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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악화의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할 필요
도시재생 뉴딜 핵심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여건·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국적으로 형성된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
가능하며, 거점도시 조성으로 기능 집중도 1% 증가에 생산성 0.6% 증가 효과 기대
- 쇠퇴가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전국 821개 읍·면·동(약 23.5%)의 정책·
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을 병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 지역 주도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가는 광역·지방도시권의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근린형 도시재생은 지역에 대폭 권한 이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전략 추진
- (전략사업)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 및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사업, 쇠퇴 심각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 주도 사업 예산·추진체계 정비
(지역 거점 조성 제도 개선) 도심 내 재생사업 집적과 국공유지 활용 인센티브, 공기업
총괄관리자 역할 강화를 패키징한 혁신·특화거점 제도, 기초지자체간 도시권 협약제 도입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제도 개선) 쇠퇴지역 대응을 위한 뉴딜 사업 및 범부처 생활SOC
확충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 추진조직 신설과 예산계정·사업선정·운영관리 통합화
(지역 주도 추진 제도 개선)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의 지자체 선택권 강화 및 보조율
폐지, 계획계약제에 기초한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의 다년 편성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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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3)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도시재생 정
책·사업의 주요시책과 전략,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본격 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된 핵심 목표·전략은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
조 기반의 거점 조성 및 도시활력 회복, 주거지 정비 본격화를 통한 도시쇠퇴율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지역 주도 도시재생 추진 등
- 또한 ‘도시재생 뉴딜’를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하여 지원대상이 연간 15곳에서
100여곳, 지원규모는 연간 1,500억원에서 약 10조원까지 확대

∙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심화, 지속적인 도시 쇠퇴 악화 상황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면,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보다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등 주체별 역할 명확화 필요
-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눠 먹기식 사업 배분
방식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 노력이 제로섬(zero-sum)에 그칠 우려가 있고 충분
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자원 투입에 한계
- 전국적 도시 쇠퇴가 최근 3년간 64.5%(2013)에서 65.9%(2016)로 악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쇠퇴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미
흡하였고 기초지자체는 재원과 자원을 투입할 여력 부족
- 따라서 다양한 도시재생 추진주체와 사업들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와 각 주체들이 경쟁 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
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전략적 추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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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핵심 정책목표·전략인 컴팩트네트워크형 지역 거점 조성,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한 전국 쇠퇴율 제어, 지역
주도 추진의 관점에서 현재 사업 추진 여건·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전략적 대응방안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컴팩트-네트워크 구조 기반의 지역 거점 구현 가능성) 인구감소와 지방위기 여건
속에서 컴팩트-네트워크형 지역 거점 조성전략은, 우리 국토의 공간 구조적 여건
상 실현 가능한 방향이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국가적 쇠퇴 대응을 위한 뉴딜 사업지역의 적소성) 전국적으로 도시 쇠퇴가 악
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및 유관 사업들은 필요한 지역
에 전개되고 있으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원 확보·운영 체계의 지역 주도 추진 부합성) 대규모 예산 투입과 공기업 투자
및 기금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의 예산운용과 추진방식은 지역 주도 추진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개해야
할 정책과 전략사업, 추진체계 및 예산운용사항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함
-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
- 법·제도 개선사항은 도시재생법 및 유관 법령과 각 부처 정책사업, 재원운용사항
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등 유관 예산체계를 분석함

∙ (공간적 범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이 되는 전국 쇠퇴지역을 읍·면·동 차원
에서 분석하며, 실증 분석을 위해 격자형(500×500m) 공간정보 자료 활용
- 분석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 선도·일반사업, 도시활
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유관 사업지역을 포괄
- 정책방안은 전략사업 추진 유형에 따라 국가·광역 혁신 거점형 사업은 광주역 주
변, 지방 도시권 지역 거점형 사업은 대구 및 전주 구도심, 쇠퇴 심각지역 대응
사업은 진주 봉래동 및 강릉 옥천동을 중심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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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범위) 현황·실태와 여건 분석은 쇠퇴 진단,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유무
등의 공간정보 구득이 가능한 2014~2017년으로 한정하며, 정책방안과 법·제
도 개선방안은 뉴딜사업 활용이 가능한 단기(~2022년)로 제시
-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한 지
역 주도 추진과 도시권 연계·협력 구조 형성 등 사항은 중장기(~2040년) 차원에
서 내용 검토 및 대안 제시

□ 연구의 방법
∙ (질적 연구: 문헌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자문회의) 도시재생의 역사적 전개과
정과 국내·외 정책 및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 개선방안과 법·제
도 지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 인터뷰(FGI 등)와 자문회의 수행
∙ (양적 연구: 통계 및 GIS분석) 거점 형성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는 회귀분석, 도
시 쇠퇴의 적정성과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등을 격자 기반으로 GIS 분석하였
으며, 사업 추진 관련 예산운용 실태 등을 유관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분석
∙ (협동 연구: 전문가 원고 위탁과 전문기관 공동연구) 해외 사례 중 세부 정책사
례와 제약여건 및 추진구조는 전문가 원고 위탁으로 보완·검토하였고, 도시재생
사업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임
□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의 차별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목표와 세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과 방향을 통계·공간분석 등을 통해 실증하고, 도출된 결과를 국가 차원
의 전략적 대응과 핵심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여 구체적 실천대안 제시에 초점
- (선행연구)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력 사업 추진과 민간자본 결합은 일부 부작
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동력 확보에 효과적이며,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지
역차원의 제로섬 게임 성격으로 전략적 집중이 중요(유재윤 외, 2013 및 2014;
김정곤 외, 2015; 이삼수 외, 2017 등; P, Loftman 외, 1995; A. Tallon, 2013)
-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이 우리 여건에 부합한가에
대한 실증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방안이 구체적 사업화와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미흡하여 현장 적용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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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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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 신도시 등 외곽개발 확대와 재개발 중심의 도시정비 : 1980~2000년대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개발 추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부족한 주택 공
급을 위해서, 합동재개발 방식(1983년) 도입을 통한 도심 내 불량주거지를 정비
와 대도시 주택 공급난 해소
- 충분한 개발이익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민간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 동기는 낮은 상태를 유지

∙ (시민사회 중심의 마을공동체 운동 시작) 재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사회
적 갈등이 확산되고 아파트 중심 생활양식이 가져온 공동체 붕괴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으로 시민사회 주도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운동 추진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국가는 제한적 지원자 역할에
그쳤고, 정책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도시 정비에 집중

∙ (균형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추진) IMF 외환
위기로 촉발된 경제·산업 재구조화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쇠퇴 지방 도시 재건 사업 추진
- 시장 리스크와 주민재정착 저해 문제로 갈등을 빚는 뉴타운 사업과 달리 살고 싶
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기존 도시화 과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재정지원 사업으로 확장

□ 재개발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의 본격 전개 : 2010년대~현재
∙ (도시재생 정책의 등장) 기존 주택재개발에 대한 반성과 뉴타운 사업의 장기화
및 실패를 극복하고자 기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민 삶의 질과 복지 중심의 도
시재생형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
- 도시공간의 물리적 정비 뿐 아니라 쇠퇴한 도시의 사회·환경적 회복을 위한 ‘도
시재생’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도입하여 전국적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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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법｣(2013년)을 제정하여 법·제도적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사업 지원 및 추진을 본격화

∙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 도입) 인구감소, 지방위기, 노후·저층주거지의 생활
여건 악화 등 도시재생 필요성 확대에 따라, 단순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 도시경
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도시 혁신 사업’ 추진
-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계획 편향적, 낮은 체감도, 정부지원 제약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5년간 약 50조원의 공적투자와 공공 지원 확대, 지역·주민 주도와 사
회통합형 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
- 2017년 68곳, 2018년 99곳의 뉴딜 사업을 국가와 광역시·도 주도로 선정·추진하
고 있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 중간지원
조직 확대 등을 본격화

그림 2 |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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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 (기존 정책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 초기 도시정비는 시장이 주도
하고 국가는 지원자의 역할만 담당하였으나, 저성장과 도시 쇠퇴 심화, 삶의 질
중심의 도시 정비 수요에 맞춰 점차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
- 도시재생의 지원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현재의 도시재생은 국가와 지방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적소성이 낮은 상태이며 국토차원의 공
간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는 지방 거점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전국적
쇠퇴 제어와 노후·저층주거지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집중하고 다른 영역은 지방
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할 필요
- (전략적 추진의 개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한정된 재원·자원의 효
과적 조합과 실행주체 배분 차원에서 조율하고, 경쟁 우위적 주체가 유관 정책·
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형성과 시행을 의미
- (국가차원의 중점 추진과제) 거점 구축을 위한 컴팩트-네트워크 구조의 타당성
과 방향성, 쇠퇴 심각지역의 개선을 위한 지역별 우선순위와 개선방향 도출, 지
역 자율성 확대를 위한 예산·사업체계를 심층 검증하여 도출할 필요
그림 3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전략적 추진 개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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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 관련 여건·실태 분석
∙ (도시재생 뉴딜과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관계) 인구감소와 경제·사회적 활
력 저하로 지방위기가 가속화되는 여건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은 지역
거점 중심의 인구·기능 집적과 주변지역 연계 강화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규
모와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전략
- 기존 연구들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 기반시설 유지비용 감소, 경제·사회적 임계규
모 달성, 기능 연계에 따른 공급 효율성 개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효과 분석방법) 도시재생 뉴딜 주요 전략인 컴팩트-네트
워크 도시 구현이 우리 공간 여건상 가능한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
- 컴팩트 도시 구축효과는 도시공간구조(컴팩트 지수)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식을 통해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도시 구축효과는 공간계량경제모
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내·외향 중심성을 분석함
- 분석자료는 통계청 지리정보시스템(SGIS)의 집계구별 인구·종사자수와 국가교
통DB의 전국 목적별 통행현황, 지역별 GRDP 현황 등 활용(2015년 기준)
그림 4 |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개념적 모델

자료: 일본 국토그랜드 디자인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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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지리적 커뮤니
티(도시권)가 17개 존재하고 있으며, 공간의 집약적 활용과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 거점 육성 전략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지역의 경제기반 조
성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 있는 전략으로 판단됨
- 개별 도시의 인구수 보다는 밀도와 복합적 토지이용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도시별 밀도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0.05%, 복합토지
이용이 1단위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0.12% 증가 추정
-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17개의 기능적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역 시·도
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커뮤니티(도시권)가 전체의 41% 차지
- 도시권 차원에서 기능의 집중도가 1% 증가할 경우 시·군·구 수준과 커뮤니티(도
시권) 차원에서 생산성은 약 0.6% 증가 추정
그림 5 | 전국 기능별 커뮤니티(도시권) 구분(2015년 기준)
커뮤니티
(도시권)
1

중심성
유형
디핵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2

단핵

경남 창원시

3

단핵

대구 달서구

4

다핵

광주(광산구, 북구)

5

단핵

대전 서구

6

단핵

전북 전주시

7

다핵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8

다핵

울산(남구, 울주군)

거점 도시

9

단핵

전남 목포시

10

다핵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11

단핵

강원 강릉시

12

단핵

경남 진주시

13

다핵

강원 원주시, 경기 이천시

14

다핵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15

다핵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16

다핵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17

단핵

제주 제주시

주: 굵은 경계는 광역시도 경계임
자료: 국가교통DB(2015)의 전국목적통행자료 중 총목적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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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지역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적소성 관련 여건·실태 분석
∙ (도시재생 쇠퇴 현황과 실태) 전국적 도시 쇠퇴는 2013년 64.5%에서 2016년
65.9%로 악화되고 있는데, 전국 읍·면·동의 약 80.2% 지역에서 인구·사회적
쇠퇴가 고착화되고 있고 광역시의 물리적 쇠퇴는 85.0%에 육박하는 수준
- 지방 대도시는 구도심 지역의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
관 이전 등에 따른 일자리 및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노후화 등이 주 원인
- 아파트 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만족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주거지 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여건은 열악

∙ (쇠퇴지역 대응 관점의 도시재생사업 적소성 분석방법)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
표인 도시쇠퇴 제어를 위해서, 그간의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이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전개되었는지 분석
- 도시재생법에서 정의된 인구·사업체수·노후건축물 변화를 기준으로 한 도시쇠퇴
지수를 전국 읍·면·동 차원에서 산출하고, 2014~2018년 사업 선정·추진된 도시
재생 및 유관 사업지역 454개소와 대조하여 불일치수준 분석
- 분석자료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한 전국 읍·면·동 기준 도시쇠퇴현황
(2016년 기준)과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지역 입지에 대한 GIS 구축·활용

∙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간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소
외되어 온 읍·면·동이 821개소(전체의 23.5%, 그간 사업물량의 1.8배)에 달하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평균 4.8개 읍·면·동이 배제되어 온 것으로 분석됨
-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대상지
역의 배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그간 사업지역 선정이 쇠퇴 심각성보
다는 공동체 구성이나 사업 추진 용의성에 의존해 온 경향을 반증
- 인구규모별로는 쇠퇴가 심각한 지역 중 그간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이 인구 20만
미만 도시 25.9%(128개), 군 지역 28.2%(219개)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중소도시 등에 대한 사업 추가 확대가 긴요한 상황
- 특히 주민의 거주만족도와 삶의 질 확보의 주요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인프라 접
근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도 및 중소도시일수록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
진은 별도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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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쇠퇴지역 심각성 대비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그림 7 | 쇠퇴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수준
불일치(소외) 수준(시·군·구 단위, 2016년 기준)
(읍·면·동 단위, 2016년 기준)

주: 순위차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기 추진된 사업지역보다 쇠퇴가 주: 자료 한계상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자료를 구득할 수
더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읍·면·동 규모(수)를
없는 지역을 제외한 1,932개 읍·면·동별 평균 기초생활
의미하며, 불일치수준은 이를 사업개소로 단위 환산
인프라 접근성을 20% 수준별로 분석함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사업현황 자료 활용)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8) 활용 통계·공간분석)

그림 8 | 광역시·도별 쇠퇴 심각지역의 그간 사업 추진 소외 비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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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재원 확보·운영의 지역 주도 부합성 관련 여건·실태 분석
∙ (도시재생 뉴딜 재원과 집행 상 쟁점) 도시재생 뉴딜 재원은 연간 10조원에 달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마중물 예산 8천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 활용은
지자체 재정여력과 부처 연계 및 공기업·기금 활용 수준에 따라 불확실한 상황
- 연간 도시재생 뉴딜 재원 10조원 중 국비·지방비는 2조원 수준이며, 그 중 지방비
및 부처연계사업비 1.2조원은 지자체간 재정격차와 부처 간 통합운용방안 부재로
효율적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
려 하고 실행과정상 주민체감 등 평가나 차별적 사업 추진, 장기적 관점의 사업 연
계 없이 단기적 사업물량 확보에 집중할 유인이 존재

∙ (예산 편성 및 운용상 여건·실태)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 중 도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단기 효과 창출이 어렵고 공동체 회복은 성과기준이 모호하여, 연
단위 사업평가와 예산편성 구조에서는 국비의 안정적 확보·지원에 어려움 예상
- (중앙정부 예산 편성·운용상 실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부족으로 인한
경직적 운용,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부재, 예산과 조직
의 칸막이 운용에 따른 범부처 협업 어려움 상존
- (지방정부 예산 편성·운용상 실태) 지자체 간 재정 양극화가 심화되어 재정 여건
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 우려, 지방재정중기계획
미연동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실질성 저하 우려
- (지역 주도 추진 여건·실태 분석)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예산·권한
지방 위임의 구체성 저하, 지역 주도가 필요한 생활밀착형 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의 상당수 재원이 국고보조사업 틀을 유지하여 지역 자율성 저하, 지자체 행정조
직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 미해결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시재생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 재원조성체
계 마련과, 쇠퇴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차등화, 실질적
범부처 사업 추진·연계를 위한 예산편성 및 총괄 실무조직 신설 검토 중요
- (지역 주도 사업의 실질성 강화) 지역 주도가 필요한 생활밀착형 근린재생사업은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지방으로의 예산·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경제기반형 사
업은 도시권 차원의 계획계약 등을 활용한 마중물 투자 확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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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정책·사례 분석
□ 거점·도시권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 (일본의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 거점 집약적 도시 구조로 생활서비
스 질의 향상, 도시 유지비용의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며, 고차 서비스 기능 유
지에 필요한 임계규모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지역 간 상호 발전적인 효과 창출
- 일자리 창출, 지역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대도시와 거점을 중심으로 투
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외 시정촌의 경우 합의·협력을 통한 거점 간 네트
워크를 통해 생활 및 서비스 기능을 연계하는 거점 중심의 정책을 활발히 추진

□ 쇠퇴 지역 대응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 (미국의 쇠퇴 심각 도시·근린에 대한 연방정부 직접 지원) 쇠퇴 도시·근린 회복
에 여력이 없는 지역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생활인프
라 공급, 안전·방재 문제 대응 등 삶의 질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 NRI(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연방기금을 일괄 분배가 아닌 장소
기반으로 집중 지원하고,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를 기반으로
경제위기 등 불황에 직접 영향을 받은 중소도시 재건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

□ 지역 주도 추진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 (영국의 지역 간 자율적 결합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지방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하거나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를 중심
으로 자율적인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운영
- 중앙과 도시권 차원의 지역 연합체 간 협약체결에 기초하여 중앙의 집행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실행은 가능
하게 하면서 중앙-지방간 일정한 협력관계는 유지

∙ (프랑스의 계획계약을 통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중앙과 지방이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을 맺음으로써 주체별 자립적인 거
버넌스 체계구축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지방분권 촉진
- 지자체는 중앙과의 계획계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전략 추진이 가능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유관사업에 중앙과 예산을 공동투자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구역 기반의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

요 약 · xv

5.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향
∙ (국가의 도시재생 뉴딜 전략적 추진방향) 국가는 광역·도시권 차원의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거점 조성과 그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쇠퇴 심각지역의 기
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과 물리적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필요
- 전문가 FGI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와 추진주체, 추진전략의 구조에서 정책
환경과 재원 및 자원, 경쟁우위 및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역할
과 사업을 중심으로 최적해(解) 도출 방식으로 전략화 방향을 정립
-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 중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조성에 실질적 성과가 창
출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 조직·인력, 토지 등 국가의 자산과 역량을 집중·연계
-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
체와 공동체 중심의 기획·추진·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운용·사업구조 형성
-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 중 도시 쇠퇴 극복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뉴딜사
업 외 범정부적 정책·사업을 쇠퇴 극복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집약하고,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
그림 9 |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에 따른 전략적 추진방향과 사업영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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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점 조성 정책·사업 추진방안
∙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에 혁신거점이 연계된 혁신지
구를 조성하거나 대학타운·스마트시티·역세권 조성과 결합한 혁신사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 거점도시의 쇠퇴 극복을 위한 경제생태계 재구조화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 경제기반형 사업지역인 광주역 인근과 중심시가
지형 사업지역인 전남대 대학타운 인근을 가상적으로 공간화하여 방안 제시
-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철도역 및 배후부지로 인한 도시공간구조적 단절, 노
후·저층주거지와 위락시설 혼재, 업무·상업기능 유출로 인한 저이용 국·공유지 분
포, 교통접근성은 좋으나 보행 및 공공·여가공간 부족
- (전략사업 추진방향) 청년·창업가들이 기술·서비스 융복합화를 실험·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거점들이 집적된 지구를 형성하여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일터·삶터·놀
터가 결합될 수 있는 시설·기능을 충진하며,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 고도화
그림 10 | 국가·광역 혁신 거점형 전략사업 공간구상(안): 교통결절점 중심 재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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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지역 내 부족한 문화·상업·주거공간과 산업생
태계 연계·지원 앵커시설을 저이용중인 국공유지와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충진하
고, 사업성 담보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지속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보유 공기업에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부여
· 철도역·시설의 사업총괄관리자 역할 부여를 통한 적극적 입체복합개발 장려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점용기간 연장(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5%→3%),
저이용 국공유지의 공공·문화시설 충진을 위한 임대료 완화(5%→1~3%)
· 중심상업지역 고밀·복합화를 유도할 앵커시설 확충을 위해 입소구역 지정과 동
시에 공공·복지·문화공간 확충 시 주거 등 기능상 연면적 제한조건 일부 완화
·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혁신 지원시설 집적·충진을 위해 유관 부처 사업 결합을
유도하고, 노후·저층 근린상가 저층부는 재건축 시 기부채납을 통해 상업·문화
시설을 추가 공급하며, 중·고층부에는 청년임대주택과 공공지원시설 공급
· 낙후한 도심형 산업(제조·인쇄업)의 지식기반산업화와 혁신 기술·서비스를 인
큐베이팅할 앵커시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중기부·산업부 사업과의 결합으
로 공급하고, 지식산업집적지구 지정 등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고려 필요
· 도시 기반시설 고도화와 보행 공간 확충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교통정온
화 사업 결합을 유도하고, 저이용중인 주차장·나대지에 민간투자방식 및 산림
청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소규모 입체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여가·녹지공간 확충
· 대학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기업·대학 연계 총괄관리사업 추진을 의
무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건축·용도·기능 제어
∙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 도시권 차원에서 주변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시, 농어촌
생활권을 포괄하는 거점을 형성하고 공공·생활·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기능분담체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대도시와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인구 약
30만 이상) 형성 거점 조성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지역 중 대구시와 전주시 원도심의 물리적 현
황과 입지적 여건, 지역자산 등을 가상적으로 공간화하여 방안 제시
-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가로망이 구축되어 있고 고층
건물군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면가로를 중심으로 기존 도·소매업 쇠퇴지역이 분포
하여 빈점포·상가가 많고, 노후 주거 건물과 유휴 국공유지 및 시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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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사업 추진방향)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재구조화와 도·소매업 활성
화를 유도할 시설·기능 확충, 청년·소상공인들이 근대문화유산과 상업가로를 활용
하여 신산업을 창출을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관광·문화·공공서비스 거점 조성
-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지역 내 역사·문화자산과 상업 거점공간들을
연계하여 관광·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앵커시설 관련 정비와 연계에
주력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들의 정주·산업활동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산
업활동 공간을 조성하며, 장소적 특성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플랫폼과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활용하여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및 산업활동 공간 확충
· 중기부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함께 전개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신산업화를 위한 액설러레이팅 체계를
마련하고, 산자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창업·산업 재원 지원
그림 11 |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형 전략사업 공간구상(안): 상업·문화·공공 중심 재생

자료: 저자 작성.

요 약 · xix

· 원도심에 산재한 유휴방치건축물과 주차장을 매입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거점과
지역앵커시설을 확보한 부지로 활용하고, 환경부 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과 장기
미집행시설 대응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부족한 마중물 재원 추가 확보
· 노후·방치된 유휴 주택과 모텔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여 사회주택 및
쉐어하우스로 조성하고, 임대주택과 청년·근로자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
회적기업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크라우드펀딩 활용
· 근대문화유산과 골목상권을 결합한 관광·상업거점 및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
해 문제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재청 고도 역사문화도시 시범사업을
활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적극 활용
· 민간투자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사회공헌사업(CSR)을 민간투
자의 브릿지 체계로 활용하고, 인허가체계 간소화나 국공유지 유휴시설의 임대기
간 연장, 토지 임대율 인하,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정책·사업 추진방안
∙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건축물과 소방도로 정비,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
를 위해 공급해야 할 기초생활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열악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간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물리적 정비와 기
초생활인프라 확충에 사업대상을 한정하는 국가 주도·지정 사업으로 전개
- 기존 도시재생 및 유관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쇠퇴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된 진
주시 봉래동과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입지 여건, 물리적 노후 실태, 지역자산
등을 가상적으로 공간화하여 사업화 방안 제시
-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급격한 거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다수 분포,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단점유지 산재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미
흡하며, 폐쇄적 도시블럭 내 안전 위협과 최소한의 소방도로 미확보
- (전략사업 추진방향) 안전위협이 심각한 불량·위험 건축물 개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에 사업목표·대상을 한정하고, 영
구 시설물 축조보다는 빈집·유보지의 임시·유연적 활용을 통하여 쇠퇴 악화를 제어하
는 수준으로 축소 대응·관리(shrinking smart)하는 사업 추진 필요
· 사회적 약자 집중 거주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열악을 고려하여 육아·가정·돌봄
관련 복지·교육·자활 관련 공공서비스는 현장에서 제공·전달하는 시스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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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최
저기준 이상의 공용주차장, 쓰레기처리장, 보육 및 노인여가시설 등 기초생활인프
라를 공급하고, 물리적 쇠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중 안전·위생상 문제가
심각한 주택·공공시설 정비
· 경사지, 과소필지, 막다른 골목 등 여건으로 취약한 지역 내 안전 및 통행 장애
를 일부 빈집 철거·정비를 통해 최소한의 소방도로 및 안전시설물 확충
· 지역 내 산재한 불량·위험건축물과 빈집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기업 매입임
대를 활용한 개보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민간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정
비하고, 이들 개보수를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재정보조는 규모·비율을 확대
· 지역 내 거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근린
공원, 무인택배함, 소규모 공영주차장, 쓰레기집하시설, 상하수도 등 도시재생
법상 기초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저기준 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에 주력
그림 12 |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공간구상(안):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재생

자료: 저자 작성.

요 약 · xxi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플랫폼 구축사업을 활용하여 생활·복지·공공서비스
의 현장 제공을 위한 공공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내 주택 개보수와 물리적
인프라 개선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병행 공급
· 지역 내 사회적 약자와 결손가정, 외국인 근로자 다수 분포하는 여건을 고려하
여 생활·복지 돌봄 서비스는 현장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복지
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과정에서 공동체 내 협동
조합의 전환·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제공

□ 지역 주도 사업 추진방안
∙ (지역 주도 사업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행정적 역할분담을 넘어서 주민이 직
접 참여하고 지역 특화와 장소 기반의 사업 발굴 및 융합적 추진을 강화하기 위
해 지방정부와 주민에 사업 권한·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은 지원자적 역할에 주력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주민의 이해관계 및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앙 주도의 추진보다는 질적인 발전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
역 역량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이 유효
- 또한 근린형 사업은 대규모 물리적 개발 외에도 재생 콘텐츠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상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계획단
계부터 참여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

∙ (지역 주도 사업 예산체계) 지역 수요와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추진이 관건인 근
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관사
업을 통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사업 결합 및 예산운용 권한의 지방이양 강화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실질적 지역 주도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
가 전략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자율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한도 내
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거나 포괄보조금적 활용을 확대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포괄보조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중앙·광역 공모방식보다
는 지역투자협약(계획계약) 방식으로 배분하여, 다년도 재정투자 계약에 의한 사업
안정성과 지자체 책임·자율성을 강화
-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유관 타 부처사업 예산을 포괄하여 편성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 계획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여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도시재생 본래의 가치와 방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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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 기대효과
□ 주체별 역할 분담
∙ (지역 거점 조성)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공간 확보, 산업부·중기부·해수부 등
의 산업구조적 변화 지원, 행안부·문체부·교육부·과기부 등의 공공 생활·복지·
문화 관련 지원을 집약
- 공기업 중심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증대와 광역·도시권 차원의 거점 조성을 위
한 도시간 연합체 구성 및 민관협의기구 마련

∙ (쇠퇴 심각지역 대응) 국토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내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총리실 산하의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타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와 생활SOC를 패키지로 공급
-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공간·복지·생활·행정서비스의 통합 전달을 위한 범부처적
시설 공급과 운영체계가 중요하며,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 확보 목적임을 고려하
여 국고보조가 강화된 사실상 국가 주도사업으로 추진

∙ (지역 주도 사업 추진)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과 각
개별법의 거의 모든 물리적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별 사
업들의 추진과 재원운용을 장소중심적으로 결합하여 추진
- 지자체 중심으로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결합·통합하기 위해서, 광역
시·도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원기구 확충,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주민 의
견 수용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합 관리·지원할 행정·지원 전담체계 구성

□ 법·제도 개선방안
∙ (지역 거점 조성을 촉진할 혁신·특화거점 사업제도 도입) 광역·지역적 거점 조
성과 선제적 효과창출을 위한 앵커시설 도입 및 사업 촉진기능 마련,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사업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 및 특화거점제도 도입

요 약 · xxiii

- 해당 거점 조성과 지구 차원의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 및 공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의제처리와 인센티브 등 부여를 검토하고,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재정 지원과 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병행 처리 등 절차 간소화
그림 13 | 도시재생 뉴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요약

자료: 저자 작성.

∙ (도시간 연합을 위한 ‘도시권 협약’제도 도입)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광역·도시
권 차원에서 지역 거점 조성과 공공서비스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수
준의 자율적 도시간 협약 제도 도입과 체결 장려
- 협약 체결 시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행
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구조를 구축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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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지역 대응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범부처적 조직·예산 통합)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쇠퇴 심각지역 대응형 사업과 최근 정책이슈로 부각된 생활
SOC 사업을 연계하여 쇠퇴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할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을 통합 운용·집행
- 재정여력이 없어 쇠퇴지역 대응과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경우,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유사한 70~80% 수준까지 국비 지원
그림 14 |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한 범부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통합 추진조직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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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도 사업 확대를 위한 포괄보조금 운영)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조율을 폐지하여 이론적인 포괄보조금
형태에 가깝게 운영
-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이 별도의 포괄보조금 계정으로 편성될 경우, 계획계약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이슈별로 부처간 사업을 다년간 편성하고 이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장소중심적으로 패키지로 추진

∙ (기타 제도 개선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 재정투입 타당성 체계를 확보하고,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마
련과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담보금융 도입을 본격화
- 공기업이 구도심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내 주거 확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점포주택 매입을 허용하여 청년·창업자 임대주택 공급 촉진
그림 15 |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방식 예산편성 방안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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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대효과
∙ (지역 거점 조성에 따른 컴팩트화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사업을 중
심으로 구도심지역 거점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도시 전체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0.27~0.31%(도시 총생산
증가는 연간 1,480~1,701억원 규모)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 (추정전제) 컴팩트화는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 외곽보다 구도
심 인근에 집약되어 시가화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도심 집적경제효과와 직주근
접을 통한 인근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시킴을 전제
- (추정방법론) 본 연구 제 3장의 컴팩트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밀도·복합토지이용·집중도·다
중심성 등의 컴팩트 지수 변동에 따른 1인당 노동생산성 변화를 추정
ln 인당 노동생산성      자본  노동비율    인구  
고학력자비율  서울과의거리  인구밀도 
  인구밀도   변동계수고용     가중평균거리고용  
 일자리  인구 균형    일자리 혼합    중심지 수  
다중심성고용 

- (기대효과 추정결과)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 전략사업을 가정한 광주의
경우 도시 전체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0.27~0.31% 증가하여 도시 총생산
은 1,480~1,701억원 증가가 추정됨
·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 전략 사업을 가정한 전주의 경우 노동생산성
0.013% 증가에 도시 총생산 연간 약 15억원 증가가 추정되어 상대적 효과 저조
· 본 기대효과 추정은 컴팩트화와 관련된 제약적 변수 활용과 대내외적 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단순화 한 모형에 의한 시나리오적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쇠퇴 심각지역 범부처 대응에 따른 전국 쇠퇴 제어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전개하여 기대되는 전국 쇠
퇴 제어 효과는, 향후 3년간 전국 쇠퇴율을 4.7%(사업 완료 6년간 9.4%) 낮추
고 2021~2022년 전국 쇠퇴율을 67% 이내로 제어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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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도심 내 거점 집약 조성에 따른 컴팩트화 기대효과 추정결과
지역

광주

전주

시나리오

노동 생산성

총생산량

현재 안:
현 부지(광주역)

1인당
연간 9,872 만원

55조 5276 억원

1안:
구도심 인근 집약 조성

1인당
연간 9,899 만원

55조 6756 억원

2안:
신도심 인근 집약 조성

1인당
연간 9,903 만원

55조 6978 억원

현재 안:
현 부지(전주역)

1인당
연간 4,877 만원

11조 3650 억원

1안:
구도심 인근

1인당
연간 4,878 만원

11조 3665 억원

증감
(1안)
▲ 1,480억원
(0.27% 증가)
(2안)
▲ 1,701억원
(0.31% 증가)
▲ 15억원
(0.13% 증가)

주: 총생산량은 1인당 노동생산성 * 일자리 수(2015년 현재 고용량+신규 일자리 창출량)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추정전제) 쇠퇴 진단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50%는 그간 정책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와 안전·위험건축물 정비
에 집중하고, 잔여 50%는 쇠퇴 제어를 위해 인구·사업체수 쇠퇴 수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물리적 쇠퇴 수준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 현재 정부 예산 여건상 범부처적 사업 추진에 활용가능한 전략사업 재원규모는
약 3.8조원, 지역당 지원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
· 사업비용 중 약 30%를 불량·위험건축물 정비에 할당하면 약 100개 노후건축물
정비(개소당 1500만원 지원)가 가능하고, 기타 70%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에
투자될 수 있으며, 동 규모는 3년간 330개 지역에 유효사업 가능
- (추정방법론) 2017년 기준으로 노후건축물 100개동 정비로 쇠퇴저감효과가 큰 지
역을 전국 읍·면·동 기준으로 분석하고,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의 우리
동네살리기사업 유사 규모로 사업 전개(3년)한 후 효과 달성지역 추정
· 쇠퇴 심각지역 중 읍·면·동 차원에서 노후건축물 100개동 정비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50%미만이 되어 쇠퇴 극복이 가능한 읍·면·동은 총 379개로 파악
- (기대효과 추정결과) 향후 3년간 약 330여개 읍·면·동에 범부처 차원의 쇠퇴 심각
지역 대응 전략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전국 쇠퇴 제어 효과는 향후 3년간
4.7%, 사업 완료 6년간은 9.4%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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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대효과 추정은 대내외적 영향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단순화 한 개략적 시나
리오 기법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 동 사업이 향후 6년간 지속되고 효과가 사업지역 2/3 이상에서 발휘된다면, 도
시재생 뉴딜 정책목표인 2027년 전국 쇠퇴율 63% 수준 제어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그림 16 | 쇠퇴 심각지역 범부처 대응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전국 쇠퇴율 제어효과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요 약 · xxix

