 동시대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을 의미하며,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의 성장, 집중, 개발에서 세계화, 지속가능성 등을 거쳐 포용, 공정, 정의, 공
유 등의 가치로 진화하고 있음
 공공성은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도
구이며, 국토‧도시분야 제반 정책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 형평성 제고 정책 강화 필요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AHP 분석결과,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
한 정책,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고령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됨

이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사회적 부동산) 토지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조직의 목적,
설립요건, 운영기준, 자금조달, 자산 운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제정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시설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ㆍ복지서비
스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등의 최종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으로 전환, 사업부지 측면의 국지적 접근이 아닌 도시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
 (국유지활용) 국유지 활용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국유지활용의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 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
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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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포용적 도시정책의 구현과 격차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도시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천적․정책적
의미에서의 달성 가능한 정책방향과 수준 제시 필요
∙ 성장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미래 지향점을 실현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 중요
∙ 정책적 측면에서 조작적 정의와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실천과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 가치는 우리 당대의 시대정신이고, 공공성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핵
심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며 사회적 가치의 핵심수단인 공공성을 반영한 국
토‧도시정책이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도시분야에서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이슈별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유지 개발·활용, 사
회적 부동산, 도시재생 분야로 나누어 핵심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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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 가치의 의미
∙ 철학적 의미에서의 가치란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
성’,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
∙ 철학의 가치론은 개인의 양심(칸트), 개인행동의 사회적 의미 등을 논의하며,
이는 사회철학으로 연계되며, 사회정의, 공정성 등 공공성의 개념과 연관
∙ ‘사회적 가치’는 철학에서의 가치론 논의의 연장으로 ‘공공성’과 비슷한 의미
로 쓰이고 있음

□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 1999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공공성(public, publicness)의 위기’에 대
한 문제가 논의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공간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에서 공공
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
∙ 공공성을 규범론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관련되면서 공동의 이익(공익, 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행위, 지향을 공공성으로 정의
∙ 공공성의 구성요소로는 정부적, 정치적, 공익성, 공유성, 공정성, 공개성, 사
적 영역의 공적 영역으로의 치환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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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공간정책 논의
□ 국내 국토·도시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 최근 국토·도시정책에서 주요한 현안 문제로 격차, 부조화, 단절 등이 거론되
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속에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
이 부각
∙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와 공유경제가 중요한 국토·도시정책의 사회적 가치
로 논의되고 있음
∙ 포용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포용적 사회정책이 인적자본 고도화와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능력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혁신기반을 향상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
리에 근거
∙ 공유경제는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의 공공부문과 관련되어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촉진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

□ 국제기구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논의
∙ UN-HABITAT는 포용도시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을 제시
∙ OECD에서는 공간적 포용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접근과 장소 기반의 접근
을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
∙ World Bank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포용적 성장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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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도시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은 민간
에서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정의
∙ 국토·도시분야 등 공간정책의 흐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새로운 공공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4.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키워드 도출
∙ 국토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균형발전, 대도시권, 자연재해 회복, 국토 인프
라로 정리됨
∙ 도시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역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음
∙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
∙ 교통 분야의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균형발전, 포용적 보행편의와 통근권과 연
계되는 개념들로 대중교통, 보행친화, 교통복지 등이 있음
∙ 토지분야의 주요 이슈는 토지의 개념이 재산의 개념에서 공공재 개념으로 발전
됨에 따라 사회적 부동산, 국·공유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환경분야의 정책이슈는 온실효과, 미세먼지, 쓰나미 등 도시적 차원의 방재대
책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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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슈
∙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
- 주거, 환경 중심의 국토·도시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
고 살기 좋은 국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분야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안전성 보장
-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정책
- 미래의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개
발이 필요
- 수혜계층을 고려한 기반시설 정비와 맞춤형 생활SOC정책을 통해 국민의 니
즈를 반영한 도시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국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유휴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
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그림 1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출처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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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핵심과제

□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통한 공공성 제고
① 사회적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효과
∙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는 사회적 부동산을
통해 가능
∙ 사회적 부동산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실히 반
영하고 선도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제도화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위한 가칭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을 제정하여 취
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은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
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을 확립하고, 사회적 부동
산의 매각을 금지시키며, 주민투자의 조건과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
③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투자를 통한 참여는 사회적 부동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
∙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투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멤버십 개념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주민주주의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x

④ 국토교통부 모태펀드 조성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 활발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유사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부동산은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 지
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재원으로 부동산 매수를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
태펀드의 조성이 필요

□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제고
①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추진 과제
∙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최소한의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 스스로 문제와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함
∙ 국가의 역할은 시설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등의 최종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접근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종합적 수요와 여건분석 필요
∙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에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복귀해야 함
② 시민참여 관련 추진 과제
∙ 사회취약 계층이 밀집 하는 등의 한계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의 들러리 수준의 상생협약이 아니라, 상생협약의 내용과 시
민참여, 커뮤니티 매칭 수준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
민협의체의 대표성이 보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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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구조화하고 이해관계의 대표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 투명화를 통하여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국유지 개발·활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①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
∙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활용과 관련된 근거를 신설하여 국유지 개발·활용계
획의 법정화 필요
∙ 국유지 개발·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일괄적으
로 협의하고 주민 수요 중심의 단계적 사업 추진 제언
②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 국유지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활용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
한 거점 역할을 할 필요
∙ 국유지는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유지와 사유
지를 교환 및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③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법 제정
∙ 국유지 개발·활용시 발생하는 현행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지 개
발·활용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유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
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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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 공간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개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공
공성 또한 그 개념이 광범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도시분야가 매
우 제한적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할 과제들임
∙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필
요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를 세분화 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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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갖은 우리의 국토 ‧ 도시분야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잘 실현하고 있는가’이다. 성장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미래 지향점을 실현하
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에 대한 논의를 국토․도시 분야로
한정하면서,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정책적 측면에서 실천가능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자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 시대의 핵심적 가치 내지 국민들이 소망하는 지향
점을 시대정신이라 부른다면, 현 시기 우리의 시대정신은 평등, 공정, 정의, 형평, 포
용 등의 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도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 정부의
핵심가치는 ‘정의’이고,‘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하는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1)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비전 2045’를 마련 중에 있
다.2) 대한민국의 비래비전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하고 포용국가의
목표와 전략, 5대 핵심과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특별과제,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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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등을 구상 중에 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의 미래논의는 기존의 발전국가 틀
에서 논의되었던 개발, 성장 등의 가치를 대체하는 평등, 정의, 공정 등이 논의되다가
이를 종합하여 포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포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이며, 일반적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을 끌어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공정, 정의, 평등, 형평의 가치를 포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국토, 도시 등의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배경은 우리의 국토 ‧ 도시 분야의 정책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에
맞게 조율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국민들의 총합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판단하고,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사회적’ 조건, 즉 제도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임은 명백하
다면 우리의 국토 ‧ 도시 정책도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그 수단으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국토 ‧ 도시 분야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규제완화 등
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우리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포용적 도시정책의 구현
과 격차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성(도시재생 로드맵),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국
토부 업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등을 발표하였
다.3)
국토 ․ 도시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천적․정책적 의
미에서의 달성가능한 정책방향과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용, 사회적 가
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 의미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보다 실천적․정책적 수준
에서 개념정의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부정책 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강조하고, 정책발굴과 실천을 위한

3)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책 전반에 포용 개념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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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
치 실현 등 공익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 개발제한
구역의 공익성 담보,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
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성장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미래 지향점을 실현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 철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작적 정의와 실천 가
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실천과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토 ․ 도시 분야에서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
을 정립하고 국토 ‧ 도시 분야의 핵심이슈별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정립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고찰하고, 국토 ‧ 도시
분야에서의 의미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으로 재해석한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성의 개념을 담는 정책동향 파악을 위해 포용도시, 공유도시 등 OECD, World Bank
등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가치인 포용성과 관련된 개념 파악을 통해 우리의 국토 ‧ 도시
분야의 정책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그간 국토 ‧ 도시 분야의 정책에서 어떤 가치들이 정책적 의미로 활용되어 왔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대별 학술논문을 분
석하여 시대별 정책키워드를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이 판단을 토대로
핵심정책과제(국유지 개발 ‧ 활용의 공공성 제고,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통한 공공성 제
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제고) 별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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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추상적 의미의 포용도시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구체적․정책적 의
미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정책의 우선순
위 파악에 있어서는 국토․도시 분야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위를 갖는다. 즉, 주거복
지, 도시, 환경, 교통, 국토, 도시 분야의 세부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
리고 종합 중요도를 통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로 연구 범위를 좁혀 정책방안을 제
시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국토·도시 정책분야
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한다.
(문헌고찰) 먼저, 문헌고찰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인문학 및 사회과학
이론을 토대로 이 연구의 주요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국제기구(UN-Habitat, OECD,
World Bank)의 포용도시, 포용성장 등의 논의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내용분석) 내용분석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개발, 활용되었다.
주로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객관적인 단위에 의거하여 분석하
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도시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의 학술지와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국토’지에 투고한 를 활용한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학회지와 ‘국토’지에 게재된 논문과 기사를 6가지 분야로 나
누어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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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 사회적 가치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대상 AHP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HP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핵심이슈를 도출한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이론, 국내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공간정
책 논의, 국토·도시분야의 핵심이슈 도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측면의 국토·
도시분야 정책방향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먼저,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시대정신
과 사회적 가치의 의미, 사회적 가치가 사용된 용례를 검토한다. 또한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위한 수단인 공공성이 그간 공간정책에서 어떻게 논
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주요 공간정책인 ‘국토종
합(개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파악한다. 최근의 국
토 ‧ 도시정책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포용도시와 공유도시로 개념화하고 이
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해외에서의 논의 동향 파악을 위해
UN-HABITAT, OECD, World Bank의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공공성 강화 전략은 주로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사회 등 주로 포용성
(inclusiveness)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학술논문집, 국제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를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및 AHP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설문
조사 및 AHP분석 결과 1)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방향, 2) 부동산시장
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3)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5장은 전 장에서 도출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정책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먼저,‘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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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정책방향’은 생활SOC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의 활용’ 과제를 다룬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공유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양극화에 대응하고 도
시개발, 부동산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 내에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정책인 ‘사
회적 부동산 활성화’ 과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
간정책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과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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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 연구 흐름도

제1장 연구의 개요 ･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는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 ․ 도시 분야의 정책연구의 경우에
도 종합적인 시각을 갖춘 연구는 드물며 개별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공공성 확보
차원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박재길 외(2004)는 도시계획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고, 롤즈의 사회정의론을 검토한
후 이를 응용하여 도시계획결정구조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정호 외(2016)는 실천적 정책개념으로서의 포용국토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적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포용 논의 동향과 함의, 한국의 공간정책 포용성과
국외의 공간적 포용정책을 정리하고 포용적 국토정책 개념과 핵심적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다.
이우형(2012)은 미국 도시개발의 역사에서 사회통합과 공공성 추구 과정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도시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역사에 대한 소급적 고찰
그리고 미국 도시개발의 진화과정의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영범·염철호(2011)
는 도시에서 공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간가치를 개념지으
며,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한다. 그러나 주로 미시적 측면의 도시공간에
대한 건축적 탐색으로 본격적인 공공성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이 연구는 추상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정책적 의미에
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다른 과제와는 차별성이
있다. 즉,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달성에 대한 논의를 국토․도시 분야로 한정하여 이론
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정책적 측면에서 실천가능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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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도시계획결정과정과

∙ 문헌조사

∙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계획결정구조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 설문조사

∙ 도시계획결정구조의 문제점 분석

∙ 연구자: 박재길 외 (2004)

∙ 실증분석

∙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

∙ 연구목적: 도시계획의 사회적

∙ 전문가 의견청취

기능을 밝히고 결정과정의 사회
정의 측면의 형평성 제고
∙ 과제명: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주요
선행
연구

2

∙ 연구자: 문정호 외 (2016)

∙ 문헌조사

∙ 포용 논의 동향과 함의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한국의 공간정책 포용성과 국외의 공

∙ 전문가 자문

∙ 연구목적: 실천적 정책개념으
로서의 포용국토 개념을 정립

과제
∙ 포용적 국토정책 추진방안

하고 핵심적 정책과제 제시

∙ 과제명: 미국도시개발의 진화

3

간적 포용정책
∙ 포용적 국토정책 개념과 핵심적 정책

∙ 통시적 고찰

∙ 미국 도시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와 사고적 패러다임의 변화 연

∙ 소급적 연구방법

∙ 미국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한 소급적

구

∙ 핵심주체들의 관계

∙ 연구자: 이우형 (2012)

성 변화 분석

∙ 연구목적: 미국도시개발의

고찰
∙ 미국 도시개발의 진화과정의 국내
시사점

역사에서 사회통합과 공공성
추구 과정을 분석

∙ 과제명: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본 연구

∙ 국내외 문헌검토

∙ 이론검토 및 핵심이슈 도출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 포럼운영 및 세미나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융복합 연구

∙ 연구목적: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적․

정책방향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정책적 의미의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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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이 장의 서술내용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가치
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있다.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은 포용, 형평, 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 및 도시분야의 정책에서도 공공성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함에 있어 시대정신,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검토한다.

1.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
1) 시대정신의 의미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
도를 말한다. 시대정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헤겔을 꼽을
수 있다. 헤겔은 『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의 주체를 ‘세계정신’ 이라 부르고 세계정신
이 역사의 실체적인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국가에 있어서의 세계정
신은 세 가지 역사적 형태로 전개되는데 그것은 동방적인 것, 그리스·로마적인 것, 게
르만적·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이는 그가 국가형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
형론에 근거하여 전제 정치, 민주정치, 군주정치로 도식화한 것과 상응된다.1)
헤겔이 『역사철학 강의』에서 제시한 세계사 인식은 독일 철학자 J.G.헤르더(17441803)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헤겔의 세계사 시기 구분 방법 또한 헤르더에게 빚진
것이다. 헤르더는 역사의 목표를 '인간성'의 획득으로 보았는데 그의 『인류의 역사철학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386&cid=60657&categoryId=60657 2019.7.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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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념』에 등장하는 ‘인간성’ 강조는 괴테의 문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헤르더는 역사를 ‘인류의 환경을 형성하는 외부적 힘과 인간 정신으로서
만, 혹은 더 정확하게는 동질적인 인류가 해체되는 다양한 민족정신으로서만 묘사될
수 있는 내적 힘의 상호작용’(J.G.헤르더, 2002; 83)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헤겔
의 ‘민족 정신’ 개념으로 연결된다.
헤겔은 ‘민족정신’을 ‘세계 정신의 현현’으로 보고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의 관점에
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족정신’ 역시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 인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한 민족의 역사는 평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특정한 시대를 대표하는 헤겔적 의미의 시대정신은 개별 국가
와 민족이 보여주는 특수한 성격과 함께 세계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의 시대정신의 개념을 헤겔이 규정한 개념과 괘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그 용어는 차용하더라도 시대정신을 당대의 국민들의 가치지향점으
로 보고, 이 가치(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성이 개념이 도출된
다. 우리시대의 핵심적 가치인 정의, 평등, 형평, 포용 등은 시대정신이며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등에 의해 훼손된 공공성
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2) 가치의 의미
가치의 일반적 의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의미한다.2) 가치는 ‘상품 가
치’ 등과 같이 경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가치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값어치, 의의, 중요성, 진가, 뜻, 참뜻, 무게, 쓸모, 유용성,
의미 등이 쓰이고 있다.
철학에서는 가치론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철학적
2)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1ec533b4dd2041a9b9cb255d22583b3a), 2019.7.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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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가치란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인간의 욕구
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3)
가치론은 인식론(형이상학, meta-physics), 존재론, 사회철학과 함께 구성하는 철
학의 한 부문으로 윤리학, 도덕철학을 의미한다. 철학의 가치론은 개인의 양심(칸트),
개인행동의 사회적 의미 등을 논의하며, 이는 사회철학으로 연계되며, 사회정의, 공정
성 등 공공성의 개념과 연관된다.