7.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연구의 성과
∙ (정책적 기대성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목표 중 지역 거점 조성의 가능성,
그간 사업에서 소외된 쇠퇴 심각지역의 규모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사업체계를, 현황·실태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형 전략사업들과 연계하여 세부 정책방안으로 제시
-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주력해야 할 전략사업 대상과
방향, 구체적 추진방안을 타 부처사업과 재원 활용까지를 포괄하여 제시
-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지역발전위원
회 등 유관 부처 사업,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예산·관리체계 등에 사
업·제도적 시사점 제공
- 법·제도적 개선사항, 정책시나리오에 의거한 사업효과 분석 등 결과는 도시재생 뉴
딜 사업의 개선과 후속 사업 추진 결정에 있어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

∙ (학술적 기대성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현황·실태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여 의미를 도출
-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가 우리 국토·도시적 여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증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해외 SCI급 저널 게재로 입증
- 그간 검토되지 않았던 도시재생 사업 필요지역과 사업지역의 불일치를 격자 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해 실증하고, 도시재생 정책사업의 적정성 관련 후속논의에 기여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와 전략 중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내용을 한정했기 때문에, 전략사업이 지역 거점 조성과 쇠퇴지역 대응, 지역 주
도 추진 전략에 한정한 연구결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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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목적상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할 전략사업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됨
- 기타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와 공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업방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기타 중요 정책목표들인 도시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과 재생이
익의 선순환 차원의 논의는 연구기간과 내용상 한계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
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사항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함

∙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수행과정상 구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관련 논의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변수나 요인간
관계들이 일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현황·실태를 검증하고 전략사업의 정책방안 제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 구득의
한계로 분석대상이 제한되고 일부 정책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할 수 있음
- 정책적 기대효과 추정의 경우 시나리오 기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상당수 추정전
제와 가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괄하여
추정결과가 제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추진과제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사업의 정책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사업구
조로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세부 사업 단위의 사업화방안 제시
- 지역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에 있어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공기
업 참여를 확대·제도화하기 위한 운영개선방안과 참여 다각화 방안 마련
-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한 범부처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사업별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할 사업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통합 추진이 가능한 사업유형들을 정립하고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과 기초지자체, 민관간의 역할구분과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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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본 장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에 있어 전략적 추진의 검토 배경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연구질문과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을 계기로
2014년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래, 최근 ‘도시재생 뉴딜’ 정
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은 규모와 내용 모든 측면에서 국가
적 중점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은 “매년 10조원
대 규모로 5년 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대통령 공약1)에 기반하고 있으며(더불어민주당, 2017), 그간
근린재생형 사업을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정비형,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다각화하였다.
그 결과 2017년 68개 지역, 2018년 99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15곳, 약 1500억원 정도의 재정투입이 되던 국가 지원 도
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연간 100여곳 내외의 사업지역에 국가·지자체 재정 2조원과

1) 더불어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p.187;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자료. 문재인
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도시재생 뉴딜. (http://theminjoo.kr/President/pledgeDetail.do?bd_seq=61972, 2018년
2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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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3조원 및 주택도시기금 4.9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과거와 비교할 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2018.3)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틀과 주요 시책사항, 추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주환경이 열
악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우선 정비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
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활력 회복을 위
해서는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resilience)할 수 있도록 구도
심을 혁심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기반과 사회적 경
제 등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
과정의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간 상생 체계와 재생 이익 선순환 구조
를 정착시킨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점은 국가적 차원의 도시 쇠퇴 관리나 전국적으로 취약한 노
후·저층주거지의 삶의 질 제고를 국가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최근
국가적 인구감소가 임박하고 지방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도시재생이 뉴딜
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균형발전, 지방 도시 경쟁력
강화, 포용적 복지 실현 등의 국가 어젠다와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실천적 전략도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기조의 정책적 수용 확대로 인해 기존 중앙
공모·선정 사업추진 방식이 뉴딜 사업에서는 지자체 주도 상향식 제안과 선정·관리로
전환 중이나, 향후 단계적 추진 권한의 지방 이양과 예산 자율성 확대 시책 추진의 가
능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계적 대비는 없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번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은 국비·지방비 등 재정투입만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막대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존과 유사한 방
식의 전국적 산재 추진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충분하지 못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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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0억/사업개소)의 일률적 배분으로는 자칫 나눠먹기식 정책사업에 그칠 우려
도 제기된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된 3대 추진전략에 기준해 볼 때, 지역주도
사업 추진 외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도시 쇠퇴지역의 양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2). 국가·
광역 차원에서 지역과 도시의 활력을 견인할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재원과 사업효과 및 기능·수요의 공간적 한계가 있다. 국가·광역적 차원에서
사업대상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유관 정책의 국가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심화로
인해 지속적 지역 성장의 성공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역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집약적 거점 개발과 국가적 역량강화가 중요하다(Tallon, 2013; 이삼수
외, 2017).
뿐만 아니라 2000년 이래 도시재생 유관사업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쇠퇴규모가 2016년 기준 65.9%에 달하는 등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쇠퇴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도시재생
유관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 성과
를 내기 어려웠던 것은 지자체나 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원
과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의 획기적 개
선과 국민 체감효과 확대를 위해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도, 기존 지역 중심 사업 추진이나 산재적 재정 투자의 한계를 직시한 결과이라 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b)3).
2) 또 다른 추진전략인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는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와 민간 참여 비즈니스 활성화를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와 마을단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이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역량강화 사업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이나 역량보다 지역 차원의 역량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할 수 있음
3) 정부는 ’18년 11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변화 대응과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에 ’19년부터 ’18년 5.8조원
재정투자 대비 약 50%(2.9조원) 증가한 8.7조원이 투자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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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보된 도시재생 뉴딜의 온전히 당
초 목적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이행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주체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획·
수행·관리 능력이 모든 사업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발휘될 수 없다는 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에 역량 집중 범위
를 집약화하고 당면한 가장 핵심적 정책목표 달성에 재정투자, 조직·토지 활용 등 국가
의 전략적 자산을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주요 정책 이슈와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후 주체
별 역할분담 및 추진구조, 단계적 시행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지방위기 시대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지역적 대응, 국가적 쇠퇴 관리와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국가적 역할·대응이 필요한 정책대상과 사업을 정립하
고자 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사업 추진의 틀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지속·효율
적 추진을 담보할 주체 간 역할분담과 예산 운용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1.6조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에 3.6조
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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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정책 대상은 2017년 이후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 구상과 집중해야 할 사업유형, 주체별 역할·기능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분류한 5가지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 도시재생법상 사업 목적·
성격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구분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쇠퇴지역 관리와 국민 삶의 질 보장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도활사업과 새뜰마을사업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황·실태 파악과 사례 검토는 그간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까지를 포
괄하였다. 국가 어젠다와 정책 이슈 대응에 있어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하였
다. 정책방안 도출에 참고가 될 해외사례의 경우 도시재생 및 지역정책 경험이 풍부한
일본,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의 전략적 추진 관련 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대상으로 논의하였으나, 전략적 시책사업, 재원 활용과 법제도적 개선·지원방
안은 정부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이 되는 쇠퇴 도시지역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 분석 2017년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역과 현
재까지 국가 지원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13개 선도지역과 33개 일반지역
에 집중하여 수행하였다. 인구, 사업체·종사자, 노후건축물 등 도시 쇠퇴와 기초생활

제1장 서론 ･ 7

인프라 공급 및 접근성 현황의 분석은 읍·면·동 차원과 500×500m 셀(Cell)로 구성된
격자형 지리정보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도시재생 관련 인구·경제·물리적 쇠퇴기준 중 2개 이상 조
건을 충족하여 쇠퇴지역으로 정의되고 있는 읍면동은 2,300개(전국의 65.7%)에 달하
고 있다.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2017.12~)한 곳은 우리
동네살리기 17개, 주거지지원형 16개, 일반근린형 15개, 중심시가지형 19개, 경제기
반형 1개 지역 등 총 68곳이다. 과거 도시재생 일반사업 지역(2016.4~)은 경제기반형
5개,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9개, 근린재생 일반형 19개 지역 등 총 33곳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4). 이 외 쇠퇴 심각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뉴딜 유사사
업으로 추진된 도시활력증진사업지역 208곳(2014~2017), 새뜰마을사업지역 202곳
(2015~2017)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 현황·실태와 여건분석은 공간적 정보구득과 입체적 해석이 가능한
2014~2017년으로 한정하였다. 정책방안은 국가적 전략 마련과 집행 차원에서 도시재
생 뉴딜에서 활용 가능한 단기(향후 4년간, 2019~2022년)와 중장기적 차원으로 제시
하였으며,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
도상 수용가능성이 높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단기로 제시하되, 제5차 국토
종합계획 및 균형발전 관련 국가 공간구조 재편, 지방분권 및 헌법상 가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예산 및 유관 법제도, 기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였다.

4)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최초 국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은 부산시, 청주시, 근린재생형은
서울시 종로구, 광주시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 대구시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로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종료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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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 및 사례 검토
본 연구는 도시재생 및 국토·지역·도시정책, 지방위기 및 균형발전, 삶의 질과 주거
복지, 중앙과 지방간 행정·예산체계, 유관 법·제도 등 관련 문헌·정책사례를 포괄적으
로 조사·검토하였다. 참여정부 이후 살고 싶은 도시 및 지역 만들기, 2013년 ｢도시재
생법｣ 제정 이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기조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국
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정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 수
립과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관련 내용 및 개선 이슈·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도시재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계법｣ 및 ｢주거기본법｣ 등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관련 내용 및 개선점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2) 시계열·입체적·공간적 통계·실태 분석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관련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와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실증적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대상과
유형을 판별·정립하기 위해 기존 주요 쇠퇴지표 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지역·도시
간 기능분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도시 단위에서는 통
계청·국토부·교통연 등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도시별 GRDP, 도시화 면적 변화,
도시간 통근통행 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중심성 등 위계와 기능 분석은 네트워크 중심
성 및 커뮤니티 범위를 분석하였다. 사업지역 단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제공하
는 쇠퇴 및 노후건축물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공
급 및 접근성 관련 분석은 국가지리정보원 및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적
격자기반으로 현 사업 필요·추진지역 간 정합성 등을 판별하였다. 특히, 관련 통계자
료 중 일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과 매칭을 위한 ‘R’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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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역·도시별 및 사업지역 단위 실태와 수준, 정합성
등 판별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맵핑하고, 일정 공간상
통계적 유의미한 군집을 확인하는 등의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3) 전문가·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도시재생 정책 이슈와 전략적
고려 대상, 단기·중장기적 정책 시행 및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의 도출을 위해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심층면담 및 자문회의 등으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적 추진방향과 사업유형, 대상, 세부 추진 및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재생 전략사업 추진·
시행,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유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제약
요인, 현장적용 가능성, 개선점 등에 관해 전문가 심층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다.

(4) 유관 정책·사례 및 법·제도 관련 전문가 외부원고 위탁(협력·공동연구)
향후 정책 개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할 해외사례 검토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각 사례별로 정책 추진과정과 제약여건, 추진 전·후 비교 및 이해관계
자간 협력구조 등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특히, 영국 도시권협상(City Deal) 및
민관합동지역발전기구(LEP), 프랑스 계획계약(Contrat de Plan) 추진 사례, 미국 범
부처 커뮤니티 보전 상호협력체계(NRI)와 SC2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내 정책추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유관 법·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의견 및 검토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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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1) 문제인식
2018년 3월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수립에 편향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부지원 부족 등 한계가 노정되어 종합적 국
가 도시재생 추진전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
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 최저
기준 이상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뉴딜
사업의 효과적 전국 확산으로 물리·경제·사회적 쇠퇴지역 증가추세 완화시켜 도시 쇠
퇴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질문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한 기대효과가 도시 쇠퇴 극복과 국민 삶의 질 보장, 도시활력 회복이라면, 국가적
관점의 전략적 이행이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없는
가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과거 도시화·산업화 등 고성장 시대에는 어떤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도 효율성의 차이는 있을 뿐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속도가 더 중요했으
다. 그러나 추격성장 모델의 한계와 한정된 재원 활용의 제약이 강한 조건에서는, 정책
대상과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시키지 못할 경우 대규모 재원과 인력·자원을 전방위적으
로 투입하더라도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주도적으
로 핵심 정책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각기 처한 특수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병행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차원에서 도시 쇠퇴 극복, 즉 국가적 쇠퇴 지역 증가추세
완화를 중요한 정책 기대효과로 상정하고 있다면, 현재 상정된 뉴딜 정책에 쇠퇴 극복
에 효과적인 전략적 사업이 고려되었으며 실효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
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을 국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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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과제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상정하고 있다면, 한정된 재원과 사업지역을 고
려할 때 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또한 국가적 인구감소와 축소도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현 상황에서, 인구·경제적
으로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지방도시들의 경우, 인구 집적과 경제·사회적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와의 비교경쟁 속에서 충분한 성장 모멘텀 확보가 어렵거나 외부적 부(-)
효과에 정책효과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지방도시가 도시 활력 회복과 혁
신의 모멘텀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이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 어젠다 실현에 있어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국가·광역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
이 선행되어야 하다.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과 역량,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이나 자원의 활용,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담보되어야 하는 단계적 이행전략과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 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림 1-1 |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자료: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 도시재생이 만드는 삶의 변화. 3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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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질문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
대효과를 중심으로, 현재 정책방향과 조건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의 여건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
역 거점 조성 전략은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적 여건상 가능한 방안이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이다. 최근의 지방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위축과 여전히 만연한 도시 외곽개발 경향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지역 거점 조
성은 필수불가결한 공간적 정책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 로드
맵에서는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을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현이 우리 도시들의 공간·기능
적 연계구조에서 가능할지와 우리 여건에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는 실증되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도시권 차원의 공간·기능적 구조를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 체계 구현이 가능한지를 실증하고 그 경제·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
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도시 활력 회복과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
에서 지역 거점 도시화 전략에 적합한 실효적 사업 추진 방향과 조건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국가적 차원의 쇠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얼마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전개되고 있는가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에서 제시한 정책 기대효과는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쇠퇴의
극복이다. 과거에 비해 막대한 재원 투입과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과 국민 모두 체감적 정책효과 달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 뉴딜이 국가적 쇠퇴 제어에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적소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이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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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 차원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얼마나 필요한 지역에 추진되었나를 진단하였다.
특히 그간 지역·사회적 여건으로 소외되었던 쇠퇴지역이 존재할 경우, 향후 국가 어떻
게 전략적으로 관리·재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대규모 재정투입과 지역 주도 사업추진을 상정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 정책여건과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및 사업추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이
고 지속가능한 체계인가라는 것이다.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
적재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케인즈의 뉴딜정책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중물과 기금 지속 투입, 부처 연계사업을 통한 안정·
통합적 공적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 지역 내 사업추진 여건
과 창의성에 기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관리 권한의 단계적 지방정부
이양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과 유사한 체계의 예산편성, 법령 및
조직, 사업체계로는 공적재원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확보와 지역주도 사업추진전략
도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
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공적재원의 조성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의 전략
적 사업 및 지역주도 사업 추진에 있어 현 구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유관 및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
한 주체별 역할·기능 분담, 행·재정적 여건과 수준을 고려한 중앙·지자체 차원의 예
산·사업추진구조 개선방안들을 고민하였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 제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그간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 이슈, 국가
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추진 배경 및 도시재생법 제정, 최근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이후 최근의 정책 여건과 추진방
향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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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여건과 경제·사회적 쇠퇴 등 지역 실태의 입체적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쇠퇴와 관련한 주요 실태진단 기준을 정립하여 정책
추진 여건과 국내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법정 쇠퇴진단 기준 외 종사자
수, 기초생활인프라 분포, 통근·통학비율 등을 고려하여 쇠퇴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특히 기존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쇠퇴 심각지역 관리, 도시권 차원의 컴팩트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도시간 기능 분담·연계 등 타당성 및 방향성, 안정적 재원 운용
및 주체별 역할 분담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조성과 쇠퇴지역의 국가적 관리,
예산 및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 통합·연계구조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영국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및 도시권협상(City Deal), 프랑스
계획계약제(Contrat de Plan), 일본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미국 커뮤니티 보전 협력체계(NRI)와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추진사례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추진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 추진환경과 우리의 여건 및 실태,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을 바
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국가 전략적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방안, 사업유형 등을 정립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전략사업의 유형과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사업의 유형은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광역 혁신거점형 및 지방도시권 지역거점형 전략사업, 쇠퇴 심각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이며, 각 유형별로 사업화 방안과 유관 정책사업 연계·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주체별 역할과 기능, 단계적
추진방안, 이를 실현할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기존 및 유사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 공적재
원의 전략적 투자와 피드백 방안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과 재원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체간 전략·협력적 추진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추진과정 상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 대응·조치 방안과 추정되는 정책적 기대효과 등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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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의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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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도시재생의 전략적 추진 관련 국내 주요 연구는 유재윤 외(2013b; 2014a), 김정곤
외(2015), 이삼수 외(2017) 등이 있으며, 해외 연구로는 Loftman and Nevin(1995),
Tallon(2013) 등이 있다. 유재윤 외(2013b; 2014a)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필
요성과 전략,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적 정책 기반에 관한 연구를, 김
정곤 외(2015)에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개념의 도시재생 접목과 향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고려한 이삼수 외(2017)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에
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으로 거점개발과 컴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제시하였
다. Loftman and Nevin(1995)는 국가적 전략에서 추진된 프레스티지 프로젝트의 개
념과 도입배경,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고, Tallon(2013)는 영국의 도시재생 추
진 철학의 시계열적 변화에서 국가·지역간 역할 분담과 전략적 연계를 살펴보았다.
2017년 이전 수행된 국내 연구의 경우 지역 경제·사회 활력 제고에 있어 국가적 추
진과 사업 마련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국가 어젠다 추진에 있어 도시재생이 실천수
단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방안으로 제
시한 사업유형과 모델이 일부 지표 중심의 실태 분석에 기준하거나 사업절차·체계에
대한 세부적 논의 없이 다소 규범·선언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지방 등 사업주
체간 역할분담이나 거버넌스 운영방안과 연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되기에는 현
장 적용에 다소 한계를 보인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인구감소, 축소도시, 주거복지 등
어젠다와 관련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의 관점에서는 활용성에 다소 한
계가 있다. 최근 이삼수 외(2017)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축소도시, 지방위기 차원에
서 해석하고, 지역 거점화 전략과 도시재생의 역할에 대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목적·범위의 한계로 중앙·지방 등 여러 주체별 역할과 정
책 추진구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제고 측면의 대응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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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
시재생 방안
• 연구자: 유재윤 외(2013b)
1 • 연구목적: 국가·지역적 차원의 경
제기반 강화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차원의 전략과 정
책방안 제시

연구목적

• 현황 및 실태 분석, 현장
조사
• 문헌 및 사례조사
• 관계자 설문조사
• 관련 법률 등 제도분석
• 통계 및 공간정보(GIS)
분석

• 개념 정립 및 이론·제도 검토
• 국내 도시쇠퇴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여건
분석
• 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본전략, 추진방안,
유형별 도시재생 전략 제시

• 과제명: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
립을 위한 연구
• 연구자: 유재윤 외(2014a)
• 연구목적: 도시재생 추진의 국가
2
적 의무 정립, 지자체 수립 전략·
활성화계획 작성 기준, 선도지역
지정기준, 투자촉진 방안 발굴 등
제시

•
•
•
•

• 과제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도
시재생 모델 연구
• 연구자: 김정곤 외(2015)
3 • 연구목적: 국가사업으로서 도시재
생 모델 발굴과, 중점 분야 및 추진
과제 도출 (1단계),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마련 등(2단계)

• 국가 정책(창조경제) 개념 및 핵심요소, 도시
• 이론 고찰 및 제도 분석
재생과 관계 정립
•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시나리 • 정책 환경 분석, 시나리오 정립
오 정립
• 역사·문화자원, 기후변화·에너지, 창조적
• 문헌연구 등 사례 분석
도시디자인, 스마트기술 및 도시산업 대표
• 전문가 자문 등 유형·과제
사례분석
도출
• 향후 국가 중점 연구과제, R&D 추진 및 모
델 등 제시

• 과제명: 도시재생 2.0 시대의 정
책 대응방안 연구
• 연구자: 이삼수 외(2017)
4 • 연구목적: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을 위해 새로운 도시재생방향 (도
시재생2.0) 제시

• 선행연구 검토
• 최근 정책동향 및 상세자료
수집·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도시의 성장 및 쇠퇴현황분
석 등
• 지수개발 및 GIS분석

•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주체·단계
관련 법률 등 제도 분석
별 역할 정립
문헌 및 사례조사
• 해외 선진 및 성공사례 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 국가 도시재생 중점시책과 추진체계 제시
통계 분석
• 선도지역 지정·진단 기준, 전략·활성화계획
작성 방향·원칙 등 제시

• 과제명: Prestige Projects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1980s and 1990s
• 연구자: Loftman and Nevin • 관련 제도 분석
• 문헌조사 및 사례 분석
5
(1995)
• 연구목적: 영국 도시재생의 중앙· • 전문가 인터뷰 등
지방간 역할 분담, 플래그쉽 프로
젝트의 성과와 한계, 정책 제언 등
제시

본 연구

• 연구목적: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한 대상과 사업을 진단·선
별하고, 전략적 추진을 위한 주체
간 협력과 단계적 시행방안, 법제
도 개선방안 등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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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검토 및 정책 여건 조사
• 정책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법제도분석
• 현황·실태 조사, 통계 및
GIS분석
• 전문가 심층면담 및 자문회의

•
•
•
•

선행연구 및 국내의 도시재생정책 분석
기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비교·분석
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정책 분석
도시 성장쇠퇴 예측과 지역소멸지수 분석,
도시재생의 역할 정립
• 도시재생 2.0 추진전략 및 LH의 역할 모색

• 프레스티지(플래그쉽) 프로젝트의 개념 정립
• 영국 도시재생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 프레스티지(플래그쉽)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 도시재생에 있어서 프레스티지(플래그쉽)
프로젝트 활용 제언

• 도시재생 뉴딜 관련 전략 추진개념 정립, 이
론·사례 검토
• 국내 도시재생 여건·실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성공·실패사례 검토 및 시사점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향, 전략 사
업유형 정립
• 국가 전략사업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방
안 제시

Loftman and Nevin(1995), Tallon(2013) 등 해외 선행연구는 국가·지역적 경제·
사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의 유효성을 논하면서, 각
주체 간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적 추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Loftman and
Nevin(1995)는 커뮤니티 재생에서 국가·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변화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력 사업 추진과 민간자본 결합이 일부의 부작용에도
당초 목적한 경제적 동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Tallon(2013)은 물리적
재생과 커뮤니티 복지→기업주의적 재생→지역 경쟁력 제고 중심 재생→근린재생으로
의 회귀 등 영국 도시재생의 변화 과정에서 도시재생은 결국 도시·지역·국가·세계라는
각각의 층위에서 분야별 제로섬 게임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 거버넌스 구조와
구조적 변화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과정과 중앙·지
방·민간의 참여체계가 한국과 다른 것은 사실이나,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과정과 도
시재생 주요 핵심 이슈들의 변화 양상 측면에서 맥락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어 성공·
실패의 과정과 정책가들의 어젠다 세팅 및 기획, 행·재정적 구조 조율 차원에서는 참고
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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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본 장에서는 광의의 도시재생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국가의 역할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초기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
국가의 역할은 도시재생 뉴딜을 맞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장에서는
지난 도시재생의 전개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일찍이 도시쇠퇴를 경험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광의적 의미의 도
시재생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진행되었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은 상
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그 의미 또한 진화해 왔으며 정의 또한 시기적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그 정의가 어떠하든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 사업을 넘어 도
시의 사회ㆍ경제ㆍ문화의 총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총리실
(ODPM, 2004)에 따르면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지역의 물리·사
회·경제적 안녕에 관한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Roberts et al.(2017)에서도 “도시재생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제적·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조건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비전과 행
동들”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은 서구의 도시재생 개념이 진화해온 과정들과 유사한 방향
으로 전개되어 왔다. 초기 노후한 건물의 재건축과 재정비, 재개발에서 이후 단순히
물리적 사업을 넘어 경제, 문화, 사회 등을 포괄하는 재생방식이 도입된 것은 서구의
발자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에 따
라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변화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과는 분명히 다르다.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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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초기 국가의 역량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에 집중되어 도시재생은 국
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난 후부터 도시재생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국가의 역할변화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국가의 전략적 접근방식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 솒킪핺캫맪뼞픦힒퐎켆쭎뺂푷
내용

1950년대
재건축

1960년대
재활성화

1970년대
재정비

1980년대
재개발

1990년대
재생

(reconstruction)

(revitalization)

(renewal)

(redevelopment)

(regeneration)

주요전략
및 방향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노후지역의
재건축

주요주체

국가 및
지방정부,
민간디벨로퍼

활동의
공간적
수준

로컬 및 주(州)

경제적
초점

공공부문의
투자와 일부
민간참여

사회적
요소

2000년대
불황 시의 재생

사업구역과
1950년대
포괄적인 정책과
근린단위의
개발과 재개발,
성장지역에서의
기조의 지속,
실행, 통합적
규제완화
교외와 외곽지역 강조, 외곽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정책강조
지속
성장
공공-민간의
균형

민간부문의
역할강화 및
지방정부의
탈집중화

민간 및
특별기구의
강조, 파트너십

지역수준

지역 및
로컬수준에서
점차 로컬을 강조

1980년대
초반은
사업구역,
이후에는
로컬수준

파트너십,
정부기구

민간부문의
기금과 자발적
참여

전략적 관점의 로컬과 하위지역
재도입, 지역적 (sub-regional)
수준
행동과 개입 증가

1950년대의
공공, 민간,
공공투자 한계, 민간부문 주도,
민간부문 주도,
지속, 민간투자
자율적 참여의
민간부문의 성장 공공의 일부참여
공공의 일부참여
영향력 증개
균형

커뮤니티의
로컬부문의
주택 및 기초적 사회 및 복지적 커뮤니티 기반의 자립적 활동과 커뮤니티의 역할
강화와
강조
삶의 질 개선
개선
행동과 참여강화 일부 주정부의
제3섹터의 등장
지원

물리적
도심과
강조 외곽지역의 개선

1950년대
기조의 지속,
기존지역의
재활성화

노후지역의
재정비 확대

환경적
접근

선택적 개선

환경개선

경관과 녹화

1980년대보다 소규모 구조,
대규모
온건한 방식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활용
지속
점차 규모확대
환경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폭넓은 접근의 발전에 기반한
환경개념
강조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일반화

자료: Roberts et al. 2017. Urban Regeneration: 2n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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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 중심의 도시정비 (1980~2000년대 초)
1)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재개발 (1980~2000년)
(1)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불량주거지의 확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1980년대까지 급속한 도시화를 달성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도시화율은 약 30%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약 80%까지
증가하였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농촌에서 도시로 생활방식이 전
환된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서구와 달리 공간적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하였다. 지방에서 서울로 폭발적인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불량주택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무허가 주거지역의 철거와 이주를 반복하면서 불량 주거지역은 도심부에서 외곽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림 2-1 | 서울 불량주택지역의 변화

자료: 김수현. 2008.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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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과 규제정책을 동시
에 활용하였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시 외곽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었다. 이 법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구축하였던 소규모 필지를 주택단지개발을 목적으로 대
규모 토지로 합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당시 녹지지역이었던 개
포와 목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1989년에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 외곽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주택수요에 대응하였다(Lee and Shin, 2012). 이 시기부
터 2007년까지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54만호 수준이었다(이석희·김수현, 2014). 하지
만 그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가 아닌 외곽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초기에 개발된 지역
과 지방 이주자들의 무허가, 불량주택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었다.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
주택재개발이 본격화 된 것은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
서부터였다. 임시조치법은 기존의 무허가, 불량주거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양성화하
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우선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개량이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불량주거지는 대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법적인 토지소유권이 부여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임시조치법을 통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
우 용도폐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불량주거지 내
거주민은 융자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개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적 능력이 없는 거주민의 부담을 매우 높이는 방식이었다(강정식, 2018).
1970년대까지 서울에서는 무허가 주거지역에 대해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였다(Shin and Kim, 2016). 이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에서 처분
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담당하는 방식이었으며,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만을 담당하였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설비 부담이 문제였다.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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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뿐만 아니라 건설비 보조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정비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국가는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을 새로운 재개발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합동재개발
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설립된 조합이 건설업체와 함께 기존 거주지역을 전
면 철거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으로서 1983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하였다.
건설업체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건설, 분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토지소유
자는 본인의 토지를 제공하고 이후 재정착하는 재개발의 표준적인 방식이 되었다.
1980년대 합동재개발방식이 활성화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후 3저 호황이 돌아오면서 주택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
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자본을 산업부문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원천적으로 주택
부문으로 유휴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이석희·김수현, 2014). 하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실물부문으로 투입되지 않은 유동자본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3저 호황이 닥치면서 건설업체는 시중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금조달에서 분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고정투자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1970년대 서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 및 목동개발과정에
서 생겨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운 수익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대단
지 아파트의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지가는 매우 급격하
게 상승하였다(Shin, 2009; 이석희·김수현, 2014).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지니는 수익성 문제를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재개발 지구의 경우 무허가 주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을 억제함으로써 신규
중산층이 유입되지 못하고 잠재적 개발이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역을 철거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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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대단지를 건설할 경우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었다(Shin, 2009; Shin and
Kim, 2016). 당시 경제성장률 감소로 인해 유휴자본의 투자처를 탐색하고 있던 재벌
들은 기존의 개발방식 대신 자신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여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도시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세수확대도 가져올 수 있었으며 기
존 불량 주거지가 점유하던 국공유지의 매각수익 또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했던 기반시설
도 설치할 수 있었다(강정식, 2018). 즉 합동재개발방식의 유행은 거시경제의 변화로
인한 유휴자본의 발생,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거주방식의 도입,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
속적인 수요의 창출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확대가 국가 내부
적으로 복합하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1980년대 이후 10년 동안 무허가 주택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이 만
연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무
허가·불량주거지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저층 아파트 지역을 고밀화 하는 재건축 사업
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hin and Kim, 2016). 이후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저소득 주
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과 통합하여 2000년대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었다.
국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대체로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 1980년대 초반 급속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유휴 민간자본을 활용한 재개발이 확
대될 수 있도록 1983년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 이는 토지소유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건설사에게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
었다(Park, 1998; Shin and Kim, 2016). 국가는 직접적으로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
에 개입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민간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강제철거
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묵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초기 재개발 때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자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1989년 중반 3개월 월세와 임대주택 거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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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등의 지원역할도 담당하였다(Shin, 2018).
북미·유럽과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특성 상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정책, 특히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적이기는 하였으나 국가가 참여한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
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동기가 부족하였다. 1980년 중반부터 경제성장
률의 감소세가 완화됨으로써 주택수요는 충분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 지급이나 파
이낸싱 등의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2) 시민사회 중심의 마을 공동체 운동의 시작 (1990년대 후반)
(1) 재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전개
합동 재개발 방식은 토지소유주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
면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
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합동 재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그 갈등이 극대화 된 지점은 이후 2009년 용산참사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전부터 재개발에 대한 저항과 갈등은 1980년대 생존권 운동에서 1990년
대 주거권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었다(Shin, 2018). 그러나 합동 재개발 방식의 문제에
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충분한 개발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되었다.

(2) 시민사회와 마을 공동체 형성 운동
1980년대 일본에서 추진된 마치츠꾸리 운동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를 중심
으로는 공동체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김세용 외, 2013). 일본에서 환경오염과 불균
형 발전에 대응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기 시작한 운동인 마치츠꾸리 운동은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맞물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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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위한 마을의 주민참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이영아, 2013).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아파트 생활양식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한 수준의 공동체 조직이 부재한 것을 비판하며 시작하였다. 아파
트 보급 이후 주택은 더 이상 거주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에서의 생활 그 자체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참여연대의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확산이 이
루어졌다(심현천, 2000).
대구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도시녹화와 단독주택지의 공동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5년 서구청에서 첫 사업이 시작된 이후 대구사랑운동시민
회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단독주택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었다(조득환,
김묘정, 2004). 대구에서는 1995년~2004년 사이에 302개소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조득환·김묘정, 2004), 그 여파로 이 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행정기관과 서울과 전남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행하였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를 계
기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걷고싶은도시
만들기시민연대(도시연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
치, 각종 시의 보행조례제정 등에 기여하였다. 이후 도시연대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연
구사업과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
하면서 마을의 보행환경조성과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재개발 사업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의 마을 공동체 운동은 재개발의 대안적 모델이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 모델에 가
까웠다. 즉 전면 철거식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
니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같이 공동주택에서도 기존에 단독주택지에서 형성되었던
수준의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움직임과 같다. 단독주택지에서 추진된 담장 허물기사업
또한 주거지 정비보다는 공동체 형성과 도시 내 쌈지공원의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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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득환·김묘정, 2004). 재개발과 선을 긋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나 형성되었다.
이 당시까지도 국가의 역할은 지원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제의 도입
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는 정도였다. 특히 마을 공동체 형성 운동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비록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서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보
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재개발 방식은 유효했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 뉴타운 사업을 통해
보다 확장되었다.

3)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과 도시 만들기 정책(2000년대)
(1) 광역적 재개발을 위한 뉴타운 정책의 등장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6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
터이다. 실제로 대략 20여 곳 수준으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수는 2005년 54개, 2008년에는 무려 179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재개발사업
구역 면적도 2004년 65만㎡ 수준에서 2008년에는 1,488만㎡ 수준으로 20배 이상 증
가하였다(강정식, 2018).
도시재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초기 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변창흠, 2008). 당시 사업추진배경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해
소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때문에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역균
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었다. 조례가 지정되기 전 서울시에서는 2002
년 시범지구로 길음, 은평, 왕십리를 지정하였으며, 2003년부터 조례에 기반하여 2차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였다. 특히 2006년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을 50개까지 늘리겠다
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북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조선비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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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연도별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자료: 강정식. 2018.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기반시설 생산방식의 지역적 차별성. p.50

당시 뉴타운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달랐던 점은 정비구역의 광역화나 주택재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개발수법의 활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재정투자에 기반한 기반시설 확보에 있다(변창흠, 2008). 합동 재개발 방식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차원에서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지역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Shin and Kim, 2016). 당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건설회사 모두 사업을 통
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믿었으며, 이는 사업의 공간적 확장을 원활
히 하였다.
2005년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법안을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대
외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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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던 참여정부는 서울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변창흠, 2008). 첫째,
공공의 개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보다는 여전히 개발이익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소득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주택을
제거하고 높은 비용의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주민 재정착을 저해했다는 점이다. 특히
뉴타운 사업은 지속적인 주택시장의 호황에 기대고 있었다. 언제든지 불황이 닥칠 경우
기대이익 급감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이 급속하게 상승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은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에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민간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
원자를 넘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는 본격적으로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쇠퇴문제에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 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지역만들기 도입
참여정부는 뉴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재정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였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순방 후 작은 도시가 지닌 아름다움과 개성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황희연, 2006).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내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연쇄 토론회를
기반으로 살고 싶은 도시 및 지역 만들기의 개념과 방향, 사업목표 등이 제시되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도시화 과정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다양한 사회운동을 배경으로 개념화 되었다. 미국의 스마트
성장과 뉴어바니즘, 영국의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1990년대 시민사회의 마을
공동체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마치츠꾸리까지 모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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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었으며, 그 방향은 국민의 실제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박재길 외, 2006).
2007~2009년까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초기 시범사업을 거쳐 총 94개,
419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두리환경연구소, 2011). 비록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산은 5억~16억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공모를 통해 사
업지역을 선정하고 재정을 투입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즉 국가는 도시의 쇠퇴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표 2-2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실적 (2007-2009)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선정도시수 소요예산 선정도시수 소요예산 선정도시수 소요예산 선정도시수 소요예산
계

94개

419억원

36개

142억원

32개

133억원

26개

144억원

시범도시

18개

273억원

5개

80억원

6개

85억원

7개

108억원

계획비용
지원도시

12개

48억원

6개

30억원

6개

18억원

-

-

성공모델
지원사업

3개

15억원

-

-

-

-

3개

15억원

시범마을

61개

83억원

25개

32억원

20개

30억원

16개

21억원

자료: 두리환경연구소, 20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창조적도시재생시리즈 23,
p.333.

국가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역할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1990년대의 시민사회 중심의 운동보다 더 폭 넓게 주민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
다. 결국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였고 국가는 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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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식을 전개하면서 생활공간의 정비 주체가 시장 주도가 아닌 예산 투입을
통한 복지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영아, 2013). 이때부터 재개발, 재건
축이라는 용어 대신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이영
아, 2013; 이왕건 외, 2017), 이는 기존 정책과 단절하는 새로운 정책이자 국가의 역
할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재편되
었다. 2010년부터 특별·광역시의 시·군·구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역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등장한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분류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림 2-3 | 도시 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의 변천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18. 도시재생사업 정책 현황. http://www.city.go.kr (2018년 5월 1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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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 전개 (2010년대~현재)
1) 도시재생 정책의 등장 (2013년~2016년)
(1)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은 2000년대 초반 다시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맞았다. 반면에 그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와 같은 새로
운 정책도 싹텄다. 변화가 발생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 때부터 재개발 사업구역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증가하였다.
개발이익은 조합원 분양가격은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하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이 호황일 경우에만 개발이익의 증가1)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다(강정식,
2018). 그렇지 않다면 건축비 등 사업비가 매우 낮아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사업방
식이다. 사업비가 거의 일정하다면 종전 자산가치에 비해 종후 자산가치가 매우 높지
않을 때 자신의 집을 내놓았음에도 웃돈을 주고 새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까지도 재개발 방식은 대도시에만 적용가능하며 지방 중소도시에
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강정식, 2018).
재개발의 수익구조에 비추어볼 때 2008년 이후 재개발 구역이 급속도로 감소한 것
은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재개발을 통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추가적인 뉴타운 지구 선정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다(조선비즈, 2015). 물론 양적 성장에 따른 도시공간의 상품화와 그에
대응한 질적 개선 요구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는 기존의 재개발이 아닌 새
로운 도시 정비모델을 찾아야만 했다(이영아, 2013).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
나인 국토교통 R&D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단이 설립된 것은 그와 같은 거시적 변화와
1) 재개발에 따른 건축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고밀개발을 통해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난 나머지 주택을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야 한다. 즉 원주민이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는 종후 자산가치에서 분양가를
뺀 나머지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하며, 종후 자산가치는 종전 자산가치
* 개발이익에 따른 비례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가치가 높거나 개발이익이 매우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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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다(강정식, 2018).
국가가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은 개발이익에 기반
한 재개발, 뉴타운 사업과 복지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사업 추진 장기화 및 실패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남은 방향은 후자와 같은
마을 중심의 사업에 기대는 것이었다. 이는 2006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단의 연
구구조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당시 연구의 큰 분류는 기반구축, 근린재생, 녹색
재생, 복합용도재생이었는데, 복합용도 재생의 일부 계획 및 매뉴얼 제작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친환경적인 기술공법 개발과 근린 중심의 정책개발의 성격이 강했다(도시재
생사업단, 2014; 이왕건 외, 2017).

(2) 도시재생법의 제정과 국가차원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단을 통해 제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이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그 간의 포괄적인
도시재생 개념을 수용하여,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닌 도시 전체의 경제·
사회·환경적 측면도 함께 회복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재생법 제
2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즉 도시재생의 목적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벗어
나 쇠퇴한 도시를 환경·생활·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는 데 있다”는 것이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벤치마킹한 성격이 강하
다. 따라서 그 구조 또한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도시
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간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을 발굴해
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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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법에서는 국가
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자체
또한 국가의 지원과 동등한 수준의 지방비를 보조해야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 이후 투자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통해 2013년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일반지역 33개소가 선정되
었으며 국비 재정지원을 받았다. 즉 도시정비와 쇠퇴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
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5년 당시 지역발전위원회에
서는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낙후 지역 및 도시 달
동네,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의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16). 이 사업은 기초생
활인프라 조성, 불량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실현
(지역발전위원회, 2017a, p.6)과 함께 주민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재
해 예방, 낙후된 위험 시설 개량,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
역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활인프라인 간이상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의 생활인프라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지
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국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또한 복지측면의 국가개입 폭이 확장되었음을 뜻한다.
2010년대 도시재생 정책 도입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자 주
체는 지방정부였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하게 하는 재원은 모두 중앙의 국비
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국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적극적
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의 중앙 의존도를 매우 명확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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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과정이 시장 기제를 통한 도시정비 및 쇠퇴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본다면 국가의 역할은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기
존에는 단순히 사업의 지원자였다면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사
업 관리 및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중앙에 의존하는 초기 도시재생사업의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2) 도시재생 뉴딜의 도입 (2017년~현재)
(1)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와 정책적 여건 변화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분명히 차별화 된 목
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2). 포괄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도시재생은 계획 편향적, 낮은 체감도, 정부지원 제약 등의 기존 정책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직접적인 체감 성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에 따른 축소도시의 등장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쇠퇴의 방지를 생존의 문제로
까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구형수 외, 2016).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추진
이 요구되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제시하였다. 공약
은 국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공약에서는 5년간 500곳
약 50조원 규모로 도시재생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기존 도시재생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발판삼아 민간을 대신하여 공기업의 선투자
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은 국정과제 수준으로 그 지위
가 격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재정확대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 투자재원의 다
각화, 인구감소·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2) 물론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에 제시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포괄
한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는 도시재생
정책에 포함되지만 국가의 지원차원에서 사업적 의미의 도시재생사업과는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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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주체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
→ 개발이익 관심

수익성이 있는 노후지역
대상
→ 주로 수도권

방식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지자체 주도의 주민참여형 방식
⇒ →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 활 ⇒
→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성화에 관심
지역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
원도심 및 노후주거지, 노후산업
요한 쇠퇴지역
⇒
⇒ 단지, 역세권, 지방중소도시와
→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포괄
포함

물리적 환경정비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낡고 쇠퇴한 도시를 지역, 사회
⇒
⇒
→ 주로 주택 또는 기반시설
→사회·경제·문화·물리적 환경 등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자료: 이삼수 외. 2017. 도시재생 2.0시대의 정책 대응방안 연구. p.89.

(2)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형 시범사업이
68개소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7), 지속적으로 도
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간 약 1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조선일보, 2018)3). 연간 약
100여 곳 중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평가하여 70곳을 선정하고,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
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여 15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유형과 관
계없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사업 가운데 15곳을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구조로 선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18). 2017년 시범사업의 경우 68
곳 중 광역지자체가 44곳,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이 9곳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
정되었으며, 우리동네살리기형이 17곳, 주거지지원형이 16곳, 일반근린형이 15곳, 중
심시가지형이 19곳, 경제기반형 1곳이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7).
정부는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망라한 국가 도시
3) 자료: 조선일보. 2018.4.24.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선정... 서울도 처음으로 7곳 뽑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4/2018042401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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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구체적 정책사항을 공표하
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로드맵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의 개념을 단순한 주거지
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 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혁신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구도심의 중심기능을 되살려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활성화 효과를 주변으로 파급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
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후 저층주
거지에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무인택배함 등을 공급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도시
재생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 조직 등이 연계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체 회복 및 사업
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상생협약, 임대료
안심 공간 등을 공급하고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포함하여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력 제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내
세우고 있다. 도시공간을 혁신하기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쇠퇴한 구도심을 거점으로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과 관련한 창업 공간 제공,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축,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시
재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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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역(2017): 중앙·공공기관 제안형 (좌), 광역선정 (우)

자료: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12월 14일. 보도자료.

그림 2-5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역(2018)

자료: 연합뉴스. 2018.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 8월 31일.
(https://www.yna.co.kr/view/GYH20180831000900044?section=search, 2018. 12. 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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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제
추진
과제

내용

전략별
목표

노후 저층
주거지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도시재생
경제생태계
활성화

도시재생
상가 내몰림 현상
거버넌스 활성화
선제적 대응

∙ 노후 저층 주거지에 ∙ 구도심의 중심기 ∙ 도시재생 경제 ∙ 도시재생대학 활 ∙ 상가 내몰림 현
상에 대응한 구
마을 주차장, 커뮤니 능으로 혁신거점 생태계 활성화 성화
를 통한 일자리 ∙ 주민 등 지역 역량 성원 간 상생 유도
티 시설 등 선진국 수 을 조성
강화
준의 기초생활인프라 ∙ 활성화 효과 주변 창출
∙ 재정지원 종료 ∙ 주민참여 제도적
으로 파급
를 확충
후에도 재생 지 기반 조성
∙ 국가최저기준 정비→ ∙ 지역경쟁력 회복
속 기반 마련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전략 마련
∙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저층 주거지 주거 만
족도 제고
- ’16년 67% →
’22년 75% 이상

∙ 혁신 거점 조성 기반 ∙ 도시재생 경제 ∙ 지역주도의 주민 ∙ 상가내몰림 대
응을 위한 제도
학습 체계 확립
조직
마련
∙ 지역특화재생프 ∙ 지원 모델 마련 ∙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련(상생협약,
∙ 도시재생대학(연 공공임대상가)
및 지원 착수
로그램 마련
∙ 지역혁신거점 조성 ∙ 국토교통형 예비 200개) 및 도시 ∙ 공 공 임 대 상 가
100여 곳 공급
사회적 기업 육성 재 생 지 원 센 터
진행
(연 250곳 이상) (연300개) 설치
∙ 연 250곳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로드맵, p.11-12를 참조하여 재구성.

구체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을 선도할 거
점을 조성하며,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적
극 대응한다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 실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초
생활인프라는 국가최저기준을 마련하여 확충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마을관리 협
동조합 등을 활용해 낙후한 주거지를 정비·관리할 예정이다.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
축, 창업·복지·문화 등 복합 앵커시설 조성, 노후산단 재생을 병행하여 지역 중심지를
육성하는 등 낙후된 구도심을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또한 청년·활동가의 창업을 지원하고 주거지 정비를 위한 터새로이 사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기반 도시재생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
을 통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서는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
역주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약
체결·공공임대공간 마련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지역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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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립
1) 도시재생에서 국가의 역할 정립 필요성
1970년대부터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광의의 도시재생 정책은 시대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재개발 사업의 전면 철거가 지닌 폭력성이 문제시 되
고 저성장 시대 시장 기제를 통한 도시정비 방식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정비방안으로서 도시재생이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의 역할은 점차 증가해왔다. 이는 도식화 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광복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산업화에 집중했
던 시기에 국가는 도시환경정비에서 단지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국가의 힘은 강
했지만 국가는 전략적으로 산업화에 집중했으며 도시를 정비하는 것은 오롯이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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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었다. 하지만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는 시기와 양적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는 시점이 도달하면서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쇠퇴문제에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지금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이 선정될 정도로 도시재
생은 국가의 공간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후 지금의 도시재생 뉴
딜에 이르기까지 명목적인 사업의 주된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였지만 예산이나 제도측
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였다. 공모제도와 같은 국비
지원 체계 하에서 지자체는 국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사업목록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결국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지자체가 국가에 있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지만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거나 최소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오지 못했던 것이다.
도시재생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비해 정책대상 및 국가의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과 행·재정적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적이다. 특히 선정대상과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한 도시재생 뉴딜에서 이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
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2) 지방 분권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전략적 역할 분담
현재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 관계는 중앙이 모든 사업의 선정 및 승
인·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방에서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
기형에 대한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광역차원에서 선발된 지역은 중앙
부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있어야만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비지원사항
을 결정하는 중앙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 45

자치분권 로드맵(행정안전부, 2017)에 따르면 향후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모든 분
야에서 지방분권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곧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의
자치분권의 방향과 긴밀히 맞닿아있다.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무
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고가 지속되어 왔던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지속된 관성이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무가
불균등하게 나누어졌다는 것 때문일 수 있다. 그러한 사무의 불균등성은 상당수가 자
치분권의 동력인 재정여건의 불균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김상일, 2018). 그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도시재생과 같은
공모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매우 중시되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도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은 지방의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
분권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조금 형태인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지원이 중시
되었기 때문이다(이왕건 외, 2017). 실제로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은 ‘서울형 도시재
생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과 관리권한을 5년 안에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정과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방의 재정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것은 중앙이 더
이상 지방에서 선정한 대상을 재차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인
데 이는 곧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상당수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도시재
생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재원의 유무이므로 선정과
관리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비의 세부적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 비용을 보
조하는 방식, 즉 교부세 혹은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지방 스스로 그 비용을
확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하지만 자치분권 로드맵에 제시된 것처럼 국세:지
방세 비율을 7:3이나 6:4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 세수의 규모가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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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당수의 지자체는 충분한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마강래, 2018). 뿐만
아니라 교부세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원에 지출목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성과창출이 어려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동기로 작동할 수 있다.
재원마련 이외에 중요한 점은 지방에 선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대상의 문제이다. 현
재 선정권한이 광역지자체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은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
형, 중심시가지형, 공공기관 제안형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형들이다. 첫 번째 고려할
점은 중앙이 여전히 권한을 지닌 거점중심 사업들, 특히 경제기반형 사업과 일부의 중
심시가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
라 실현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와 결부된다.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전체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
제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경제기반형 사업들 또한 국가차원의 조율이 없이 지자체 차
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전체 국토공간구조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공간구조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여러 지자체 간 걸쳐서 형성되는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불명확하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은
광역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임한 근린형 사업들의 문제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
구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확대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지역은 바로 가장 낙후한 지역일 것이다. 세수확보차원에서 전
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은 거주할 것이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살 권리와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결국 자치분권의 기조 하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국가차원의
공간 전략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도시재생의 영역 중 1) 지방분권 하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 차원의 거점을 조성함으
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영역과 2)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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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추진이 어려운 가장 낙후한 지역, 즉 쇠퇴 심각지역의 재생을 통한 국민의 권리
를 보장하는 사회 복지적 측면의 영역을 국가가 담당해야 할 도시재생의 영역으로 간주
한다. 이는 국가가 재정확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을 마련해
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해야만 도시재생을 통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7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지방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영역은 이 두 가지 영역을 제외한 부분이다. 즉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개별 지자체 차원의 쇠퇴지역 관리나 근린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국가는 지방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상황
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국토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의 거점을 중심으
로 재생역량을 집중한다면 국가는 어떤 도시를 거점으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어떤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이는 도시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거점 조
성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의 삶의 질과 주거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국가는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마지막으로 지자

48

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해야할 것인가? 특히 현재까지 지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
가에 의존적인 상황이 재정적인 측면에 있다면 예산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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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3가지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여건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컴팩트-네트워크 도시가 우리나라 공간구조 하에서 적합한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적 쇠퇴에 대응하여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적재·적소에 추진되고 있는 지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재정확대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 여건·실태 분석
1) 도시재생 뉴딜과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와의 관계
(1) 컴팩트-네트워크 추진배경
국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기존의 개발 중심
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을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실상 압축적이고 주변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컴팩
트-네트워크 도시는 향후 국토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도시는 균형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연계 협력을 통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향후 국토공간의 계획과제로 삼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계
획연구단, 2018). 뿐만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일찍이 인구감소가
우려된 상황에서 집약적인 공간구조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는 사업 중심의 도시재생보다 큰 개념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을 다루어야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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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컴팩트화와 네트워크화로 구분하고 다양한 스케일 중 도시
와 지역 스케일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 스케일에서 컴팩트화는
도시의 외곽개발을 방지하고 기 개발지와 도시에서 접근성이 높은 거점으로 기능과 인
구를 집중하는 것이다. 지역 스케일에서 컴팩트화는 지역 차원에서 기능을 집중할 거점
을 선택하는 것이다. 컴팩트화는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확산하기보다는 가능한 적
은 공간에 기능과 거주를 집약하여 공간적 집적경제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강명
구, 2012). 인구 정체 혹은 감소상황에서 도시의 컴팩트화는 외곽개발에 따른 하향필
터링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와 물리적, 경제적 쇠퇴방지, 기반시설의 유지비용 감소, 차
량 주행거리 감소를 통한 녹지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컴팩트화는 집적경제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기존 문헌들에
서 컴팩트한 도시공간구조는 도심 공동화 방지, 기반시설 유지비용의 감소, 경제·사회
적 임계규모 달성용이, 기능 연계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승남 외, 2009; 송기욱·남진, 2009; 남기찬 외, 2008; 성
현곤·추상호, 2010). 이는 필연적으로 개발을 집중할 거점을 요구하며 이 때 거점은
도시 외곽이 아닌 기개발지에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컴팩트화를 위한 거점 조성은 도
시재생을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컴팩트화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점에 필요한 충분한 수요확보가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개별 도시 차원
에서는 충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어렵다.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
한 공간단위 이상의 임계규모 확보 및 기능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Meijers and Burger, 2010; Meijers and Burger, 2017). 마강래(2018)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없어 백화점이 입지할 수 없다. 인구 15만명 이
하의 두 도시가 충분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도시로 기능한다면 백화점을
유치할 만큼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즉 거점에 백화점을 유치하기 위해
서는 그만큼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인접 도시 간의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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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거점 개발에 따른 공간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이다. 앞서와 같이 두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더라도 두 도시
간에서 어떤 도시에 거점을 조성할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도시권 차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거점 조성에
따른 효과가 보다 큰 도시에 기능을 집중하는 한편 거점 조성에 따른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가가 어떤 도시를 지역 차원에서 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림 3-1 | 도시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 기능 및 서비스의 존재확률

자료: 마강래. 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개마고원. p.113.

(2)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개념
현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국토공간차원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은 당위적
측면만 제시할 뿐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컴팩트화는 단지 외곽개발을 억제하는 밀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인구감소시기에
는 시가지가 이미 팽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화면적 대비 인구를 뜻하는 인구밀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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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는 것이 컴팩트화의 주요한 목표는 아니다. 이미 압축적 개발이 이루어져 우
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OECD, 2015). 특히 2017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6,154명/㎢에 달하며 기타 광역시들도 2,700~4,000명/㎢ 정도로서 매
우 높은 수준이다(e-나라지표, 2018). 오히려 밀도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적절한 수
준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복합적 토지이용의 정도나 중심지
와 주거지 간 가까운 정도를 판단하는 중심성 등이 인구감소시기 컴팩트화에 있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네트워크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연계·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상호 연결된 공간
구조 하에서 어떤 형태의 거점을 조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럽의 공간전
략으로 제시된 다중심 도시지역(polycenctric urban region)과 같이 국내에서 특정한
도시 간 연합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전개하고자 할 때 다수의 거점을 분산해
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하나의 거점을 육성할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하
나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면 지역 내에서 하나의 거점
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주어야 지역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2 |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개념적 모델

자료: 國土交通省. 2014. ｢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２０５０｣ 概要, p.2 및 도시미래신문. 2015. 1. 23.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발전 ①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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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절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에서 중요한 국가전략이자 핵심공간구조로 제시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조의 유용성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미 인구밀도
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 시기에 컴팩트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인
지를 검토하고, 밀도, 복합토지이용, 도시인접개발, 다중심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각 요소별 영향력의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컴팩트화가 잘 구
축된 도시공간구조가 더 높은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 중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임계규모의 확보와 새로운 기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
는 지자체 간 상호밀접하게 연계 가능한 지역 설정과 그에 따른 거점의 선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통행 네트워크 속에서 각 지자체는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하
나의 기능지역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 시 새로
운 기능들은 효율적으로 임계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흐름들을 유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 거점도시에 우선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
역 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닌 도시는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고, 도시재생을 통해 우선
적으로 육성할 거점은 어떤 지역인지를 찾아보았다.

2) 컴팩트 도시 구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1) 분석방법
지역별 컴팩트 지수를 구하기 위해 통계청의 지리정보시스템(SGIS)의 2015년 기준
집계구별 인구 및 종사자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및 지역의 다중심성 지
수는 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 상 전국 목적별 통행 자료 중 총목적통행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1). 이를 바탕으로 컴팩트 도시 정책의 실효성 및 구성요소별 영향력
1) 각 연도별 행정구역 및 코드는 2015년을 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자치구가 아닌 구는 시급으로 통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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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토하고자 회귀분석을 통한 컴팩트 요소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압축적 도시공간구조는 단순히 밀도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시 내의 다양한 활동의
분포패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몇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다(Ewing et al.,
201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압축적 도시공간구조를 밀도(density), 복합토지이
용 (mixed use), 집중성(centering), 다중심성(polycentricity)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측정하였다(Hamidi et al, 2015; Li and Liu, 2018; Meijers and Burger, 2010).
각 구성요소 내에 포함된 변수들은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서로 다른 현상을 측정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구성요소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 위
해서 각 구성요소별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추출한 첫 번
째 주성분을 해당 요소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2015년 기준 1인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노동생산성을 주요 종속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기 때문이며, 이는 자본이나 노동투입량을 넘
어선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나 사
회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도시공간구조와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감소시켜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시공간구
조와 통근시간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도시공간구조가 보다 컴팩트할 때 평균 통근시간
이나 거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희철·안건혁, 2011; 진장익 외, 2013) 이는
삶의 질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은 비록 경제적 지
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지표 중 하나이지만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긴밀히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비교를 통해서 컴팩트한 도시공간구조가 미치는 영향력
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충북 청원군 → 충북 청주시, 충남 연기군 → 세종시, 경남 마산시 → 경남 창원시, 경남 진해시 → 경남 창원시,
경기 여주군 →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군 → 충남 당진시, 제주 북제주군 → 제주 제주시, 제주 남제주군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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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형은 Meijers and Burger(2010)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기술,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수익불변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이를 노동으로 나누어 1인당
노동생산성의 함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총요소생산성, 즉 요소 간 결합을 위한
생산기술을 상정하는 A는 인력의 질적 특성과 공간구조 등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컴팩트 도시의 구성요소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구규모(POP), 자본-노동비율(K/L), 고학력자 비율(H), 서울과의 거리(DIST)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컴팩트 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들 중 밀도는 시가화면적으로 구한 인구밀도와 그 값
의 제곱값을 동시에 고려하였는데, 이는 밀도의 증가는 집적경제효과를 창출하기도 하
지만 동시에 집적불경제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와 선형의 관계가 아닌 비
선형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이차함수 형태의 영향력을 고
려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복합토지이용 지수의 경우 일자리-인구의 균형은 특정 집계구가 도시 전체에서 차지
하고 있는 인구비율 대비 일자리의 비율이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며, 일자리의
혼합은 생활기능들(도소매 및 음식점업, 복지 등)이 인구분포와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사람들이 특정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직주거리 등의 근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생산량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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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컴팩트 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변수명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밀도

집중성

일자리-인구 균형
일자리의 혼합

- 시가화면적에 따른 인구밀도의 제곱
- 집계구별 인구 대비 일자리의 비율이 유사한 정도
- 집계구별 주요 부문(도소매, 숙박·음식점, 교육, 보건, 여가, 개인서비스업) 간
일자리 비율이 유사한 정도

변동계수 (인구밀도)

- 집계구별 인구밀도의 변동률

변동계수 (고용)

- 집계구별 고용밀도의 변동률

가중평균거리 (인구)

- 도심과 각 집계구별 거리를 해당 집계구의 인구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가중평균거리 (고용)

- 도심과 각 집계구별 거리를 해당 집계구의 고용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고용중심지의 수
다중
심성

- 행정구역 면적 1km 내 인구

인구밀도 (시가화면적) - 시가화 면적(용도지역 상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면적 1km 내 인구
인구밀도(제곱)
(시가화면적)

복합
토지
이용

설명

- 도시 내 고용중심지(도심, 부도심)의 수

형태적 다중심성 (인구) - 도시 내 고용중심지의 인구규모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역수의 절대값
형태적 다중심성 (고용) - 도시 내 고용중심지의 고용규모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역수의 절대값

자료: Hamidi et al., 2014와 Meijers and Burger, 2010을 참고하여 선정.

집중성 지수의 경우 변동계수는 도시 내 집계구별 인구 및 고용밀도의 평균값을 표
준편차로 나눈 것으로 변동계수가 클수록 집계구별 밀도 차이가 커서 중심지 인근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며, 가중평균거리는 각 집계구와 도심과의 거리를 도시
전체 인구대비 집계구 인구의 비율을 곱하여 더한 값으로서 특정 집계구의 인구가 도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집계구가 도심 인근에 위치할 때 가중평균거리의
값이 작아져 그 자체로 컴팩트하게 인구 혹은 고용이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중심성 지수 중 중심지의 수는 아래의 중심성 분석을 통한 고용중심지 탐색을 통
해 나타난 중심지의 개수를 의미하며, 형태적 다중심성은 도출된 중심지의 인구 및 고
용 규모가 중심지 간에 얼마만큼 차이나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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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팩트 도시 구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 컴팩트화에 따른 영향력이 도시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도시지역인 군 지역의 경우 재생정
책이 추진될 수 있으나 컴팩트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대상은 아니므로 특·광역시 및 시
급 도시들을 대상으로 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총 85개 도시 중(광역시의 구는
하나로 통합) 행정구역 중 76개가 중심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1개 이상의 중심지가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컴팩트 도시의 구성요소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이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자본-노동비율은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지니나 도시의 인구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효율성을 뜻하는 노동생산성은 인구수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고학력자 수는 정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멀어
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고차의 기능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의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손정렬, 2013; Kwon and Sohn,
2018).
컴팩트화와 연관이 있는 4가지 지표들에 대한 분석은 모형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밀도와 복합토지이용이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도심과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집중성과 다중심성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러 중심지의 등장으로 반드시 도심과의 근접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
으며, 다중심성 지표에서 드러나듯 도시에 여러 중심지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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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컴팩트 도시 특성이 도시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LS)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5.168 (.58)***

4.249 (0.061)***

4.434 (.707)***

2.026 (1.089)*

자본-노동 비율 (ln)

0.179 (0.024)***

-

0.173 (0.024)***

0.178 (0.026)***

인구 수 (ln)

-0.093 (0.037)**

-

0.008 (0.058)

0.106 (0.064)

고학력자 수

0.636 (0.498)

-

1.134 (0.501)**

0.977 (0.571)*

서울과의 거리 (ln)

-0.045 (0.022)**

-

-0.093 (0.026)***

-0.029 (0.023)

밀도

-

0.069 (0.024)***

0.051 (0.02)**

-

인구밀도 (시가화)

-

-

-

-0.00005(0.000)***

인구밀도 제곱 (시가화)

-

-

-

0.013 (0.000)**

복합이용

-

-0.009 (0.065)

0.127 (0.064)**

-

일자리-인구 균형

-

-

-

0.808 (0.447)*

일자리 혼합

-

-

-

13.916 (5.2)***

집중성

-

-0.011 (0.028)

0.01 (0.023)

-

변동계수 (고용)

-

-

-

0.147 (0.07)**

가중거리평균 (고용)

-

-

-

-0.000007 (0.000)

다중심성

-

0.012 (0.029)

0.01 (0.024)

-

중심지 수

-

-

-

-0.043 (0.029)

다중심성 (고용)

-

-

-

0.024 (0.015)

표본수

76

76

76

76

Adj. R-squared

0.43

0.09

0.488

0.597

Breusch-Pagan test

6.69

12.417**

6.273

6.51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5, * p<.1
자료: 저자 작성

컴팩트의 각 구성요소별로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각 요소를 구성하는 변수
들을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정리한 결과는 모형 4와 같으며, 이에
따르면 인구밀도와 일자리-인구의 균형, 고용밀도의 변동계수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화면적을 활용한 인구밀도는 부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혼잡, 환경오염 등의 집적불경제
가 나타나기 때문이지만, 인구밀도의 제곱변수는 양의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정도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해당 지점 이후
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일자리-인구의 균형지표와 일자리 혼합 모두
정의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직주거리의 감소, 일상적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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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감소 등이 동반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중성
지표의 경우 고용밀도의 변동계수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며, 이는 곧 특정 지
역에 고용밀도를 높임으로써 집적경제효과를 충분히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다중심성 지표는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컴팩트화의 목표 및 도시재생정
책과의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밀도 차원에서 시가화면적을 확대시키는 외곽개발을
방지하고 가능한 내부를 충진(infill)하는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밀도 확대에 따른 집적불경제 효과를 상쇄
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복합이용 차원에서 직주거리를 단축시키
고 각종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일자
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 추진 시 주변에 주택정비사업 및 임대주택 연계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여 복합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중성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집적
지역을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심 주변으로 기능들이 집적하
여 집적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추진 시 입지요건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차원에서 거점과 네트워크 구축 방향2)
(1) 분석방법
지역차원에서 거점과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와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여
러 도시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기능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하나의 기능지역으
로서 커뮤니티를 탐색하기 위해 여기서는 InfoMap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InfoMap 방식으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목적통행에 따라
지자체 간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 시군구를 개별 지역으로 묶었을 때, 전국적으로
2005년 16개, 2015년 17개 지역으로 구분 가능했으며, 광역시도간 경제를 벗어난 지
2) 본 연구결과는 Kwon & Seo (2018)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그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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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축과 영향권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5년 총목적통행에 따른 지역구분은 광역시
도의 경계 내부에 있는 기초 지자체 간의 연합으로 나타나지만, 2015년 총목적통행에
따른 지역구분에서는 점차 광역시도의 경계를 벗어나서 기능지역이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2005년에 광역도의 경계를 넘어 형성된 커뮤니티는 대개 도경계지역에 위치한
1~2개 기초지자체가 연계되는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경계를 넘어 커뮤니티를 형성
하는 지역이 전체의 41%이며(17개 중 7개)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3).