3)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용례
‘사회적 가치’는 철학에서의 가치론 논의의 연장으로 ‘공공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
이고 있다. 송용한(2014)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으로 사적 편익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과 공동체가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박진영(2018)은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것으로 개인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국회에 발의
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법률」에 정의(박광온, 2016)된 바,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5) 비슷한 의미로 서형수(2016)는 “사회적 가치란 고
용창출이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 실현,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노동, 복지, 인권, 환경 차원에서 공동체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적·비재정적 편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Emerson(2000:
137-138)은 재정적·비재정적 편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의 유형을 경제적 가치, 사
회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ec533b4dd2041a9b9cb255d22583b3a 2019.7.7.
검색)
4) 송용한. 2014. “사회적 가치지표 고찰: 사회적 가치와 측정 지표의 괴리”. SE Empower·대안공동체 연구회
세미나 자료집.
5) 박광온 외.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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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공공성의 개념
1999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공공성(public, publicness)의 위기’에 대한 문
제가 논의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공간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에서 공공성을 회복하여
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제한적 정치 참여, 도
시계획 등 공간정책에서의 주민의 참여부족 등 서구의 고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
은 공공성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임혁백, 2007: 34-51). 시장 중
심의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소영진, 2003: 5-22). 이러한 흐름과 함께 공
공부문의 민영화, 시장 중시 등을 모토로 하는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의
세계적 확산은 정부부문의 축소, 시장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공공성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개념 파악 없이 대중적으로 사
용된 어구이다. ‘공적’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고, ‘공적’이
라는 말이 ‘정치’나 ‘정부’와 거의 동의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임의영, 2003: 23-50).
공공성은 논쟁적인 개념이며, 일치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세훈,
2014: 9). 공공성을 논의하는 학문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 역시 공공성에 대한 일
반적 개념 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김세훈 등, 2008). 철학, 정치학 등에서는 시민사
회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자유나 평등의 이념과 결부 짓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에서
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주로 공공재를 중심으로 이론
을 전개하고 있다. 법학에서의 공공성은 영역, 주체, 절차, 이유 제시 모델로 구분되며
이유제시로서의 공공성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공공성은 특정 영역이나
주체, 절차 등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나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행정학에서는 행위주체(정부)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파악하고 있고 미학,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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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는 공공성을 해당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이 공공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도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규범론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관련되면서 공동의 이익(공익,
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행위, 지향을 공공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공공성의 구성요소6)
‘정부적(governmental)’은 공공성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여기서 정부란 중앙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주체성을 띤 공공기관들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
회과학적·정책적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공공성은 정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
체적인 의미로는 정부 및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의미한다(백완기,
2007: 8).
엄밀히 말해서 국가와 정부는 다른 개념이나, 국가의 의지와 행위는 정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공성은 ‘정치적’ 또는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이라 함은 ‘정부적’
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적’하면 제도적·법적·정치적 측면이 강하지
만, ‘정치적’하면 자연발생적·비공식적·과정적·타협적·협상적인 성격이 강하다.‘정부
적’하면 통합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의미하지만, ‘정치적’은 대립적이고 분열적인 성
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정부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만을 내포하지만,
‘정치적’은 정부적인 기관을 포함하여 정치단체, 시민단체, 압력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백완기, 2007: 9).
‘정부적’인 것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탄생하며, 정부는 정치와 직결되어 공공성은
‘정치적’인 것을 피할 수 없다. 공공성을 정치과정에서 찾는 대표적인 학자는 한나 아
렌트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으로서 ‘정치적 삶’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각자

6) ‘2)공공성의 구성요소’ 내용은 백완기. 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을 요약·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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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와 고유성이 발로되는 광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힘과 폭력이 아닌
담론과 설득을 통해서 합의가 이우어지는 과정만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영역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의 상호작용 속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백완기, 2007: 9)
공익은 공정성의 중심개념이지만 공익이 공공성 자체는 아니다. 공익은 다수의 이익
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지만, 공공성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도 공
공성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공익은 다수를 전제로 하고 공익은 다수의 이익을 뜻하
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백완기, 2007: 11)
공유성은 물리적인 시설은 물론 언어, 사상, 가치, 규범, 관행 등이 공히 소유됨을
의미한다. 물리적 시설의 공유는 공공재라 칭하며 공원, 도로, 공기와 같은 재화를 의
미한다. 공공재의 특징은 분할성, 배제성, 전유성 등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을 재
화이 외연성이라 칭한다. 언어, 관습, 가치, 규범 등의 공유현상은 동질성, 응집성,
유기성, 지속성 등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의 수립을 촉진하고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시킨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주
의 체제는 자유나 평등 개념의 공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백완기, 2007: 11-12)
공정성은 평등, 형평, 정의, 공평 등 유사한 개념이 많으며, 공공성과 매우 밀착되
어 있다. 공정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우리시대의 화두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공정성은 우선 차별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공정성의 문제는 주로
분배와 절차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분배 면에서의 공정성은 결과로 나타난 ‘몫’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이다. 절차 면에서의 공정성은 결과로 가는 과정이 공
정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이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면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다(백완기, 2007: 12-13)
공개성은 폐쇄적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열려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개성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access)과도 표리관계에 있다. 접근성
이 용이하면 공개성도 커지고 접근성이 어려우면 공개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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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물리적 현상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물리적 가시성이 아니라
사고와 의식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Habermas, 1987, 323-326). 하버마스가 생
각하는 공개성은 사고와 판단의 개방성을 의미하고 있다. 토론 참여자들의 아집과 배
타성은 공개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개성은 물리적인 가시
성은 물론이고 의식과 사고의 개방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백완기, 2007: 10-11).
사적 문제가 사회존립의 문제로 직결될 때에는 바로 공적인 문제로 전환된다. 결혼
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혼을 회피하려는 현상이 확산되면 공적인 문제로 제
기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의 결정은 사적인
결정이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사회적(공적) 문제로 치
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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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점의 공간정책 논의
이 장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위한 수단인 공공성이 그간 공간정책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주요 공간정책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
표와 추진전략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파악한다. 최근의 국토 ‧ 도시정책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여 포용도시와 공유도시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해외에서의 논의 동향 파악을 위해 UN-HABITAT, OECD, World Bank의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
하였다.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공공성 강화 전략은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사회 등 주로 포용
성(inclusiveness)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내 국토·도시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1) 개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인구 및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하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인구, 경제와 도시화의 증가율이 정체하는 안정․성숙기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기조는 1990년대 이전까지
는 빈곤극복을 위한 국가주도의 국토개발과 성장이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성숙단계부터는 균형발전,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 창조경제 등으로 다양화되
었으며, 최근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성장률 감소, 양극화 심화, 고령화 증가 등의 사
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포용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기조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른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개발계획」
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1971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주요한
정책 기조를 국토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통해 그 시대의 공간정책의 주요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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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시대별 주요지표 변화와 정책기조
고도성장기

안정․성숙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총인구

28,705천명

35,281천명

40,806천명

45,093천명

48,185천명

51,015천명

인구
성장률

2.54%

1.68%

0.98%

1.01%

0.21%

0.53%
0.20%(19년)

GDP

38,822

108,549

254,992

628,442

1,034,338)

1,466,788

경제
성장률

7.2%

7.9%

7.7%

9.6%
-5.5%(98년)

4.3%

2.8%

97년 IMF
구제금융

07-09년
세계금융위기

68.7%

79.6%

88.3%

90.9%

전두환(80-88)
노태우(88-93)

김영삼(93-98)
김대중(98-03)

노무현(03-08)
이명박(08-13)

박근혜(13-16)
문재인(17-22)

성장분배
지역균형발전

세계화
지역특성화

균형․혁신

창조경제

녹색성장

포용과 혁신

제7차 및 신경제
(‘92-’97)

주요변화
도시화율
대통령
정책
기조

39.1%

50.1%

박정희(63-79)
빈곤극복
국토복구

성장추구
국토개발

경제
계획

1,2차
3,4차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5,6차
경제개발계획

국토
계획

1차 (1971)
1972-1981

2차 (1982)
1982-1991

3차 (1992)
1992-2001
4차 (1999)
2000-2020

4차 수정(2005)
2006-2020

4차 수정(2011)
2011-2020
5차(2019)
2020-2040

자료 : 총인구 : E-나라지표, 통계청(2019)「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中 중위추계 결과
GDP, 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국민계정, 단위 : 십억원
도시화율 : 박세훈 외(2012)1), p37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정책기조 : 문정호 외(2016)2), p48 발췌 수정

국토종합계획이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며, 모든 국민이 살기 좋
은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전 ‘국토종합개발계
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된 3차까지의 국토종합계획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하고 있
1) 박세훈 외(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 문정호 외(2016), 포용적 국토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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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주요 전략은 공업기지의 구축과 정비, 교통 ․ 통신 및 에너지 등의 공급망 정비
등 성장을 위한 산업국가의 기반을 구축(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1, 머리말)함으로
써 국민경제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
에서 인구와 산업이 수도서울과 대도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 부치는 말) 하는 방안들로서 인구의 지방정책 유도, 개발
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등의 전략을 담고 있다. 즉 1990년대 까지 국토종합계획에서 반
영된 주요한 사회적 가치는 빈곤극복을 위한 국토개발을 통한 성장과 고도경제성장 과
정에서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된 투자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외부적으로 WTO체제 하에 세계경제 자유화가 본격화되고,
산업의 중심이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과거 연 7~8% 수준에서 3~5%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경제체제 전
환에 대한 대응이 계획수립의 대전제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적․관료적 사회에
서 권한과 책임을 지역과 시민에게 이양하는 분권화․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국토공간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를 반영(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11)하고자 하였다. 한편 1990년
대 초반부터 시작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3)이 2000년대
이후 파리협정을 통해 본격화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발전전략이 국토종
합계획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절대인구 감소전망 시점이 2032에서 2029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가 경
제․사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응한 전략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즉 1990년대에는 성장
위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와 함께 기후 변화,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환경과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이 국토공간의 새로
운 비전과 전략들로 투영되었다.
3)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1년 신기후협약,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제3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점의 공간정책 논의 ･ 27

표 3-2 | 국토종합계획의 흐름
구분

목표

추진전략

1차
(1971)
박정희

Ÿ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Ÿ 개발기반의 구축
Ÿ 국토포장 자원개발과 자연보호보전
Ÿ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Ÿ 대규모 공업기지의 구축정비
Ÿ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Ÿ 부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강화

2차
(1982)
전두환

Ÿ 인구의 지방정책 유도
Ÿ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Ÿ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Ÿ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Ÿ 국토의 대학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Ÿ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Ÿ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
접자본 확충
Ÿ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3차
(1992)
노태우

Ÿ (균형)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Ÿ (효율)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 이용
Ÿ (쾌적) 복지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
전
Ÿ (통합) 통일에 대비한 기반의 조성

Ÿ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의 억제
Ÿ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Ÿ 통합적 고속 교류망의 구축
Ÿ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Ÿ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 정비
Ÿ 남북교통지역의 개발․관리

4차
(1999)
김대중

Ÿ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Ÿ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Ÿ 자연과 어울어진 녹색국토
Ÿ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Ÿ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Ÿ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Ÿ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Ÿ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Ÿ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Ÿ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4차
수정
(2005)
노무현

Ÿ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Ÿ 상생하는 균형국토
Ÿ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Ÿ 살기좋은 복지국토
Ÿ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Ÿ 번영하는 통일국토

Ÿ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출
Ÿ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Ÿ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Ÿ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Ÿ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Ÿ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4차
수정
(2011)
이명박

Ÿ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Ÿ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Ÿ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Ÿ 품격있는 매력국토
Ÿ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Ÿ 국토경쟁력 제고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Ÿ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Ÿ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Ÿ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Ÿ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구축
Ÿ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구축

5차
(2019)
문재인

Ÿ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Ÿ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Ÿ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Ÿ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Ÿ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촉진
Ÿ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Ÿ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Ÿ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Ÿ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Ÿ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1차~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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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토 ․ 도시정책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
국토계획연구단(2019)4)이 2018년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격차, 부조화, 단
절 등이 중요한 국토 현안 문제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주거 불안정, 양극
화 심화 등의 ‘격차문제’가 52.0%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60.2%가 더욱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체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최근 국내 국토․도시정책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포용도시와 공유도시를 중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3-1 | 국토 현안문제 국민의식조사

자료: 국토계획연구단,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4) 국토계획연구단,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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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도시
정책기획위원회(2018)5)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
으나 사회정책의 결핍으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사회부문의 낙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서 포용사회, 혁신사회 등을 제안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포용적
인 국토’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배경에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인적자본 고도화와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능력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혁신기반을 향상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또한 이는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한다
는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림 3-2 | 포용도시의 배경과 방향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8.09.06

5)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8.09.06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의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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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토공간차원의 포용성은 계층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공생,
세대 간의 공생, 공간과 사람 간의 공생으로 정의(문정호(2016; 30-31))한다. 한편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등 실제 정책에서는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소멸도시 우려, 어린이집 등
공공복지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의 격차 등 고착화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지역 간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하고, 사회통합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포용의 관점에서 모든 세대를 배려한 포
용적 도시공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커뮤
니티 기반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복지,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기 보다, 포용국가 비전과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포용정책의 비전과 전략들을 장소기반으로 통합적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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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도시재생 뉴딜

자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8.09.06

(2) 공유도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내구재나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에게
대여․제공함으로서 경제적인 효용을 얻는 것(정완석, 2018, p73)을 의미한다. 정완석
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개별적으로 산재하는 물적자본의 공유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
는 동료생산, 온라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온디맨드 경제, 온라인 상의 신뢰를 바탕으
로 한 참여자 간의 협력 생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ICT
기술발달에 기반한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가 잉여자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요자가 무상 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 상업경제
(Commercial Economy)와 달리 화폐대신 인간관계, 자기만족감, Good Feeling이 교
환의 매개가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Uber, Airbnb와 같이 보다 상업적인 분야로 발전
되고 있다.
표 3-3 | 공유경제의 주요특징
구 분

개 념

동료 생산
(Peer Production)

Ÿ 집중화된 대규모 물적자본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물적자본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물적자본의 공유를 통하여 사회기반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협력 생산
(Collective Economy)

Ÿ 소비자들이 서로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social media 경제가
진화하여,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들끼리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단계

온디맨드 경제
Ÿ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기존 시장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소비를 가능하
(On-Demand Economy) 게 하는 경제
자료: 정석완(2018),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산은조사월보,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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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자료: 나현(2016), ICT와 가치중심 사고가 만드는 공유경제 생태계, Future Horiz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4, 수정

공유경제는 주로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P2P 또는 B2C 거래형태의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지역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도시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가 적극 채택되고 있다(신선영 외, 20186)). 공공부문과 관련
한 공유경제는 주로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되며,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촉진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2
년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개방, 한지붕
세대공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유휴공간 활용 및 나눔카, 공공데이터 개방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를 인구
감소, 고령화,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에 적용시켜
도시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유도시’를 집중 육성(김장훈, 2018)하고 있
표 3-4 | 공유경제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광 역

기 초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서울 중구 외 21개, 부산 중구 외 10개 기초 지자체
광주 북구 외 4개 기초 지자체, 울산 중구
(경기) 고양, 성남, 수원, 안양, 평택, 화성, 구리
(충남) 아산, (전북) 전주, 완주, (경남) 양산, 거창

개수

10개소

51개소

자료: 저자작성 (19.11.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6) 신선영 외, 2018,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Hot Issue Report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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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에서 공유경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야는 공적 부동산과 민간 자산의 활용 등 유
휴공간의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육아에 좋은 환경, 평생교
육, 공공교통, 관광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 도시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표 3-5 | 서울시 공유경제 적용 정책 사례
정책

내 용

공공시설 개방

Ÿ 1,700개 이상의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
로 이용(2016.3 기준)

한지붕
세대공감

Ÿ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집을 사용하는 공동주거사업으로 60세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에
게 방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이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Ÿ 공공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짓는 새로운 형식의 임대주택

나눔카
공공데이터
개방

Ÿ 민간 공유자동차 기업인 쏘카, 그린카와 협력하여 나눔카 정책 시행
Ÿ 서울시에서는 기업에 공공주차장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시스템을 운영
Ÿ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5,000개 이상
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16.3 기준)

자료: 강현숙(2016), 지속가능한 공유도시를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FUTURE HORIZON, p8

표 3-6 | 공유경제의 도시정책 적용 사례(일본)

자료: 김장훈 KOTRA 후쿠오카무역관, 일본 공유도시 추진으로 도시문제 해결도모, KOTRA 해외시장 뉴스

34

이와 같이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및 재정위기 상황에
서 국토․도시문제해결을 기존의 대량 공급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
반으로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소유가 아닌 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하여 해결한다
는 측면에서 국토․도시문제 해결방식의 커다란 전환이고 볼 수 있다.