그림 3-3 | 우리나라 기능지역의 구분 (2015년)

주: 굵은 경계는 광역시도 경계임.
자료: 국가교통DB. 2015. 전국 목적통행 자료 중 총목적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2005년에는 강원도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형성되어있으나 2015년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 중부지역
의 커뮤니티가 분리되어(커뮤니티 13) 경기도의 이천, 여주, 가평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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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 내 공간특성으로서 형태적 다중심성(morphological polycentricity)과 네
트워크 특성으로서 기능적 다중심성(functional polycentricity)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다. 형태적 다중심성은 각 커뮤니티별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한 순위
규모 분포의 계수 값(Meijers and Burger, 2010 및 2012)이며, 형태적으로 다중심적
인 커뮤니티는 하나의 시군구 규모가 과도하게 크지 않고 유사한 규모의 도시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규모분포의 기울기는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기 위해서 기울기 절
대 값의 역수로 형태적 다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기울기의 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형태적으로 다중심적이며, 기울기의 값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를수
록) 형태적으로 단핵구조를 보인다. 기능적 다중심성은 Green(2007)이 제안한 기능
적 다중심성 측정법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기능적인 다중심성은 커뮤니티 내 시군구
간 단방향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유사한 규모의 흐름이 움직
인다는 의미한다. 즉,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통행흐름이 균등하게 분포하
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능적 다중심성은 0~1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커뮤니티 내 시군구 간 흐름이 기능적으로 다중심적임을 의미한다. 컴팩트화를 추정한
모형과 동일한 형태의 회귀모형으로 개별 시군구 수준 , 커뮤니티 수준에서 각각 공간
계량경제모형과 다변량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표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3-4 | 커뮤니티 내·간의 내향·외향중심성의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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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출된 효율적 네트워크 특성이 거점지향적인 네트워크, 즉 기능적으로
집중적인 구조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도출될 경우 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해 기능지역 내
거점도시를 탐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내 중심성 지수 중 비교적
단순·직관적인 내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을 활용하였다(Freeman et al, 1979). 여기서 내향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도시 내
부로 유입되는 흐름의 총합이며, 외향중심성은 도시 외부로 유출되는 흐름의 총합이다.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은 첫 번째 분석에서 도출된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흐름과 커뮤니티 외부와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커뮤니티 간 비교
를 위하여 지역 내 가장 높은 중심성을 지닌 도시를 1로 두고 나머지 도시들의 값들을
그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거점 도시 내에서 쇠퇴
지역과 고용중심지 간의 비교를 통해 재생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장소 선정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네트워크 도시의 구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간 연합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공간 구조가 어
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바람직한지와 지역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개별 시·군·구별 및 커뮤니티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군구 단위는 공
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4), 커뮤니티 분석 단위에서는 선형회귀분석(OLS)5)
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티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적 다중심성과 기능적 다중
심성은 해당 커뮤니티에 속한 시군구 및 커뮤니티의 1인당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향력은 반대로 나타났다.
형태적 다중심성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는 인구규모가 균등한 시군구 간

4) 커뮤니티별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한 다수준모형(multilevel mixed-effect model)의 경우 커뮤니티 수준의 구분
이 모형의 개선에 큰 영향이 없어 OLS와 공간계량모형을 활용
5) 커뮤니티별 분석의 경우 지역 간 자기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공간계량모형 대신 OL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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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뮤니티를 구성할 경우 특정 거점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줄어들고 상대적
으로 집적불경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으
로 해석될 수 있다6). 반대로 기능적 다중심성은 흐름들이 같은 커뮤니티 내의 시군구
간에 가능한 균등할 것을 요구하는 지표이지만 음(-)의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시군구
간에 흐름이 균등하기보다는 특정 거점으로 집중될 경우 오히려 각 시군구별 및 지역별
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본-노동 비율의 경우 노동 1인당 투하되는 고정자본의 양으로서 자본투자의 규모
가 지역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학력자 수는
시군구 수준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공간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 내의 고학력자 비율이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구규모의 영향력은 노동생산성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도시화경제의 효과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적고 오히려 불경
제효과를 창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지역 단위가
커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 네트워크 도시 특성이 시군구 및 커뮤니티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1 (OLS)

시군구별
2 (OLS)
3 (OLS)

4 (SEM)

커뮤니티별
5 (OLS)

상수
4.318(.371)*** 3.807(.122)*** 3.912(.389)*** 3.69(.418)*** 2.837(.334)***
자본-노동 비율 (ln) .104(.011)***
.106(.01)***
.103(.011)*** .231(.014)***
고학력자 수 (ln)
.243(.098)
.253(.095)*** .284(.095)***
-.297(.198)
인구 수 (ln)
-.143(.028)***
-.147(.027)*** -.146(.026)***
.018(.02)
형태적 다중심성 (ln)
.193(.103)*
.308(.083)***
.259(.104)**
.364(.04)***
기능적 다중심성 (ln)
-.717(.186)*** -.598(.148)*** -.668(.197)*** -.661(.084)***
Lambda
.385(.083)***
표본 크기
227
227
227
227
17
R-squared
.369
.062
.412
.487
.959
Moran’s I
5.853***
7.726***
5.029***
Robust LM (lag)
4.589**
1.815
4.302***
Robust LM (error)
23.971***
44.436***
15.715***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5, * p<.1, Lagrange Multiplier는 robust test 결과만 수록.
자료: 저자 작성.
6) Meijers and Burger(2010), 이세원(2016)의 연구에서도 형태적 다중심성은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다만 기능적 다중심성은 아직까지 결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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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형태적 다중심성이 높고 기능적 다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구조에서 특정 커뮤니티 지역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거
점 도시의 기능 집적과 주변 네트워크 구조가 효과적 공간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지역
내에서 각 지자체들 간에 고르게 거주하면서 집적불경제효과는 줄이는 대신 통행을 유
발할 수 있는 거점들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거점 중심의 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 속한 개별 지자체는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을 유지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차의 서비스는 통행흐름이 모이는 중심도시에 집적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컴팩트
-네트워크 체계 구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지역 내 거점도시의 선정
앞선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별 다중심성 특성 결과에 따라 통행흐름이 모이는 시·군·
구를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기능(고차서비스 등)이 집적하는 중추거점으로 조성할 필
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내 중추거점의
입지를 확인하고자, 지역 내·외의 흐름에 따른 중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각 커뮤니티별 거점도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외부 흐름별로 차별화된 거점도시들이 도출되었는데, 각 지역별
지역 내·외의 내·외향중심성이 가장 높은 도시를 살펴보면 지역 내부 연결의 중심성과
지역 외부와의 중심성은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성장하는 광
역시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는 광역시 내의 자치구만이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중소도시에서 새로운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커뮤니티(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지역 내 연계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 핵심도시인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등을 개별거점으로 활용 가능하였다. 또한 부산·창원권 커뮤니티(2)의 경우 창원
시와 부산진구, 김해, 양산 등을, 대구권 커뮤니티(3)의 구미가 외곽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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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커뮤니티 내 지역 간 내·외부 흐름에 따른 중심성 분포
지역 내 외향중심성

지역 외 외향중심성

지역 내 내향중심성

지역 외 내향중심성

주: 굵은 경계는 커뮤니티 경계.
자료: 국가교통DB. 2015. 전국목적통행 자료 중 총목적통행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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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커뮤니티가 축소되는 광주권 커뮤니티(4)와 대전권 커뮤니티(5)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이 내·외향중심성 모두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고용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이 도
시재생 효과 창출이 용이한데, 컴팩트-네트워크 체계상 거점도시 판별과 쇠퇴지역을
일치시켜 사업을 집중한다면 사업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권
커뮤니티(6)의 거점도시인 전주시의 경우 고용중심지는 중앙동과 노송동 일대, 효자4
동, 팔복동에 분포하고 있는데, 중앙동과 노송동은 인구, 사업체, 건축물 노후도 모두
쇠퇴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팔복동의 경우 2가지를 인구와 건축물 노후도의 쇠퇴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다. 향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과
도시재생 뉴딜 거점 육성형 사업을 전개할 경우, 중앙동과 노송동 일대 지역을 중심으
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광역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압축적 재생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의 전략적 추진방향
컴팩트화는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밀도와 복합용도,
집중도 측면에서 도시공간구조를 보다 압축적으로 유지할 경우 더 높은 생산성이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컴팩트화에 따른 영향력은 밀도가 1단위 증가할 경우 0.05%
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며, 복합용도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 0.12%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과 달리 2015년 총목적통행에 따른 지역구분은 점차 광역시도의 경계를 벗어
나서 형성되고 있으며, 행정구역과 다양한 네트워크 흐름을 통해 강하게 연계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 2005년의 통행흐름은 지방 광역시를 주요 거점으로
서울과 연계되고 광역시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KTX 등의 광역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광역경계
를 넘나들면서 연계되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는 하나의 시군구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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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집중된 경우보다 각각의 시군구가 유사한 규모의 인구분포를 지니고(형태적 다중
심성) 시군구 간의 기능적 연계는 커뮤니티 내의 핵심적인 거점도시로 집중될 때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형태적 다중심성이 1% 증가하면 시군구 수준
에서 0.25%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0.3%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광역시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도 광역시 내 자치구보다 인구가 충분
한 주변 중소도시가 높은 중심성을 갖고 있어, 대도시 연접지역에서도 도시권 차원의
지역 거점도시 공간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특·광역시에 연접해 있거나 혹은 이격되어
있어도 충분한 중심성을 확보하여 광역 차원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들은 수원, 창원, 천안·청주, 목포, 안동·제천, 강릉, 진주, 원주·이천, 여수·순천,
포항·경주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은 축소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다. 특히 해당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전략적으로 개별 기초
지자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개별 기초지자체 수준을 넘어선 광역 혹은 국가차원
에서 도시 간 연계 및 컴팩트화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차원에서 거점을 조성하
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공간구조의 방향은
컴팩트화의 경우 시군구 수준에서 밀도와 복합용도를 확대하는 방향이며, 네트워크화
의 경우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법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3-5 |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지역(커뮤니티) 내 컴팩트- 네트워크 공간구조

자료: 國土交通省. 2014. ｢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 概要, p.2의 도식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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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쇠퇴 심각지역 대응 여건·실태 분석
1) 도시 쇠퇴 현황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시작된 국비 지원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규
정된 3개 쇠퇴 판단지표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인구, 산
업, 노후건축물로 분류된 3개 지표 중 2개 이상 지표가 해당한 지역을 쇠퇴한 지역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쇠퇴 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기 3개 지표 외에 유관되는 지표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고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별적 복합쇠퇴지수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7)

표 3-5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쇠퇴 판단 3개 지표 세부 내용
▸ 인구: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 산업: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5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
▸ 노후건축물: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
자료: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6. 4 제정. 법률 제11868호 제20조.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을 통해 분석되기 시작한 전국적 도시 쇠퇴율은 ’13년
64.5%에서 ’16년 65.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노후·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국 읍·면·동의 약
80.2% 지역이 인구·사회적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물리적 쇠퇴지
역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서민호, 2018b).
7) 쇠퇴도를 판정하는 지표 중 ‘인구’, ‘노후건축물’ 지표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로 받아들어지고 있으나, 사업체수
관련 지표의 경우 ’14년 국가 선도·일반사업 추진 당시부터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국토교
통부 내부에서는 산업의 쇠퇴와 관련한 대표 지표를 ‘사업체수’에서 ‘종사자수’로 변경하는 법·제도 개선을 준비
하고 있음.

72

2016년 기준 광역시의 물리·환경 쇠퇴지역 비율은 85.0%에 달하고 있으며, 광역도
의 읍·면·동도 62.0%가 쇠퇴지역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사회적 쇠퇴의 경우,
지방 대도시는 구도심 지역의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구시가지는 공
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일자리 축소 및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노후화와 교통 혼잡 등
으로 신시가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 열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 도시 쇠퇴현황 변화 추이(2013-2016)
최종판정

쇠퇴지역
2개 요건 충족 지역

3개 요건 충족 지역

3,470

2,239 (64.5%)

1,031 (29.7%)

1,208 (34.8%)

3,488

2,300 (65.9%)

1,478 (42.4%)

822 (23.6%)

구분

전체 읍면동수

2013년
2016년

자료: 서민호. 2018b.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전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p.7.

표 3-7 | 전국 광역지자체 부문별 도시쇠퇴 추이 (2013-2016)
인구·사회
구분

광역
시

광역
도

2013

2014

2016

서울

56.6

78.3

78.5

부산

81.3

87.4

대구

77.7

84.2

인천

64.3

광주

77.7

대전
울산

(단위 : %, %p)

물리·환경
증감률

증감률

2013

2014

2016

▲21.9

82.1

85.3

93.6

80.3

▽1.0

90.7

92.5

92.8

▲2.1

84.9

▲7.2

74.1

76.3

83.5

▲9.4

76.7

75.7

▲11.4

60.8

67.1

75.0

▲14.2

81.9

85.3

▲7.6

64.9

66.0

70.5

▲5.6

59.7

68.8

83.3

▲23.6

66.2

68.8

74.4

▲8.2

62.5

64.3

66.1

▲3.6

48.2

50.0

60.7

▲12.5

(’13-’16)

(’13-’16)
▲11.5

소계

67.0

79.5

79.5

▲12.5

75.9

78.9

85.0

▲9.1

경기

53.5

60.8

64.2

▲10.7

31.2

33.5

43.2

▲12.0

강원

79.3

83.0

84.6

▲5.3

33.5

36.2

43.6

▲10.1

충북

79.2

83.7

82.4

▲3.2

50.0

52.9

62.1

▲12.1

충남

80.6

80.0

82.6

▲2.0

38.4

40.0

52.2

▲13.8

전북

90.5

91.7

90.5

0.0

56.0

57.3

68.5

▲12.5

전남

93.6

93.6

94.9

▲1.3

73.6

74.3

80.8

▲7.2

경북

86.4

88.8

87.3

▲0.9

68.6

71.6

78.9

▲10.3

경남

80.6

82.1

82.2

▲1.6

65.7

66.4

71.4

▲5.7

제주

60.5

65.1

51.2

▽9.3

55.8

58.1

65.1

▲9.3

소계
소계

77.2

80.2

80.8

▲3.6

51.7

53.6

62.0

▲10.3

73.8

79.7

80.2

▲6.4

59.7

61.9

69.5

▲9.8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2018. 도시쇠퇴현황 (2018년 6월 20일 접속 및 자료 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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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전국 쇠퇴지역의 변화(2013~2016, 인구+사업체수+노후건축물 기준)
전국 쇠퇴지역 변화 (2013년 및 2016년)
2013년

2016년

64.5%

65.9%

수도권 쇠퇴지역 변화 (2013년 및 2016년)
2013년

인천

2016년

서울

인천

서울

경기

경기
2013년

2016년

변화율

서울

67.2%(285개동)

79.4%(336개동)

▲ 12.2%p

인천

57.3%(82개동)

70.9%(105개동)

▲ 13.6%p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에서 제공하는 2013년 및 2016년 도시쇠퇴현황 세부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2018년 6월 20일 접속 및 자료 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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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도시 지역 내 단독·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내에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며 개발압력은 낮은 실정이다.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은 16.3%이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48.3%와
29.3%인 반면, 아파트는 5.1%에 불과하다(통계청, 2015b).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
주택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와 더불어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2013~2017년) 약 350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주거지 정비가 제한되고 있어 기초생활인프라 등 공급 여건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표 3-8 | 전국 광역시·도별 노후주택 증감률(2005년 대비 2016년 현황)
구분

증감률

구분

증감률

구분

증감률

서울

-0.4%

부산

13.0%

대구

14.1%

인천

11.0%

광주

10.4%

대전

11.3%

울산

10.5%

경기

17.2%

강원

12.6%

충북

14.6%

충남

11.3%

전북

15.1%

전남

10.7%

경북

12.7%

경남

11.3%

제주

10.9%

평균

11.1%

자료: 통계청. 2005 및 2015b. 주택총조사.

이러한 주거지 입지·유형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공급 여건은 주민의 정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거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06-2016) 아파트 거주가구와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의 생활편의시설 만
족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와 아파트 거주
가구의 주거만족도의 격차는 2006년 12.1%p에서, 2016년 14.1%p로 확대되고 있다.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는 56.9%(2006년)에서 67.1%(2016)로 10.2%p 증
가하였으나, 아파트 거주가구는 69.0%(2006), 81.2%(2006)로 12.2%p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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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조사(2006-2016)
구분

2006년

2016년

증감

단독·연립·다세대주택

56.9%

67.1%

▲ 10.2%p

아파트

69.0%

81.2%

▲ 12.2%p

차이

12.1%p

14.1%p

2.0%p

주: 조사대상 생활편의시설은 상업·의료·공공·문화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대중교통·주차 편리성 등임.
자료: 국토교통부. 2006 및 2016. 주거실태조사.

2)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적소성 분석 및 결과
상기 도시 쇠퇴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적 쇠퇴 수준은 여전히 악화
되고 있고 특히 노후·저층주거지의 경우 물리적 쇠퇴와 더불어 생활편의시설 공급 취
약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대가 본격화 되
는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이 국가적 쇠퇴 제어나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적 쇠퇴 제어나
정주여건 개선에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점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표 3-10 |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 추진 현황
유관사업

도시재생사업
계
2014년
(선도지역
13개소 선정)

총 114개소
근린재생형 소규모
5개소

2015년
2016년
(일반지역
33개소 선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6개소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일반 근린재생형
19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개소

도시경제기반형
5개소

새뜰사업

도활사업

202개소

208개소

-

63개소

85개소

62개소

66개소

51개

2017년

-

51개소

51개소

2018년
(뉴딜사업지역
68개소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17개소
16개소
15개소
19개소
1개소

-

-

자료: 국토교통부(2018.4.26.) 및 지역발전위원회(2016.2.3)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c. 도시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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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시 쇠퇴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일반
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을 꼽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
의 경우 2014년부터 총 46개소에 추진되고 있으며, 도활사업 208개소, 새뜰마을사업
202개소를 포함하면 총 454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쇠퇴 관리에 중요한 변
수로 판단되는 노후건축물 정비·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데, 그간 사업들은 사
업 추진의 시급성보다는 사업 용이성이나 정무적 판단 개입으로 인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는 등의 사업의 적시·적소성 차원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 선정 시 정무
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사업 추진상 이해관
계의 어려움으로 쇠퇴가 심각하여 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린형 사업지원 기준이 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전국
적인 정량적 도시쇠퇴 순위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도시재생 유관사업(근린재생
형 도시재생사업 및 도활·새뜰마을 사업)과의 일치 및 차이 여부를 비교하여, 도시재
생사업이 쇠퇴 측면에서 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하여 선정·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분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근린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
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량적으로 파악되는 쇠퇴현황과 도시재
생사업 선정 지역 현황을 비교하였다.8)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대상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사업(11개) 및 일반사업(24
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48개), 도시활력증진사업(171개), 새뜰마을사업(202
개)로 압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쇠퇴가 심각한 지역의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함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이 복수의 읍면동에 지정된 경우는 해당 읍면동에서 모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갈음하였다.9) 분석단위는 전국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8) 쇠퇴가 심각하여 사업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쇠퇴 심각지역 대응이라는
분석 목적상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였으며, 목적이 다른 도시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지역역
량강화형 도활사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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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는 도시재생 쇠퇴 판단의 근간자료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2016년 12월말
기준 최근 30년간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 증감률, 최근 10년간 최대치 대비 현재 총
사업체수 증감률,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을 활용하였다.

표 3-11 | 분석대상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
구분 도시재생선도

도시재생일반

도시재생뉴딜

도시활력증진

새뜰마을

중심
주거
중심
도시 지역
사업 경제 근린 경제 시가 일반 우동
일반
경제
지
시가
환경 역량 도시 농촌
유형 기반 재생 기반 지 근린 살
근린
기반
지원
지
개선 강화
근린
포함
여부

X

O

X

O

O

O

O

O

X

X

O

X

O

O

사업
개소

2

11

5

5

19

17

16

15

19

1

171

37

68

134

자료: 저자 작성.

표 3-12 | 도시쇠퇴진단 지표
부문

지표

지표

기준연도

판단

인구

과거대비 인구변화율(%)

(기준연도 인구수-최근 30년간 최대 인구수)/
최근 30년간 최대 인구*100

2015

▼

(기준연도 총사업체수-최근 10년간 최대 총사업체수)/
최근 10년간 최대 총사업체수*100

2014

▼

노후건축물비율(%)

2016

▲

산업 과거대비사업체증감률(%)
물리

노후건축물비율(%)

행정구역 경계년도: 2014년 기준 (3,488개 읍면동, 252개 시군구, 17개 시도)
(자료원: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주: ▲는 증가할수록 쇠퇴도가 높은 증가형 지표이며, ▼는 감소할수록 쇠퇴도가 높은 감소형 지표를 의미함.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2018. 도시쇠퇴현황 (2018년 6월 20일 접속 및 자료 구득).

전국 읍·면·동별 기준 도시쇠퇴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 부문의 도시쇠퇴 진단
지표들이 비율, 증감률 등 다른 척도를 지니므로 측정단위를 같은 척도로 변환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를 종합하여 단일한 복합쇠퇴지수로 산출하기 위해

9) 예를 들어 충남 공주시에 소규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세 개 동 모두 재생사업 시행지역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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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조정(re-scaled)10)을 거쳐 지표를 표준화하였다(박병호·김준용, 2010; 장문
현 외, 2016).
     
     
식        or 식       
        
         

인구 증감률과 총 사업체수 증감률 지표의 경우 낮을수록 쇠퇴도가 높은 감소형 지
표(▼)이고, 노후건축물 비율 지표의 경우 높을수록 쇠퇴도가 높은 증가형 지표(▲)이
므로 감소형 지표 식(1)과 증가형 지표 식(2)에 의해 표준화하였고11),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 지표의 표준화 값을 합산하여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였다.
쇠퇴 심각성 대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불일치 수준은 읍·면·동(시·군·구 기초지자
체 단위) 차원으로 분석하였다12).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단
위에서 해당 읍·면·동의 쇠퇴 심각지역 순위를 부여하였고, 복합쇠퇴지수가 낮을수록
(0에 가까워짐) 도시의 정량적 쇠퇴 정도가 심하고 쇠퇴 순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
며, 쇠퇴 기준으로 도시재생 우선 사업 대상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후 쇠퇴 심각 지역
의 우선순위와 재생사업 선정 지역의 차이 정도를 식(3)으로 분석하여, 쇠퇴 심각지역
대비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불일치(mismatch)정도를 판단하였다.
      ⋯      
식       
 

i는 A시군구 내 사업선정 읍면동 개소,j는 A시군구 내 총 사업개소, x는 시군구

10) 이 방법은 통계적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구간 단위의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법
중 특이값들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타 분석기법에 비해 주로 활용되는 경향(장재
홍, 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 분석).
11) 행정동 개편으로 데이터상 인구가 소멸된 행정구역(부산 동구 좌천 1,4동·해운대구 반송3동) 및 대규모 재개발로
인구가 급감한 서울 송파구 가락1동의 인구지표 표준화 값은 모두 0으로 처리.
12) 분석대상은 총 252개 시·군·구 (’14년 기준)중 지역 내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61개 시군구는 제외하고, 최소
1개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19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제3장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 79

내 읍면동의 정량적 쇠퇴우선순위, y는 사업이 선정된 읍면동의 쇠퇴순위를 의미하며,
지역 내 재생사업개소가 많아질수록 순위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지역 내
사업개소(j)로 나누어 단위사업 당 쇠퇴현황 및 사업선정의 불일치 정도를 판단하였다.

표 3-13 | A 시군구 내 세부지역별 쇠퇴순위와 실제 사업선정지역 순위차 산정 방법 (예시)

시군구

A
(시군구)

읍면동

쇠퇴순위
(사업선정우선순위)

사업선정지역 (O)
(사업선정지역쇠퇴순위)

a1

9

O (9순위)

a2

2

O (2순위)

…

…

a9

1

A 시군구 내 9개 읍면동 중 a9,a2...a1동 순으로 도시쇠퇴가 심각하며, 이와 같은 순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나, 실제 재생사업은 쇠퇴순위가 2순위, 9순위인 a2, a1동에 지정됨
사업불일치 수준: Za=|(1-2) + (2-9)| / 3 = |-1 –7| / 3 = 2.67
따라서 A 시군구의 쇠퇴 심각지역 대비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불일치 정도(순위차 값)는 단위사업당 2.6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 가능함
자료: 저자 작성.

쇠퇴지역 대비 사업시행 불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적으로는 시군구 단위로
사업 시급지역을 4.8개 읍면동을 소외시킨 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오히려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소외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기
초지자체 단위에서 평균 4.8개 읍·면·동이 도시재생사업 기 추진지역보다 쇠퇴가 심각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
도 및 전북,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지역의 소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간 활발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대전·인천·대구에서 소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쇠퇴 심각성보다는 주민공동체 구성, 사업용의성 등 타 변
수에 의해 사업대상지역이 우선 선정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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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전국 쇠퇴 심각지역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역의 불일치 수준(시군구 단위, 2016년 기준)

주: 순위차 수준은 쇠퇴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기 추진된 사업지역보다 사업이 더 시급한 읍·면·동의 규모(수)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의 2014~2017년 도시재생선도·일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증
진사업, 새뜰마을사업 관련 기초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통계 및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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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수도권 및 광역시 쇠퇴 심각지역과 도시재생사업 기추진지역의 불일치 수준
수도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주: 순위차 수준은 쇠퇴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기 추진된 사업지역보다 사업이 더 시급한 읍·면·동의 규모(수)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의 2014~2017년 도시재생선도·일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증
진사업, 새뜰마을사업 관련 기초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통계 및 공간분석)

그림 3-9 | 전국 시·도별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지역 그림 3-10 | 전국 평균 대비 도시재생사업의
불일치 수준 평균값
쇠퇴지역 불일치 수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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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도시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하 도시들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기 추진 도시재생사업의 쇠퇴 심각지역 소외 폭이 상대적으로 큰 걸로 분석되었고,
인구 20~50만 도시들의 소외폭이 가장 높은 5.57(읍·면·동/기초지자체)로 분석되었다.

그림 3-11 |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사업의 쇠퇴
지역 불일치 수준 평균값
4.8
5.26
4.41
4.35

전국
특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100만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100만

3.98

군지역

0

1

2

3

4

5

0

전국
특광역시

5.6
5.57

인구 20-50만
인구 20만 미만

그림 3-12 | 전국 평균 대비 도시재생사업의 쇠퇴
지역 불일치 수준

0.47
-0.38
-0.44

7

← 작음
큼→
쇠퇴 심각지역 소외폭 (읍·면·동/기초지자체)
자료: 저자 작성.

0.77

인구 20만 미만
군지역

6

0.8

인구 20-50만

-1.0

-0.82
-0.4

0.3

0.9

1.5

← 작음
큼→
쇠퇴 심각지역 소외폭 (읍·면·동/기초지자체)
자료: 저자 작성.

쇠퇴 심각지역 대비 사업 시행 불일치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비율은 23.5%로 821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위시한 광역
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소외비율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기초지자체의 쇠퇴 기준 사업 소
외지역 비율은 23.5%로 분석되는데, 이를 읍·면·동수로 환산하면 821개소에 달한다.
그간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유관사업이 191개 기초지자체에 456개소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약 1.8배에 달하는 읍·면·동이 쇠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시·도별 쇠퇴한 사업 소외 읍·면·동 규모로 볼 때는 경기도가 107개, 전라북도 89
개, 경상북도 84개, 경상남도 82개 순이였고, 부산 61개, 인천 53개소 순이였다. 도
시규모별 분포로는 도시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광역시에 268개가 분포
하여 쇠퇴한 사업 소외 전국 읍·면·동의 23.2%를 차지하였고, 군 지역에 2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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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인구 20만 미만 도시에 128개(25.9%), 인구 20~50만 도시에 101개
(18.2%) 읍면동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 전국 광역시·도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규모 분석결과

구 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읍·면·동
(A)

기 사업추진
읍·면·동
(B)

전체
읍·면·동
(C)

전체 읍·면·동 대비
소외 비율(%)
(A/C)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소계

24
61
51
53
27
35
18
0
107
30
38
46
89
62
84
82
15
821

16
42
36
19
21
12
12
1
36
35
27
25
40
37
34
41
9
443

423
208
139
148
95
78
56
12
553
188
153
207
241
297
332
315
43
3,488

5.63
29.20
36.55
36.10
28.27
44.87
31.85
0.00
19.27
16.04
25.05
22.25
36.76
21.03
25.25
25.91
35.22
23.5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3 | 전국 광역시·도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비율
60
29.2

40

36.6 36.1

44.9
28.3

31.9

20 5.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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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 전국 도시규모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규모 분석결과

구 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읍·면·동
(A)

기 사업 추진
읍·면·동
(B)

전체
읍·면·동
(C)

전체 읍·면·동 대비
소외 비율(%)
(A/C)

특·광역시

268

159

1,159

23.2

인구 100만 이상

22

12

102

21.6

인구 50~100만

83

50

403

20.5

인구 20~50만

101

53

553

18.2

인구 20만 미만

128

60

494

25.9

군지역

219

109

777

28.2

전국 소계

821

443

3,488

23.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4 | 전국 도시규모별 쇠퇴 기준 사업 시급지역 소외 비율
35
30
25

23.2

21.6

20

25.9
20.5

28.2
23.5

18.2

15
10
5
0
특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100만 인구 20-50만 인구 20만 미만

군지역

전국 평균

자료: 저자 작성.

3) 쇠퇴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및 결과
본 절 쇠퇴지역 현황·실태와 관련한 전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노후·저층주
거지의 쇠퇴는 물리적 노후화 외에도 아파트 지역과의 생활편의시설 공급 수준에 따른
주거만족도 격차가 쇠퇴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편의시
설은 도시재생법상 기초생활인프라13)로 정의되며, 주차장, 생활권공원 및 근린광장,
어린이집·유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대상이다. 또한 도시재생 국가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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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교통부, 201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
하여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록 도시재생법에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공공의 의무가 명시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유관사업이 지속 추진
되어 왔으나, 국가 지원사업의 대상 및 규모상 한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노력 미
약 등 이유로 인해 그간의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공급과 밀도 중심으로 기준 설정으로 인해 읍·면·동 단위에서 기초생활인프라로
의 접근 취약지역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함 등을 확충하여 노후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2017년 4월 대통령후보 공약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근간인 점을 고려하
면, 노후·저층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 뉴딜의 중요한 전략적 정책대상으
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역이 기초생활인프
라가 취약하고, 현재 기획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기초생활인
프라 확충이 실효적일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보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 달성
과 재정투입의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한 검증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에 대한 현황
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접근성을 격자기반 공간정보데
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집계14)한 후 현황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13) 기초생활인프라는 주민 다수가 공동의로 이용하는 시설과 공공 공급의 필요성 및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6개 부분 11개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①교통시설(주차장), ②공간시설(생활권공원, 근린광장), ③유
통·공급시설(상수도), ④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⑤방재시설(저류시설), 환경기초시설(하수도)가 그 대상이다(국토교통부, 2013, 국가도시재
생기본방침).
14) 각 읍면동에 포함되는 셀(500m×500m 격자)들의 평균 접근거리(km)로 전국 읍면동별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을
파악했으며, 행정구역계 내에 포함되는 셀이 0개인 전남, 경남, 경북, 인천, 제주 등 섬지역의 34개 읍면동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은 0값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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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지표(도로이동거리) 산출방법


생활기반시설 주소를 (x,y)좌표로 변환하고, 500m×500m 격자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도로이
동거리(국가교통DB 교통망 GIS 도로 기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산
 A격자로부터 B시설까지의 도로이동거리(km)=Dⓐ+Dⓐⓑ+Dⓑ
(1) Dⓐ: A격자 중심점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망 노드(ⓐ)까지의 최단직선거리
(2) Dⓑ: B생활기반시설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망 노드(ⓑ)까지의 최단직선거리
(3) Dⓐⓑ : 노드ⓐ부터 노드ⓑ까지의 도로상 이동 거리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격자기반 데이터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2018년 10월 6일 검색).

전국 읍면동의 단위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평균 접근거리를 살펴본 결과, 시설별
로 상이한 경향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이 양호한 반면, 강원·경북 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주차장의
경우 전남·경북 내 읍·면지역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게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유치원)
은 대도시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도시 외곽지역이
나 중소도시권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의료시설(보건소)은 타 시설
에 비해 비교적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에서 접
근성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시·군·구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읍·면·동간 기초생활인프
라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 수요 측면의 인구 분포와 지역 쇠퇴 수준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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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유형별 평균 접근거리 (km, 전국 시·도별)
시도

공공
주차장

유치원

공공
도서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0.933
1.319
1.261
1.863
1.533
1.669
2.448
5.041
2.886
7.614
6.868
5.975
6.832
8.813
9.175
5.958
3.982

0.838
1.211
1.215
1.389
1.136
1.273
2.061
3.301
1.914
5.643
4.050
3.561
3.361
4.159
4.900
3.743
3.911

1.520
2.679
2.449
2.925
2.473
2.554
4.509
7.790
3.847
11.135
9.037
8.018
8.173
10.633
11.327
9.273
6.061

노인여가
공공
도시
보건의료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시설
1.939
2.867
3.215
4.397
3.205
3.757
4.668
10.726
6.005
20.375
10.674
13.650
12.037
16.133
21.261
17.323
13.005

0.841
1.224
1.418
1.478
1.300
1.516
2.476
3.652
2.305
5.819
4.379
4.135
3.763
4.252
5.012
3.849
3.360

1.192
1.216
1.114
1.449
1.203
1.728
2.665
3.474
2.396
5.202
4.985
4.242
4.655
5.175
6.920
4.578
3.459

0.638
1.046
1.073
1.468
0.843
1.041
1.676
2.685
1.811
6.747
4.817
5.440
5.401
5.782
6.311
4.811
4.005

2.623
2.788
3.181
2.736
2.921
2.775
4.193
3.386
3.380
5.506
3.990
3.572
3.511
3.880
4.427
4.230
5.435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8) 중 2016년 시·군·구 단위 생활인프라 주요 시설 현황을 통계 분석)

그림 3-16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유형별 접근성 수준 현황 (2016년, 전국 읍·면·동)
공공주차장

보육시설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8) 중 2016년 시·군·구 단위 생활인프라 주요 시설 현황을 활용하여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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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유형별 접근성 수준 현황 (2016년, 전국 읍·면·동) - 계속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 노인교실 등)

도시공원시설

보건의료시설(보건소)

공공체육시설

자료: 저자 작성.(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8) 중 2016년 시·군·구 단위 생활인프라 주요 시설 현황을 활용하여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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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쇠퇴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기준 쇠퇴지역으로 판정된 전국
2,300개 읍·면·동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도시규모별로 상이한 경향
이 드러났는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광역시 내 쇠퇴지역의 평균 기초생활인
프라 접근성은 상위 20~4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 충청권 이남 등 광역도
내 쇠퇴지역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8 | 전국 쇠퇴 판정 읍·면·동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수준별 분류

주: 자료의 한계상 생활SOC 접근성 데이터가 누락된 읍·면·동은 제외하고 2016년 기준 1,932개 읍·면·동별 평균 기초생
활SOC 접근성의 공간적 분포를 20% 수준별로 살펴봄
자료: 저자 작성.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8) 중 2016년 시·군·구 단위 생활인프라 주요 시설 현황을 활용하여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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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쇠퇴지역 간에도 접근성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
권 내 읍·면·동은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 높은 노후건축물 비율 등으로 쇠퇴판정을 받
았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 쇠퇴지역 중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이 하위 20%에 속하는 읍·면·동 비율은 특·광
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경북(33%, 128개동)·전
남(20%, 79개동)·경남(18%, 71개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 전국 시·군 기준 쇠퇴 판정 읍·면·동의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접근성 수준 분석

시도

생활SOC 평균 접근성
상위 20% 지역

시도

생활SOC 평균 접근
하위 20% 지역
읍면동수

비율

서울특별시

0

0.00%

7.77%

부산광역시

0

0.00%

37

9.59%

대구광역시

0

0.00%

인천광역시

38

9.84%

인천광역시

1

0.26%

광주광역시

26

6.74%

광주광역시

0

0.00%

대전광역시

12

3.11%

대전광역시

0

0.00%

울산광역시

4

1.04%

울산광역시

0

0.00%

세종특별자치시

0

0.00%

세종특별자치시

0

0.00%

경기도

65

16.84%

경기도

7

1.81%

강원도

3

0.78%

강원도

20

5.18%

충청북도

6

1.55%

충청북도

24

6.22%

충청남도

4

1.04%

충청남도

24

6.22%

전라북도

2

0.52%

전라북도

29

7.51%

전라남도

6

1.55%

전라남도

79

20.47%

경상북도

4

1.04%

경상북도

128

33.16%

경상남도

1

0.26%

경상남도

71

18.39%

제주특별자치도

0

0.00%

제주특별자치도

3

0.78%

-

386

100%

-

386

100%

읍면동수

비율

서울특별시

148

38.34%

부산광역시

30

대구광역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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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및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의 방식인 권역별 사업물량 배분이나 기초지자
체 단위의 읍·면·동 배분으로는 실제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지역 대응에 미흡할 수 있
어, 향후 실제 수요지역을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
업으로만 사업대상을 제한하는 목적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취약지역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도 내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역 참여를 독려하거나 도시재
생 뉴딜사업 외 별도 사업을 추가하여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결과 종합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적 쇠퇴 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쇠퇴 확대가 여전
히 지속되는 반면 국가적 대응책 마련은 다각화되거나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가
능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 효과적으로 쇠퇴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퇴 근린의 노후건
축물 정비에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만
을 통한 지역적 인구변화를 제어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장 효과적인 쇠퇴 제
어요인은 물리적 노후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도시의 물리적 노후화 수준이
85%에 육박하고 세부 쇠퇴요인의 변화도 노후건축물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근린단위의 노후건축물 정비·관리가 가장 시급한 대응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쇠퇴 측면에서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과 실제 사업지역 간에 불일치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쇠퇴 심각으로 사업이
시급한 지역이 기초지자체당 평균 23.5% 정도 소외·배제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읍·
면·동수로 환산하면 기초지자체당 4.8개 읍·면·동에 해당된다. 이는 기초지자체 단위
로 사업 공모·선정해 온 그간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그간이 쇠퇴 심각성보다는 정
무적 판단이나 사업 추진 용의성 등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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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던 경기도 및 대구·인천·대전 지역의 소외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차원에서 쇠퇴 심각 지역에 대한 대응
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쇠퇴가 심각한 지역의 배제를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내 쇠퇴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중소도시
의 쇠퇴지역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가 존
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별로는 다소 지역별 접근성 수준이 상이한 경향이 있
으나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 읍·면·동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양호
한 반면, 강원·경북 지역 등 광역도 내 읍·면·동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중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 및
군지역일수록 도시의 쇠퇴가 심한 반면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열악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
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광역도 및 중소도시, 군지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 주도 추진 예산·사업체계 여건·실태 분석
1) 예산 및 사업추진 계획에서 주요 이슈 도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투입될 연간 10조원 규모의 공적재원은 예산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예산(2조원)과 기금(5조원)은 국가 및 지방
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15), 회계계정(주머니) 별로 일반적 활동을 위한 일반

15) 2006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재정과 예산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통합 제정 이후에는 재정은 예산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김춘순, 2014: p.18)

제3장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 93

회계, 우편업무 등 특수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세금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탄력성 있게 사용하는 기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9 | 국가재정의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a. 대한민국 재정 2018. p.14.

공적재원 가운데 나머지 공기업(3조원)은 공공기관 중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가능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의미16)한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
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중앙정부 산하 338개, 지방정부 산하 1,094개가 지정되
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종합적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사업 관련
공기업(LH, 지방공사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16)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기업 투입실적이 아닌 기금 집행실적으로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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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 공공기관의 분류

자료: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기 분류에 따라 2조원의 예산 외에 공적재원(주택도시기금, 공기업) 마련 및 민간
재원 유도를 위한 사업모델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이슈이
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전략적 사업추진에 적합한 예산편성 및 지역주도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방식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3-18 | 도시재생 뉴딜 공적재원 투입계획
구분

마중물 예산
(도시재생뉴딜)

부처연계
사업예산

예산합계
(A)

주택도시
기금 (B)

재정합계
(C=A+B)

공기업
(D)

공적재원
합계
(E=C+D)

국비

지방비

연평균
투입계획

8천억

5천억

7천억

2조원

5조원

7조원

3조원

10조원

비중

8%

5%

7%

20%

50%

70%

30%

100%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p.48-51을 참조하여 재정리.

2조원의 예산을 보면 마중물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8천억 원) 외에
지방비 및 부처연계사업비(1.2조원)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나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고 부처간 연계사업은 통합적 운용방안이 부재하다. 대다수 지자체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운용가능한 재원이 없는17) 반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별
도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영 중으로18) 지역 간 재생사업을 위한 재정여력에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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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50%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여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
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쇠퇴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증가하는 재원에 매칭하여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19). 또한 부처연계사업(7천억 원)은 추후
개별사업 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각 부처별로 별도의 예산편성과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표 3-19 | 연차별 도시재생 관련 사업 재정 투입계획
구분

’18년

’19년

(단위: 억 원)

’20년

’21년

’22년

총계

연평균

국비

4,638

7,325

9,005

10,126

9,650

40,744

8,149

지방비

3,092

4,883

6,003

6,750

6,433

27,161

5,432

부처연계

5,000

6,500

7,500

8,000

8,000

35,000

7,000

합계

12,748

18,727

22,528

24,897

24,105

102,905

20,581

주: 국비는 ‘18년도에 사업비의 15~25%를 투입하여 4,638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및 관련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에 배
분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과거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도시재
생사업은 지역 간 특색 없는 사업계획, 복잡다단한 사업구조, 나눠주기식 예산배정,
분절적 사업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충분한 지역조사 없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나 적용가능하지만 실제 어디에서도 주민이 체감하고 성공
하기 어려운 특색 없는 계획을 양산하고 선정 이후에 다시 추가 용역을 발주하는 비효
율도 발생했다(윤주선. 2016).
현재 사업수 및 예산이 증가한 만큼 별도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인력이
확충되었으나, 과거에는 1개 과 단위 조직이 수십 개의 사업을 선정·관리하다 보니 사
업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제도 및 지원조직을 양산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한 것

17) 지방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미해결 : 226개 기초지자체 중 137개(60%) (시도지사협의회, 2016.8: p.5)
18) 이삼수 외(2017)에 의하면 2017년 3월 기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제주,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5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약 6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
19) 최창수 외(2014)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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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20) 우선 최
대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역량을 넘어서는 계획을 세워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라
는 우려도 현실에서 발생하였다(국토일보. 2017. 10.13.).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은 초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만 고민을 하고 향후 민간투자 유인 및 운영비는 고려하
지 않아 초기 보조금보다 많은 부채를 끌어않게 될 우려도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므로 실행과정에서 여건변화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다수 지자체가 매년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직된 단년도 예산체계에 의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구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요구와 정부 대응 기조 속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
부 중심으로 선정·관리되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성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선정·관리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통해
지역 주도의 뉴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이양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방정부에 사업선정·운영
권한과 예산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
범사업부터 대상지 68곳 중 44곳(70%)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였다. 다만 현재까지는
광역지자체의 사업 선정·추진과정이 과거 중앙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
다는 지적이 있으며, 향후 광역 주도 사업 선정·관리가 실제 지역의 도시재생 여건과
특성, 지역 역량을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할 지는 다소 불명확한 상황이다.

2) 중앙정부 예산편성 실태 분석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유권
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에서 점진적 사업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더딜
경우 국비의 안정·지속적 확보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20)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매년 예산 승인이 필요하고 배분공식도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의존이 높을 수 밖에 없음(김대철 외, 2014,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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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선도지역, 일반지역 지원을 위한 연도별 예산은
300~400억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변경 및 도활사업과 통합
되어 1,4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뉴딜사업으로 재편되면서 현재 4,638
억 원이 총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표 3-20 | 연차별 도시재생 관련 예산 편성
구 분

2009

2010

2011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토부(SOC) 전체 248,457 241,204 235,720 223,632 220,205 209,116 237,835 219,392 201,168 170,700
지역 및 도시
관
련
사
업

8,415

8,976

8,574

8,827

8,034

7,978

7,899

7,506

7,706

11,495

도시활력사업

1,162

1,015

964

964

1,086

1,032

1,041

일반회계
도시재생사업

431

1,452
(통합)

1,452
(통합)

1,605
(우동살)

-

-

-

-

5

306

경제기반계정
도시재생사업

-

-

-

-

-

-

-

-

-

3,033
(우동살 외)

자료: 국토교통부. 각년도. 국토교통예산현황.

이러한 예산편성 확대기조 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5년간 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 예산 특성상 복지
사업처럼 법적 의무가 부여된 경직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압박 시 감축, 통합
등 구조조정이 용이한 단점이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 중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효과 창출이 어렵고21) 공동체 회복은 계량적 성과측정 자체가
어려워 매년 성과기반 사업평가와 예산편성 구조에서 국비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 예산을 1조
3,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수도권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어 지방 중소
도시까지 확산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733억 원이 삭감된 바가 있다.

21) 공적재원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모델(수익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간은 양은 줄고 있지만
수익이 안정적인 과거 방식의 개발 사업에 우선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 일자리 성과에 매달릴 경우 지속가
능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일자리만 창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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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 도시재생사업 사업별 예산 내역
구 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단위: 억 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2018년 예산확정

도시재생 사업(경제발전계정)

0

3,032

3,032

도시활력증진(생활기반계정)

1,452

1,571

1,571

도시활력증진(제주계정)

0

34

34

소계

1,452

4,638

4,638

도시재생지원(출자)

100

2,250

2,000

도시재생지원(융자)

550

1,198

748

가로주택정비사업지원

60

2,100

2,000

자율주택정비사업

0

2,400

1,500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320

470

470

도시재생사업지원*

0 (27)

66

33

기타 경비(수수료, 운영비)

0.4

50

50

소계

1,030

8,534

6,801

2,482

13,172

11,439

합계

주*: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로 2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이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pp.19-20을 바탕으로 예산확정액 추가
정리.

예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반회계보다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22)가
유리하나 자체 세입보다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관된 기존 사업들
과의 예산조정이 어려운 구조이다. 재정학 이론에 따르면 지특회계와 같이 별도의 특
별회계로 분리할 경우 특정 사업의 세입과 세출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할 수 있고, 특히 성과를 명확히 분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23)

22)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8.3.20)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기존 용어를 사용.
23)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특정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하므로 “재정의 칸막이 현상 등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유사기능을 서로 다른 회계에 중복 수행하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등 내부 거래의 증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도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 (김성
원, 2007.12: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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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 예산과 기금별 특성 비교
예산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

성

정부의 일반활동을
위한 예산

특수목적 지출을 위해 꼬리표가
있는 별도예산

특정자금을 갖고 특정목적에
재량적 운용

세

원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일반회계와 기금방식 혼합

부담금, 전입금 등 수입

관리 재량권

엄격 통제

엄격 통제

관리주체 재량권 20%
(금융성기금 30%)

‘18년 편성규모

248.8조원 (58.0%)

47.5조원 (30.9%)

132.6조원 (11.1%)

국방, 경제개발, 사회개발,
일반행정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사회보험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구

분

자료: 오건호. 2010,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p.34-38을 참조하여 작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특회계의 총 재원규모는 2010년 광특
회계로 개편하면서 타 회계사업이 이관되어 8천 억원이 순 증가한 이후 10조원 내외에
서 큰 변동이 없어 변동성이 낮은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정한 예산규모 하
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을 위한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표 3-23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연도

(단위: 조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액

5.5

5.9

6.8

7.8

9.1

9.9

10

9.4

10

9.4

10.4

10

9.8

9.9

생활

4.2

4.5

4.9

5.8

6.6

3.7

3.6

3.5

3.5

3.5

4.5

4.6

4.7

5.3

1.3

1.4

1.5

1.7

2.1

5.8

5.8

5.6

6.1

5.5

5.4

4.9

4.7

4.2

0.35

0.39 0.44 0.38 0.39

0.38

0.35 0.34 0.47 0.47

0.43

0.42

경제

세종/제주

자료: 신두섭. 201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과 특징, p.27을 바탕으로 추가보완.

특히 지특회계는 주세 전액, 개발부담금의 일정 부분 외에는 자체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타 이관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하나 전입재원과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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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구조

(단위: 억 원)

세입구조
소관

항목
합 계

세출구조
‘17 예산

소관

98,460

항목
합계 (446개 세부사업)

‘17 예산
98,460

기재부

주세

32,926

국토부

광역도로·철도 등 189개

24,292

국토부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3,926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14개

14,199

36,852

산자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24개

11,092

자체세원 소계
기재부

일반회계

29,217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등 8개

8,874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911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등 21개

8,214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10,434

환경부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16개

8,10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3,338

해수부

어업기반정비 등 23개

4,882

해수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09

산림청

산림휴양공간조성 등 10개

3,272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47

기타

이월액 등
전입재원 소계

3,452
61,608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13개

3,042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등 4개

2,781

중기청

산학협력기술개발 등 6개

2,616

기타

9개 기관 118개

7,096

주: 2017년 결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b.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및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참조하여 작성.

두 번째로, 전체사업의 예산편성 이슈 외에 5개 사업유형 중 국가적 전략과제로 추
진이 필요한 경제기반형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광역·지역 거점의 대규모 유휴시설
을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공간을 창출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도 국비 지원이 차별성
없이 소규모 예산만 배분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간 도시재생 선도사업
(2곳) 및 일반사업(5곳) 추진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이 상이함에도
모두 국비보조금 상한액(4년간 250억 원) 수준으로 신청하였고, 관문심사에 따라 삭
감·차등 지급됨에 따라 지자체 재원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의 국비 비중이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지방비, 부처 연
계사업비, 민간투자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여서, 공공이 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고 부동산 및 경기변동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24)
24)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일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된 통영시의 경우도 250억원 국비지원이 편성되었
으나,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과정의 조정과 글로벌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을 형성한다는 당초 목적
에 비해 마중물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소규모 재정지원의 문제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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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2014-2016)
구분
사업
구상
부지
주요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기타
예산
사업

선도사업(’14.5)
충북 청주
부산 동구

서울 노원도봉

일반지역(’16.4)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폐공장 부지를
내항, 문화자산
북항-부산역- 창동역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활용한
활용한
원도심을 연계한 지식산업단지 서대구역 복합
공예·문화산업
해양문화 거점
창조경제 지구 와 공연장 조성 환승센터 개발
지구
조성
15.72㎢
3.12㎢
982,839㎡
9.3㎢
3.9㎢
연초제조창
북항재개발
철도차량기지 도심 노후산단
항만, 철도역
창조지식센터
복합공연문화 비즈니스발전소
상상플랫폼
업무용호텔
환승센터
대기업 및
안경특화지구
해양복합단지
문화레저시설
민자호텔
연구기관 유치 기술창조발전소 복합역사 개발
2014~2018
2014~2018
2016~2021
2016~2021
2016~2021
3,114억
8,982억
7,365억
11,992.7억
5,667억
250억 (8.03%) 250억 (2.78%) 250억 (3.39%) 220억 (1.83%) 180억 (3.18%)
2,864억
8,732억
7,115억
11,772.7억
5,487억
문화업무시설
창업지원센터
창조지식센터
복합환승센터
근대문화길
기반시설확충
복합공연문화
보행통로
비즈니스 발전소 우회고가정비
중앙광장
도로 및 교량

창조문화센터 및
대전역세권
개발
3㎢
철도역, 도청사
복합환승센터
창조문화센터
아티언스 파크
2016~2021
17,124억
180억 (1.05%)
16,944억
복합환승센터
역사공원
국립철도박물관

경기 부천
특화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전시 기능
도입
1.2㎢
노후 공업지역
R&D센터
IoT혁신센터
공공주택
2016~2021
8,328억
200억 (2.4%)
8,128억
R&D센터
뫼비우스광장
MESSE거리

자료: 저자 작성.(해당 시·구의 도시재생 사업별 활성화계획과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도심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연면적 1.5~2만㎡ 기준) 1동
건립만 하더라도 300~400억 원이 소요되고,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정비
비용 집행실적 상 원단위가 30~171(만원/㎡ 또는 m)인 점을 감안할 때, 경제기반형의
마중물 예산 500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5억)은 물리적 시설 건립·정비에도 부족
할 수 있다.
표 3-26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원 실적 및 원단위
정비기반시설
합계
도로(㎡)
상하수도(m)
주차장(㎡)
공원(㎡)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어린이집(㎡)
노인정(㎡)
공동작업장(㎡)
기타(㎡)

1단계 (’01~’05)
사업비*
사업량
(십억 원)
1,687,404
428,252
119,520
171,260
30,873
188
2,471
18,074
-

1,600
1,283
143
92
36
17
4
7
19
-

(단위: 만원/㎡ 또는 m)

2단계 (’06~’13)
사업비*
사업량
(십억 원)
2,482,812
589,278
229,446
344,295
66,035
4,800
3,368
22,522
5,164
22,967

2,000
1,507
162
109
156
25
2
3
21
6
9

사업량
4,170,216
1,017,530
348,966
515,555
96,908
4,988
5,839
40,596
5,164
22,967

자료: 김성연. 2012, 도시재정비사업 감사 접근 방안, p.30을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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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사업비
(십억 원)

원단위
사업비

2,790
305
201
192
42
6
10
40
6
9

67
30
58
37
43
120
171
99
116
39

마지막으로, 뉴딜사업에서는 부처 연계사업을 위한 TF 조직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집행 예산과 실무조직 통합·연계 없이 별도의 조직만으로
과거에 비해 사업 연계성이 제고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왕건 외(2017)에 따르면
부처 협업사업은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묶어 공모·선정
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공모과정에서 각 부처 유사사업과 지원이 중복되거나 특정 도시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비효율 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림 3-21 |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처 연계사업 추진구조
부처 연계사업 공간적/시간적 연계 (계획)

부처 연계사업 분산 (실제)

자료: 이재우. 2017. 아주경제 2017 부동산정책포럼 발표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부처 연계사업을 위한 별도 협업 TF 이외에 ’19년도 사업
공모 시(’18.4) 연계사업(75개)에 대한 통합 설명자료를 함께 배포하였다. 다만 제공
된 정보에서는 선정 시 가점부여 등 구체적 방안없이 연계가능성만 언급한 사업이 다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의 물리적 운영공간을 뉴딜사업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많아 현재까지는 실질적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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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 도시재생 뉴딜 유관 부처 연계사업

(단위: 개, 억 원)

부처명

사업수

국비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7

458

환경부

10

1,944

중소벤처기업부

9

3,255

행정안전부

7

221

문화재정

6

907

고용노동부

6

1,409

- HW: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SW: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기타

20

12,799

- HW: 일반농산어촌(농림부), 항만재개발(해수부). 도시숲(신림청) 등
- SW: 온종일 돌봄체계(교육부), 공공육아나눔터(여가부) 등

합계

75

20,993

- HW: 문화특화지역,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 SW: 관광두레, 인문활동가 양성,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 HW: 생태하천 복원, 생태휴식공간, 물순환선도도시 등
- SW: 슬레이트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HW: 전통시장, 지식산업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
- SW: 특성화 시장, 청년상인, 소상공인, 융합창원 지원 등
- HW: 안전한 보행환경, 공공 유휴공간 활용 등
- SW: 마을기업,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등
- HW: 고도 역사문화도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등
- SW: 생생문화재, 등록문화재 사업 등

자료: 국토교통부. 2018.4.24. 관계부처 연계사업(75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지방정부 예산편성 실태 분석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부담(연 0.5조원)는, 현재
지자체간 재정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필요지역이 재정부담으로 사업참여
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8년 53.4%로 악화되고 있고, 현재 전국 227개의 기초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 이상이 재정자립도 20%미만인 상황이다. 도시규모 및 유형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는 57.4%이나 20만 미만 지역의 경우
21.94%로 지방재정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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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 도시유형 및 규모별 재정자립도 평균 값

(단위: %)

구 분

군지역

축소도시*

시지역

평 균

중소도시

17.89

18.47

33.90

21.94

대 도 시

-

28.23

57.93

57.36

17.89

21.66

56.99

52.35

평

균

주: 축소도시 20곳은 구형수 외(2016)의 연구결과를 참고.
자료: 통계청. 2018. e-지방지표, 재정자립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참조하여 작성.

뉴딜사업의 경우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매칭비율 5:5를 기본으로 하되 낙후지역의 경
우 6:4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해주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매칭사업비를 마련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일 외(2014)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
조율 6가지 유형 중 도시재생 사업은 국고보조비율이 가장 낮은 f(60% 이하)유형으로
분류되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 중 국가적 쇠퇴 극복,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은 국가·지역 공동 이해 사항이라 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여지도 있다.

표 3-29 | 정책 유형별 평균 국고보조율 제안
구분

주로 국가적 이해

국가지역 공동이해

주로 지역적 이해

의 무

a 유형: 95-100%

b 유형: 70-90%

c 유형: 50-70%

재 량

d 유형: 80-100%

e 유형: 50-70%

f 유형: 60% 이하

자료: 김태일 외. 2014.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분석, p.61.

이러한 전반적 실태 하에서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이에 따
른 지방정부 예산편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 쇠퇴기준 만으로 시가화구역 대부분을
쇠퇴지역으로 판정하고 쇠퇴지역 중 많은 부분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정구역)
으로 폭넓게 지정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한 중장기 예산편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16.11)에 의하면 관내 법정 기준상 쇠퇴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총 면적은 167.95㎢이며, 이중 향후 사업을 위해 활성화지역
으로 지정한 면적은 40.98㎢, 사업비는 총 4,195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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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재생권역

산업단지권
(쇠퇴지역 55㎢)

원도심권
(쇠퇴지역 33.74㎢)

계백로권
(쇠퇴지역 78.39㎢)

특별지역
(쇠퇴지역 0.82㎢)
합계
(쇠퇴지역 167.95㎢)

활성화지역

재생유형

면적

사업비

신탄진

근린재생 중심시자지형

4.56㎢

200억

회덕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1.77㎢

100억

대전산단

도시경제기반형

1.20㎢

500억

오정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1.95㎢

100억

중리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1.71㎢

100억

원도심지역

도시경제기반형

2.57㎢

1,200억

성남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1.22㎢

100억

가양자양

근린재생 일반형

3.19㎢

100억

대동

근린재생 일반형

0.81㎢

343억

판암용운

근린재생 일반형

1.42㎢

100억

중촌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2.78㎢

200억

부사석교

근린재생 일반형

2.64㎢

100억

대사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0.64㎢

100억

유천문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2.80㎢

200억

오류태평

근린재생 일반형

1.42㎢

100억

도마변동

근린재생 일반형

3.08㎢

220억

용문괴정

근린재생 일반형

2.58㎢

132억

가수원정림

근린재생 일반형

2.39㎢

100억

기성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1.43㎢

100억

유성시장

근린재생 일반형

0.82㎢

100억

도시경제기반형(2개),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2개), 근린재생
일반형(16개)

40.98㎢

4,195억

자료: 대전광역시. 2016.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pp.97-177.

사업예정 활성화지역을 전체 쇠퇴지역의 약 25% 수준으로 크게 잡은 것은 사업이
구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가상승 및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
상지역 면적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이에 기반한 자체재원 확보가 곤
란하다. 지정면적이 양적으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20개 중 10개 활성화지역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중심
으로 지정되어 기존 정비사업 방식과의 차별화 및 새로운 사업대상지 발굴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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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 기존 정비사업구역과 활성화지역 중복여부
기존 사업지구

사업유형

면적

사업기간

활성화지역 포함여부

대전역세권

재촉 중심지형

0.9㎢

’07-’25

원도심지역에 포함

신흥

재촉 주거지형

0.6㎢

’12-’20

판암용운지역에 일부 포함
대동지역에 인접

선화·용두

재촉 주거지형

0.7㎢

’07-’20

원도심지역에 인접

도마·변동

재촉 주거지형

2.2㎢

’07-’20

도마변동지역에 포함
용문괴정지역에 인접

유성시장

재촉 중심지형

0.3㎢

’08-’20

유성시장지역에 포함

도룡

재촉 주거지형

0.5㎢

’08-’20

-

신탄진

재촉 중심지형

0.4㎢

’07-’20

상서·평촌

재촉 중심지형

2.6㎢

’07-’20

대덕오정

재촉 주거지형

1.9㎢

’13년 해제

오정지역에 포함

대전산단

노후산단 재생

2.3㎢

’10~’20

대전산업단지지역에 포함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

0.1㎢

’07-’20

가양자양지역에 포함

연축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0.3㎢

GB해제 추진

회덕지역에 포함

신탄진지역에 포함

자료: 임병호. 2016. 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연구 p.43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주요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재구성.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광역지자체만 중기예산에 1,000억 원
소요금액을 반영하고 기초지자체는 도시재생 예산을 미반영하고 있다. 도시재생법 제3
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
33조25)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및 활성화지역이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기 선정(‘16.3)된 일반사업과 향후 도시재생뉴딜사
업을 구분하여 약 1,180억 원 예산소요를 반영하였으나 5개 기초자치단체는 중기 재정
계획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25)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조
제11항에 따라 중기계획에 미반영한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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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 대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도시재생 반영 내용
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명

총예산

지자체

지자체 매칭비율

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

360

180

50%

도시재생뉴딜사업

3,000

1,000

33.3%

대덕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예산 반영내역 없음

자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18~’22)을 참고하여 정리.

대전광역시가 최근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자치구 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경
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체 마중물 예산의 투입비율은 정부 50%, 광역 35%, 기초
15%로 조정26)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뉴딜시범사업(‘17.12)으로 4곳, 뉴딜사업
(‘18.8)으로 3곳이 이미 선정되었으므로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지
방재정중기계획에 우선 반영이 필요하다.

표 3-33 |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1)
지자체

뉴딜사업명

선정

유형

총액

정부(50%)

광역(30%)

기초(15%)

신탄진 (중앙)

’17.12

중심시가지

300억

150억

105억

45억

오정한남

’18.8

일반근린형

200억

100억

70억

30억

가오동

’17.12

주거지지원

100억

50억

35억

15억

대동

’18.8

우동살

99억

49.5억

34.65억

14.85억

중구

중촌동

’17.12

일반근린형

57.2억

28.6억

20억

8.6억

유성구

어은동

’17.12

우동살

100억

50억

35억

15억

도마도솔

’18.8

주거지지원

대덕구
동구

서구

합계 (’17 4곳, ’18 3곳)

100억

50억

35억

15억

956.2억

478.1억

334.65억

143.45억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사업 개요를 바탕으로 정리.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
정하지 않았던 곳이나 우선 순위가 낮았던 지역으로 나타나며, 광역지자체에서 모든
기초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도 발견된다. 기존 도시재생일반지역(’16.3)

26) 한국일보. 2018.9.5.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큰폭 낮춰”. (http://www.hankookilbo.com
/News/Read/201809051429085782)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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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된 대전원도심 지역은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계획을 수립(’16.11)하였으나,
2차례 뉴딜사업지 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한 6곳은 전략계획에 활성화지역으로
미지정된 곳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역지자체 선정 몫의
경우 기초지자체간 순번을 정해 약 10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일 정도로 재생전략계획의 우선순위와 광역지자체 선정지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형식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나눠 주기식 배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3-34 |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2)
사업명

선정

유형

지자체

면적

총사업비

국비

우선순위

중앙로 프로젝트

’16.3

경제기반형

동구, 중구

3㎢

17,124

180

1/20

중심시가지

대덕구

181,754

396

150

8/20

일반근린형

중구

145,427

243

28.6

15/20

주거지지원

동구

68,442

120

59.4

-

어은동 공유 플랫폼

우동살

유성구

37,000

100

50

-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일반근린형

대덕구

150,744

261.8

100

11/20

주거지지원

서구

100,000

770.7

100

7/20

우동살

동구

50,968

104.4

49.5

3/20

신탄진 상권활력
중촌 재생 날개 짓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란도란 도솔마을
대동 행복 예술촌

’17.12

’18.8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4) 지역주도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정부는 그간 중앙주도적 도시재생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선언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지방이양이 아닌 위
임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3)에 따르면 3대 추진전
략 중 하나로 주민과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지속·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22년까지 사업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단계적으
로 위임할 계획이나,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수준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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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 지역 주도의 뉴딜사업 단계별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a.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p.40.

하혜영(2017)에 따르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역 자치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가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국
가사무의 비중은 67.7%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3-35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비중
총 계
46,005 (100)

(단위: 건, %)

소계

국 가 사 무
국가사무

위임사무

31,161 (67.7)

30,143 (65.5)

1,018 (2.2)

지 방 사 무
소 계

광역사무

기초사무

위임사무

14,844 (32.3)

7,587 (16.5)

7,137 (15.5)

120 (0.26)

주: 조사대상 4,003개 법령 기준 (2013.8.31. 기준).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하혜영. 2017.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과 과제. p.2에서 재인용).

최창호(2007)에 따르면 중앙정부 위임사무는 실질적인 사무수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에도 조례제정에 제약을 받고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
생 뉴딜사업도 단순 사무위임을 넘어서 단계적인 권한이양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소규모 및 파급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이 많아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나, 도시재생사업 예산 중 생활기반계정의 비중이 미미하여 지역주도 사
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권영섭 외(2017)에 따르면 과거 약 10여년간
지특회계 예산 총 규모는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지역의 실질적 재원인 지역자율계정 예
산은 2005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지특회계 내 자율계정의 비중이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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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3.2%로 감소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4,638억 원도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1,605억 원, 경제발전계정 3,033억 원으
로 편성되어, 포괄보조금 성격의 생활기반계정의 비중이 더 낮은 구조이다.
표 3-36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규모 및 추이
구분

(단위: 십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5,493 5,907 6,793 7,838 9,077 9,862 9,853 9,408 9,973 9,361 10,423 9,974 9,822 9,889
생활 4,206 4,513 4,911 5,768 6,567 3,692 3,633 3,471 3,474 3,477 4,528 4,590 4,665 5,264
비중 76.57 76.40 72.30 73.59 72.35 37.44 36.87 36.89 34.83 37.14 43.44 46.02 47.50 53.23
경제 1,287 1,394 1,534 1,677 2,067 5,791 5,825 5,554 6,145 5,540 5,422 4,918 4,729 4,203
제주

-

-

348

393

443

378

394

384

354

344

370

362

326

322

세종

-

-

-

-

-

-

-

-

-

-

102

104

103

100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각년도.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이원섭 외(2015)에 의하면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과거 산업·SOC 중심에서 최근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근린
재생형 사업은 파급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고 부처간 연계가 적어 지역자율계정 예산 추
진이 합당하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근린형
사업은 여전히 경제발전계정에 편성되어 지자체 자율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포괄보조금 성격의 생활기반계정의 비중확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실제 포괄보조금
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재편이 필요하다. 2010년 광특회계로 개편하면서 200여개 세부
사업을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27)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성장촉진·특수지역·일반
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4대 기초생활권28) 사업으로 통폐합하였다. 이중 우리동
네살리기를 포함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감안하여 공모선정 후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낮은 방식이다.
27) 2009년 광특회계로 전환 시 국가균형발전법 제40조에서 ‘포괄보조금’ 명시(김현아, 2017).
28) 기초생활권은 국토를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적 지원하는 구조에
기반한 단위(권영섭 외,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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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 광역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개편내용

자료: 송미령. 2009. 기초 생활권 정책에 따른 쟁점과 과제 p.11.