그림 3-6 | 공유․활용 중심의 국토․도시문제 해결방식의 전환

자료: 저자작성

3) 가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공간정책 사례 : 제주미래비전, 2040년 행복도
시권 광역도시계획
국토도시분야에서의 공간계획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종합계획, 시도, 시군 도시
기본계획 등)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목표-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을 우선
적으로 선행한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바람직한 미래상과 국토발전
비전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수립, 토지정책 수립, 지방정부의 미래비전 수립
등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경우 보다 실용적인 문제, 특히 경제, 산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의 목표가 보다 강조되는 실정이다. 개개 지자체의 여건과 주민의
의식을 고려하면 한편 당연한 일일 수는 있으나, 고유한 여건을 가진 어떤 지자체에서
는 그 곳만의 사회적 가치를 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아직은 소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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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미래상 정립 등이 이루어지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제주도(2016)는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이 생
각하는 제주의 중심가치, 핵심가치’ 등 제주인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지향해야할
공동의 미래 모습, 공동의 자산의 의미로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미래비
전에서는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자연, 치유, 휴양, 건강, 평화, 문화, 사람, 세계
화”를 설정하였다. 이런 바람직한 가치를 묶어 “청정, 공존”을 제주가 지향해야할 핵
심가치로 선정하고 제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7 | 제주미래비전의 가치 사용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40 제주미래비전.

두 번째 사례는 행복청 및 충청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수립하고 있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있어 충청권 지역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충청
인은 개인적 차원으로 “행복, 경제, 문화, 활력”을 설정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경
제, 안전, 지속가능성, 혁신성장”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 복지, 균형발전, 혁신
성장, 국제교류”을 핵심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각 차원의 가치와 여건분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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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계획검토를 통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쟁력 강화, 행
복한 삶, 상생협력을 설정하여 충청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8 |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가치 사용 사례

출처 :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2019) 제4장 목표 및 전략 (계획수립중)

이와 같은 사례는 모든 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시대정신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한편 존재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적 가치"가 존재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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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관련 논의
1) UN-HABITAT
UN-HABITAT의 경우는 포용도시의 개념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일부 엿
볼 수 있다.7) UN-HABITAT는 포용도시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
하고 도시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
향으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 주거, 의료, 공정성, 물,
전기, 교통 등의 기초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는 계획(Planning)의 역할이 중요하며, 계
획의 수립 및 집행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모든 계층에게 보장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절한 책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UN-HABITAT는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공간 구조와 슬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상
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빈곤감소, 사회갈등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이나 재개발에서 공공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이나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러한 물리적 개발 사업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 감소 등의 관점이 포용적 성장
개념에, 도시빈곤 감소, 주거의 질 향상, 공공서비스 확대, 참여 증대, 좋은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용도시의 내용에 수용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정책과 같은 뚜렷한 차별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문정호 외,
2016: 24).
따라서 사회적 가치, 특히 공간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은 전통적인 빈
곤 감소, 주거권 보장, 주민참여 등과 같은 개념과 이와 같은 개념들을 혼합시킨 ‘포용

7) UN-HABITAT. 2015. 내용을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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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같은 개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2) OECD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OECD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일부 문헌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가
치는 ‘자유, 민주주의,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 애국심, 문화적 다양성, 관용
(tolerance), 환경적 지속가능성, 준법, solidarity, 책임성, 양성 평등’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OECD, 2019: 8). 또한,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과 믿음과 관련된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웰
빙(커뮤니티와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에 관한 문화적 가정을 반영한다
(OECD, 2019: 3).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것이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발생시킨다(OECD,
2015: 3).
한편,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넓은 범위에서는 ‘기업가 정신 아래 조직되
고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좁은 범위에서는 ‘빈곤층의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의 재통합과 산출물과 서비스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1999).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보다
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2) 공간적 포용 정책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정책 영역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OECD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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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2015; 2016).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틀로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 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OECD, 2012).
공간적 포용정책 실현을 위해 OECD에서는 사회경제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8)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가격 규제, 공공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을 통해 소외계층에게도 접근성을 향상시켜주어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 발달되고 안정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설은 성장
을 촉진하는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만 자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중·저소득층의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
다. 따라서 교통 관련 계획 과정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전략 수립 단계에
서부터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제와 계획지침 등
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은 사용자 부담
원칙 하에 보조금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공급과 위생적인
취사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과, 낙후한 농촌지역에도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벽지나 오지에 거주
하는 주민들은 주로 극빈곤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들을 집적·연계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
용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접근과 장소 기반의 접근을 통합해서
접근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접근은 개인의 상황을 기초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
들로 주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금
전적 지원이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부터 교육, 건강, 안전, 교통 등의 기
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성 향상은 도
움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이동비용은 사회적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
8) 문정호 외, 2016: 57-66 요약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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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급도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디자인만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종종 좋은 정책목표들이지만 그들 간에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숙련된 노동자를 유인하
고 지식기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학력 노동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임금격차를 심화하고 도시 내부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정책
은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기회이지만 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올라가 저소
득층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포용
성 이슈가 도시 내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도시 정책적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도시들에서 강조되어 온 ‘도시 경쟁력 강
화’ 패러다임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만 초점을 맞
추어 왔다. 이에 따라 빈곤층보다는 부유한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
므로 이 패러다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화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장소 중심의 접
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 중심의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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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OECD의 접근성 향상과 포용도시 정책방향
구 분

포용적 성장
– 접근성
향상

주요 이슈

기반시설
규제

∙ 효율성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시설과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포용
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
∙ 기반시설은 공유재이나 잘 설계된 규제는 포용적 성장에 도움

도시교통

∙
∙
∙
∙
∙

에너지

∙ 적정하고 구매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은 경제성장의 편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필수
∙ 적절한 수준의 난방시설을 갖출 능력이 부족한 계층 존재

산간벽지

∙ 산간벽지에 필수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 유사서비스의 집적 및 연계
∙ 대안적 시스템 제안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필요

보다 나은 교통시설은 포용적 성장을 촉진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적용할 때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발생
적정한 가격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통합적 도시계획 필요
계획결정은 대도시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공간적 측면이 있음(도시에서 빠르게 확산)
∙ 정책 수립 시 목적과 수단의 충돌과 보완 발생 가능
∙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중심/장소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사람중심

∙ 사람 중심적 접근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
는 것을 추구하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은 본래 장소 중심적임
∙ 이동비용은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의미
∙ 공공지원주택의 디자인 자체가 거주민의 복리와 주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침

장소중심

∙ 지역기반 지식은 상이한 목적 간에 시너지 창출 및 갈등 조정
∙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책은 특정 장소의 성장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
에 지역 간 격차해소 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또한 장소 중심적
∙ 토지이용, 교통, 그리고 경제발전정책의 통합은 녹색성장에 기여
∙ 지식기반활동의 증가는 임금격차 심화 및 불평등을 야기함
∙ 근린 재생은 임대료를 올리고 취약계층의 이주 촉발 가능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람 중심의 주택정책은 도시발전정책과 연계
∙ 물리적 공간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에
초점을 맞출 것
∙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은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함
∙ 통합적이고 장소 중심적인 접근법은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화된 수요에 재량과 탄력성
을 부여함
∙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치가 필요

포용도시

주: OECD, 2015.에서 발췌·요약
자료: 문정호 외, 2016: 62-63 [표 3-4] 재인용.

OECD는 역량강화(empowerment)를 ‘사람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위
한 보다 나은 삶을 인식하고, 정의내리고,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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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측면에서 포용이란 기존에 빈곤층이 직면하고 있는 참여에 대한 걸림돌을 파악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역량강화는 이것이 필요한 빈곤층이 살고 있는 지
역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 중심 접근법은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지방정부
의 책임성과 같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전제조건이다. 분권화와 지방이양도 역량강화
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된다. 지방정부의 자원 및 예산 확보, 배분 과정을 재설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한 빈곤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증진하여 시민과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의 주요 요소는 참여(participation),
책임(account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도전(challenge)등이며 참여가 가장 강
조된다(문정호 외, 2016: 64). 빈곤층에 유리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그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
(agenda)를 제시하고 예산안 제안 초기부터 깊숙이 참여해야만 한다.
도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문제로 떠오르
면서 공공부문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사회통합,
경제발전, 적법한 정책, 서비스제공에 대한 신뢰, 주인의식, 공공 거버넌스 지원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의 열매를 더 공평하
게 나누어주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용적 제도(institution)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모든 관련 주체들의 참여
권리 확보 등이다. 또한 포용적 정책 사이클(Inclusive Policy Cycle)을 구축하여 의사
결정과정에서 개방성, 투명성, 통합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포용적 정책 사이
클은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Inclusive Governance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문정호 외, 2016: 65).
첫째,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도

제3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점의 공간정책 논의 ･ 43

수렴해야 한다. 둘째,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디자인하여 개별
집단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주민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효
과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장려하
고, 핵심 공공가치를 공유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넷째, 포용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와 성과 기반 문화를 구축하고 철저한 회계감
사, 우수 운영사례 전파 등이 필요하다.
OECD에서 제안하는 정책에서 역량 강화(empowerment)와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
(Inclusive Governance Model)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장소 중심의 정책에 사람 중
심의 정책을 보완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은 공간
정책 또는 도시계획의 절차와 과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는 공
공 부문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계획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역량 강
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문정호 외, 2016: 7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동의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8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구성
① 개념 및 원칙 ② 일반정책 ③ 정보공개 ④ 인권 ⑤ 고용 및 노사관계
청탁 방지 ⑧ 소비자 보호 ⑨ 과학 및 기술 ⑩경쟁 ⑪ 조세

⑥ 환경

⑦ 뇌물공여 및

자료: OECD, 2018: 12-13 재구성.

우리나라는 여기에 2001년부터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사중재원)가 연락
사무소(NCP)9)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OECD 주요국은 기업의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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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법령과 국가간 투자협정 등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 체결된 국가간 투자협정(BIT)의 3/4 이상에 RBC가 반영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10)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상당주의 책임법’을 통해 자사와 공급
망의 인권, 환경 침해 여부를 실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도 분쟁지역의 광물
조달을 규제하는 법령을 입안하고 있는 중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이해관계자(주로 시민단체)가 각국
NCP(국가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중
재·조정과 권고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2015년 5월 OECD는 RBC 실천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서 실사란 ‘기업이 운영, 공급망, 기타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 참여
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다국적기업과 공급망에 적용된다.

그림 3-9 | OECD의 RBC 실사지침 6단계 프로세스 구조

자료: OECD, 2018: 21

9) NCP(National Contact Point): 가이드라인 전파, 준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국별 사무국 역할을 담당
10) 자금이 무장단체로 흘러가고 채굴과정에서 인권·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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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OECD에서는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의 의무는 주로 공공부문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외적으로 CSR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은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해서 공간정책의 실행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World Bank
세계 제2차대전 후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는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곤에 대해 대부분
의 나라에서 문제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
안 노력해온 세계은행(World Bank)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적 성장(shared
growth)’으로부터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즉 빠른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종식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발전의 방식으로 포용적 성
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유성장 개념은 소득의 분배만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포
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를 가져오거나 분배 정의
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도시에 집중적으
로 투자를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성장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므로 빈곤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대도시권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제를 성장시킨 후에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prosperity)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포
용적 성장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포용성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간적 포용 측면에서 생활인프라나 공공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한 공평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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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문정호 외, 2016: 17-18).
세계은행의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는 경제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공간적 차원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간적 차원을 일반적으로 포용도시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포용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0 | 포용도시의 다양한 측면

자료: World Bank. 2015: 13.

세계은행은 포용도시를 ‘극심한 빈곤의 종식(ending extreme poverty)과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promoting shred prosperity)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포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의한 이익 분배를 강화하는 경제적
포용, 생활인프라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동등한 보장을 말하는 공간
적 포용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문정호 외, 2016: 20).
이와 함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문간 복합적인 전략과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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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사후적 방안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참여의 확
대, 지역의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 등의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World Bank Group Strategy에서 성장, 포용, 지속가능성을 세계은행
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의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만 포용성장
에 관한 주제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은행 내부의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로의 주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World Bank, 2018).

표 3-11 | IEG가 평가한 포용적 성장 관련 주요 요소
포용적 성장
경제적 자산 & 기회
-

재정
토지
농업과 관련 산업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 보건
- 교육

사회경제적 회복력
- 사회안전망

자료: World Bank, 2018: 4.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포용적 성장과 관련하여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최근 IEG가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체감적으로도 와 닿는 요인들일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나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부분들이 공간적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관련
깊은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은(2015)은 개인과 집단은 시장, 서비스, 공간이라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영역에 속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영역은 포용에 장벽이 되기도 하지
만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세가지 영역과 이를 증진시키
기 위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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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사회적 포용의 영역

자료: World Bank. 2013: 9.