이론적으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의 중간
영역으로 유사한 사업내역을 공통의 사업군으로 묶고 사업군 내에서는 내역에 대한 자치
단체의 선택권을 허용한다(신두섭, 2013). 그러나 4대 기초생활권별 사업은 금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처연계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신규사업은 부처가 직접편
성할 수 있는 경제발전계정으로 이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며29)
지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표 3-37 | 지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 추이
구 분

생활
기반

경제
발전

(단위: 십억 원)

소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시활력증진지역

국토부

102

96

96

109

103

104

145

145

161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214

220

220

220

209

209

209

209

209

농산어촌지역

농림부

958

910

910

898

853

850

849

849

856

특수상황지역

행안부

191

197

199

199

187

187

187

187

188

지역행복생활권

농림부

-

-

-

-

65

65

65

65

33

새뜰마을

농림,국토

-

-

-

-

-

70

80

90

91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

-

-

-

-

-

-

-

303

자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2010-2018. 예산안.

29) 다만 김현아(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포괄보조사업 내에서는 부처 간 비중 변화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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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선정권한 이양만이 충분
조건이 아니며 지역 주도적 책임성 있는 기획·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나, 여전히 공공
조직의 전문·안정성 확보와 실질적 주민 참여 의제 마련 등은 취약하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17.10)에 의하면 중앙권한의 이양, 재정분권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
의 자치역량 제고 등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도시재생법에서도 기초
지자체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행정
기관과 주민 사이에 업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 순
환보직으로 인해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타 센터와 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부재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황규홍. 2017). 특히 지역 주도 도시
재생의 근간인 주민참여형 지역이슈 발굴과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주민 참
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의제설정 및 결론을 주도
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그림 3-24 |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의 자치역량 제고 전략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자치분권 로드맵. (https://www.mois.go.kr/localselfgov/s01.html) 2018. 12. 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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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 2조원
규모 예산은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확보가 불명확하다. 공기업 투자를 제외한 공적재원
의 조성(편성) 및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중물 예산 및 주도기금은 안정적인 확보
와 부처 연계사업까지 통합적인 운영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비는 4,63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정부재정 압박이 증가되고 단기적인 성과창출이 어려울 경우
8,000억 원 수준까지 추가 확보보다는 삭감될 우려도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온
전한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 사업의 장소중심적 연계가 필요하며 최근 다양한 사업 발굴
을 통한 통합정보 및 별도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추진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분절적 추진이 우려된다.
증가하는 국비 보조금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40~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추진이 시급하나 재정자립도가 20%에 수준의 지자체(대부분 축소도시 및 중
소도시)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재원 부담 여력이 없어 소외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
다. 또한 대전광역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략계획,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실제 사업
선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하에서 중기재정
계획을 미반영하고 있고 사업대상지 및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나눠주기식 배분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선정 및 예산배분 방식과 지역의 추진여건을 분석한 결과, 중
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고 지방정부도 이양 받을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국비 중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의 편성 비율이 낮고 뉴딜 로드맵의 향후
5년간 단계적 추진계획도 적극적 이양이 아닌 위임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
를 넘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나 자치단체장의 의지, 담당공무원의 역량, 주민
의 참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광역·지역적 거점 육성을 위
한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마중물 예산의 소규모·경직적 제약으로 인해 지
자체 부담 증가와 사업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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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 관련 시사점
광역시·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및 자율적 협의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위한 네트워크는 인접 기초지자체 간 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정 및 관리
권한은 자율적으로 구성되거나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 사이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개별적으로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현재 유명무실
화 된 전략계획의 공동수립을 장려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컴팩트하게 조성된 거점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집중 및 도로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공간 및 네트워크
구조는 형태적으로 다중심적이면서 기능적으로는 고차서비스가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흐름이 집중되는 기능적 단핵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통행흐름과 같은
네트워크는 파생수요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거점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흐름들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선도로망 및 철도망의 개선·확충을 통해 거점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략계획 수립 시, 특히 지역 내
커뮤니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교통망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비전 및 성장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개별
시군구가 전체 커뮤니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전
체의 비전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정치적 합의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을
위한 거점을 확보할 경우 지자체 간 기능유치를 위한 경쟁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 인근의 지역거점형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 체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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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주변흐름을 모으기 쉬운 지역이 지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
시 지방 광역시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 인근의 중소도시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광역시 인근의 중소도시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끌어오는 규모
차용(borrowed size)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역권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최종적으로 거점·지구형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환경 개선 및 도심공동
화 방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쇠퇴한 고용중심지
를 우선 사업지역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소도시로 이어
지는 인구기준의 계층화된 모식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의 탐색 및 효율적인
재생추진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

2) 도시 쇠퇴 대응 관련 시사점
국가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쇠퇴 심각지역에 대한 긴급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의 지상 목표와 기대효과가 국가적 쇠퇴 관리로 규정
된 상황에서, 국가 주도적 쇠퇴 심각지역의 물리적 노후 환경 개선 방안이 시급히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쇠퇴 진단지표 중 ‘사업체수’ 항목이 ‘종사자수’로 변경이 임박한 상
황에서 국가적 쇠퇴 수준이 ’16년 기준으로 당초 평가된 65.9% 심각한 69.4%에 달
하고 있어, 쇠퇴 심각지역에 대한 우선 관리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국가가 직접 개입
할 필요가 있다. 쇠퇴 제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물리적 노후 개선으로 판단되
는데, 쇠퇴 심각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쇠퇴 심각지역의 국가 지원 규모 및 방식을 통합·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사
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쇠퇴 심각지역 규모가 그간 사업규모의 약 1.9배 수준이고 상
당수가 인구 20만 미만 도시·군지역에 분포하는 만큼, 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해서 집약
추진하고 국비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지자체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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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사업 중 쇠퇴 심각지역 대응 성격에 부합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만으로는 5년
간 약 100개 남짓의 읍·면·동 개선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뜰마을사업과의 통
합을 통한 쇠퇴 심각지역 집중 대응 사업을 연 200여개 읍·면·동까지 확대·추진하고,
국비 지원 규모도 새뜰마을사업과 유사한 70~80% 수준까지 확대하여 재정 여력이 없
는 중소도시·군 지역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 관련 시사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공적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사
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민간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국비, 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기금 등 공적재원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원조
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국비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선 반영, 단기
적·정량적 사업평가 방식 개선, 예산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월시스템 등의 예산
편성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 쇠퇴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전체적으로 상향하거나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고, 포괄보조금 사업할당제
(set-aside)30)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부처 연계사업은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실제
연계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범부처적 통합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및
사업 총괄 실무기관·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사업성이 낮은 필요
지역에도 출자 및 저리융자 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수요예
측과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실질적 지역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맞춤형
재생계획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도 추진전략이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이양방안이 필요하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지역 밀착 및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부처 협업이

30) 포괄보조방식을 확대할 경우 투표율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선거와 지자체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쇠퇴 심각지역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으나, “포괄보조금 중 최소금액 이상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제도(set-aside)”를 추가 마련하는 것으로 완화 가능(박제성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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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제기반·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제외하고, 근린재생형 사업들은 예산편성의 자
율성과 선정권한을 본격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지
원형·일반근린형 사업도 포괄보조를 위한 지역자율계정에 편성하여 쇠퇴·기초생활인
프라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광역시도에 예산 총액배분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경제기반형사업은 국가적인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지역을
거점으로 재생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마중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
토를 통해 유연한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고, 계획계약과 지역발전투자협약과 등 지역의
자산과 역량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협약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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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해외 정책·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핵심전략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거점·도시권은 일본의 컴팩트-네트워크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였
다. 쇠퇴지역은 미국의 근린지역 재생프로그램(NRI)과 연방정부 협업지원 정책사업으로 SC2사례
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 관련해서 과 영국의 LEP(중앙)와 도시권(지방) 간 협약제도와
프랑스의 중앙정부 광역정부간 계획계약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리하였다.

1. 거점 및 도시권 구축 정책·사례 분석
1) 일본의 전략적 도시재생 추진 사례: 컴팩트-네트워크 구조의 국가 전략화
(1) 컴팩트-네트워크 추진 배경
그림 4-1 | 일본 출생률 시나리오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 国土交通省. 2017. ｢都市計画に関する現況と課題社会資本整備審議会第1回都市計画基本問題小委員会の配布資料｣ (이삼수
외. 2017. 도시재생 2.0 시대의 정책 대응방안 연구. p.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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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는 이미 2010년을 12,80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심재승,
2014), 합계출생률이 1.35를 유지하는 경우 총인구가 2050년 1억 명 미만, 2100년에
는 5천만 명 미만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어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된다(이삼수
외, 2017).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저밀도 시가지가 발생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
리 비용 증가 및 의료, 상업 등 생활서비스 및 공공교통 서비스의 악화로 다시 해당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이삼수 외, 2017).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창생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컴팩트-네트워
크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7차 국토계획인 국토형성계획에서
도 ‘대류 촉진형 국토’라는 계획목표와 이를 위해 ‘컴팩트+네트워크 국토구조 형성’을
제시하였다. 농산어촌 등 소규모 지역에는 ‘작은 거점’을, 중소도시에는 컴팩트 시티를
구축하여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농산어촌과 연결하는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여 지
방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토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변필성 외, 2016).
그림 4-2 | 도시규모별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의 이미지
① 중소도시의 컴팩트시티

② 농산어촌의 작은 거점

③ 연계중추도시권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자료: 国土交通省. 2015. 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概要). p.3.

일본의 도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농산어촌의 컴팩트화를 추구한다. 인구감소
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주지역과 각종 서비스 및 기능을 제공하는 상업·업무지역 간 거
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주민의 삶의 질이 감소할 만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컴팩트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은 네트워크화다.
네트워크화는 단순히 컴팩트화를 위해 거점을 육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거점들과 주
변지역, 도시와 도시를 연계하여 권역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각 거점
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모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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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및 후보지역
일본 도시재생의 기본 틀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을 기반으로
내각 회의를 통해 결정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한 세 가지 기본 축을 중심으로 한다.
첫 번째 축은 “민간의 활력중심”이며, 두 번째 축은 “관민의 공공공익시설 정비”, 마지
막으로는 “토지이용유도 등에 관한 컴팩트시티”로 구성되어 있다(이삼수 외, 2017).
그림 4-3 | 일본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한 3가지 추진 과제

자료: 일본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 (2018년 6월 22일 접속)

일본 도시재생에서 컴팩트+네트워크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첫 번째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및 후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민간의 활력중심 도시재생사
업은 정령(政令)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사업을 기본으로 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特定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지역정비방침(地域整備方針)
을 수립하고, 관민이 함께 조직하는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都市再生緊急整備協議
会)를 운영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완화나
도로상공에의 건축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지구(都市再生特別地区), 도시계획
제안제도(都市計画提案制度),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인허가 신속화 등으로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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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등의 특례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도시
재생사업계획(民間都市再生事業計画)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의 경우에는 세제특례, 금융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특정지역에만 해당되
는 정비계획(整備計画)을 수립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재생안전확보계획
(都市再生安全確保計画)을 운영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민간의 활력을 이용
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해서 지방 대학,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등
지역 핵심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도시의 활기 창출과 인재의 확보, 기업하기 쉬운
환경 정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배려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国
土交通省, 2015).

그림 4-4 | 도시재생긴급정비역의 후보지역 제도 구조

자료: 일본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 (2018년 6월 22일 접속). 참조하여 정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향 등을 근거로 지역창생추진사무국에서는‘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의 후보지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후보지역 제도 운
영을 통해 후보지역을 미리 공고함으로써 민간부문에 개발 준비를 위한 신호를 제공하
여, 조기에 민간 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추진일정 등 미래계획 공유, 안건 형성 등을
통해 도시 재생의 질 향상과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학계, 기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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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産·學·官·金) 연계의 장(준비위원회, 準備協議会)” 등의 거버넌스 구성과 도시재
생긴급정비지역 후보지역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 제도의 비전과 사업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 계획안
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였다.
한편 도쿄 집중현상의 과도화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지방의 중심도시
들에 대한 질 높은 도시재생투자 전략으로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미래투자전략(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成長戦
略), 2017), 경제재정에 관한 기본방침(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소위 骨太方
針. 2017), 마을·사람·일 종합전략 개정(まちひとしごと総合戦略2017改定, 2017)
등 관련 정책 및 전략 제·개정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관련 상위계획과
의 일관성이 지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都市再生本部,
2018).

그림 4-5 | 시각화 플랫폼 i-도시재생 구현 모습

메쉬 데이터에 의한 가시화
(대중 교통 이용 지역과 야간 인구 분포)

VR 기술을 활용한 표현
(오이타시 중심 시가지)

자료: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i-都市再生｣の推進. 2017. 7. p.7

일본에서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후보지역 제도와 i-도시재생사업 제도와의 연계
시행을 통해 후보지역의 조직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투자액의 10% 수준을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FinTech)를 이용한 도시재생펀드의 형태로 조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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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7).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i-도시
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 촉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을 위
한 사회적 합의형성 및 투자환경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긴급정비지
역의 재생사업의 KPI(Key Performance Index)의 설정·평가·검증 등을 가능케 한다
(都市再生本部, 2018). VR기술이나 지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에 대한 공
간적, 수치적 효과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oogle Earth 기반으로 시각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공간관리를 위한 모듈과 도시
수지분석을 위한 모듈 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기반의
교통, 환경, 재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결합된 형
태로 제공하고 있다.

(3) 국제경쟁거점도시정비사업
두 번째 전략사업으로는 지방창생 사업과 연계한 국제경쟁거점도시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3대 대도시권을 제외한 창생종합전략(마을·사
람·일 창생종합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 경제의 핵심 도시 등에서 고품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세계적 도시로 재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김재호, 2017). 이
와 관련해 국가전략특구 등의 규제 개혁과 연동시키면서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고, 고
도의 복합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 높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세제특례·금융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정비계획 수립 및 사회자본 정비총합교부금제도, 도시이익증진협정 등이 추진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의 조성, 그리고 미래기술형 일
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17). 특히 2017년 시행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AI, IoT 등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을
사회 구현을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형성을 목
표로 SDGs의 목표와 기후 변화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첨단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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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都市再生本部, 2018) 또한 미래 기술과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혁신
적인 연구 개발 추진 프로그램(ImPACT) 등 지역창생과 관련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하여 우수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都市再生本部, 2018).
국제경쟁거점도시정비사업(国際競争拠点都市整備事業)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2
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1)을 범위
로 하여, 주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제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방재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 투자 확보,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물류유
통의 거점 기능 확보 등의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 이 제도는 2011년도에 설립하여 국
제적 경쟁의 거점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해당사업으로 선정
된 사업지구는 9개 지역이다2).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자는 지방 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또는 법률에 근거하는 협의회 등이며, 신칸센 주변 도시
에 7,000만 명 규모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도시
기반 인프라(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등)의 정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국제경쟁거점도
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4) 입지적정화계획
컴팩트+네트워크와 관련된 세 번째 전략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입지적정화계획
및 교통재편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밀도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거점을
형성하여 인구 및 기능을 집중(compact)하고 거점 간 연계(network)를 확대하는 정책으
로(김상조 외. 2018), 생활방식 및 공공시설은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컴팩트화하고 교
통계획은 교통재편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네트워크화하는 개념이다(성은영 외. 2015).

1) 해당 사업에 의한 특례사항은 ①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및 시행의 원스톱화, ②도로상부 공간 이용 규제의 완화,
③민간도시재생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의 신속화, ④세제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할증분의 감액, 등록면허세 인하,
부동산취득세 공제, 개인자산세 공제 등임.
2)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kinkyuseibi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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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일본의 컴팩트-네트워크 체계 구축 관련 도시계획 추진 개념 요약
개념
Compact

Network

정책 지원

주요 추진 개념
･ (거주 유도) 인구밀도와 서비스 유지
･ (도시기능 유도) 의료·복지·보육·상업 등 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
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
･ 구역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망 형성 및 정시성 확보, 구역내 보행/자전거 접근·편의성
확보 등
･ 유도시설 입지 세제 혜택, 계획 인센티브, 구획 정리, 주차장·교통시설정비(사회자본정비종합교
부금), 공유재산 활용·재배치 등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은 2014년 의료·복지·상업 등의 생활서비스기능과 주거기능을 집약하여 컴팩트
한 도시만들기를 지향하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都市再生特別
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시행 중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도시재생특별조치
법,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
る法律)을 개정하고,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포함하되 지역공공교통
재편실시계획과 연계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그림 4-6 | 입지적정화계획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이미지

자료: 国土交通省.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 (국토연구원. 2017.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검토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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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정촌은 도시계획구역에서 거주기능과 의료·복지·상업 등 도시 시설의 입지,
대중교통 확충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 수립이 가능하
다. 입지적정화계획은 먼저, 도시계획, 경관계획 제안제도와 관련 있는 거주유도구역
(居住誘導区域)설정이 가능하며, 기능 유도를 위해 도시기능유도구역(都市機能誘導区
域) 설정이 가능하다(권규상 외, 2018). 또한 특정용도유도지구(特定用途誘導地区)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民間誘導施設等整備事業計
画) 수립을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 입지적정화계획은 일정이상의
주택건축 등 신고(一定以上の住宅建築等届出), 거주조정지역(居住調整地域) 설정, 적
지 등 관리협정(跡地等管理協定) 등의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입지적정화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
울러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구역3)에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고, 거주유도구역 내부에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지정한다. 시가화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거주
조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3호 이상의 주택건설목적의 개발행
위는 개발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 유도시설을 설
치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입지적정화계획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압축적 토지이용과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산 중인데, 기존 도시계획의 용도규제처럼 입지
가능, 불가라는 이분법적 틀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집약적 설치를 위해 입지를 유도한
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수립주체는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며 현은 국토교통성의 의
견을 시정촌에 통보하고 계획수립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다. 2018년 현
재 1,741개 시정촌 중 407개 지자체에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 중에 있
다(国土交通省, 2018). 단 이를 실현하기 위에서는 유도구역 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을 설득하고, 유도를 위한 재원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며, 광역적인 차원에서 입지
적정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계열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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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중추거점도시권
네 번째 주요 전략은 지방중추거점도시권 구상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중추거점도
시권 구상’을 발표하고, 광역연계형 컴팩트 도시와 작은 거점 조성, 향토집락생활권
등을 연계하여 지방 거점 중심 컴팩트화 및 네트워크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컴팩트 도시형 거점 조성과 거점 간 또는 거점과 주변 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도시권
과 같은 광역 단위 이상의 공간 스케일을 전제하고 있다(변필성 외, 2016). 이는 일본
이 컴팩트 거점 조성 및 육성을 추구 할 뿐만 아니라 고차 서비스 기능 유지에 요구되
는 임계규모 달성을 위해 광역 연계형 컴팩트 도시 육성도 주목하고 있는 전략적 단면
을 보여준다. 특히 컴팩트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점에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보다 ‘거점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더 중요하게 주목한다(변필
성 외, 2016). 일본은 2012년 ‘에코마을법’ 시행, 2013년 ‘컴팩트시티 형성 지원 사
업’ 예산 마련 등으로 시·정·촌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컴팩트화를 위한 거점을 지정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시정촌 내 다수의 거점을 양산하고 공간적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권규상 외, 2018).
상기 전략들을 종합해 보면‘지방중추거점도시권 구상’은 도시권 차원에서 중심 도시
를 육성하고 주변배후지와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방거점들을 통합시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체계로 보면 계층상 일본 3대 도시권 내의
대도시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지방중추거점도시와 그 이하의 시정촌간에 도시권
을 형성하는 점에서 네트워크화 된 계층을 토대로 기능분담 등 지역 간 연계를 추구한
다. 현재 후속으로 지방중추거점도시권(총무성), 도차지방도시연합(국토교통성), 도
시고용권(경제산업성)등을 설정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15개 중추도시권이 중추
도시선언 후 도시비전을 선포하였다(김선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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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주자립권구상
마지막으로 정주자립권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들 수 있다.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
은 중심지와 주변 시정촌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인구 정주를 위해 필요한 생활 기능
및 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이자성, 2010). 정주자립권구상 전략은
일본의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입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4월부터 중심도시와 주변시정촌의 협정을 통해 역할분담 하에 상승
발전 가능한 지역진흥시책으로 총무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이현우,
2014). 일정 요건4)을 충족한 중심시가 ‘중심시 선언’을 통해 권역의 정주자립권 형성
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면, 주변 시정촌과 1대1로 세부시책을
협의 후 협정을 체결하고 정주자립권공생비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이다.

그림 4-7 |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도

자료: 이자성. 2010. 일본 정주자립권 구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남정책 Brief. p.8.

4) 인구 5만 명 이상, 주야간 인구비율 1 이상, 3대 도시권 이외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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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립권을 형성한 중심시 및 시정촌은 총무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
는다. 중심시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8,500만엔 수준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인근의
시정촌들은 최대 연간 1,500만엔의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総務省, 2017). 추가
적으로 인프라 정비 및 외부 인재유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
업은 대체로 중심시와 인근 시정촌 간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 의료 접근성 강화
등에 활용된다(권규상 외, 2018).

2.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정책·사례 분석
1) 미국의 전략적 도시재생 추진 사례: 쇠퇴 근린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
(1) 쇠퇴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의 배경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지역개발은 법적으로 주단위 정책(the mandate of the state
government)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연방국가의 개입은 미미했고(김현아, 2014), 연방
정부의 지역개발 지원정책은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도시개발부), EDA(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경제발전지원단),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무부) 등을 통해 SOC 사업에 보
조금을 지급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하는 정도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보조
금인 CDBG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약 20%가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도 낮
은 편이다. 김용창(2012)에 따르면,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정부지원
방식보다는 시장자유주의 운영 원칙에 따른 민관협력 방식을 선호하며, 공공-민간부
분의 파트너십(PPP)이 가장 선호하는 개발방식이다(Levine, 1989; Salsich, 2006).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부 근린 커뮤니티와 중소도시의 쇠퇴문제에 대한 연
방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국가 어젠다로 떠올랐다. 미국
시장협의회(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가 2000년 232개 주요 도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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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도시에만 21,000개의 쇠퇴부지(Brown field)가 있으며, 추
정기관에 따라 전국에 45만~100만개의 재생대상 부지가 있다고 분석하였다(김용창,
2012). Drabenstott(2006)는 지역쇠퇴 및 경제발전에 연방정부가 주심(referee) 정
도의 역할만 수행했으나 이를 넘어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고, 이에 오바마 정부는 2011년 미국 내 도시 황폐화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방과
지역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추진하였다(김현아, 2014).

(2) 쇠퇴 근린에 대한 국가의 통합·포괄적 지원 : NRI(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5)
2010~2011년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9월부터 NRI 사업을 통해 빈곤하고 쇠
퇴한 근린 커뮤니티를 지방정부·사업·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쇠퇴
근린들의 삶의 질 여건 개선에 주력했다.6) 근린재생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략이며, 연방정부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NRI는 백악관 주도의 장소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하나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 커뮤니티에 재생사업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
한다. 각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력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필요 재원7)을 조
달하고 있으며, 장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8). 구체적으로 5개
의 연방정부 내 유관 부처들이 교육 접근성, 일자리 및 경제적 활력 제고, 보건 접근
5) 본 연구에서 서술한 NRI의 사례 중 주요 이슈와 일부 내용은 김항집(2015)에서 서술한 내용에 기초를 두고
미국 Wite House와 HUD의 웹사이트 및 보고서를 통해 최신 내용으로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의
경우 각 단락을 중심으로 세부 인용표기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NRI라는 사례를 소개하는 세부 연구의
특성상 포괄 또는 반복적 차원에서 맥락·내용적 인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6) The White Hous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Grants to Support Community
Development. 2011.7.5 보도자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7/05/obama
-administration-announces-new-grants-support-community-development, 접속일자 2018.10.23)
7)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Fund
8) White House NP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A Place-Based Federal Approach to
Addressing Concentrated Poverty. 2012.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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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로 안전, 부담가능하고 질 좋은 주거 등에 지원을 하며9), 빈곤이 집중된 근린지
역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개선, 범죄 예방 등을 통한 커뮤니티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협의체는 DPC(White House
Domestic Policy Council), WHOUA(White House Office of Urban Affairs), HUD,
ED(Department of Education), DOJ(Department of Justice),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reaury(Department of Treasury) 등 여러 부처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각 근린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는다.10)
NRI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근린 자산
(neighborhood assets)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1). 첫째, 교육 및 발
달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전반적 측면에서 성공하기 위해 교육 기
관, 조기학습센터, 보건자원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고용, 거래, 판매 등과 관련한 노동인력, 소매점 등 상업 자산에 대한 지
원, 셋째, 공원, 오픈스페이스, 커뮤니티 가든, 예술 단체 등 레크리에이션 자산에 대
한 지원을 통해 근린지역에서 일과 교육 외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주택,
상업용 건물, 도로 등 건조 환경 및 물리적 기반시설과 관련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
원과 마지막으로 다섯째, 공공 안전,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자산에 대해 지역 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NRI는 학제 간 협력적(interdisciplinary), 지역주도적(locally-led),
데이터 및 결과 중심적(data and results-driven), 장소기반의(place-based) 유연한
계획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린지역들에서 진행되는 Promise Neighborhoods(PN),
Choice Neighborhoods(CN) 및 기타 중요한 장소기반형 프로그램, 유연한 근린재생
보조금(Neighborhood Revitalization Grants) 제공, Building Neighborhood Capacity
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통한 근린지역의 역량과 자산 구축,
9) 전게서, p.4.
10) White House. Building Neighborhoods of Opportunity-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Report. 2011. p.3.
11) 전게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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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RI 보고서를 통해 전도유망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연방기금과 다른 기금들을
함께 엮을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 종합적인 근린재생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12).
NRI 사업 대상지는 빈곤지역으로 근린지역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의 빈곤가족을 위한 직업 알선, 평생교육, 주택지원 등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특히, 쇠퇴지역의 재생사업을 단순히 노후한 주택의 정비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극심한 빈곤, 높은 실업률, 빈번한 범죄, 열악한 보건·위생, 돌봄서비스 부족
및 열악한 교육여건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쇠퇴 근린지역의 도시문제를 개선
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항집, 2015). 따라서 NRI는 연방정부의 5개
부처별로 사업영역을 정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부가 예산지
원부서로 참여하며, 전체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부처 간 정책조율은 백악관 국내정책
위원회(DPC)와 백악관 도시정책국(WHOUA)에서 담당한다(김항집, 2015).
NRI의 주요 추진사업13)으로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추진하는 CN사업은 공공
및 지원주택(public or assisted housing)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물리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혼합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2 | Choice Neighborhood의 세 가지 주요 목표: 주택, 사람, 근린지역
주택

사람

근린지역

다양한 소득자들의 혼합 (mixed-income)

교육

에너지 효율성
물리적·재정적 실행가능성

건강과 안전
고용

다양한 소득자들의 혼합
커뮤니티 자산 증진

일대일의 교체 요건 준수
(One-for-one replacement requirement)

원주민의 귀환권

교통 및 소매점

(Right of return )

자료: White House NR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2012. p.9를 참조하여 정리.

교육부(ED)에서 추진하는 PN사업은 낙후된 근린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교육 프로그
12) 전게서, p.3
13) White House NR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A Place-Based Federal Approach to
Addressing Concentrated Poverty,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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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근린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 또한 법무부(DOJ)에서 추진하는 Byrne Criminal Justice Innovation(BCJI) 사
업은 폭력·마약·범죄조직 활동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찰청 등 집행기관과 및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그림 4-8 |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핵심 프로그램

자료: White House NR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2012.

그 밖에 보건복지부(HHS)가 추진하는 Community Health Centers(CHC)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를 보급한다. HHS와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The Behavioral Health Community
Initiative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낙후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예방, 관리,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Building Neighborhood Capacity Program(BNCP)는 앞서 언급한 5개의 NRI 관련
기관과 주요 파트너들이 자원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교육, 고
용, 안전, 주택 등 주요 영역에서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RI와
같은 포괄적 전략 추진 시에는 자금의 융통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보다 혁신적인
자금조달 전략이 중요하며, 따라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린재생 자금조달을 위해
많은 이니셔티브들은 종합적 계획 내에서 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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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공 자금 흐름을 통합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는 HUD와 주 정부의 주택 및 교통 관련 부서(state departments
of housing and transportation) 및 시 정부의 주택 부서(city departments of
housing)의 자금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근린지역의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는 ED와 주 정부 및 시 정부의 교육관련 부서들의 기금들을 통합할 수 있다. 또한,
공적 자금의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해야하며, 이 때 재단과 비영리단체들이 근린지역의 재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자금 제공자이나, 성공한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은 지역대학, 은행 및 사업체
등으로부터 통합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
NRI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각 부처별 사업
이 별개로 추진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대한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방
식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력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원14)을 조달하고 있으며, 장소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
은 쇠퇴문제를 겪고 있는 근린지역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
화하도록 중앙부처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근린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자신의 지역
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CN사업과 BCJI사업을 패키지로 신청하거나 PN사업
과 CHC사업을 묶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린지역의 원인과 특성에 맞게 중앙부처의
정책 및 사업을 탄력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김항집, 2015). 근린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각 중앙부처가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과정을 공유하여 각 사업이 근
린지역 재생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도록 근린지역 사업시행 주체에게 협력적 계
획(Collaborative Planning)을 권고하며,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근린재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김항집, 2015). 특히,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우선 계획 수립비(Planning Grant)가 먼저 지원되고, 민관파트너십에 의해
수립된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 시행비(Implementation Grant)를 연차적으로 지원
한다(김항집, 2015).
14)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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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NRI 사업 예산 예시
구분

회계연도

BCJI

FY12

CN

FYs 10&11

FY11

내용
- 1,500만 달러 책정
- 교육 및 기술지원(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100만 달러
- 계획 및 시행보조금(planning and implementation grants): 600만 달러
(3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 6개 선정)
- 개선 보조금(enhancement grants): 540만 달러
(3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60만 달러, 9개 선정)

- 시행보조금: 5개 선정, 최대 3,050만 달러, 총 1억 2,270만 달러
- 계획보조금: 30개 선정, 최대 30만 달러, 총760만 달러

- 시행보조금: 5개, 최대 5년일 경우 최대 3천만 달러,
총 2,150만 달러(2011년까지의 추진비용만)

PN
FYs 10&11

- 계획보조금: 36개, 최대 50만 달러, 2010&2011년까지 1,700만 달러

자료: White House NR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2012. 참조하여 저자 정리.

백악관에서 발행한 NRI 보고서15)에 따르면 NRI를 적용한 우수 사례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근린재생 전략의 5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와 리더십은
커뮤니티의 종합적인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촉진하고 유지한다. 둘째, 전략적이고 책
임감 있는 파트너십은 지속적인 변화를 발생시킨다. 셋째, 데이터에 의해 지원되는 결
과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갖게 하며, 공통의 데이터세트(dataset)로 진
행상황을 진단할 수 있게 해 준다. 넷째, 조직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투자하
는 것은 각 조직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통합적인 타겟
임팩트(target impact) 전략에 따라 자원들을 배치함으로써 근린지역의 문제점들을 감
소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활동들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15) White House. Building Neighborhoods of Opportunity-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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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커뮤니티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

자료: White House NRI.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itiative. 2012.

(3) 긴급 쇠퇴도시 재건에 대한 국가적 직접 지원 :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사업은 NRI와 별개로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소도시의 도시재건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
하는 사업이다16).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겪은 뉴올리언스시,
파산을 신청한 디트로이트시 등을 포함한 7개 도시 내 주요 근린공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시행하였고, 토지이용 압축화, 공휴지 및 도심 재개발, 인적자원 투자, 경제성장
및 커뮤니티 개발 협력,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도시재건을 지원한다.

16) White House Council. 2017.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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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지원 도시들의 위치 및 사업유형

자료: White House Council on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2017. Final Report. Washington D.C.

SC2 사업은 각 도시의 특성 및 직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 접근법에 따른 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및 근린단위의 재건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SC2는 연방정부
의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향식으로 진행하는 기존의 사업들과는 달리, 연방-지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기술지원 및 투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각 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SC2 계획 당시, 연방정부 리더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연방정부 역량강화 계획을 실
행할만한 충분한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막대한 연
방 보조금이나 정교한 연방정부의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지원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SC2
리더들은 연방정부의 자원과 직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을 도울 수 있는 새
로운 모델 및 접근방식을 고안하였다. 이에 SC2에 관한 백악관 위원회(White House
Council)를 설립하였으며, SC2를 통해 19개의 연방정부 기관들은 각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업하고, 지역 주도(locally-driven)의 경제 비전들을 구현
했다. SC2는 행정명령 13602(Executive Order 13602)의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
범하였으며17), 백악관의 SC2 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는 국내 정책위원회 위원장(Domestic Policy Council Director)

17) National Archives.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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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공동장관을 맡으며 위원회에는 19개 연방 기관의 장관 등의
각료 및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1 |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에 협력하는 19개 연방기관들

자료: WHITE HOUSE COUNCIL. 2017.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SC2) | Archives.
https://archives.huduser.gov/portal/sc2/home.html (2018년 7월 20일 접속)

SC2는 C2 Deployed Federal Community Solution Teams, SC2 Fellows and
AmeriCorps VISTA Members, SC2 Economic Visioning Challenge, SC2 National
Resource Network 등 4개 부문별 프로그램에 걸쳐 70개 이상의 도시를 지원하였다.18)
SC2 Deployed Federal Community Solutions Teams은 14개의 시범 도시에서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시장의 사무실에 파견되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각 도시의 비전을 지
원하기 위한 연방부처 간 SC2 Community Solutions team을 운영하였다. 추가로 필요
한 지역은 연방팀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경력의 비연방 SC2 펠로우들을 지원하
고, 일부 인력은 2년 후에도 현지에 머무르면서 지역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C2 Federal Community Solutions 팀 외에도 자선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예를 들어 록펠러 재단이 기금을 지원하고, 미
국의 저먼마샬펀드,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및 버지니아 공대 연구소가 운용하는 지원금
을 통해 6개의 SC2 도시들을 지원했다.