시장 영역은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작동하는 토지, 주택, 노동, 신용의 네 가지 영역
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으로 토지는 배제의 주요 원인이었다. 토지의 편중으로 인한
생산의 불공정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또한 노동시장과도 연
관되었다. 토지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여성의 권리가 적었던 젠더 문제와도 관련이 깊
고, 특히 도시 내 토지시장은 부유한 계층에 우호적이었다. 토지 소유권 문제와도 관련
이 깊은 이러한 불평등한 접근성은 주택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시켰다. 노동 영역에서
도 과거의 노예제도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회적 배제와 계층화를 야기시켰다. 토
지와 노동 시장은 신용과도 관련이 깊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또한 배제의
중요한 요인이다.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접근성은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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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적 안전, 교통 서비스, 상하수도, 에너지, 정보 서비스 등이 그 요소이다.
하위 계층일수록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물리적 공간은 배제의 시스템과 과정을 공고히 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특징을
갖는다. 비슷한 예로 특정 공간이 특정 계층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apartheid 기간 중에 백인만 입장가능한 클럽이 있었다. 미
국에서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과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빈곤하고 위험한 지역
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으며, 주변에 흑인들이 이사오면 백인들이 떠나는 “white
flight” 현상도 있었다. 이 때 배제된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이루어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사회경제적 이동을 준비한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많은 포용과 배제의
과정을 뒷받침하게 되고 지대 추구(rent-seeking)는 중요한 배제의 과정이 된다.
배제된 사람들의 능력(ability), 기회, 존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포
용을 이룰 수 있다. 능력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타고난 특성, 성장 배경, 주위 환경이
누적적으로 이후의 성과에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타고난 불리함 때문에 배제되는
집단이 발생한다. 기회의 불평등도 인간 잠재력의 실현을 제약하는 매우 중요한 제약
요인이며, 인생 전반에 걸쳐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이다. 존엄성은 인권 헌장에
나타나는 용어로, 존중과 인정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제도나 규범, 문화나 절차가
개인이나 집단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제되고 복종하거나 항거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서비스, 공간 영역에서 포용적
정책이나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능력, 기회, 존엄성을 증진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World Bank, 2013: 8-17).
기후변화, 인구감소, 중소도시 쇠퇴, 난개발, 불평등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
민자 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World Bank, 2013; 2015).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이며, 세계은행은 포용도시, 포용
적 성장, 사회적 포용 이라는 용어를 통해 여러 다양한 전략과 정책 제안을 제공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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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최근 국토·도시정책에서 주요한 현안 문제로 격차, 부조화, 단절 등이 거론되었으
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소량생산체계로의 전환 속에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와 공유도시가 중요한 국토·도시정책의 사회적 가
치로 논의되고 있다. 포용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포용적 사회정책이 인적자
본 고도화와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능력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혁신기반을 향상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
에 근거한다. 또한 사회통합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유
경제는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의 공공부문과 관련되어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촉진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저성
장과 인구감소 및 재정위기 상황에서 국토·도시 문제를 공유경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커다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토·도시분야의 포용성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UNHABITAT의 경우 포용도시의 목적으로 빈민연대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거버
넌스에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무
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 주거, 의료, 공정성, 물, 전기, 교통
의 기초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OECD에서도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
이 정책 영역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에서는 공간적 포용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접근과 장소 기반의 접근을 통합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불편등과 빈곤 문제를 포용
적 성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하였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종식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성장의 방식으로 포용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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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시하고 있다.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성장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빈곤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3-13 | 국내외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공간정책 논의
구분

사회적 가치

주요내용

포용과 혁신

∙ 계층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공생, 세대간의 공생,
공간과 사람간의 공생

공유도시

∙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 공간
정책

UN-HABITAT

포용도시

∙ 포용도시의 목적을 빈민연대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

OECD

포용적 성장

∙ 사람 및 장소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으로 접근성을 향상

World Bank

포용적 사회

∙ 기후변화, 인구감소, 중소도시 쇠퇴, 난개발, 불평등 심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
고 공공성을 증진

국내

국외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은 민간에서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정의하였다. 국토·도시분야 등 공
간정책의 흐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새로운 공공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공간정책에서는 계층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공생, 세
대간의 공생, 공간과 사람간의 공생 등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혁신, 사
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 공간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UN-HABITAT, OECD, WB 등 해외에서도 공간계획에서의 참여확대와 거버넌스에
서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적 사회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
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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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이 장에서는 학술논문, 국정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설문
조사 및 AHP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설문조사 및 AHP분석 결과 1)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방향, 2)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3)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되
었다.

1.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키워드 도출
1) 도출 방법
국토 ․ 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정책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정부
부터 현 정권까지 학술논문 및 국토·도시분야 발간물과,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토, 도시, 주거·복지, 교
통, 토지, 환경으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정리해 보았다.
학술논문 및 국토·도시분야 발간물의 경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과 ‘월간국
토’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는 역대 정권별 국정과
제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2) 학술논문 및 국토·도시 분야 발간물
국토 ․ 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정책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 투고한 학술논문들과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국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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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활용하였다. 학술논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종합하여
각 정권별로 6가지 분야로 나누어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월간국토’ 발간물도 학술논
문의 키워드 도출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키워드를 도출하여 학술논문에서 도출된 키
워드와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학술논문 및 발간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신도시주
의, 토지적성평가 등 국토균형과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이 주로 다루
어지고 있었다. 국토분야 연구는 주로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국가균
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분야 연구들은 신도
시개발과 뉴어바니즘(신도시주의) 관련 연구들과 신도시개발과 도시확산에 따른 문제
점들을 인식해 가는 연구들이 많았다. 주거·복지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보였으며, BTL 등 민간투자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었다.
교통분야에서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국토 및 지역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와
발간물이 많았으며,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토지분야에서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리지역
을 세분화해야 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발간물과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환경분야에서는 도시의 재난 및 방재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재해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키워
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학술논문 및 발간물에서는 정부에서 주로 내세우는 녹
색성장, 유비쿼터스를 접목한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국토분야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녹색성장과 SOC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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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도시분야에서는 도시성장관리에 따라 압축도
시와 관련된 논문이 많았으며,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시공간에 적용한 U-City에 관련
된 연구가 많이 추진되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이루
어내는 주제의 연구들과 주택 빈곤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교통분야에서는 2005년 시작된 저비용항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활성화되기 시
작하여 교통분야 연구에 많이 언급되어 새로운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토지분야에서는
압축도시와 관련되어 도시성장 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환경분야에서는 이명
박정부의 핵심과제인 녹색성장과 관련 환경분야 연구와 저탄소,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
들이 도시 및 공간에 적용되었다.

□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학술논문 및 발간물에서는 문화, 스마트, 도시정비,
규제완화 등의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국토분야에서는 통일대비 북한과의 협력과
이를 넘어선 유라시아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도시분야에서는 주로 도시재생
이 중심이 되어 도시디자인, 도시정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도 많이 언급되었다. 주거·복지 분야 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
약계층에 관련된 연구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연구들이 다루
어졌다. 교통분야에서는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교통이 많이 언급되고 역세권 개발과 교
통복지 주제도 많이 언급되었다. 토지분야서는 토지규제완화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되
고 있었다. 환경분야에서는 여전히 도시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학술논문 및 발간물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은 다루어지
고 있으며, 공공차원의 주거문제와 미세먼지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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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국토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다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도시권 계
획 등 대도시권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분야에서는 도시재생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쇠퇴도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주거·복
지 분야 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룬 연구와
주거비 문제, 주거이동 주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인프라 관련 연
구보다는 소프트웨어 적인 대중교통시스템과 통근시간 등의 키워드 들이 도출되었다.
토지분야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학술논문과 발간지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분
야는 어느 정권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 질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등 재해문제도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

표 4-1 | 학술논문 및 국토·도시 분야 발간물 키워드 종합
분야

노무현 정부
('03~'08)

이명박 정부
('08~'13)

박근혜 정부
('13~'17)

문재인 정부
('17~현재 )

국토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역중심 분권형
국토발전

균형발전,
SOC 개발,
녹색성장

초국경협력,
문화적국토
스마트국토

균형발전,
대도시권, 국토인프라

도시

뉴어바니즘,
신도시개발

유시티,
압축도시,
창조도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
축소도시

주거
복지

주거환경개선,
민간투자제도

주택바우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창출

1인가구,
주거복지
(취약가구, 고령친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주거이동

교통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고속철도 개통

저비용항공사(LCC)

역세권 개발,
교통복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중교통, 보행자,
통근시간

토지

토지적성평가

도시성장관리

환경

도시재난, 재해취약성,
방재국토

유에코시티,
저탄소사회,
기후변화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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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완화
도시방재계획,
재해취약성분석제도

근린환경,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쇠퇴,
스마트 도시

토지공개념
미세먼지,
재해(지진 등)

3)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각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보도자료를 살펴 본
결과 국토·도시 분야의 정책적 이슈는 국가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에서 보존
과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및 상권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기반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국토·도시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
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는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획기적인 지방이전
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자 하였다.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새로운 시각의 농어촌 대책으로 농어촌지
역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수요와 농어촌 환경을 고
려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국민의 평생 건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의 안정성과 질, 교통난
해소, 그리고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4-2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부처 보도자료
신행정수도건설추진 본격화
국토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개발, “밑그림 나왔다.”
정부 집값 안정세 굳힐 듯, 용산, 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금년 하반기중 착수
경부고속철도, 울산·김천역 위치 확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내포문화권에 10년동안 1조 505억원 투입
올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 사업비 200억원 신규지원
올해 ‘도시 숲 조성사업’에 441억원 투입
내년 나라살림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

키워드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집값 안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망 확산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개발
교통 혼잡 개선
공유지 활용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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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국정과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관련부처 보도자료

-

2014년까지 1200억원 지원, 농업 농촌 테마공원 신규조성

-

낡고 오래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으로 개선

-

순천만 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신도시 주거만족도 일반도시보다 2배
2007년까지 전국 교통정보 ‘통합’ 구축키로
“서울·수도권을 산업클러스터 중심 육성”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키워드

도시-농촌의 삶의 질 향상 통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추진

생태계보전지역
신도시개발
교통정보 통합
산업클러스터

“인가과 도시특성에 대응하는 U-City 개발”심포지움 개최

유비쿼터스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유비쿼터스 도시

시속 200km 달리는 지능형 최첨단 고속도로 추진

고속철도 개통

도시재생 사업단 출범, 삶의 질·도시경쟁력 제고

도시재생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 국가로”

삶의 질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 공식 발촉

삶의 질

내년도 나라살림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4월, 부산·목포까지 고속열차 운행 개시

성장잠재력
고속철도 개통

출처 : 저자 작성.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국가 비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지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능동적 복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 국토·도시 분야에 부합하는 국정과제 전략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규제와 법제도 선진화, 녹색성장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재해와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을 구축하고 선진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규제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규제개혁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저
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핵심 키워드인 녹색성장을 위
해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절감을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연구개발 시설 등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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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국정과제

관련부처 보도자료
올봄 황사 증가예상... 항공안전대책 시행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규제와 법제도
선진화

철도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로 철도사고 줄어
풍수해·지진 등 대규모 재난 대비 대응훈련

기후변화
교통안전관리
재난 대응

수도권 지하철(전철) 역사 혼잡 완화 추진

교통안전관리

“새해 SOC 예산 확충으로 Global 경기침체 극복한다.”

사회간접자본

항공규제 완화로 신규항공사 활성화 도모

사회간접자본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토지이용규제 완화

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제한 풀린다.

토지이용규제 완화

저가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연기금·공제, 리츠 투자기회 활짝 열려

민간투자활성화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발표

민간투자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큰 폭으로 증가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공원조성 간소화

개발절차 간소화

5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재개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녹색성장

키워드

주택거래 정상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주택거래 정상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주택거래 정상화

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주택거래 정상화

“저탄소 녹색국토, 안전한 국토해양공간” 실현

녹색도시

[신년사]“녹색뉴딜로 위기 넘어 희망과 도약의 한해 만듭시다.”

녹색도시

도시개발사업, ‘녹색개발’ 체제로 전환

녹색도시

“동탄, 구릉지형 한국적 신도시 조성”

녹색도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녹색성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도시조성’ 기반 마련

녹색도시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합니다.

녹색도시

생태하천!! 도시의 녹색브랜드를 창출한다.

녹색성장

녹색건축물, 전 생애 과정에서 거듭난다.

녹색건축물

공공청사가 녹색건축을 선도한다.

녹색건축물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녹색도시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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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의 주안점은 안전과 안정성, 그리고 문화적 갈증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정목표 중 ‘맞춤형 고용 및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법질서를 확립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도모하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예
술·스포츠 등 창조계층의 안전성과 국민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 안
전망을 마련하고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4-5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국정과제

관련부처 보도자료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으로 확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2014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새 주인공을 찾다

도시재생

국토교통 재난대응 예방부터 볶구까지 쉽고 빠르게 개선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도시재생
재난·재해 대응
교통안전

재해·재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공동 구축

재난·재해 대응

철저한 사고조사와 특별점검으로 철도안전 강화!

재난·재해 대응

준공 미분양 아파트 전세공급 본격화 된다.
강호인 장관, “쇠퇴지역 재생으로 국민안전 제고 앞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경제운전 생활화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유도

주거안정화
도시재생
시설물 안전관리
온실가스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종전부동산 매각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연구기반구축 R&D와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강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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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SOC
도시권 교통난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안전과
통합의 사회

키워드

주거안정화

표 4-6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국정과제

관련부처 보도자료
쌈지공원·생활공원... 동네쉼터 늘어난다
공공건축 문턱 낮춰 창의적인 건축사 발굴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키워드
생활밀착형 SOC
인적자원개발

휴양형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창조경제활성화

전국은 온통 “걷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은 길”

창조경제활성화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

인적자원개발
창조경제활성화

출처 : 저자 작성

□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시장 만능주의로부터 비롯된 불평
등과 격차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
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
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 국가의 책임성을 바
탕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다음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중앙,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
차를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
SOC 공급 및 복합화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있다.
표 4-7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국정과제

관련부처 보도자료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정책아이디어 논문 공모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키워드
도시재생 뉴딜

201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본격 추진

그린리모델링

범부처·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방안 찾는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 평균 배당률 6.0%로 예금금리의 4배 달성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발족...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시동

도시재생 뉴딜

미래 스마트시티,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다.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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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국정과제

관련부처 보도자료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 20곳 선정
국토부, 범부처·지자체 합동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공유
주차장 및 공원 활용해 도시재생 경쟁력 높이기로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스마트시티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문화를 더하다!

도시재생 뉴딜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실시
손병석 차관, “기숙사 확충·주민 상생방안 상반기 중 마련”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은 언제나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
김현미 장관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정책 추진할 것”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주거복지
지역상생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젠트리피케이션
유휴공간

국유지 위에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 -생활SOC 시설 활성
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착공 10주년 맞은 ‘혁신도시 시즌2’공동협력 다짐
“균형발전” 중심의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모색한다.
‘혁신도시 시즌2’ 이제는 산업생태계다.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키워드
주거복지

혁신도시 시즌2
균형발전기반
혁신도시 시즌2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 본격 시동

혁신도시 시즌2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지역주도의 포용발전, 중앙-지방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박선호 1차관,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칸막이 없는 노력” 당부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초적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

도시재생 뉴딜
포용발전
지역경쟁력
생활SOC 복합화
기업도시
균형발전기반

출처 : 저자 작성

국정과제 및 관련 부처 보도자료에서는 정부정책의 흐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추진
하는 사업의 방향과 그 배경이론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도출되었다. 도시계획과 개발
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지역 기반의 재생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재생의 개념이
중요시되었으나 초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력과 주민체감도 부족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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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추진되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지역
자생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최근 미·저활용되는 국·공유재산과 유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 4-9 | 국정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 키워드 종합
노무현 정부
('03~'08)

이명박 정부
('08~'13)

박근혜 정부
('13~'17)

문재인 정부
('17~ )

국토

신행정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SOC 개발,
녹색성장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발전투자협약
포용발전
지역경쟁력

도시

신도시개발
혁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도시재생
성장잠재력

신도시개발
민간투자활성화

생활밀착형 SOC
도시재생
창조경제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지역상생
젠트리피케이션
혁신도시 시즌2
생활SOC 복합화
기업도시

주거/
복지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집값안정화
삶의 질

주택거래 정상화

주거안정화

주거복지

교통

교통망 확산
교통 혼잡 개선
고속철도 개통

교통안전관리

도시권 교통난 해소

균형발전기반

토지

-

토지이용규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규제완화
종전부동산 매각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유휴공간