18) Laura E. Gomez Rodriguez,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SC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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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Economic Visioning Challenge(SC2 EVC)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경제개발처(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운영하
는 지역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현상 공모전이다. 2014년 시작된 SC2 EVC는 세 개의
계획을 선정하여 각각 1백만 달러를 수여하였고, 선정된 경제발전계획은 각 도시의 커
뮤니티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채택하였다. 현재 SC2 EVC는 두 단계의 경쟁으로 구성
되며, 각 도시별 1위 팀에게 수여한 50만 달러의 상금을 포함하여 최우수 계획을 제시
한 팀들에게 궁극적으로 총 25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도시들은 최상의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선
정된 계획안들을 연방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반으로도 활용한다.
SC2 위원회는 광범위한 범부처 이슈들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포함하는 SC2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 SC2 National Resource Network(SC2 NRN)를 설립하였으며, 주택도
시개발부(HUD)로부터 1천만 달러의 기술지원 자금을 조달받았다. SC2 NRN은 민간
부문, 비영리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SC2 NRN의 웹사이트에서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리소스 플랫폼과 국내 최초의 311 for
Cities 서비스를 2014년~2017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4-12 |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프로그램별 적용 도시 현황

자료: WHITE HOUSE COUNCIL. 2017.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SC2) | Archives.
https://archives.huduser.gov/portal/sc2/home.html (2018년 7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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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는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진행된 사업 및 결과물로, 강한 협력을 통해 지역 커뮤
니티를 지원하는 더 나은 연방정부 파트너로서 의사소통과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
역 커뮤니티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방정부의 자원 과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상호 연결 및 회합을 통해 다양한 부문 및 모든
차원의 정부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그리고 자원,
재원, 인력 등이 제한적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 각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정보와 도구, 데
이터 제공 등의 성과를 제시19)하였다.
특히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
는 지원체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SC2 계획은 연방정부
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위해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Abt Associates, 2014). 이는 도시의 재건을 위해 다
양한 정책과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전문 관료
단과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전략기회부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및 중복
성을 개선한다.20)
또한, 시행 중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도시개발부)의 HUDStat와 이를 기반으로 각 도시별 데이
터 주도형 정책관리 시스템 개발·운영하여 각종 정책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21)
SC2 사례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프레즈노(Fresno)22)를 들 수 있다. 캘리
19) White House Council on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전게서. 2017. p.5
20) 미국 경제 개발국 홈페이지. https://www.eda.gov/archives/2016/challenges/sc2challenge/
21) WHITE HOUSE COUNCIL. Final Report: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2017. 1.
pp.16-19.
22) Accomplishments: White House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through August
2012”. Washington, DC: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4., “Fresno, California: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City Profile”. Urban Institute: https://www.urban.org/policycenters/research-action-lab/projects/strong-cities-strong-communities/sc2-designated-cities
-rounds-i-2013-15-and-ii-2014-16/fresno-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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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아의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프레즈노 지역의 급속한 확장은 SC2에 독특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시하였
다. 프레즈노는 범죄, 높은 빈곤율 및 낮은 교육수준과 같은 대도시의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으나 미국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업지역 중 하나이다. SC2가 출범할 당시 전체
주민의 40% 이상이 극도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살았으며, 실업률은 14% 이상이고,
2010년 인구조사(census data)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494,665 명으로 이 중 약 50%
는 히스패닉(Hispanic)계로 구성되어있다. 프레즈노 지역의 주요 자산으로는 캘리포니
아 주립대, 농업(약 20%의 인력 고용 및 지역경제에 35억 달러 이상 제공), 의료센터
를 구성하는 여러 병원 입지, 2002년 federal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될 7개
지역 중 하나, 캘리포니아 최대 Enterprize Zones 중 하나(사업세금 공제 측면에서)였
으며 미국의 가장 큰 소포 운송업체인 FedEx, UPS, DHL이 이 지역에서 운영된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프레즈노 시장으로 재임한 Ashley Swearengin는 강한 의지
를 가진 파트너로서 임기 초반에 의뢰한 프레즈노 주립대학 보고서를 통해 장기간의
구조적 실업, 캘리포니아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세수입, 도시의 인근지역
에 대한 낮은 투자 등의 문제점을 확인23)하였다. 이에 SC2는 계획 및 협의 기간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자리 수 증가 및 교육 개선, 안전하고 높은 질
의 근린환경 조성,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부, 지역적 리더십 구축이라는 4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SC2 이니셔티브는 시정부와 연방정부 파견공무원들의 협력으로 운영되었다. 시장
은 시 공무원들과 시의 우선순위 및 목표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SC2 팀과 함께
일할 주요 관리자들을 임명하고, 팀장은 기관 간 협력을 돕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 긴밀
한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두 명의 팀 구성원들은 시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미국
환경 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Scott Stollman은 HUD, EPA, DOT,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미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을 포함한 12개 기
23) Janae Ladet and Joseph Schilling. 전게서. (접속일: 2018.10.24.)

144

관의 18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Community Solutions Team(CST)을 이끌었
으며, 이 팀에는 HUD와 EPA의 전임자 한 명이 포함24)되어 있다. Swearengin 시장
과 Fresno CST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술 지원 및 자원을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영역
으로 도심부 재생, 교통, 경제 발전 및 혁신을 정하였으며, 이는 도심부 활성화, 사업
개발, 경제발전 및 혁신, 고속철도, 교통, 토지이용계획, 근린지역 활성화 및 주택,
자원 관리, 인력 개발 및 성인 교육, 노숙자문제와 같은 10가지 일반적인 이니셔티브
와 프로젝트, 워크샵, 협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으로 발전25)되었다. 프레
즈노의 2명의 SC2 펠로우들은 도시에서 공인된 비즈니스 개선 단체인 Downtown
Fresno Partnership에 파견되어 프레즈노 도심부의 Fulton Street Mall의 활성화를 중
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시장, 시 공무원들,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SC2 펠로우 기관 간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했다. 연방-지방 정부 간의 협력에는 교육, 워크숍, 협의, 회의
및 연방정부의 기술·자원 지원을 받는 정책 및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Fresno CST는 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연방 프로그램, 규칙 및 보조금 등을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각 도시들의 노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계획과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SC2의 펠로우들은 침체되어 있는 풀튼 스
트리트 몰(Fulton Street Mall)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 정부 및 Downtown Fresno
Partnership의 캠페인에 새로운 연구, 도시 계획,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역량을 도
입하였다.
추진 프로젝트로는 도심부 근린의 커뮤니티 계획 및 Fulton Corridor 세부 계획
(Downtown neighborhood community plan and the Fulton Corridor Specific Plan)
과 IBM의 스마트시티 챌린지(IBM’s Smarter Cities Challenge) 등이 있다.

24) Janae Ladet and Joseph Schilling. 전게서. (접속일: 2018.10.24.)
25) Laura E. Rodriguez. 2016.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Initiative (SC2). EPA Seminar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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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근린의 커뮤니티 계획 및 Fulton Corridor 세부 계획(Downtown neighborhood
community plan and the Fulton Corridor Specific Plan)는 프레즈노 CST는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협의하여 지역 토지이용계획 개정 시 지침을 제공하였으
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계약보조금 보고서의 권고안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도시 및 지역의 앵커 기관들이 재생 목표 구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이 계획에는 천 명이 넘는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 정부가
추진하는 폴턴몰 재건축 프로젝트(Fulton Mall Reconstruction Project)을 위한 2013
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application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계획은 Mariposa Corridor와 역사적인 Fulton Mall, Main Street 및 고속
철도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분석26)하는데 기여했다.
IBM의 스마트시티 챌린지(IBM’s Smarter Cities Challenge)는 프레즈노가 IBM의
Smarter Cities Challenge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IBM사 직원이 무상으로 전문기술을
제공받은 프로젝트이다. 이 때 SC2는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협력하여 IBM 팀의 업무계획 개발에 관한 기술
을 지원하였고, 6명의 IBM Smarter Cities Challenge 펠로우로 구성된 국제협력팀은
Fresno의 주요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27)되어 있다. 프레즈노는 지리적 위치 및 기술의
접목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큰 농업부문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받아 40만 달러의 보조금
을 받았다28).
SC2는 Mariposa Plaza Corridor 재개발을 위한 국립예술기금의 보조금 수여
(Award of 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grant to redevelop the Mariposa
Plaza Corridor), 경제개발지원 보조금을 위한 지원(Award of investment assis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grant), Welles Fargo 은행과 식품 시스템의
26) Abt Associates. 전게서, p.90.
27) White House Council on 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SC2). Accomplishments in Fresno, Ca.
https://www.huduser.gov/portal/publications/pdf/Fresno_SC2_FactSheet_2014.pdf (접속일: 2018.10.23.).
28) Colin Wood, “Smarter Cities' Advice to Transform Fresno, Calif.”, May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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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Wells Fargo bank and food systems economic development, 풀턴 스트리
트 몰 활성화 캠페인(Campaign to revitalize Fulton Street Mall) 등의 성과를 도출하
였다. SC2 팀은 Mariposa Plaza Corridor를 재개발하기 위해 국립예술기금의 보조금
인 Our Town, Our Town을 얻도록 시 정부에 권고하였고, 프레즈노는 공공 예술 및
문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재설계작업에 대하여 15만 달러의 보조금 수여했으며,
시가 식품가공센터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한 9만 5천 달러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파트너인 Wells Fargo 은행이 식품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이에 팀의 상근자와 시 공
무원, 웰스 파고 직원이 협력하여 식품 시스템 관련 경제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세 개의 위원회-공공시장 위원회, 도시농업 및 커뮤
니티 가든 위원회, 소규모기업 및 키친 인큐베이터(kitchen incubator) 위원회를 조직
하였으며, 팀원들 간의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졌다29).
풀턴 스트리트 몰 활성화 캠페인은 SC2 펠로우들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풀턴 몰의
재활성화 및 Mariposa Plaza의 커뮤니티 모임 장소 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포함
하였다. 당시 시장(mayor)은 이 2천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
해야 했으며, 사업 초기에 쇼핑몰에 보행자들을 늘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관리 팀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후속보고서를 통해 Fulton Street Mall을 기존
의 보행자 전용 몰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주요 거리로 전환하고, 도심의
빈 건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I Believe in Downtown Fresno"
캠페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노력(Regional efforts)의 성과 또한 이루었다. SC2 팀, 미국의
농무부, 에너지 부, 상무부의 경제개발청은 San Joaquin Valley 지역 경제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식량 분야에서 기회를 조사하고 농업 경제를 지원하기위
한 혁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 연결을 지원하기위한 95,000 달러의 경제개발청
29) Abt Associates. 전게서,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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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보조금을 받았다30).
추가적으로, 교통(계획) 조정 및 고속 철도(transportation coordination and highspeed rail)와 관련해서 SC2 팀은 연방 철도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 교통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연방 교통 당국(Federal Transit Authority) 대
표들 간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3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고속철도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정, 참여 및 기술 지원의 결과로 프레
즈노는 풀턴 몰(Fulton Mall) 부근에 고속철도 역을 유치하고 18 평방 블록 그리드로
레일 연결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먼마샬펀드의 SC2 부트캠프(German Marshall Fund SC2 boot camp)에서는 도시
및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경제발전전략을 논의하였으며, PolicyLink, the California
Downtown Association, 지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및 대학들의
대표들도 참석하여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Surdna Foundation과 협력하여 조
직을 이루었다. 부트캠프 워크숍은 프레즈노 도심부에 대한 앵커기관들의 참여, 도심
부 BID의 역할 탐구, 창조적인 장소만들기, 자선 파트너십 구축으로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31)되었다.
SC2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관행을 없애고, 한정된 자
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를 도출한 사례이다. 일례
로, 프레즈노 SC2팀은 기존의 계획된 버스노선의 최종 경로 재설정을 추진함으로써
Fulton Mall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32)
했으며, 프레즈노는 SC2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협력적 방안들을 시도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복합적인 성
과를 달성하였다.

30) Abt Associates. 전게서, p.91
31)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C2 Leadership Activities Report 2013-2014. p.10
32) Eric Eidlin. “Federal Partners Promote Coordinated Transportation and Land Use Planning in
Fresno, C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s Fostering Livable Communities
Newsletter, 1(4), 201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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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주도 추진 정책·사례 분석
1) 영국의 전략적 도시재생 추진 사례: 지역간 결합 기반의 분권·자율형 전략
(1) 민관협력 지역발전기구(LEP)33)
영국은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분권형·자율형 지역개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이원섭, 2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였
고 2010년 출범한 영국 연립정부는 모든 부처의 지출을 평균 20%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재정안(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을 발표하였다(이정희. 2010).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영국정부는 국가재정문제의 심각한 위기상황 대처 및 광역권역내의
갈등해결, 권역내의 대도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를 해체하고 민관협력 지역발전기구(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를 도입하였다.
LEP는 2010년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출범하면서 분권과 지방화(localism)
를 강조하며 RDA를 대체하여 설립되었다(안홍기 외, 2018). 과거 지역발전의 중추로
서 역할을 했던 RDA가 중앙정부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하에, 이를
폐지하고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LEP를 통한 자립형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이종호, 2011).김현아(2014)에 따르면 2012년까지 운영된
RDA는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자금을 하나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나, 이후 LEP의 지원
예산은 RDA 예산의 4분의 1로 줄어든 RGF(Regional Growth Fund)로 운영되고 있
다. RDA는 ‘법적기구’로서 중앙정부의 지역 관련 예산을 단일예산(Single pot)으로
지원받아 조직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있던 반면, LEP는 임의기구이고 운영비도
33) 본 연구에서 서술한 LEP에서 RDA로의 전환배경 및 주요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김현아(2014)에서 조사한
내용에 기초를 두고 최근 추진 사례를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각 문장별로 세부 일용표기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RDA 광역기구를 소개하는 세부 연구의 특성상 포괄 또는 반복적 차원에서 맥락·내
용적 인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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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조달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위상과 재정권한은 축소된 형태이
며(김현아, 2014), 이에 따라 지역개발 및 재생 정책이 중앙집권화로 회귀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이상민 외, 2013).

표 4-4 | Regional Development Agency와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의 특징 비교

RDA

LEP

권역

지배구조

잉글랜드 9개 지역:
한국 5+2 광역권과
유사

RDA 이사회(Board)와
지역위원회(LALB) 위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

재원

기능

6개 중앙정부 부처의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 교통 등
예산을 포괄보조금
포괄적 지역경제 개발
형태로 각 RDA에
기능
중앙정부가 배정

LEP가 신청한 사업
LEP 이사회(Board)
통근권 중심의 기능적
계획을 심사하여 지역
경제권: 잉글랜드 내 위원의 50% 이상을 지역
성장기금에서
기업인 중에서 선출,
3~40개 권역 (한국
경쟁적으로 배정
3~4개 시군 통합 규모 기업인이 의장직 수행
(2011~14년 한정)

기존의 RDA 기능 중
해외 투자유치,
국제무역, 혁신, 기업
투자지원 등은 중앙
정부 주도로 전환

자료: 김재홍. 2011,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p.205.

LEP는 지역사회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부문
을 통한 재원확보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상의 지역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들을
포괄한다(Bentley et al., 2010). LEP에 따르면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광역정부 혹은
도시권 정부의 성패 여부는 연합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달려 있
으며, LEP의 성공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표 4-5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의 발전 단계
주요 단계
형성(Forming)
스토밍(Storming)
규정(norming)
수행(Performing)

주요 내용
· LEP 구성원들이 서로 알아가는 단계
·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
· 조직의 목표를 세우는 단계
· 하나의 조직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

자료: THE SMITH INSTITUTE. 2013. Where Next for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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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LEP는 도시권 협정(City Deals)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민간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소통하고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상적인 부분은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오용준 외, 2015). LEP
제안서는 지방정부 또는 산업계가 주도하거나 지방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작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었으며, 최근에는 동일권역에서 2개 이상의 제안서가 제출되
면서 권역설정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소순창·최현선, 2016).
그림 4-13 | 영국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현황

자료: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il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map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local-enterprise-partnerships-map) [2018.10.21. 접속]

제4장 해외 정책·사례 분석

․ 151

(2) 도시권 협상(City Deal)34)
영국은 2012년부터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치하고 광역
단체장 선출 등을 시행해 왔다(이원섭, 2017). 영국은 도시권 협상제도를 통해 중앙정
부의 지원으로 지방도시의 역량 강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도시권 협약(Multi Area
Agreement)과 법정도시권(Statutory City-Region) 대신에 2012년 부터 도시권 협상
제도 시행한 이 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개, 18개 도시권에 걸쳐
이를 승인하고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심재승, 2015).

표 4-6 | 분권화 관련 주요 협상 제도 운영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도시권 협상
(2012~2014)

 28개 도시권과 기능훈련, 투자, 고용, 청년(고용 및 교육훈련) 사업의 권한을 이양하는
협상 체결(2012년에 런던을 제외한 8개 중핵도시, 2013~2014년에 18개 도시권과
협상 체결)

지역성장 협상
(2014~2017)

 39개 LEP 전체와 연간 20억 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을 주로 기능훈련을 위한 자본투
자에 활용하는 내용의 협상 체결

분권협상
(2014~2017)

 13개 도시권과 협상에 합의하였으며, 기존 협상과 비교하여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이양하고 고용 및 기능훈련 등의 지역 자율성을 더욱 확대

지자체
연합기구
(2011~2017)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에
이르기까지 9개 도시권에서 연합기구를 설치하였고, 이 중 6개 도시권에서는 2017년
5월 선거에서 광역시장 선출

자료: 이원섭. 2017.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p.2

영국의 도시권 정책은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이 결합된 도시권(City-Region)을 대상
으로 추진되며, 개별 도시가 아니라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역들을 통합하
는 도시권 단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목표를 다른
지역과 협력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원섭, 2013). 영국에서 도시권이
중요한 정책적 공간단위가 된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35)을

34) 2004년 영국정부가 북부 3개 광역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The Northern Way Growth Strategy”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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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면서 부터이다(이원섭, 2013).
이원섭 외(2014)에 따르면 2011년 제정된 지방자치법(2011 Localism Act)에 따라
중앙부부처는 경제 성장, 인프라 투자, 주택 및 도시계획, 기능 및 고용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도시권에 권한을 이양하는 맞춤형 도시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시권은 중앙정
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는 만큼 강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지녀야하며, 미래
를 위한 어젠더,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민간부문의 참여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
스를 확립하고 시행해야한다(이원섭, 2013). 중앙정부는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을 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지방자치행정기구를 강화하고 협의능력을
개혁하고 있다(심재승, 2015).
각 도시권 수요에 따른 맞춤형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도시권에 경제성장
을 위한 권한과 재정수단을 이양하고, 도시권의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도시권협상에 반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다(이원섭, 2013). 도시권 협상은 각 대도시권
경제성장, 기술 및 일자리, 지역 내 민간기업 지원,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적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36). 경제성장에는 Earn Back37), New Development
Deals, Economic Investment Funds38) 등이 있으며, 기술 및 일자리와 관련된 전략
으로는 Local Skills Funding Model, Skill Bank, Outcome Incentives, City
Apprenticeship Hubs39), Localised Youth Contracts 등, 타 전략과 연계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40).
35) 2004년 영국정부는 북부지역의 3개 광역개발기구와 공동으로 Moving Forward: The Northern Way
Growth Strategy라는 시책에 착수한 것이 시작.
36) HM Government, 2012.7, Unlocking Growth in cities: city deals – wave 1,
37) 인프라투자의 결과에 의한 지급：GMCA가 12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창설하고 동 펀드의 자금을 사용해서
광역 맨체스터지역에서 인프라시설의 개선을 추진한 결과 창출된 국세의 증세분의 일부를 중앙정부의 재무성이
GMCA에 교부.
38)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자체로의 보조금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금을 공동으로 하고 지역의 우선사항에 착수할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설치하는 권한을 부여. 이 펀드는 장기적으로는 자립적인 자금조달의 구조로
이행시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 수행.
39) 중앙정부에 의한 원조교부금 등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도제제도 프로그램 참가자를 받아들이도록 지원
40) Sissons, P. & Jones, K.E. 2016. Local industrial strategy and skills policy in England: Assessing
the linkages and limitations: a case study of the Sheffield City Deal, University Salford Manchester.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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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ocal Venture Capital Fund, Business Growth Hubs41) 등을 통해 지역 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Rail Devolution, Devolution of Local Transport Majors
Funding42), Localised Asset Management, Broadband43), Low Carbon Pioneering
Cities44) 등으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도시권 협상의 사례로는 The Great Manchester City Deal을 들 수 있다. The
Great Manchester는 Bolton, Bury, Manchester, Oldham, Rochdale, Salford,
Stockport, Tameside, Trafford, Wigan 등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원섭 외,
2014), 인구는 260만 명으로 1시간 자동차 통근거리까지의 인구를 포괄하면 440만
명이 거주45)하고 있다. 경제 불황 이전에 Greater Manchester 대도시권은 영국에서
런던 및 South East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경험한 도시였다.
2008년 Greater Manchester는 GVA의 480억 파운드를 생산했으며, 이는 영국 북
부지역의 경제 총생산의 20퍼센트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나 경제 불황을 겪으며 Greater
Manchester를 포함하는 영국 북부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참담한 수준에 처하였다46).
이러한 영국 북부지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재무부는 공모경쟁으로
7개 지원 도시권 중에서 맨체스터와 리즈를 법정도시권 시범지역(Statutory City
-Region Pilot)으로 확정·발표하고, 2009년 12월에 맨체스터 도시권과 협약을 체결하
게 된다(이원섭, 2013). 2011년 맨체스터도시권에 속한 10개 지자체는 도시권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맨체스터 도시권 지자체협의회(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를

맨체스터도시권

통합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로 재편하였다(이원섭, 2013). 2012년 선출된 보수·자민당 연
립정부가 도시권협상(City Deal)을 도입하면서 1차로 런던을 제외한 8개 중추도시권과

41)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의 성장 지원.
42) 10년 동안 권한 이양된 지역맞춤형 전략적 교통투자를 통해 도시교통에 관한 예산 이양.
43) 100만 파운드(약 14.8억원) 투자기금.
44)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지역프로그램, 녹색인프라투자, 도시지역열시스템 투자.
45)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GMCA), 2012, Greater Manchester City Deal, p.4.
46)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GMCA), 전게서,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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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기존 조직인 맨체스터도시권 통합기구를 활용하여 협약을 체결
하였다47).
주요 시행 정책 중 재정 부분은 12억 파운드(1조 7,700억 원)의 지역 경제 성장에
따른 재정적 증가를 달성함에 따라 이 중에 국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증가분 중 일부를
earn-back 펀드의 형태로 지역 내 인프라에 재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투자와 관련해
서는 중앙정부, 유로, 민간 영역으로 구성된 맨체스터 대도시권 투자 프레임워크의 설
립으로 순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
자를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도시 견습제도와 스킬 허브를 만듦으로써 소규모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킬 허브는 16~24세의 견습생을 매년 10% 수준에
서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새로운 견습생을 채용하는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2년간 6,000명의 견습생이 새롭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한다.
맨체스터 대도시권의 사업 성장 허브는 재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회사들에게
무역, 투자, 사업적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앙정부는 이 허브에 440만 파운드
(64억 9천만 원)를 2015년까지 지원하였고, 도시정부는 엔터프라이즈 존에 스스로 투
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3,8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그 중 2,300개의 안정
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맨체스터 대도시권은 중앙 정부와 함께 2020년까지
48%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UK
Green Investment”와 맨체스터 대도시권은 동일 비율의 벤처 회사인 “Greater
Manchester Green Developments Ltd.”를 설립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설립함으로써 환경부문에서 34,800개의 일자리와 14억 파운드(2조 653억원)의 순부
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또한, 주거 부문에서 “Homes and Communities Agency”와 결합 투자 프로그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부문 자산을 이용하여 2017년까지 5,000~7,000개의 새로운 주택
을 공급하고 경제적 개발에 투자하였다. 교통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북부 철도 지사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 주요 기금 및 버스 향상 프로그램의 권한 이양을 포함하는 패키
47) HM Government. 전게서. 2012. 7. pp.8-9

제4장 해외 정책·사례 분석

․ 155

지형 교통 계획을 수립하였다.48)
맨체스터 대도시권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면 맨체스터 대도시권은 해당 대도시권
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도시권 협상 체결 및 협상 체결 내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맨체스터 대도시권 결합 정부(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를 2011년 4월에 출범시켰다.49) 이 결합정부는 도시권 협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 중 하나로, 대도시권 내 다양한 도시들의 정부를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되 대체로 가장 강력한 결합구조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도시
권 협상의 결과로 맨체스터 대도시권은 앞으로 20년 동안 약 4만 여개의 일자리와 6천
여 명의 젊은 견습생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50), Earn back이라는 독특
한 제도로 인해서 도시권 협상에 의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세금 중 3천 만
파운드(442억 5천만 원)까지 맨체스터 대도시권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해
당 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맨체스터 대도시권 도시권 협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Earn back 이라는 독특한 제도이며, 이는 대도시권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힘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도시권 협상에 의한 경제적 성장에 대도시권이 보다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ity Apprenticeship and Skills Hub 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 6,000여명의 젊은이들에
게 견습생의 신분으로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권 협상의 인프라 건설 및 경제 성장으로 지역 내 창출되는
일자리들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내 일자리 및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마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8) HM Government, 전게서, 2012. 7, pp.8-9.
49)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GMCA), 전게서, 2012, p.6.
50) HM Government, 전게서, 2012. 7,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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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전략적 도시재생 추진 사례 : 계획계약을 통한 권한 이양51)
(1) 계획계약 추진배경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제도는 중앙으로 과집중된 인구, 재원, 기반시설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잠재력 경쟁력의 제고 추구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1982
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를 위하여 1982년 7월에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reforme de la planification)’을 제정한 후 1984년부터 계획계약 제
도를 도입하였다(차미숙 외, 2015). 전술한 법률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체계를 전
국계획(plan de la nation)과 레지옹계획(plan des régions) 두 단계로 재편하고, 이
두 가지 계획을 연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계획계약을
통해 국가의 우선 사업과 지역의 우선 사업을 균형을 기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국가는 국토발전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간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계약에 의해 확보된 안정적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한승준, 2011).
계획계약 제도 시행 초기인 1984년에는 계약 수립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레지옹들이 계획계약에 착수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1984년 시행 이후, 현재
까지 6차례의 계획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현재 제6차 계획계약(2015∼2020)
이 시행 중이다. 계획계약 제도 설립의 배경이 된 1982년 7월의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국계획과 레지옹계획이 상충되지 않을 때 계획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며 레지옹계획은 의무화한 반면 계획계약은 의무화하지 않았다(배준구, 2004).
1995년 이후 계획계약(정식명칭도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으로 변경) 수립이 의
무로 변경되어, 1995년 2월 “국토계획 및 발전 기본법률(LOADT. Loi d'Orientation
po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에서 ‘국토계획 및 발전을

51)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의 추진배경 및 주요 이슈는 배준구(2004)를 중심으로, 도시권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원섭 외(2014)를 기초로 작성하되 최근 연구된 다른 연구들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인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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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국계획(SNADT. Schéma nat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과 ‘국토계획 및 발전을 위한 레지옹계획(SRADT.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그리고 전국계획의 기본방향
을 고려하여 레지옹계획과 연계화하는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Etat-région)’을 규정하였다.
계획계약 시점은 점차 길어져 유럽구조기금 시행기간 등 상위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본 제도가 도입된 1984~1988년과 1989~1993년의 1
차, 2차 계약시기에는 5년마다 수립되었으나 제3차인 1994~1999년에는 6년, 제4차
인 2000~2006년에는 7년으로 연장되어 수립되고 있다(배준구, 2004). 이렇게 수립
시기가 조정된 데에는 계약 시기와 유럽구조기금과의 시행기간을 맞추면서 국토계획의
작성기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배준
구, 2004).

(2) 계획계약 제도
계획계약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전략적 지역발전사업
수립을 골자로 한다(배준구,20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을 세우고 계획계약을 맺는데, 계획계약에는 재정투자 분담·조달계약, 국가계획과 지
역계획 간 조화 등의 전략적 지역발전사업이 중심이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통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5∼7년에 걸쳐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
도의 적용 대상은 광역지자체(레지옹) 단위로 전체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에 적용을 받
고 있다. 또한, 모든 레지옹은 국가와 레지옹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계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행정학사전, 계획계약).
계획계약제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특성
에 부합되는 전략을 수용한다. 투자비용, 경상비용 및 활성화 비용을 포함한, 재정계
획과 시행기간, 특수사업 수반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데빠르트
망, 꼬뮌, 자문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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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으로,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국가와 광역지자체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한 주요 사업목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온라인행정학사전, 계획계약). 사업계획은 선택적인 것이므로
광역지자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본 협약사업에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의 30~60% 수준을 투자하여(배준구, 2008; 한승준, 2011:
402에서 재인용), 스스로의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4 | 계획계약 제도의 위상 및 체계

자료: 배준구. 2004. 프랑스 계획계약의 운영메카니즘과 함의. 사회과학연구. p.44.

계획계약의 수립은 국토균형청(CGET)이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의
지사와 지역의 대표인 레지옹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된다(정재희, 2018: 12).
CGET52)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국가와 레지옹은 계획계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처
간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발전부처 간 위원회(CIADT. Comité interministériel

52) CGET(Commissariat general a l’egalite des territoires. 국토균형청)는 과거의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국토청 또는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로, 범부처지역
정책 전담기구로 1963년에 설립되었고, 2014년 3월에 두 개 기관과 통합하여 현재 CGET로 확대 개편됨(배준
구, 2015, pp.52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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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énagement et des développement du territoire)53)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
레지옹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레지옹 지사를 보좌하
는 레지옹발전담당관(SGAR. Secrétatiat général aux affaires régionales)과 레지옹의
실무진(Services de la région)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배준구, 2004).
계획계약의 시행을 위해 국가와 레지옹 간의 계획계약 시행공동위원회54)가 설치되
며, 이 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을 대표하는 레지옹 의회의장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최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통 국가대표와 레지옹 대표의 동수로 구성된다. 시행공동위원
회는 계획계약 시행 중의 1년에 1회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평가도 담당하며, 평가보고
서는 의회로 제출된다(배준구, 2004).
계획계약은 국가와 레지옹 간의 합의에 의해 부분 또는 전체수정, 해약 등이 가능하
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항이 체결될 수 있다(배준구, 2004). 또한 당사자 중 한쪽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계획계약의 평가는 레지옹 차원 및 국가 차원 등 양 차원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부처간, 지역간 평가가 수행된다. 이는 레지옹 차원에서 국토계획·발전레
지옹협의회(CRADT. Conférence régionale de l’aménagement et du développement
du territoire)의 특별분과인 레지옹평가조정위원회(Comité de pilotage de l’évaluation)
에 의해 이루어지며, 레지옹평가조정위원회는 레지옹의회의 국장과 레지옹발전담당관
(SGAR. Secrétariat général aux affaires régionales)이 공동 주재한다. 이를 주재하
는 위원은 두 기관의 대표 외에도 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
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평가기관(Instance nationale d’évaluation)에 의해 부처 간

53) 국토계획발전부처간 위원회(CIADT)는 대통령 주재 하에 국토 계획·발전에 관한 우선 추진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
는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관련 장관 전체가 참석. 1963년 창설 때에는 국토계획부처간 위원회(CIAT.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du territoire)였으나 1995년 국토계획 및 발전 기본법률(LOADT)에 의하
여 développement가 추가된 CIADT로 변경됨.
54) 또는 국가-레지옹 동수대표의 위원회라고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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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 간 평가가 이루어진다. 국가평가기관은 중앙부처 및 CGET의 대표로 구성되
어, 국가기획단(CGP. 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의 대표가 이를 주재하는 구조
를 지닌다.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은 국가가 참여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
자 각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 중에서 다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공동
으로 결정하고 있다(박양호 외, 2000). 레지옹은 계획계약에 레지옹 전체 예산을 투자
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레지옹이 동등하게 투자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양자
간의 협상과정에서 해당 레지옹의 잠재력과 특수성이 고려되며, 전체 재정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
조이다(정일호 외, 2004). 실제로, 레지옹 분담 비율은 레지옹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배준구, 2004). 원칙적으로 협상은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을 대
표하는 레지옹 의회의장 간에 이루어지며, 레지옹 지사는 레지옹과 중앙정부간의 조정
을 담당하는 CGET의 도움을 받아 국토계획발전부처간위원회(CIADT)의 지침에 바탕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배준구, 2004).