환경

-

녹색도시
녹색건축물

온실가스

-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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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학술연구 및 발간지와 정책과제,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
도시, 주거·복지, 교통, 토지, 환경으로 구분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표 키워드를 도출
하였다.
국토 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균형발전, 대도시권, 자연재해 회복, 국토인프라로
정리된다. 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각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권은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관리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과 집중의 대상지
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연재
해 회복은 기후변화와 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국토·환경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는 과제로 지역적 단위에서 전 국토의 단위로 확장되어 국토 분야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국토인프라는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광역인프라를 포괄하는 키워드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 국토를 연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도시계획·설계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역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념이 중요시되
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특히 도시재생분야에서 첨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로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정체성 보존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
었다.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는 최근 도시재생의 경제성과 자생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개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약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스마트도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City의 개념이 첨단산업과 융복합되
면서 발전된 도시개념으로 기존의 환경, 복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 국
민의 일상생활 전반과 일자리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키워드이다. 기초생활인프라
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의 제공, 문화적 소외 해소 등을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필요성과 주민 니즈를 반영한 생활SOC공급, 기존 시설을 활용한 생활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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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의학발달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도시 분야의 주요 이슈로 압축도시, 고령친화도시, 축소도시 등
인구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주를 이뤘으며, 도시재생과 경제성이 결합되면서
공공임대 상가(또는 오피스), 혁신공간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제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인구고령화, 취업난 등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량·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 상가(또는 오피스)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공간 제공의 개념에서 지역 중소상인층과 스타트업, 인플루언서를 위한 작업
공간 등으로 다양화되어 지역자생력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약
자와 관련된 이슈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제시되었는데 고령자, 장애
인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이들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 본인의 능력 또는 의지 외에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금리시대 도래 등으로 인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교통 분야의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균형발전, 포용적 보행편의와 통근권과 연계되는
개념들로 대중교통, 보행친화, 교통복지 등이 있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이
슈는 대도시권의 교통난과 환경변화 등 자가용의 보편화가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친화는 근린주구 이론이 도입되고 신도
시개발과 함께 근린생활권 계획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어 어린이
의 통학권, 직장인의 통근권, 노인들의 일상생활권 내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교통복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의 도시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고령화시대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교통복지의 범위가 주요 이슈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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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역세권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흥을 도모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등장하여 최근에는 상업·문화·업무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다양한 수혜계층을 확장해가
는 공간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토지분야의 주요 이슈는 토지의 개념이 단순히 개발과 부동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서 공공재 개념으로 발전됨에 따라 사회적 부동산, 국·공유지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은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과정에
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국토 및 토지공개
념이 제시됨에 따라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목적으로 환수하고 재
투자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이용제도의 혁신은 각 정부가
토지의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압축도시의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이용을 복합화하여 도시활력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국·공유지
토지개발사업은 국·공유지 개발의 패러다임이 관리·처분에서 활용으로 변화하고 국·공
유지의 개념이 자산에서 자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공유지의 공적활용 방안과 활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분야의 정책이슈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도시, 녹색성장 등이 등장하면서 온실효
과, 미세먼지, 쓰나미 등 도시적 차원의 방재대책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
염의 원인이 다양화되고 심각성이 점차 범국민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열섬효
과, 수변공간, 재해취약지역을 환경분야 주요 이슈로 설정하였다. 재해취약지역과 도
시방재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하기 시작하여, 노후 건축물 및 시설, 주택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사전 대응체계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해취약지역부터 사전 방지대책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열섬효과,
수변공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열섬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술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
책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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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 국토·도시 분야 정책 키워드 종합
분야

노무현 정부
('03~'08)

이명박 정부
('08~'13)

박근혜 정부
('13~'17)

문재인 정부
('17~ )

국토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역중심 분권형
국토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SOC 개발,
녹색성장

초국경 협력,
문화적국토,
스마트국토,
시설물 안전관리

균형발전, 포용발전,
대도시권, 국토인프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경쟁력

도시

뉴어바니즘,
신도시개발,
혁신도시,
U-City,
도시재생
성장잠재력

유에코시티
압축도시,
창조도시,
신도시개발,
민간투자활성화

도시정비,
도시디자인,
축소도시,
생활밀착형 SOC,
창조경제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축소도시,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지역상생
젠트리피케이션
혁신도시 시즌2
생활SOC 복합화
기업도시

주거·
복지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
민간투자제도,
집값안정화,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주택거래 정상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창출

1인가구,
주거안정화,
주거복지
(취약가구, 고령친화)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주거이동

교통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교통 혼잡 개선,
교통망 확산,
고속철도 개통

저비용항공사(LCC),
교통안전관리

역세권 개발,
교통복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도시권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보행자,
통근시간,
균형발전기반

토지

토지적성평가

도시성장관리,
토지이용규제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규제완화,
종전부동산 매각

토지공개념,
국·공유재산 공적활용,
유휴공간

환경

재해취약지역,
도시방재

기후변화,
녹색도시,
녹색건축물

도시방재계획,
재해취약성분석제도,
온실효과

미세먼지,
재해(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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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우선순위 도출
1) 우선순위 도출 방법
학술논문집, 국정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
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
적 의사결정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26명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시행하였다. AHP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
도시 분야의 우선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AHP는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AHP를 통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6단계를 거치게 되며, AHP 분석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 AHP 분석단계

출처 : 저자 작성.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균형발전, 대도
시권, 자연재해회복, 국토인프라 등 국토분야와 젠트리피케이션, 공유경제 및 순환체
계, 스마트도시, 기초생활인프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도시분야, 임대주택, 공공임
대상가·오피스, 사회적 약자,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등 주거·복지 분야, 대중교통시스
템, 보행자, 교통복지, 역세권 등 교통분야, 사회적부동산, 개발이익환수, 토지지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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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혁신, 국·공유지활용 등 토지분야, 미제먼지, 열섬효과, 수변공간, 재해취약지역
등 환경분야로 구분된다.

표 4-11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정책분야

국토

세부지표
균형발전

세종시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정책

대도시권

대도시권 육성

자연재해 회복
국토인프라
젠트리피케이션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도시

스마트도시
기초생활인프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임대주택

주거·복지

공공임대 상가, 오피스
사회적 약자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광역인프라 정책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양극화 극복
공유경제, 상생협약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시티 정책
주민의 니즈를 위한 생활SOC 정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등하는 도시정책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 상가 및 오피스 공급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
부동산가격 안전화 및 양극화 해소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보행편의를 위한 보행친화 도시

교통복지

도시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통복지
역세권 개발 등

사회적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공유화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국·공유지 활용

환경

포항 지진, 강릉 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회복

보행친화

역세권

토지

설 명

토지이용의 복합화
국·공유지사업의 공공성 확보

미세먼지

미세먼지 절감 정책

열섬효과

도시내 열섬효과 해소

수변공간

수변공간의 활용

재해취약지역

재해취약지역 대응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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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결과
(1) 문항별 중요도
전체 26명의 의견을 통합한 결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 분
야 정책방향]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주거·복지](이)가 0.2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도시(0.1892)], [환경(0.1712)], [교통(0.1322)], [국토(0.1068)],
[토지(0.10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3

주거·복지

0.2959

1

2

도시

0.1892

2

6

환경

0.1712

3

4

교통

0.1322

4

1

국토

0.1068

5

토지

0.1047

6

비일관성비율

0.0026

5

출처 : 저자 작성.

국토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균형발전](이)가 0.302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어 [자연재해 회복(0.2596)], [국토인프라(0.2243)], [대도시권
(0.21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 국토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1

균형발전

0.3023

1

3

자연재해 회복

0.2596

2

4

국토인프라

0.2243

3

2

대도시권

0.2138

4

비일관성비율

0.0079

출처 : 저자 작성.

72

도시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이)가 0.3085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초생활인프라(0.2803)],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0.1854)], [젠트리피케이션(0.1174)], [스마트도시(0.10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 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5

인구감소 및 고령화

0.3085

1

4

기초생활인프라

0.2803

2

2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0.1854

3

1

젠트리피케이션

0.1174

4

3

스마트도시

0.1084

5

비일관성비율

0.0079

출처 : 저자 작성.

주거·복지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이)가
0.3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임대주택(0.2835)], [사회적 약자(0.2693)],
[공공임대 상가·오피스(0.11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 주거·복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4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0.3280

1

1

임대주택

0.2835

2

3

사회적 약자

0.2693

3

2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0.1193

4

비일관성비율

0.0035

출처 : 저자 작성.

교통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중교통 시스템](이)가 0.3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보행친화(0.3202)], [교통복지(0.1954)], [역세권(0.15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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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 교통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1

대중교통 시스템

0.3326

1

2

보행친화

0.3202

2

3

교통복지

0.1954

3

역세권

0.1518

4

비일관성비율

0.0040

4

출처 : 저자 작성.

토지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개발이익 환수](이)가 0.305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어 [국·공유지 활용(0.2512)], [토지이용제도의 혁신(0.2332)],
[사회적 부동산(0.20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 토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2

개발이익 환수

0.3057

1

4

국·공유지 활용

0.2512

2

3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0.2332

3

1

사회적 부동산

0.2098

4

비일관성비율

0.0009

출처 : 저자 작성.

환경분야의 하위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미세먼지](이)가 0.408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어 [재해취약지역(0.3130)], [수변공간(0.1504)], [열섬효과(0.12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순서

기준

중요도

우선순위

1

미세먼지

0.4084

1

4

재해취약지역

0.3130

2

3

수변공간

0.1504

3

열섬효과

0.1282

4

비일관성비율

0.0009

2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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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중요도
전체 26명의 의견을 통합한 결과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 분
야 정책방향]에 있어서 직접 평가기준의 종합중요도는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이)가
0.09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임대주택(0.0839)], [사회적 약자(0.0797)]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미세먼지(0.0699)], [인구감소 및
고령화(0.0584)], [재해취약지역(0.0536)], [기초생활인프라(0.0530)] 등 환경 및
도시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통분야로는 [대중교통 시스템(0.0440)], [보행친화
(0.0423)]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는 [공공임대 상가，오피스(0.0353)],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0.0351)], [균형발전(0.0323)], [개발이익 환수(0.0320)],
[자연재해 회복(0.0277)], [국·공유지 활용(0.0263)], [교통복지(0.0258)], [수변
공간(0.0257)], [토지이용제도의 혁신(0.0244)], [국토인프라(0.0239)], [대도시
권(0.0228)], [젠트리피케이션(0.0222)], [사회적 부동산(0.0220)], [열섬효과
(0.0219)], [스마트도시(0.0205)], [역세권(0.02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1차 기준
이름

국토

도시

중요도
계층 내

2차 기준
중요도

이름

계층 내

종합

균형발전

0.3023

0.0323

대도시권

0.2138

0.0228

자연재해 회복

0.2596

0.0277

국토인프라

0.2243

0.0239

젠트리피케이션

0.1174

0.0222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0.1854

0.0351

스마트도시

0.1084

0.0205

기초생활인프라

0.2803

0.0530

인구감소 및 고령화

0.3085

0.0584

0.1068

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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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계속)
1차 기준
이름

주거·복지

교통

토지

환경

중요도
계층 내

2차 기준
이름

중요도
계층 내

종합

임대주택

0.2835

0.0839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0.1193

0.0353

사회적 약자

0.2693

0.0797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0.3280

0.0970

대중교통 시스템

0.3326

0.0440

보행친화

0.3202

0.0423

교통복지

0.1954

0.0258

역세권

0.1518

0.0201

사회적 부동산

0.2098

0.0220

개발이익 환수

0.3057

0.0320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0.2332

0.0244

국·공유지 활용

0.2512

0.0263

미세먼지

0.4084

0.0699

열섬효과

0.1282

0.0219

수변공간

0.1504

0.0257

재해취약지역

0.3130

0.0536

0.2959

0.1322

0.1047

0.1712

출처 : 저자 작성.

3) 정책방향 종합
학술논문집, 국정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분석 결과
의 중요도를 척도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국토·도시 분야의 바람직한 정
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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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안전성 보장
주거·복지분야 세부지표에서는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
주택, 사회적 약자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확장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
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정책
도시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가장 높은 중요
도를 보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와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인
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수
혜계층을 고려한 기반시설 정비와 맞춤형 생활SOC정책을 통해 국민의 니즈를 반영한
도시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빈 집, 유휴부지, 미·저활용되고 있는 국·공유
재산 등을 활용하여 유휴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
전문가 설문조사 및 AHP분석 결과 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는
주거·복지로 나타났으며, 도시, 환경, 도시, 교통, 국토,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는 국민의 삶의 공간임을 고려할 때 국토·도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최대 수혜계층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가장 밀
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주거, 환경 중심의 국토·도시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격차
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
는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분야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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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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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의 핵심과제
5장은 전 장에서 도출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정책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방향’은 생활
SOC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의 활용’ 과제를 다룬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공유하여 젠트리
피케이션과 양극화에 대응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내에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정책인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과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과제를 검토한다.

1.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 선정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의 세부분야를 사회적
부동산, 도시정책, 국·공유지활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첫째, 앞서 4장에
서 도출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였고
둘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및 토지분야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사회적 부동산에서는 최근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
제를 논의한다. 사회적 부동산은 토지이용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
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공
사업 시행 부문에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이익 환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시재생부문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제시 및 생
활SOC 공급 관련 이슈, 일자리 창출과 순환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및 개발이익의 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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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안,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협의체 등을
다루고 있다. 위 3가지 이슈는 인구감소와 도시쇠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강화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정책이슈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활용의 경우 최근 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국유지의 활용 정책
이 부각되면서 국유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용방안이 이슈화 되고
있다. 국유지 활용은 국가의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인 만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차원
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표 5-1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정책이슈

국민 삶의 질 제고

Ÿ
Ÿ
Ÿ
Ÿ

기초생활인프라
균형발전
대중교통
미세먼지

국민주거안정

Ÿ
Ÿ
Ÿ
Ÿ

주택가격 및 비용
임대주택
사회적 약자
공유경제

Ÿ
Ÿ
Ÿ
Ÿ

균형발전
기초생활인프라
국유지 활용
공유경제

고령화·인구감소 대비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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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과제

사회적 부동산

도시재생
핵심과제 선정(융복
합적이고 기존연구에
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핵심과제 선정
국유지 활용

2.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통한 공공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1)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국토·도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
션의 문제는 토지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토지소유자라는 특정한 소수가 사적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이 이들 소수
에게 집중되어 또 다시 자산 보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최명식·박윤미 2019, 1).
젠트리피케이션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상 부동산의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토지나 건물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
하는 이익을 모두 가져가며,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산
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서순탁 2016;
신현방 2016; 김정후 2016).

(2) 공공사업 시행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 건설 등의 기존 사업과 최근의
‘도시재생뉴딜’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
으로 환수하거나 사업지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공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전유되는 현상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
는 사업의 이익이 특정 소수, 그것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
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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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로 인한 이
익이 보다 넓은 주체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도) 등과 같은 공
공부문의 이익환수제도나 정책 이외에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1)

2)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는 지역공동체(community)가
부동산을 공유(共有)하여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내
에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최명식·박윤미 2019, 2).
우리나라를 비롯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부분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에 있거나, 아니면 민간의 사적 소유 형태
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과 특정 단체가
소유하는 자산 형태가 있으나2)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3)은 거의 없으며 매
우 생소한 개념이다.
지역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의 성공 가능성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
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오스트롬의 저서 ‘공유의 비
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
하는 자산도 자치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조건을 제시하였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기존에 국가 등 공공부문의 소유(公

1)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그동안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
어 왔다.
2) 공동소유의 형태로 「민법」 제 262조~278조에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형태가 규정되어 있다.
3)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마을이나 종중 등이 총유 형태로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분 등을 통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등 부동산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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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또는 민간부문의 소유(私有)를 통해서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
회과학을 비롯한 학계의 지배적인 논리였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에 대한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국·공유(Public Ownership)와 사유(Private Ownership)가 아닌 제3의 소유
형태로 지역공동체 소유(Community Ownership)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러한 자산을 공유자산(Commons)이라 표현한다(최명식·박윤미 2019, 3). 이러한 공
유자산은 시민이 소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자산으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림 5-1 | 공유자산(Commons)의 개념

출처: 최명식 외, 2016: 86

이러한 공유자산의 개념을 영국의 Locality는4) ‘지역공동체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
리하는 토지와 건물’로, 캐나다에서는5)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며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부동산과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소유의 자산을 ‘사
회적 부동산’으로 명명하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4) 영국의 Locality에서는 지역자산(Community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http://locality.org.uk/our-work/assets/what-are-community-assets/)
5) 캐나다에서는 ‘사회적 목적 부동산(Social Purpose Real Est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https://www.socialpurposerealestate.net/about/what-is-s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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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한다(최명식·박윤미 2019, 4).

(2)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
사회적 부동산은 기존의 시장경제체제와 부동산 소유권 구조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국․공유
외에는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 구조 하에서는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대(rent)를 모두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일부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익의 극히 일부분만 환수하고 있는 현실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동산의 이용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6) 이와 함께 양극화의 문제도 소득보다
는 부동산의 소유 여부와 정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수익)이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
는 사회적 부동산이 확대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배분되고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의 지역 내 순환을 돕는다. 국공유와 사유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 부동산
소유체계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이익이
사업지구 주변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개발 지역
주변에 사회적 부동산이 위치해 있으면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지가 및 임대
료 상승의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 많은 주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얻어 소득이 증대되면 지역 내 소비도 증가할 수
있으며, 개선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부동산에 입주한 주민이나 상인들도 편익을 누

6)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상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해당 상권을 활성화시킨 주체(임차인)들이 오히려 임대
료 상승으로 쫓겨나게 되어 그들의 상권 활성화 노력의 대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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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다.7) 즉,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포용력이 확대될 수 있다. 사회적 부동산으로 관리되는 공간은 국
공유재산과 같이 활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민간 부동산처럼 수익 극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도 않은 공간으로 지역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
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
로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영업할 상점을 유치할 수도 있으며,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이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
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토지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연대를 지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부동산은 개인 및
기업의 주요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발·중개를 포함한
부동산과 관련된 영역은 단기적 시세차익만 노리는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투기적 영역
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를 비롯한 부동
산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이므로 이 영역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이 아닌 사회적 부동산
을 통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부동산
은 착한 건물주로써 포용적 도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섯째,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사회적 부동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산, 고성장 시대에는 공공 주도의 획일적인 대
규모 부동산 개발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
한 개발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8)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이용의 과소화로 인

7) 사회적 부동산을 이용하는 주체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하는 상점 등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주체들이므로 생활과 소비도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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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빈집 등 증가하는 유휴 공간을 방치하기 보다는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에 기반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단위의 중소규모 개발
과 유휴 공간 활용에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
동산 개발 방식도 현재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9) 따라서 사회적 부동산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역주도형 부동산 개발방식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림 5-2 | 부동산 개발 방식의 변화

자료: 최명식 외. 2018: 42.

3) 사회적 부동산 확보 방안과 효과
(1) 사회적 부동산 확보 방안
사회적 부동산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부동산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공동체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이 매각 등 처분되지 않
8) 최수 외(2014, 103-108)는 부동산 개발 방식은 대량 공급에서 적지(敵地) 개발로, 중앙 중심의 공급에서 지방정
부와 민간 참여 확대로, 전면 수용방식에서 개발방식 다양화로 변해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9) 최근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개발 방식으로 ‘서울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청년사업몰’,
‘LH 장기안심상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최명식 외 201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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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사회적 부동
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 없는 부동산의 임의처분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어야 하며, 주민들의 투자금액이
최대한 자유롭게 회수 가능해야 활발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둘째, 부동산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역시 사회적 부동산에 투자
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투자한 자금이 사회적 부동산의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민투자의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
이다.
셋째, 부동산 관리주체의 대표성 또는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사회적 부동
산을 운영하는 주체가 일부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 진정한 공동체 자산이라
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투자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적 부동산의 운영조직이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거나 주민들이 신
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수 주민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공공부문은 사회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
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사회적 부동산 운영에 대한 회계공시
의무나 지원을 통해 투명성 제고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부동산 운영 주체에 대
한 인증이나 적절한 감독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융자나
투자·출자를 통해 사회적 부동산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회적 부동산이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여 공공성이 충분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한하
여 지원하면 부동산의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민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사회적 부
동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자
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종 금융 규제로부터 제외시켜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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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을 위해서 관련 교육훈련과 사회적 부동산업 창업지
원 등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회적 부동산 사례를 바탕으로 지침서를
만들고 지원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체에게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각 영역에서의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
적 부동산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사회적 부동산의 효과
사회적 부동산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단
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소유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공부문이
마련한 형식적인 주민참여 절차에 동원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측면이 많았으
나 이제는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
참여가 극대화될 것이다.
개발 단계에는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의 지역 부동산이 신축, 증․개축 등으로 개발
되게 된다. 이러한 개발은 지역의 수요 및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 절차가 이루어져 적시에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
소규모의 개발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맡게 될 것이며, 특히 사회적 부동
산의 개발은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에게 의뢰하게 되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금조달 단계에는 모태펀드나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 임팩트
투자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민간 투자,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자 등 세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관-공 협력을 통한 자금 조달은 기존의 민관
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더 끌
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지원 역할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
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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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활용 단계에는 주민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배당 뿐만 아니라 해당 부
동산의 이용에 혜택을 주는 등 비금전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며, 이익이
남게 되면 해당 지역 내에 재투자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거나 지역 내에 재투자되는 것이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공평
한 이익 분배가 가능해진다.

표 5-2 | 사회적 부동산 형성 단계별 효과
단계

소유

개발

자금조달

이익활용

형태

지역공동체 소유
(共有, Community
Ownership)

중소규모 개발

공공지원(모태펀드, HUG융자)
민간투자(임팩트 투자, CSR)
지역주민 투자(크라우드펀딩)

(주민)투자자 배당
지역 재투자

효과

- 주민들이 자산의 (지
- 민-관-공 협력
- 지역 수요 적시 반영
분)소유자로 등장
-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공공의 - 공정한 이익 분배
- 지역 내 중소기업(사회
-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역할)로 민간투자 확대
- 지역 내 이익 순환
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참여 제고
-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출처: 최명식 외. 2018: 148 을 바탕으로 재구성

4) 정책 제안
① 사회적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효과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는 사회적 부동산을 통
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먼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통해 기존의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청지기(steward)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경
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수요에 맞는 부동산 개발·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내 주
체들의 참여와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은 사회의 포용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내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부동산은 종래의 방식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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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저렴한 공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젠
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쫓겨남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이 큰 장점
이다. 따라서 사회적 부동산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선도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제도화 방안
사회적 부동산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동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주체가 등장해야 한다. 부동산의 관리와 운영은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들과는 다르게 특화된 전문적인 조직이 맡아야 하며,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거나 주민들의 투자 유치 및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형태가 필요
하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조직 형태의 유형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유형별 장단점 비교
유형

영리형

혼합형

비영리형

법인격

상법상 회사
상법상 합자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장점

- 조직 설립 용이
- 익숙한 조직형태
- 소유와 운영 주체 분리 가능(합 자조합)
- 투자 유치 용이
-

단점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나 이익 배
분 제한은 주식회사의 속성과
- 조합 가입의 폐쇄성
불일치(영리화 우려)
- 조직 설립에 요건 존재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구체
적 정관이 필요함

출처: 최명식 외. 20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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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속성 상 민주적 의사결정 - 사회적 목적이 가장 명확해 신
구조 확립이 용이함
뢰도 제고에 용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더라도 조합 - 기부금/후원금 유치 용이
원에게 이익 배당 가능
- 공공 지원(국공유지 활용 등)의
투자 유치 가능
정당성 강화
- 투자 유치 불가능
- 조직 설립에 요건 존재
- 이익의 조합원 배당 금지로 주
민참여 확대 유인 적음

위에서 제시한 유형 중에서 개별 조직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주민투
자 유치 등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별 법령에 예외나 특례조항
으로 두게 되면 복잡하고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위한 가칭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을 제정하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은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
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을 확립하고,
사회적 부동산의 매각을 금지시키며, 주민투자의 조건과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
률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시 주요하게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 | 가칭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안)의 내용
조항

내 용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의 목적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 및 성과가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
도록 함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의 설립

유형별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의 설립요건
- 영리형 / 혼합형 / 비영리형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의 운영

조직 운영비용 기준 및 절차
부동산 운용소득의 활용 방법 (배당, 상환, 지역 재투자 등)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의 권한과 의무
의사결정 방법 및 참여자, 권한

자금조달

자산(사회적 부동산)의 운용

투자 유치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활용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이 가능하도록 규정 필요
자산 전체 및 분할 매각 금지 (자산 고정)
임대 또는 직접 사용 목적만 허용

출처: 저자 작성

③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투자를 통한 참여는 사회적 부동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투자를 통한 직접 참여를 통해 재원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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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단순 참여자에서 부동산의 주인으로 근본적인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증권형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부동산관리를 영위하려는 주체에 대해서
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주민투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투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멤버십 개념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주민주주의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회적 부동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작성, 외부 전문인력의 일정기간 참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모태펀드 조성 방안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 활발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유사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은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재원으로 부동산 매수를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각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
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국토교통부에서 조성하여 사회적 부동산업 창업을 지원해준다면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도시재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하거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펀드를 조성한 경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모태펀드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검토 및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펀드 조성에 협력할 민간 투자
파트너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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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제고
1)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화해왔다.
1960~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으
며, 1980~90년대에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주택, 도로 등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과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
서, 도시재생이 가장 중요한 도시부문의 정책으로 등장(김태환 외, 2015: 62)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안정․성숙기 이후 도시부문의 핵심정책으로서 도시재생을 중심으
로 도시부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방안을 논의코자 한다.

표 5-5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시기별 전개
구분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이후

도시화 수준

20~50%

50%~80%

80% 이상

도시정책 과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제공,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택, 도로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회통합, 문화융성 등 새로운
가치 창조

국가의 역할

산업기반 조성
(물적, 제도적 기반구축)

기초생활시설 공급
(기반시설의 수준 제고)

정책선도, 갈등조정
(새로운 여건변화 대응)

주요 도시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공업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제도

⋅신도시 조성
⋅기성시가지 재개발
⋅난개발 대응
⋅도시환경관리체계 구축

⋅녹색, 스마트 성장
⋅균형발전 거점 조성
⋅국가도시재생정책 추진

출처: 김태환 외, 2015: 62

2000년대 이전 고도 성장기에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을 위한
도시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은 토지소유자 중심, 수익성 중심, 물리적 환경 중심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한계가 노정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쇠퇴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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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야기되었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2000년대 초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등에서 태동하여, 2013년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으로서 제도화 되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5개
과로 구성된 ‘국’단위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구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
으로서 대표적인 도시정책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소유자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를 지향하며,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지역을 개선하
며, 물리적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물리 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그림 5-3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926018&memberNo=25386652&vType=
VERTICAL 접속일자 :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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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정책목표

3大 추진전략

5大 추진과제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

➡

도시공간
혁신
도시 활력 회복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
◇
◇
◇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

주민 ‧ 지역
주도

<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
◇
◇
◇

기반
구축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 지역 주도 맞춤형 선정
◇ 사업 관리체계 구축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 공간(공공임대상가) 공급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법 ‧ 제도 정비
◇ 도시재생법 개정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
◇ 재정 투입: 연 2조원
◇ 기금 지원: 연 4.9조원
◇ 공기업 투자: 최대 연 3조원

출처 : 관계부처합동. 18.0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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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의 사회적 가치는 2018년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주거복지·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
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
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선
제적 대응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주도, 공동체 회복, 사회 통합 등의 가치는 정책비
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공공기
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10)」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의 분야를 검토하
였다. 「사회적 가치 법안」에서 제안하는 분야 중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
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
사결정과 참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4가지 분야를 크게 사회통합, 지
역경제 순환, 공동체 복원과 시민참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도시재생
뉴딜의 관련된 전략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하였다.
표 5-6 | 사회적 가치와 도시재생과의 관계
사회적 가치

도시재생 뉴딜

(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Ÿ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경제 순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Ÿ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Ÿ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시민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Ÿ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Ÿ 지역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Ÿ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출처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10) 2017.10.26. 박광온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최초로 제도로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의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법안에서는 재난과 사고
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13개 분야를 사회적 가치의 분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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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과 문제점
(1) 사회 통합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제시 및 생활SOC 공급
① 개념과 근거
기초생활인프라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에 대비되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
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도시재생법제2조제1항)로서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활인프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
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가 있다.

표 5-7 | 기초생활인프라의 근거와 정의
근거

내용

제2조(정의)제1항제10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Ÿ 기초생활인프라 :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Ÿ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의 수립)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
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727호)

Ÿ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113호 [별
표2]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Ÿ 생활인프라 :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
Ÿ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91호.10.06.04 [별표1]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
라 평가지표
Ÿ 제2조(정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ㆍ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ㆍ문화
시설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모든 시설

출처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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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추진 현황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삶의 질이 미흡한 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2018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11)’을 통하여 공간·개발’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여,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을 확대한다는 국가재정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투자계획
발표 이후,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
업’ 등 일련의 국가 정책사업 및 제도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다.
표 5-8 | 생활SOC사업 관련정책 주요 추진경과
일자
2018.08.27
2018.08.31.
2018.10.04.

관련부처
부처합동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2018.11.01.

부처합동

2018.11.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12.17.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01.23.

부처합동

2019.04.15.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04.26.
2019.06.03.
2019.06.1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요 내용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
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 19년 생활SOC예산 확대 (약 8.7조 원)
- 공공기관 투자, 규제혁신 등 통한 생활SOC 투자
확대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시범사업지 지원
계획 (2,257억 원) 확정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생활밀착형SOC 확충 위한 3개년 계획 수립-’19
년 3월까지 추진)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생활SOC 3개년 계획 (안) 발표
-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2년 30조)
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이 개선됩니다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민간건축가 참여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디자인 품
질 높인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 ’19년 9월 말까지 20년 생활SOC 복합화(10종
시설) 사업 선정 추진

비고
15차 경제장관회의 안건 중
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9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1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15차 균형발전 위원회 회의

출처 : 임미화 외. 2018. 발췌 후 가공.

11)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18.08.27, 경제관계장관회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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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19년도 뉴딜사업 선정방향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생활SOC 등 주민체감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할 것을 강조12)하였
다.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등 지역의
생활SOC 공급현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집
중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5-9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마을 (도보)
분류
교육

시설

최저기준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돌봄

세부시설

지역거점 (차량)

어린이집

공공․사립․ 작은 도
10∼15분
서관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분류

시설

최저기준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 10분
교육청 설립)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 20∼30분
복지관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소
서비스 전달추진 의료
의료 기초의료시설
응급실 운영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의료기관
의원, 약국

수영장

세부시설

-

20분

-

3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간이운동장

1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15∼30분
수영장

휴식 근린공원

10∼15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도장 등
도시공원

무인 택배함,
생활 주거편의시설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편의
소매점

교통 마을
주차장

-

10분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 70%이상

출처 : 국토교통부. 2018.12.18. 보도자료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도로 공모를 통하여 문체부
의 도서관, 복지부의 어린이집,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국토부의 주차장 등 10종
사업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하고 있다.
12) 국토교통부,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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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 생활SOC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부처

문체부

시설(사업)명

회계

사업추진 방식

공공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어린이집(국공립)

일반회계

공모 선정

농특회계

공모 선정

건강기금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공모 선정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균특(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복지부

주민건강센터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19.06.12
* 발표이후, 여가부의 ‘가족센터’가 추가

③ 성과와 한계
(단기간 내 양적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분야의 최대 성과는 최우
선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
민 체감형 사업을 369개 선정하는 등 단기간 내 양적 공급 확대했다는데 있다.

표 5-11 | 주민체감형 사업현황 및 공급계획(안)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9

19

23

23

18

25

20

4

34

29

22

27

32

25

31

23

14

`19년
191
착공

5

13

13

7

11

6

1

16

21

17

14

15

13

20

15

4

`19년
준공

-

3

2

4

1

1

-

4

8

3

3

9

2

4

4

3

51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05.10,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
* 주민체감형 사업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
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 `17년 선정사업(68곳)에 포함된 단위사업 중 주민 체감형 사업(369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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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정책추진) 하지만 국가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
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 및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시간표와 기준을 중심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적 문제 반복되고 있다. 즉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국가가 ‘생활SOC’는 기준의 정립뿐만 아니라 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명분
으로 사업의 개수, 집행률 등 사업과정의 성과를 직접 챙기는 등 강력한 국가 주도 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생활SOC 3년간 48조 투자” 등과 같이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중앙․지방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다.
(시설중심의 접근) 도시재생에서 기초생활인프라를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최종
적으로 국민이 국토의 어느 곳에 있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있다.
즉 시설공급 자체가 아니라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하는 국가 공모사업의 특성과 부족한
재원을 보조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 재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자체보
다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공급하는 것 중심으로 정책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운영관리 방안 불투명) 국가 및 지자체 모두 시설의 공급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집
중하는 반면, 시설을 조성한 이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관리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와 계획이 부족하다. 지역에는 지역 고유의 발전경로를 따라 형성된 민․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주체들과 체계가 있지만, 이들과 어떻게 협력 또는 역할 분담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상황이다.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
로 일본13)의 경우 공공공간을 통합․재편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는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향후의 정책은 시설 공급 중심에서 일본에
서와 같이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13) 일본에서는 2006년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2014년 총무성에서 지자체들이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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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경제 : 상생협약,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배경과 필요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와 매칭 지방비(50% 기준)를 합하여
작게는 100억, 많게는 500억원 규모로,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적재원이 4~6년 사이에
근린단위 지역에 집중된다. 근린단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로 지원되는 마
중물사업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부처연계사업, 공기업․민간사업을 포함하면 그 규모
는 더욱 크다고 볼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공적재원의 상당부분은 몇몇 토지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토지보상비 및 단기간에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비로 사용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이 특정인 또는 단기에 집중된다. 반면 조성 이후 유지관리가 어려워 문을 닫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고려할 때 공공투자의 지역에 대한 낙수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기에 소규모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공공재원이 투입될 경우,
대부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단기간에 오른 임대
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비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작용 발생하기도 한
다.

표 5-12 |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국비지원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

지방비
대응투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우리동네살리기형

권장 면적

20~50만㎡ 내외

20만㎡ 내외

5~15만㎡ 내외

5만㎡ 내외

국비지원액
(40~60%)

250억/6년

150억/5년

100억/4년

50억/3년

60%(기타)

375억

225억

150억

75억

50%(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50억

150억

100억

50억

40%(특별시)

166.67억

100억

66.67억

33.34억

출처 : 국토교통부,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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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상
가내몰림 방지, 개발 이익의 재투자 등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공사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상가내몰림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는‘상생협약’, 정책적으로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도시재생법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다양한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
기 위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산 및 기금 지원과 함
께 통합심의 등의 인허가 의제, 국․공유 재산 특례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
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혁신지구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5-13 |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을 위한 근거조항
근 거

내 용

제27조의2
(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
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
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
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본조신설
2019. 8. 27.]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03.27)

Ÿ
Ÿ
Ÿ
Ÿ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 공간(공공임대상가) 공급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출처 : 도시재생법,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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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와 한계
공공임대상가를 영세 상인이나 창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토록
유도하고, 특히 중심시가지형의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생협약, 개발이익
의 재투자 등의 장치들은 공공투자로 인한 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장치들을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낮은 실효성)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를 특정지역에 대하여 패널티도 없
는 협약이라는 약한 강제력만으로 제어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주
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는 공급 특성상 입지에 매우 제한적14)이며, 공공에서
관리하는 특성상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있어 소극 대응이라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감시 장치 부재)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이제 막 법제화된
제도로서, 효과 또는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하지만 그간의 유사한 개발사
업에서 개발이익의 재투자과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의 산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주민협의체
① 배경과 필요성
정부신뢰의 하락은 일방적 권력행사, 정책 및 서비스의 비효율성, 정부와 시민사이
의 인식차이 등으로 발생(정정화 외, 2015, p3)한다. 현대 행정에서는 정부신뢰의 하
락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적 가치영역의 하나인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OECD에서는 정부-시민 파트너쉽의 원칙으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14) 대부분 분양이 잘 되는 곳보다, 몫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운 곳들을 공공임대상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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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을 접근가능하고 호응적인 것으로 만
드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정책결정과정에 가능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
리를 포용하는 것을 의미(정정화 외, 2015, p3)한다. 1969년 Arstein이 제안한 ‘주민
참여 8단계론’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형식적 참여로 규정하고, 형식적 참여를
넘어 권한위임, 주민통제 등을 실질적 참여로 강조하고 있다.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과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등 정부 정책방향에서도 주민역량 강화와 참여하는 주민공동
체를 도시재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② 성과와 한계
도시재생법과 뉴딜사업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획을 수
립하고, 공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
다. 특히, 도시재생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하나로서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단체를 규
정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독려하고 있다.
표 5-14 | 주민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근거
근 거

내 용

도시재생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주민제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

도시재생 시행령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제24조(활성화계획의 내용)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조직 사업 참여 방안

출처 : 도시재생법, 시행령,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형식적 주민참여)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국가지원이 2019년부터 활성화계획의 제
출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기간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국가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적 틀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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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국가가 제시하는 양식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이른바 ‘용역회사’에 의뢰
하여 행정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공청회 등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표 5-15 |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와 도시재생 뉴딜과의 관계
구분

도시재생 뉴딜

단계

내용

1단계

계도단계 (Manipulation)

2단계

교정단계 (Therapy)

○ (재생대학)

3단계

정보제공 (Informing)

○ (협의체)

4단계

의견수렴 (Consultation)

○ (공청회)

5단계

유화단계 (Placation)

6단계

동반자 (Partnership)

7단계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8단계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계획단계

사업단계

운영단계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

△(부분적)

출처 : 정정화 외, 2015:7의 틀을 참조하여 저자작성

(부분적 파트너쉽 관계) 다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건설, 임대, 식품,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단위사업 운영주체로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민단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5-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
특성

사업

업종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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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건물건설업

∙ 건설/주택 수리 및 보수, 벽면 도배, 실내
장식 공사 등

·동네목수

목공업

∙ 가구제작 및 가구제작 교육

·아임우드

임대업

∙ 유휴공간 임대사업

·행궁동 예술 만들기

건설사업
물리적

세부내용

표 5-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 (표계속)
특성

경제적

사업

업종

세부내용

우수사례

외식업

∙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지역상권복원, 일
자리 창출

∙ 노송밥나무 등

식료품 판매업

∙ 지역특산물, 자연자원을 황용한 식료품 판
매사업

∙ 통인시장 커뮤니티 등

용품 재활용업

∙ 헌 옷, 장난감 재활용 등 친환경 재활용
사업

∙ 목화송이 협동조합

돌봄 서비스업

∙ 육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맞벌이 여성
지원

∙ 좋은터(군포)

주민역량강화

∙ 지역행사 및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단법인 더함

교육서비스업

∙ 방과후학교, 직업 교육, 교육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
∙ 별빛 산골 교육센터

관광문화
체험업

∙ 지역관광, 농총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자
원 및 특화 아이템을 활용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안동자연색문화원
∙ 신시와

공연 및 기획업

∙ 지역주민 주도 축제기획 사업

∙ 나무 시어터

공공미술사업

∙ 공공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 공공미술프리즘 등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 수행 및 도시재생 센터 운영

∙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

식품사업

복지사업
사회
복지적
교육사업

문화적

기타

문화사업

도시재생

출처 : 이우종 외, 2017:13

3) 개선방안
① 기본 방향
도시재생법이라는 법제도와 함께 5년간 50조 규모의 대규모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많은 노력을 통하여 그간의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의 제반환
경, 예산운영 체계,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실행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이라는 지향이 최종 달성되는 것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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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결과가 보다 부합토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현장의 실천을 중심으로 도시재
생 뉴딜의 전략과 수단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측면에서 재점검하고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인프라,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분야에
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②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추진 과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실천 수단이다. 하지만 대규모 물리적 인프라와는 달리
기초생활인프라는 인프라 유형별 수요와 운영을 둘러싼 지역여건이 차별화되어 국가가
정한 시간과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먼저 기초생활인프라 중 의료, 교육과 같이 중요성 측
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나,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최소한
의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 스스로 문제와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설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
스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등의 최종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
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국지적 접근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종합적 수요와 여건분석 필요하다. 하
지만 현재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위하여 도시전체에 대
한 계획인 전략계획의 내용에서는 삭제되고, 근린단위의 활성화계획으로 이동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상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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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 도시재생 계획체계 상의 기초생활인프라의 위치
국가

지자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
준
5.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
가적 최저기준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
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의2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
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
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11 삭제(17.12.16) (기존 10. 기초생
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시행령)

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562호, 2019.8.27. 일부개정

③ 시민참여 관련 추진 과제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그럴 듯하게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 구조다. 이 과정
에서 시민참여는 형식화되고 지역사회에 투자된 재원은 특정인에게 집중된 이후 선순
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커뮤니티 매칭)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는 재생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
에 오랜 경험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BID15), Neighborhood Matching Fund16), 리노베
이션 에어리어메니지먼트17)와 같이 지자체의 계획보다는 실질적 시민참여를 준거로

15)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 : 지역주민들이 영역을 설정하고, 주민 스스로 영역 내에서 준조세를
걷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행정은 구역에 대한 인정 및 비용에 대한 투명한 관리
역할과 일부 공적부문의 예산 지원
16) Neighborhood Matching Fund : 미국 시애틀에서 근린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현물, 노동 등 지역사회가 준비
한 만큼 Community Matching 방식으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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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취약 계층이 밀집 하는 등의 한계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의 들러리 수준의 상생협약이 아니
라, 상생협약의 내용과 시민참여, 커뮤니티 매칭 수준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협의체 대표성 강화)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협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 구성에 있어 사실상 제약이 없
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실질적 시민참여가 어려운 상
황이다.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구조화하고 이해관계의 대표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 투명화를 통하여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4. 국유지 개발·활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1) 국유지 현황 및 정책기조 변화
2018년 말 결산기준 국유재산은 1,081.8조원으로 국유지 467.7조원(43.2%), 공
작물(도로, 교량 등) 288.8조원(26.7%), 유가증권 241.8조원(22.4%), 건물 69.9
조원(6.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9).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일반재산 규모는 440.9조원이며 토지
규모는 24,276㎢로 전 국토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반면 개
발·매각 가능 토지 및 비축용지인 일반재산의 규모는 26.8조원으로 토지규모는 786㎢
로 전 국토의 0.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에 비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17) 지역의 양호한 환경과 지역의 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 사업주, 토지소유주 등에 의한 주체적
대응 방식으로 일본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은 공공주도의 지원방식의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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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정책기조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1945년부터 1976
년 사이 국유재산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
달 목적으로 국유재산은 주로 처분 위주의 대상이었다(김명수 외, 2016). 이후 1977
년부터 1993년 사이에는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1976년)되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처분을 제한한 국유재산의 현상 유지와 보존 중심의 정책을 펼
쳐나갔다(김명수 외, 2016).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 토지 확보용 재원을 마련하고,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통
해 방치되었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김명수 외, 2016).
1994년 이후 국유재산의 활용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유지의 개발이 가능해졌다(이방실 외, 2012). 2011년도에는 국
유재산 개발에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민간참여개발제도를 도
입하여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의 활용을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총괄청 소관 일
반재산 관리·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
법을 개정하였다.
그림 5-5 |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 관련 제도적 변화

자료: 양진홍(2017)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 · 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최근 국유재산 정책은 국유지의 적극 개발·활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을 공익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경제활력제고와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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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목표로 삼고 있다. 국유재산의 적극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
고하고 현 정부의 다양한 공간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림 5-6 |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자료: 기획재정부(2019)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던 국유재산의 개발범위를 토
지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19.3.31)하여 국유지 개발선도사업 11곳
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토지개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까지 16조 8,000
억 원을 투입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37조 2,99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건설
및 연관산업 일자리 20만 5,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그 동안 e나라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던 국유재산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국유재
산 총괄관리 인프라로서 국유재산 통합 DB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을 사
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GIS 기반으로 개발·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군 전략상 발생하는 유휴 국유지의 활용성 개선을 위해 군-민간, 군-공공 기부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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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업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시
행자와 국방부간의 합의각서를 통해 기부대양여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국유재산의 가
치 증진 차원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기부대양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제
도가 개선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군부대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적 부담을 절감하고 국유지의 재산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 중이다.

그림 5-7 | 국유지 활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2) 국유지 개발·활용의 문제점
(1) 일반택지개발과 차별성 없는 국유지 개발·활용
국유지 개발은 국가의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인 만큼 국가가 제시하는 정책목표에 부
합하는 개발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유지 개발·활용 사업은 획일적인 도
입기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개발사
업과는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단편적인 계획을 통해 국유지를 개발·활용한
다면 지역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신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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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Needs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맞는 개발전
략을 수립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입기능 선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에서 국유지의 개발은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 다양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 지역중심의 활용계
획 수립과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토지개발모델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지자체 협력 등 거버넌스 체계 부재
국유지 개발·활용사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가
치와 공공성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위한 소통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유지 개발·활용에 있어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공청회 이외는 뚜렷한 소통 창구가
없다. 무엇보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가상
승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외비로 진행되는 현 사업 체계에서 주민참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지 개발·활용 계획단계에서 주민계획단 등을 구성하여 초기단계
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절차를 정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
다(김명수, 2016).
지자체와의 협력도 국유지 개발·활용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
한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 개발·활용시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
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
공기여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국고손실이 일어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의 거버넌스 구축
이 중요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유지와의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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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유지 개발·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국유지 개발·활용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방안
(1) 국유지 개발·활용 정책목표를 혁신과 포용으로 설정
국유지 개발·활용 목표를 ‘지역혁신’과 ‘포용성장’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토지개발 모델이 필요하다. 국유지는
국민을 위한 토지이므로 국유지의 개발 행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편익
증대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 동안 토지(도시)개발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외
곽에 거대한 배드타운을 건설하였으며, 그 결과 도심공동화, 난개발 및 환경파괴를 초
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지 활용의 핵심가치로 혁신성장과 포
용으로 설정하고, 핵심가치의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실현, 국가균형발
전 기여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지 개발·활용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유지
는 국민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유지 토지 개발은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국유지를 개발·활용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국민편익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지 활용사업의 수익성 확보 역시 필수적이
다(김명수, 2016). 다양한 유형의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
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 필지내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
고, 도시전체 차원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수도권 또는 대도
시와 같이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수익성을 최대화시키고,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도입기능이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전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전체적으로 수
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국유지 개발·활용에 있어 공간적·계획적 연계와 토지이용의 복합적인 활용 또한 필
요하다. 국유지 개발·활용은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재생
전랴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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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연계하여 국유지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활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국유지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해 복합적으로 개발·활용하여 공공
시설과 상업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공공시설과 함께 집객시설을 도입
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복합기능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해 지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대
규모 국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유지의 개발·활용은 투자비의 회수 및
수익창출 등 사업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개발로 추진되어
왔다. 이런 소규모의 개발은 인구유동이 많은 서울의 도심지역에서는 국유지의 가치
증대가 가능하지만, 수요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의 국유지 가치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서 일정
규모의 부지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규모 국유지
의 개발·활용보다는 대규모 개발이 지역에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이를 통해 국유
지 개발·활용의 성과를 확대 할 수 있다. 대규모 국유지의 개발·활용은 토지개발을 통
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및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설정
□ 혁신창업 기능
혁신창업기능은 단순한 생산공간 또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작동되지 않고,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아이디어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의
접목, 생산, 유통 등으로 이어질 때 발휘한다. 규모가 큰 국유지 개발 시 연구개발공
간, 창업보육센터, 글로벌스마트 창작센터, 생산공장, 코워킹 스페이스 등 창업의 준
비 단계부터 혁신, 시제품제작, 사업화, 제품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
록 조성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국유지 개발 시에는 주변에 혁신(연구개발 등)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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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R&D서비스센터
를 두어 창업 희망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국유지에는
실제 제품 생산기능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시제품제작을 위한 시설·설비·재료·기술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8 | 국유지 규모별 도입기능

자료: 조판기 외. 2017. 국유지 토지개발 모델 정립 및 단계별 계획수립 연구

□ 스마트산단
스마트산단은 단순 공장집적지를 넘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입주
기업의 생산 환경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 인프라·스마트 기술을 활
용하여 조성된 산단이다. 스마트산단의 주요기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인프라와 건
물 등 산단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구성18)된다.
스마트교통은 자율주행차(셔틀), 대중교통정보제공, 불법 주정차단속 서비스,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 서비스, 돌발상황 관제, 스마트주차장,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해당
된다. 스마트안전은 공공지역 안전감시 서비스, 밀착형 산불감시 서비스, 하천수위 감
시 서비스, 사회통합안전망, 안전도시설계기법(CPTED) 등이다. 스마트유지관리는

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8.30.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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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기반 스마트 시설물관리, 스마트 교량관리, 스마트 수목관리, 원격검침 등에 해당
된다. 스마트환경은 저영향 개발기법(LID),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클린큐브 서비스,
스마트인프라는 공공 Wi-Fi구성, 유선망 서비스, 무선(IoT)망 구성, AR정보제공 등
이 해당한다. 스마트에너지는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충전소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빌딩은 UPS(Un-interrupted Power
System), ESS(Energy Storage System),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활용, 스마트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스마트공
유경제는 전기차 셰어링, 전기자전거 셰어링, 공유경제 서비스, 산업단지 내 생활정보
공유,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도입기능을 가진다.

□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작은 규모의 국유지에도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약
자 등에게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거를 제공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및 도
시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단순 주거지 기능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 커뮤니티 쉐어하우징, 시니어 코하우징 등 미래 주거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기능이 해당된다.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는 단열성능을 극대화 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술을 적용한 주거 단지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등 미래형 주
거모델로서 사회적가치가 높으나, 건설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높고, 국민임대주택의 형
태로 제공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한계를 가진다. 커뮤니티 쉐어
하우스는 미래형 공동주거형태로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형태로 주로 주거비는 높고 시설은 노후화된 도심지에서 수요가 높은 주거 형태이
다. 시니어 코하우스는 비혈연 노인 1인가구가 주거를 공유하는 것으로 침실 등 개인공
간과 공용공간이 위생시설로 구성된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이나, 해당지역주민들의 반감(혜택편향성, 집값하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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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사유지 개발시 어려움 존재19)하고 있다.

□ 생활SOC
생활SOC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
킬 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20)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및 도시시설의 수요가 변화하고, 이는
다시 장소의 질로 연결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환경의 수요변화 역시 예측되며, 과
거 인구성장 및 고도성장 시대의 거대지향 인프라와는 다른 형태의 인프라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생활SOC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 시
설은 개별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형태로 설치되고 있다.21)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은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전통
시장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에 해당된다. 지역관광인프라는 박
물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국립공원 야영시설 등이며, 취약지역 도시재생은 노후주
거지 도시재생에 필요하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은 어촌뉴딜, LPG 배관망 지원, 도
서지역 식수원 개발이며, 스마트 영농 확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에 해당된다. 복지시설 기능은 지역아동센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이며, 생활안전 인프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등이
다. 미세먼지 대응은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수소 충전 인프라 등이다. 신재
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보급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

19) 최지선외. 2015.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 활성화 방안. 주택연구 제23권 제3호
20) 조판기 외. 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1) 경제관계장관회의. 2018. 8. 27.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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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언
(1)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
국유지의 개별적인 개발·활용보다는 도시차원(지자체)에서 종합적인 국유지 개발·
활용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활용과 관련된 근거를 신설하
여 국유지 개발·활용계획의 법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유지 개발·활용계획이 도시기
본(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유지 개발·활
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일괄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특성
에 맞는 지역 및 주민 수요 중심의 단계적 사업 추진을 제언한다.
국유지 개발·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국유지 현황을 파악하
고 미래성장 동력, 삶의 질 개선, 도시공간구조 등 핵심이슈를 도출한다. 국유지 개발·
활용 목표를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설정하고 도입기능, 토지이용구상, 사업추진 전략
등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활용계획을 확정한다. 이때 시민계획단을 활용하는 등 주
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총괄청과 사업시행자, 지자체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9 | 국유지 개발·활용계획 제도 도입

자료: 김명수 외(2016) 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췌 후 가공

(2)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국유지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통한 개발·활용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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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이전
적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유지는 도시재생사업 초기 도시재생의 거점공
간으로 조성하기 용이한 주요 자원으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유주체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
행 「도시재생특별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제한특례법」에 도시재생 구역 내에 국
유지 개발·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작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면밀
한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유지는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공유지와 사유지
를 교환 또는 통합하여 규모화와 정형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즉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의 통합적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소규모 국유지의 경우 도시재생에 필요한 촉진제로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어린이집, 복지지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10 | 국유지와 인근 도시재생사업 연계 다이어그램

자료: 김명수 외(2016) 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췌 후 가공

(3)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법 제정
국유지의 경우 근거법이 개발법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개발법을 차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택지개발과는 차별성이 없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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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유지 개발·활용시 발생하는 현행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 시 개발구역지정, 사업계획인가 등 모든 인허가권이 지자체에
있어 국가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한계와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청사
건립 등 행정목적의 개발은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국토계획법 제2조제14호에 해당)임에도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하
는 사태가 발생하여 별도의 특별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 이해관
계자간의 역할 등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담지 못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
고 국유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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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국토 ‧ 도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도시정책, 국·공유지 분야로 나누어 핵심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공공성 같은 개념을 구체적인 수준의 공간정책과제로 연계했
다는 점이 이 연구의 성과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 관점에서 국토·도시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에는 국토·도시분야를 세분화하
여 종합적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1. 연구요약
이 연구는 국토․도시분야에서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이슈별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
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부동산, 도시정책, 국·공유지
분야로 나누어 핵심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은 민간에서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정의하였다. 국토·도시분야 등 공간정책
의 흐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새로운 공공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해지고 있다. 최근 공간정책에서는 계층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공생, 세대간
의 공생, 공간과 사람간의 공생 등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 공간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UNHABITAT, OECD, WB 등 해외에서도 공간계획에서의 참여확대와 거버넌스에서 민
주적 절차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적 사회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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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정부
부터 현 정권까지 학술논문 및 국토·도시분야 발간물,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
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6-1 | 국토·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1차 기준
중요도
이름
계층 내

국토

도시

주거·복지

교통

토지

환경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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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8

0.1892

0.2959

0.1322

0.1047

0.1712

2차 기준
이름

중요도
계층 내

종합

균형발전

0.3023

0.0323

대도시권

0.2138

0.0228

자연재해 회복

0.2596

0.0277

국토인프라

0.2243

0.0239

젠트리피케이션

0.1174

0.0222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0.1854

0.0351

스마트도시

0.1084

0.0205

기초생활인프라

0.2803

0.0530

인구감소 및 고령화

0.3085

0.0584

임대주택

0.2835

0.0839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0.1193

0.0353

사회적 약자

0.2693

0.0797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0.3280

0.0970

대중교통 시스템

0.3326

0.0440

보행친화

0.3202

0.0423

교통복지

0.1954

0.0258

역세권

0.1518

0.0201

사회적 부동산

0.2098

0.0220

개발이익 환수

0.3057

0.0320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0.2332

0.0244

국·공유지 활용

0.2512

0.0263

미세먼지

0.4084

0.0699

열섬효과

0.1282

0.0219

수변공간

0.1504

0.0257

재해취약지역

0.3130

0.0536

주요 결론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에 필요성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토·도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최대 수혜계층은
국민아라고 보았을 때,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요소들이 주요 우선순위에
서 나타났다. 가장 우선순위에 높게 나타난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택가격 및 주거비
용, 임대주택과 사회적 약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가
주거·복지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안정
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분야에서는 고령
화와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정책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며, 형평성이 강조되는
기초생활인프라와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등이 높은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세먼지, 재해취약지역 등의 정책이슈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의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토·도시 부문을 사회적 부동산, 도시정책, 국·공유지 활용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부동산은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는 사회적 부동산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유하는 부동산을 통해
기존의 차민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수요에 맞는 부동산 개발·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내 주체들의 참여와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은 사회의 포용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정책부문에서는 도시재생과 같은 국가핵심정책에서 현장의 실천을 중심으로 전
략과 수단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측면에서 재점검하고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인프라,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활용부문에서는 최근 국·공유지 개발·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공유경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포용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도입기능 등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활용을 통해 국가의 주요 공
간정책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등 지
역과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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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의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
내외 공간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공간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개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공공성 또한 그 개념이 광범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도시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도시분야는 국토와 도시뿐만
아니라 환경, 주거, 복지, 교통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
서는 사회적 부동산, 도시정책, 국·공유지 활용 등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 시점
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장
기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를 세분화 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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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nhancing Social Value and Publicness in the Fields of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olicy
Cho Pan Ki, Kang Hae Kyong, Lee Syung Uk, Park So Young, Choi Myung Shik

Key words: Social Value, Publicness, Social Property, Urban Regeneration,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social value and
publicness in the fields of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olices.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ational and urban policies are implemented
reflecting the publicity, which is the spirit of our time and the core means of
social values.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social value and publicity
with practical and policy meanings in the national and urban area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social values and publicness by their
main issues. The policy tasks are introduced for each main issue by dividing
into social real estate, urban regeneration, and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Recently, social and economic unbalance has been a major issues in national
and urban policy. Also the importance of social economy is emerging in the
transition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gard, inclusion and shared
cities concepts are discussed as important social values of national and urban
policies. The discussion of social values and publicity i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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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such as UN-HABITAT, emphasizes participation to respond
against slums and social unbalance. The OECD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access and public services in order to realize spatial inclusion.
World Bank is turning to address inconvenient growth and poverty, which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ast.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to efficiency and equity, and to focus social value on improving
equality rather than efficiency in spatial policy. Policy issues includes resident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policies such as quality of life, stabilizing real estate
market, safety of citizens, aging mix, and population decline.
In order to reinforce social values and publicity, this study introduces policy
directions of social real estate, urban regeneration, and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To increase publicness by securing social real estate, this study
introduces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 Act’,
to strengthen publicness of land properties and development projects. This act
includes the establishment purpose, requirements, funding, managing standards
of the social property organization. To strengthen publicnes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recommends a comprehensive master plan for
the entire city rather than planning the project site. Also developing a
monitering system to evaluate social and welfare urban services for urban
citizens. In developing national properties, fundamental principals must be
established for strengthening social publicness. This study introduce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Act’ which includ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velopment plan for utilizing national properties,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through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urban
functions for livability, and governance among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e main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policy has being changing rapidly
along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paradigm shift. Th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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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in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with low growth and population
decline. A long-term roadmap should be establish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must be derived responding the main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future research, it would be
effective to subdivide the national and urban areas to strengthen social values 
and publicity, and conduct in-depth research in ea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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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 분야 정책방향”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조판기 센터장입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도시분야에서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 분야 정책방향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토·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시군구

]

【설문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연령

② 30대 연령

⑤ 60대 연령

⑥ 70대 이상

③ 40대 연령

④ 50대 연령

【설문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

②여

【설문3】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국토계획·정책

② 도시계획·정책

④ 산업·경제

⑤ 기타(_________________)

③ 건축·디자인

【설문4】 귀하의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공공기관

② 대학 및 학회

④ 엔지니어링

⑤ 기타

【설문5】 귀하의 관련 분야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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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소 및 연구원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방법
■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척도

정의

1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설명
두 개의 지표가 차상위 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1배)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3배 가량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5배 가량 중요
한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7배 가량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음
다른 지표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9배)

■ 지표비교의 예시
다음 두 개의 비교요소 중에서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중요
동등
지표분류
9 8 7 6 5 4 3 2 1 2
A지표
●
→ A지표가 B지표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표임
A지표
●
→ A지표가 C지표보다 약간 더 중요한 지표임

3

4

중요
5

6

7

절대 중요
8 9 지표분류
B지표
C지표

■ 설문을 위한 비교요소 항목
다음은 전문가 및 공무원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입니다. 다음 요소를 토대로 설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분야

국토

도시

주거·
복지

세부지표

설명

균형발전
대도시권
자연재해 회복
국토인프라
통일
젠트리피케이션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스마트도시
기초생활인프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임대주택
공공임대 상가, 오피스

세종시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정책
대도시권 육성
포항 지진, 강릉 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회복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광역인프라 정책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국토정책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양극화 극복
공유경제, 상생협약 및 개방이익의 재투자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시티 정책
주민의 니즈를 위한 생활SOC 정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등하는 도시정책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 상가 및 오피스 공급

주거이동

가구특성별 주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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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지표

설명

사회적 약자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대중교통 시스템
보행친화
교통복지
퍼스널 모빌리티
역세권
사회적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국·공유지 토지개발사업
토지공개념
미세먼지
열섬효과
수변공간
재해취약지역
그린인프라

교통

토지

환경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
부동산가격 안전화 및 양극화 해소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보행편의를 위한 보행친화 도시
도시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통복지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를 위한 안전 강화
역세권 개발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공유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이용의 복합화
국·공유지사업의 공공성 확보
토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공유화
미세먼지 절감 정책
도시내 열섬효과 해소
수변공간의 활용
재해취약지역 대응
친환경 그린인프라

1. 우리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분야별 정책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5

동등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국토

도시

국토

주거·복지

국토

교통

국토

토지

국토

환경

도시

주거·복지

도시

교통

도시

토지

도시

환경

주거·복지

교통

주거·복지

토지

주거·복지

환경

교통

토지

교통

환경

토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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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동등

5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균형발전

대도시권

균형발전

자연재해 회복

균형발전

국토인프라

대도시권

자연재해 회복

대도시권

국토인프라

자연재해회복

국토인프라

3. 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동등
5

중요

절대 중요

4 3 2 1 2 3 4 5 6 7 8 9

지표분류

젠트리페케이션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젠트리페케이션

스마트 도시

젠트리페케이션

기초생활인프라

젠트리페케이션

인구감소 및 고령화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스마트 도시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기초생활인프라

공유경제 및 순환경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기초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4. 주거·복지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5

동등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임대주택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사회적 약자

임대주택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사회적 약자

공공임대 상가，오피스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사회적 약자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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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5

동등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대중교통 시스템

보행친화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복지

대중교통 시스템

역세권

보행친화

교통복지

보행친화

역세권

교통복지

역세원

6. 토지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5

동등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사회적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사회적부동산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사회적부동산

국·공유지 토지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개발이익 환수

국·공유지 토지개발사업

토지이용제도의 혁신

국·공유지 토지개발사업

7. 환경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요
지표분류

9

8

중요
7

6

5

동등
4

3

2

1

중요
2

3

4

5

절대 중요
6

7

8

9

지표분류

미세먼지

열섬효과

미세먼지

수변공간

미세먼지

재해취약지역

열섬효과

수변공간

열섬효과

재해취약지역

수변공간

재해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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