그림 4-15 | 계획계약의 투자배분과정

주: *CIADT=국토지역발전부처간위원회, **CGET=국토균형청.
자료: 배준구. 2004. 프랑스 계획계약의 운영메카니즘과 함의.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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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권 계약
중앙과 레지옹 간의 계획계약과 유사하게 지방수준에서도 도시권 계약이라는 계획계
약 제도가 존재한다. 지방수준의 도시권 계약은 도시권연합체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
권연합체의 지자체들이 수립하고 있다.이 계획은 고유 세원을 갖는 대도시공동체
(Communautes urbaines, CU) 등이 독자적인 권한과 함께 자체 세원인 지방세, 단일
사업세 등을 활용하여 도시권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다.55)
도시권 거버넌스가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분절되어 발생하는 경쟁력 저하 및 비효율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공동체(Communaute)를 구성·운영한
다(이원섭 외, 2014). 이는 농촌형 협력기구 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코뮌) 공동체
(Communaute de communes, CC), 도시형 협력기구인 도시공동체(Communautes
d’agglomeration, CA), 대도시형 협력기구 형태인 대도시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이
원섭 외, 2014). 기초자치단체(코뮌) 공동체는 총인구 규모 5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
간의 연합이며, 도시공동체는 총인구 규모 5만~50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 간의 연합,
대도시공동체는 총인구 규모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합이다(이원섭 외,
2014).
이는 도시권 자체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 이하의
기관들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의 성격을 갖으며, 경제발전,
정비·도시계획, 환경·자원관리정책방향 등을 결정한다. 재원은 지자체, 공사 등 계약
주체들이 분담하며 대도시 공동체의 주요 재원으로는 부처사업 통합기금, 유럽연합의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 교부금 등이 있으며, 지방세 일부 등 자체 세원도 보유하고
있다(이원섭 외, 2014). 자체 재원은 코뮌 간 협력체의 일반적인 수입인 재산세, 부담
금, 기부금, 국비보조금 등과 코뮌이 징수한 지방세, 교부금, 지방설비세, 교통불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앙정부는 다수의 지자체와 민간주체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하면 계획계약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원섭 외, 2014).

55) 배준구, 프랑스 공간계획체계의 분석과 함의, 사회과학연구, 32(4), 2016, pp.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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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거점·도시권 구축 정책·사례 분석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 콤팩트-네트워크화를 통해 거점 집약적 도시 구조로 생활서비스 질의
향상, 도시 유지비용의 절감,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거점도
시와 주변 도시와의 연계는 개별 지자체에 고차 서비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임계규모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지역 간 상호 발전적인 효과 가능하다.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핵심거점을 구축하고, 국제적 경쟁력 및 미래의 선진기술의 메카 조성을 위한 사업 운
영이 가능하며, 미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및
경쟁력 제고 – 지역(도시) 재생의 선순환 고리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민간합작을 통한
기술 및 공간개발, 지역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공간계획 및 재생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등의 중요한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및 실행을 위한 기초
토대 조성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거점의 기능을 연계시키는 것 보다
거점들 간의 통합·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합의·협력을 통
해 거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시기능 유지 및 관리의 차원에서 효율성 증가를 위해 지
자체 합의 하에 도시권 설정이 중요하며, 네트워크화를 통해 인구 정주를 위한 생활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보다는 지역거점도시에 대한 수요로 인해 시·군·구 내 다수 거점이
양산돼 공간적인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쇠퇴 심각지역 정책·사례 분석의 시사점
미국의 경우, SC2와 NRI를 통해 지역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연방위
원회가 지역에 직접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부처와 주정부를 거치지 않는 안정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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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별·근린 공간별 다양한 쇠
퇴 또는 이슈 발생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
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근린 공간을 단위로 국가가 직접 전략적 개입 하에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생활인프라 공급, 안전·방재 문제 대응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였다. 많은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차원적이며 하나의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므로, SC2는 19개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통하여 각 커뮤니티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
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NRI는 연방기금을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닌, 근린 공간을 단위로 하여, 장소기반의 사업들을 선택적,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연방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미국의 근
린재생은 기본적으로 빈곤감소,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제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빈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 복합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당초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던 도시·지역 정책을 시
급·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미
국의 유연적 정책체계를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뉴딜의 국가적 전략 목
표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국가 주도적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특히 자력으로 경제적 발전이 어렵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려운 지역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SC2는 지역 유형별 다양한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연방위원회가 지역에 직접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부처·주정부를
거치지 않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계의 확보가 가능하다.

3) 지역 주도 추진 정책·사례 분석의 시사점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 및 산업계가 주도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LEP를 인정하고,(김재홍, 2011) 이들의 판단에 의한 자율적인 협상
을 통한 대도시권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참여형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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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의 사례이다. 협상의 권역을 협상 대상인 대도시권이 자율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행
정권역 보다 유연하게 생활권 또는 경제권역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대도시권
역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계획 심사 및 협상체결
을 바탕으로 집행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적합
한 계획실행이 가능하나 중앙과 지방간의 일정한 예속관계는 유지된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RDA처럼 법적기구를 통해 광역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
다는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는 현재의 LEP를 통한 정책이 낙후한 지역의 지원
을 위해서는 바람직 할 수 있다(김현아. 2014).
프랑스의 경우, 광역지자체를 단위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협상을
체결ㆍ지원함으로써 각 광역지자체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운영 가능하다. 또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계약을 맺음으로써 보다 자립
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능하며, 영국의 제도와 반대로 재정 및 계약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회 등으로부터 승인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함으로써
보다 지방분권의 개념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획 중 지
방정부 발전을 위한 공동 유관사업에 서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
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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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전략사업을 유형화하였다.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광역 혁신거점형 및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형 전략사업, 쇠퇴 심각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단계적 사업화 방안과 유관 정책사업 연계·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향
전술한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해 주체별 역할과 사업방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활용
과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의 경우 2018년 3월 공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목표 및 기대효
과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국가적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지역 거점 조성과 도시 쇠퇴에 대한 실효적 대응, 공적
재원의 효율적 집행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본 연구의 전제와 분석결과를 되짚어 보면,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
향은 지자체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자생적 사업을 추진하
되,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거점은 광역·도시적 차원에서 컴팩트한 공간체계에 기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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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성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확충으로 쇠퇴
심각지역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시 활력 회복과
도시 쇠퇴 극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 사업에 국가의 전략적 자산(재정투자, 조직·토지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주민공동체 주도적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사업·예산 권한의 단
계적 지방 이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도시경제 활성화는 국가·광역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반과 혁
신생태계 조성은 국가적 핵심거점 사업과 연계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와 연계한 지역적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활성화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주도
사업과 연계하여 이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제와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G, Goal),
정책·사업 추진주체(A, Actor), 전략(S, Strategy)간 구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경제·
사회·물리적 환경(E, Environment)과 재원 등 정책자원(R, Resource)을 고려하여
경쟁우위, 트레이드오프(Trade-Off) 등 관점에서 최적의 전략해(解)를 도출하는 방식
으로 구체적 전략화 방향을 정립하였다. 정책목표는 국가 로드맵 등에서 정립된 방향
을 수용하며, 전략해(解) 도출의 원칙은 최대한의 성과 창출의 방법 중 정책간 레버리
지가 용이하고, 주체 간 갈등이 최소화되며, 단계적인 효과가 체감되는 방향을 중심으
로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의 사전 실태·여건 분석에 기반하여 대안을 검토한
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1)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대
안을 구체화하였다.

1) 전문가 FGI(표적집단면접법)는 도시재생 및 뉴딜 정책의 의의와 목표, 현재 추진 중인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중
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주거지정비형·우리동네살리기형) 이해가 높고 사업기획·공모·평가 및 현장 사업추진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9인(공무원 3인, 대학교수·총괄코디 3인, 공기업 2인, 현장활동가 1인)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20일과 10월 2일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 및 논의사항은 ①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관련 이슈, ②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 주도적 사업 추진 실효성, ③국가 주도적 사업 대상과 유형,
④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사업유형 도출을 위한 구조적 체계에 따른 전문가적 의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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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도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대상 도시와 사업유형
을 압축하고, 도시재생 뉴딜 전략적 추진 개념을 구체화 할 전략사업 유형을 정립하였
다. 사업유형도출은 Maguire(2011)가 제시한 지역유형별 혁신 전략 수립의 구조적 틀
을 활용하여, 전략사업화 관련 대상 도시·지역·사업과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대상 도시·지역 및 주 사업유형을 기준으로 ① 시급한 대응과 개선 필
요, ② 현재 자산을 활용한 발전의 기반 조성, ③ 변화에 지속 대응하며 유지·관리하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전제한 전략적 추진의 주 대상
인 국가 주도적 추진사업의 당위성과 접근방향은 도시재생 정책목표와 기대효과의 달
성, 사업 명확화 및 주체별 역할 분담, 행·재정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전략사업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FGI를 통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의 국가적 정책목표와 기대효과(도시 활력 회복, 쇠퇴 제어·
개선) 달성에 부합하는 제한적 핵심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 등 역량을 집중할 필요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국가적으로는 지방위기를 극복하는 지역 거점 조성과 쇠퇴
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외·배제되어 온 지역은 쇠퇴 극복과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도라는 목표에 걸맞게
지자체·주민 주도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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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공기업·민간의 역량 집중 사업과 지자체·공동체 주
도 사업의 이원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혁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 중앙의 마중물 지원 확대와 적극적 공기업·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기초생
활인프라 확충사업은 중앙의 재정보조 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역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최근 여건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세부사업의 대응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광역 및 쇠퇴 산업도시의 혁신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
역 관리는 시급 대응하고, 축소화가 진행 중인 중소도시나 상대적으로 상황이 심각하
지 않은 노후·저층주거지는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변화 양상에 유연한 대응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개념과 본 연구 제3~4장의 논의 및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국가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할 전략사업 유형은 지방의 경제·산업 및 공공·
생활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그림 5-2>와 같이 개념화 될 수 있다.

그림 5-2 |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에 따른 전략적 추진방향과 사업영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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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도시·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뉴딜 추진 전략화 방향 예시
도시·지역 유형
(사업유형)

시급 대응
개선

현재 장점
기반화

변화 지속
대응·관리

혁신
캐치업

삶의 질
보장

광역시·대도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

●

-

✔

쇠퇴 산업 거점도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

○

-

✔

지역 거점도시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

●

-

중소도시·도농복합시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

-

●

골목상권·생활권 거점
(일반근린형)

○

●

○

노후·저층주거지
(주거지정비형·우동살형)

○

-

●

✔

소외 쇠퇴 심각지역
(주거지정비형·우동살형)

●

-

○

✔

비고
혁신
성장
동력
확충
기능
보완

✔
기능
유지
및
관리
별도
관리

주: ● 전략적 우선 추진, ○ 트레이드오프(Trade-off)적 선택, (-) 우선순위 낮음 (Maguire (2011)에서 제시한 지역유형
별 혁신 전략 수립의 구조적 틀을 활용하여 구상)
자료: 저자 작성.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있어 전략사업을 유형화 한 결과는 <표 5-1>과 같은데, 이
결과는 전문가 FGI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사업수준 및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유형은 크게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과 쇠퇴 심각지역에 기
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는 도시재생 역량을 집중시켜 지역경제 및 산업 차
원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거나 도시권 차원에서 주변 도시들과 공공·생활·복지 차원의
기능·서비스 연계를 통해 집적된 규모의 경제를 조성할 거점을 조성하는 전략사업 추
진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국가·광역 혁신 거점과 도시권의 공공·생활·문화거점으로
세분된다. 국가·광역혁신 선도거점은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에 혁신거점이 연계된 혁
신지구를 조성하거나 대학타운·스마트시티·역세권 조성과 결합한 혁신사업 육성 및 신
성장동력 창출, 산업 거점도시의 쇠퇴 극복을 위한 경제생태계 재구조화 사업을 일컫
는다. 도시권 공공·생활·문화 거점사업은 도시권 차원에서 주변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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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어촌 생활권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생활·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대도시와의 협력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인구 약 30만 이상) 형성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쇠퇴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현재 쇠퇴가 심각하나 재정·조직·주민참여 여건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소외
된 쇠퇴 심각지역에 국가 최저기준 이상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안전·위생상 문제가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전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쇠퇴 심각지역의 경우
국가 최저기준 이상의 공용주차장, 쓰레기처리장, 보육 및 노인여가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술한 제3장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도시재생 뉴딜
및 유관 사업 추진만으로는 쇠퇴 지역 해소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어, 범
부처적 생활SOC 확충사업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
황이다. 실제로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쇠퇴 개선이 시급하나 그간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은 852개곳(전체의 23.5%)에 달하고 있으나 향후
3~4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 추진에도 해소지역은 최대 200여곳에 그칠 전망이
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세부 유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확
충사업을 전개하고 이 특화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며, 뉴딜사업 외 지역은 범부처
적 협업을 통해 안전·건강·생활·여가 등 생활SOC(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을 별도
전개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쇠퇴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방안
1)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 전략사업
본 절에서는 전술한 두 가지 전략사업 유형 중 지역 활력거점 조성과 관련한 세부유
형 중 하나인 국가·광역 혁신 거점형 전략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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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지역 중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 입지여건, 지역
자산 등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사업화방안, 사업기법들을 제시하였다.

(1)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의 대상으로 2018년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광주역 인근과 전남대 대학타운의 입
지적 여건, 물리적 현황, 지역자산 및 활용 실태를 가상적으로 유형화하여 공간구조화
하고 그에 따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주역 인근 및 전남대 대학타운 지역은 철도역과 배후부지로 인한 도시공간적 단절
이 심각하고, 도시공간구조 상 전역으로의 연계성은 좋으나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 편
의는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 주변에 모텔, 식당 등 위락시설
밀집지역과 심각한 수준의 노후·저층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공간구조가
’60~70년대 형성되어 도시 전역으로의 접근성은 좋으나 공공 및 여가공간이 부족하거
나 보행공간이 협소한 여건이다. 특히 철도시설 및 인근에 중심 업무·상업기능 유출로
인해 저이용되는 국·공유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나대지 및 임시주차장 등이 산재
되어 있어 복합적인 재생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다수의 부지가 중심상업 또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로 구성되어
현재의 토지활용 여건상 미활용 용적이 상당히 남아있고, 도시 핵심 업무·산업 기능
유출로 인해 중·고층 건물과 상가에 공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일부 고층건물이 존재
하나 중심·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분
포하고 있고, 인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거나 용
도상 주상혼용의 사용이 많아 용도지역을 활용하기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산
업구조적 변화와 문화·여가활동 연계시설 취약으로 기존 도심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도심형 제조업 밀집지역이 쇠퇴한 여건으로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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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국가·광역 혁신거점형 전략사업 대상지 현황

자료: 저자 작성.

현황·여건에 기준할 때 도시공간구조상 골격이 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량은 간
선급이나 노후화로 인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 전역으로 연계되는 대로와 대중
교통 이용노선 등이 분포하나 구도심 쇠퇴에 따른 인프라 정비가 지속 추진되지 않아
버스정류장, 교차로, 보행로, 환승·연계시설, 광장, 공원 등의 노후화가 상당하고 수
준도 낙후가 많이 진전된 상황이다. 인근에 광역 교육·연구거점인 대학이 다수 분포하
고 추후 유입할 수 있는 청년·지식산업 업무종사자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도심 핵심
업무·상업·산업기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지원시설들이 상존하고 있어 역 이용 청년과
지식계층 등 인적자원은 풍부한 상황이나 활용과 기능은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며 현재
는 교통허브 기능만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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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심 기능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로 인구 절대규모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중이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기능·시설의 확충은 요원한 상황에 있다. 과거 가장 고밀·집적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시적 기능 저하로 인해 다수 시설이 저이용되고 있으며, 임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커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도시
민과 인근 주민은 문화·상업·여가시설 확충, 정비된 주거시설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2).
따라서 이 지역은 국가·광역적 연계 거점으로서 그간 도시 내 중심 업무·상업기능을
수행하여 광역 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업무·산업·문화 등 중추기능을 수용할 토지와
자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활력 저하로 인해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전략사업 추진방향
해당 지역의 전략사업은 국가·광역적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산업구조 재구조
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혁신
거점들이 집적된 지구 조성으로 혁신생태계를 형성하고, 청년·창업가, 상공인들이 함
께 기술·서비스의 융복합화를 실험·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터·삶터·놀터가 결합된 공간
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광역적 전략산업의 인큐베이팅,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의 자산
과 연계된 창업 엑셀러레이팅, 동종·이종 산업간 융·복합으로 혁신 기술·서비스를 개
발할 시설·기능의 집적을 통해 국가·광역적 경제·산업 재구조화를 견인할 혁신거점 집
적지구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혁신활동 앵커 공간과 실험 체계로 혁신기술·서비스의
산업화를 실험하고, 청년·창업자들의 지역 내 거주와 창업활동을 주변 상업·제조업 집
적지역과 연계하여 쇠퇴 도심의 공간·기능적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노후된 기반시설에

2) 광주광역시가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인근 주민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충이 필요한
시설·기능 수요는 문화시설(68%), 상업시설(45.5%), 공원·광장(38.6%), 주거시설(30.4%), 기반시설 정비 등
(27.5%)로 나타난다(광주광역시 내부자료 – 2018년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공모 준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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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인프라를 도입한 정비를 통해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마련하여 혁신 경제생태계
조성 및 도심 타 기능의 복합화 전략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 혁신
지구는 단순히 일터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이전적지 등 대규모 저이
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부족·저하된 문화·여가·상업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문화·여가·
상업기능의 집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그림 5-4 | 국가·광역 혁신거점형 전략사업 공간 구상: 교통결절점 중심 재생

자료: 저자 작성.

(3)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우선 지역 내 부족한 문화·상업공간 및 MICE 시설, 광장·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서는 저이용중인 국·공유지 및 철도시설의 활용 및 복합화를 및 지역 내 산재한 유휴
공공청사와 민간시설의 증·개축과 부분 활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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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공유지 활용 및 철도시설 복합화를 위해서는 저이용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
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문화시설이 입지할 경우 임대료 완화(5%→1~ 3%)를
추진하고 역사 및 철도부지의 민간복합사업의 경우 점용기간(30년→50년) 연장 및 임대
료 인하(재산가액의 5%→3%)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완화 특례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철도시설 부지의 민간복합사업이 철도역사 입체복합개발에 따른 백화점
등 상업시설 공급에 제한되고 있으나 기 추진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참고하여 상업·문
화·여가 기능의 동시 충진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며, 특히 철도공사·시설공단의 사업총괄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기획·추진·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 국가·광역권 혁신거점형 전략사업: 고밀·복합화 유도와 유휴시설 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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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심상업지역의 고밀·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 확충으로 민간 참
여를 통한 주변 저이용 업무·상업건축물의 고밀·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소구역 동시
지정 또는 주거 등 기능상 연면적 제한 조건에 민간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특례가 부여될 수 있으며, 전략사업의 공적 요건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의 기능
수요 협의로 기능상 연면적 제한에 대한 유연한 협의를 하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나 공공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혁신 지원시설 충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중
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문체부 지역미디어센터 건
립사업 등을 결합하는 등 부처사업 연계 및 협업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 건축물에 혁신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우체국, 공공보건소, 공공기관 청사 이전적지, 주
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혁신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창
업 및 혁신활동 인큐베이팅과 법률·금융지원센터 등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노후된
저층 근린상가를 리모델링 한 후 저층부를 기부채납하여 상업·문화시설을 공급하고
중·고층부에는 청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시설을 공급하며, 용도지역상 부족한 용적
이 발생할 경우 조례를 활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철도역 및 교통결절점 인근의 대중교통 환승·연계 및 보행 편의가 취약하고 광
장·공원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세권 내 가로환경 개선과 주차
장·나대지를 활용한 여가·상업시설, 가로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결절점 주변 가로망의 대중교통·보행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
부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
계한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망 및 환승·연계, 보행로 확폭·정비를 시행한다.
지자체의 BRT·트램 등 도시 간선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을 통해 도시 각 지역 간 접근성을 제고하며, 환승·연계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 개선
과 연계·접근 보행로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서민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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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복합화와 기능 충진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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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저이용 공공청사·이전적지 및 민간시설을 활용한 혁신지원시설 공급방식 예시

자료: 저자 작성.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교통정온화 및 보행·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통합가로 방식으로 보행·대중교통·자전거 이동 환경에 우선순위
를 부여하여 지구 내 보행 이동성 개선과 인구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서민호 외,
2012). 또한 대중교통 환승·연계시설 개선 및 보행로 확충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시
주변 지역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광장·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 확
대와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교통결절점 주변 여가시설 확충과 공유공간 확충을 위하여 저이용 중인 주차
장·나대지에 민간투자방식의 소규모 입체복합공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여가시설을 확충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기업 투자를 통한 가로변 중심 공공임대상가나 공유공
간,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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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 역세권 등 교통결절점 주변 기반시설 정비 계획요소 및 사업기법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2014.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의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p.150

입체복합공원은 지층부에서 접근·연계가 용이한 방식으로 옥상부에 공원을 조성하
고, 지층 및 지하에 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도 복합화에 따른 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여가 및 소형 상업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입체복
합공원 조성은 기존 시설 철거와 대지 조성비의 일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지자체
지원,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 등으로 실시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 설치 및 운
영·관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저이용 중인 근린형 상가 건물 중 고층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공기업 투자를 통해 공공임대상가와 청년·창업자
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행안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과 고용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임대사업 운영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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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 교통결절점 주변 대중교통·보행친화 기반시설 정비와 공원·공공임대공간 공급 예시

자료: 저자 작성.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마련된 업무·상업·문화 및 혁신지원 기능은 국가·광역적 혁
신생태계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구 내에 개발된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시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실험·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서민호 외, 2011).따라서
스마트 리빙랩(Living Lab) 등을 활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구 내 및 외부지역
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업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청년 창업 및 기존 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앵커거점을 확보한다. 도심 기능 쇠퇴
로 외곽 이전되거나 낙후한 도심형 산업(제조업·인쇄업 등)의 지식기반산업화와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혁신 기술·서비스 개발을 인큐베이팅할 앵커시설을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주요 대도
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공급 등을 통해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집적한 동종·이종산업과의 융복합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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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컨설팅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규모의 경제·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집적지구 지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권규상 외, 2018). 특히
앵커시설에는 청년·창업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존하는 기존 도심형 산업 영세업체의 입
주도 장려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재구조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림 5-10 | 국가·광역권 혁신거점형 전략사업: 상업·문화·주거 및 혁신공간 융복합화

자료: 저자 작성.

둘째, 도시 외곽에 산재하는 산단의 도심 내 서비스 연계거점 조성이 필요하다. 국
가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형성된 대도시 외곽 대형 산업클러스터 및
산단과 국가·광역적 기술·서비스 융합을 위해, 도시 내 산재한 각종 R&D 기능 및 지
원기관을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집적화하는 것이다. 국가·광역적 혁신거점은 교통결절
점과 도시 핵심기능의 집적으로 경제·산업간 융복합과 연계, 상호 교류 및 창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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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서 유리한 집적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종·이종 간
산업의 R&D와 기획·디자인,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집적을 통한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을 위한 공간은 과거 클러스터 방식의 별도 분리된 부지·시설 제공이
아니라 지구 내 기존 공공기관 및 업체들의 이전적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구 내
업무·문화·여가·상업활동들과 융복합되는 구조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혁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도시 실험을 위한 스마트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역적 경제거점 조성과 지식기반제조·서비스산업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시
산업을 중심으로 실험·발전시킬 스마트 기반 인프라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스마트시티 특화형 사업과 지자체·통신사의 기간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대학, 민간 및 창업기업의 산업수요를 반영
하여 특화 기반시설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경제·산업 영역에서 창출되는 빅데이
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함으로써 창출된 기업이익의 일
부를 공여 받아 스마트 인프라 시설 확대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조인재들이 집적하고 거점 내 시설과 기능들이
고밀·복합화될 수 있도록 시설 단위 공급방식이 아닌, 지구 내 필지별 용도·기능 배분
과 네트워킹, 주거·상업·문화기능의 지구 전체 차원의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
체·공기업의 관리체계를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공기업 중심의 총괄사업관리와 지자체
의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2)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 전략사업
본 절에서는 전술한 두 가지 전략사업 유형 중 지역 활력거점 조성과 관련한 세부유형
중 하나인 도시권 지역 거점형 전략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제3장의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지역 중 대구시와 전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대상지 입지여건,
지역자산 등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사업화방안, 사업기법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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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도시권 지역 거점형 전략사업은 도시권 차원의 지방 거점도시가 대도시 중심 또는
중소도시 연합으로 구성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거점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준비지역인 대구시 원도심과
전주시 원도심 지역의 입지 및 물리적 여건·현황과 지역자산 및 활용실태를 복합화하
여 유형화하고, 지역산업·문화특화 거점 조성 사업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중소도시 연합으로 구성된 서산·당진시 원도심의 주요 여건도 복합화하였다.3)
<그림 5-11>에서 가상화되어 제시된 지역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
한 대로변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군이 위치해 있으며 이면가로에 중심상권 및 먹자골목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기존 도·소매업 쇠퇴와 중심 기능 약화로 빈 점포·상가와 폐공
장 등이 방치된 상황이 드러나 있다. 소상공인 및 기존 원도심 거주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가 일부 남아 있으나 노후가 심각하며, 인구유출에 따른 빈집 방치로 방범 및
건축물 구조 안정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도시권 차원의 중심기능으
로서 재래시장, 공구골목, 인쇄골목, 쥬얼리골목 등이 기존 도·소매업 및 제조업 집적
지와 혼재되어 있고, 유휴 국공유지 및 시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광역적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여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의
전통·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역사적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소재가 풍
부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사당·감영 등 전통문화유산과 일본식 목조주택과 항쟁
거리 등 근대문화유산 산재된 반면, 노후 주택지·주차장 등과 혼재되거나 유지·보수
미비로 보유 자원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 일반적이다.

3) 본 연구 제3장의 전국 지역 커뮤니티별 지역간 내·외부 흐름에 따른 중심성 분석결과, 대구시 원도심은 ‘도시권
커뮤니티 3’의 단핵 중심지로, 전주시 원도심은 ‘도시권 커뮤니티 6’의 단핵 중심으로 판별되었으며, 2017년말
기준 대구시 인구는 246.5만명, 전주시 인구는 65.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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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 도시권 역사·문화·산업 거점형 전략사업 대상지의 물리·입지적 여건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사업 추진방향
이 지역의 전략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재구조화와 도·소매업 활
성화를 유도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소상공인들의 지역 내 거주를 통한 혁신 실험
생태계 조성과 근대문화유산과 상업가로의 연계를 통한 관광·문화거점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산업과 유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연계하고 청년·창업
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재구조화와 기술·서비스를 실험·혁신할 시설·기능
과 경제·산업생태계의 집적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자산 및 문화 앵커시설을 결
합하여 역사·문화자원과 전통·근대 건축자산,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문화거점화 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제조업 관련 인재·자산을 연계하여
혁신을 실험하고 기술·서비스의 혁신을 실험하며, 도시권 차원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결합하여 거주·방문자들에게 지역 산업 및 역사문화자산의 체험과 이용을 증진할 융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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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 도시권 산업·문화 거점형 전략사업 공간 구상

자료: 저자 작성.

(3)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우선 기존 지역특화산업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동종·이종산업간 연계와 융복합,
청년 및 소상공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앵커시설 및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울림플랫폼과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활용하여 앵커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추
진되는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사업이나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특화거리 정비 및 주차건물 확충·복합화 등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기부의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 등을 활용
해 교육·역량강화 및 창업·신산업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및 산자부 모태펀드 등을 통해 창업 및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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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 도시권 산업·문화 거점형 전략사업: 앵커시설·거리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원도심에 산재한 폐교, 유휴·방치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매입 후 철거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거점이나 지역앵커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폐교,
유휴공공시설은 증·개축하여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산림청의 도시숲
정책지원 사업, 환경부의 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 장기미집행시설 대응 정책사업 등을
활용한 국비 지원이나 상부 공원화와 하부 주차장 및 민간 상업시설을 결합한 BTL 민
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4 | 폐교 및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간 조성방식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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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외관 상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는 공가와 노후·불량 건축물은 매입 후 리모델
링하여 청년임대주택, 창업 지원공간 및 코워킹 스페이스,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재생 어울림플랫폼 등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재정 지원을 활용하
여 매입·리모델링하거나 중기부 등 유관 사업(청년상인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연계한 공동 펀딩, 공기업·지방공기업 투자를
통해 조성할 수 있다.
청년·창업자들이 지역특화산업과 제조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적 활동·서비스
와의 융복합이나 동종·이종산업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에 쉽고 긴밀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창업·업무공간 및 저렴한 주거임대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후 점포, 폐공장 등의 철거 및 증개축을 통해 주상복합형 상가주택과 교류·
여가를 위한 쌈지공원을 결합 공급하거나, 노후한 모텔, 고시원, 상가건물의 저층부는
커뮤니티 공간, 상층부는 임대주택 등으로 복합화 리모델링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중 일부를 활용하여 도심
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사회적기업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을 결합하여 조성·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재원확보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점포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 대상사업에서 제외
되어 있으나, 청년 및 창업자들의 도심 및 일터·삶터·놀터 결합지역 거주 선호를 고려
할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역의 경우 공기업의 점포주택 매입입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방치된 유휴 주택이나 상가, 모텔 등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여 사회
주택 및 쉐어하우스로 조성하고, 과소필지의 경우 합필을 통한 신축을 유도하여 원도
심 곳곳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앵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및 지역협
동조합 참여 사회주택 공급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통해 임대주택과
청년·근로자 거주공간을 조성할 경우,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지역 내 사회적경
제 연계 활용 목적의 크라우드펀딩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제5장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191

그림 5-15 | 노후 점포·상가의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 공급방식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도시권 차원에서 관광·문화 중심기능을 유지·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역사문화자
산과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전통·근대건축자산 밀
집지역 정비·관리 및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체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노후관광시설 재생사
업, 문화재청의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거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전통 먹거리 가게
및 재래시장의 지역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
업,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보존과 전통·
근대건축물의 보수, 가로환경 정비 및 지원시설의 공급을 유도·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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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 도시권 산업·문화 거점형 전략사업: 문화·관광 앵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7 | 민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공유지 활용 문화 거점시설 공급 방식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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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간 참여를 통한 차별적 특화 콘텐츠·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지역 내
저이용 국공유지에 민간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문화 거점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
록, 인허가체계 간소화나 임대기간 연장, 토지 임대율 인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특화산업과 제조업 및 동종·이종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산업·문화를 재구
조화 하는 것은 청년·창업자들의 혁신 기반 환경인 스마트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
광·문화거점 및 거리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도심 내 스마트 리빙랩
(Living Lab)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후 건축물 정비 및 앵커
시설 확충과 거리 정비 과정에서 IoT, 비콘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지역 포털과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통해 시민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을 중심
으로 기초 시설을 구축하되,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국토부 및 산자부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
창업자들의 혁신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및 산업혁신활동들
에 대한 빅데이터를 청년·창업자 및 지역 대학과 유관 기업들과 공유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거주자·방문자 피드백을 실시간
으로 진행함으로써 산업화와 민간 기업 사업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외 통신사,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자 등과 연계한 데이터 개방 플랫폼
을 지역 내에서 시범 구축하고, 민간기업 참여와 민간투자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사업
(Data-as-a-service)을 결합하여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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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방안
본 절에서는 전술한 두 가지 전략사업 유형 중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
충형 전략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제3장의 분석대상으로 추출된 지
역 중 본 연구 제3장의 분석결과 그간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었으나 쇠퇴가 심각한
쇠퇴 심각지역으로 판별된 진주시 봉래동과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지역
자산 등 현황을 공간구조상에 복합적으로 유형화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사업화방안,
사업기법들을 제시하였다.

1) 물리·기능적 여건과 문제점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형 전략사업의 경우 쇠퇴가 심각하나 현재까지
도시재생 및 유관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 판별된 지역 중에서 지자체 재정여건
으로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여건이 수월하지 않은 입지·물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 특징을 종합한 결과,
해당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다수 분포, 높은 수
준의 노후·불량 건축물 산재와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열악하나, 입지·조성환경·역량 등 지역 여건상 자발적 개선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
역이 다수였다. 지역 내에는 정책이주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점유 등으로 조성된 지
역이 많아 사회적 약자들이 구릉지나 폐쇄적 도시블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
사태 등을 예방하는 축대가 온전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장기
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 장애인,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거주하나,
노인 돌봄이나 보육시설 공급이 취약하거나 소외계층 자활이나 청소년 상담 등 복지인
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협소주택의 과밀 분포로 인해 채광·제습이
취약하고 난방 및 상하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주택이 상당수나, 불법·무허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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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다수 분포로 재해·재난, 위생, 안전 관련 시설의 개보수나 난방·상하수도의 공급
이 취약한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임정민 외, 2016). 최근에는 정주여건이 열악하
고 거주자의 고령화·사망 등으로 인구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발생이 빈번하나, 저
소득층 집중 거주 및 임대자 다수 분포, 법·제도적 장기 규제로 인해 정비 또는 개보수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5-18 |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형 전략사업 대상지의 물리·입지적 여건

자료: 저자 작성.

그간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동살) 등을 통해 쇠퇴 심각지역에 대한 물
리적 정비와 공동체 강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 공동체 강화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에 많은 역량이 집중되거나 기초생활인프라나 물리적 시설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부족으로 소기의 목표 달성은 미흡한 상황에 있다. 실제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중 약 85.1%가 기초생활인프라에 배정되고 있으나,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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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가로 정비에 다수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전체 사업비 규모도 효과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실정이다(임정민 외, 2016).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에 비해
추가 비용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다수가 동 사업 수행
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제4장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쇠퇴 심각지역 사업현장에서는 사업성격상
물리적 인프라 정비 외 주민역량 강화사업과의 병행은 어렵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등 근린형 사업은 대다수의 세부사업을 거버넌
스 조직·운영 및 일자리와 함께 창출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 쇠퇴 제어와 취약한 물적
여건 개선의 사업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황에 있다.

표 5-2 |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유사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의 물리·입지적 특징
유 형

특징

대표 사례지역

경사구릉지
(달동네)

- 피난민 정착마을
- 경사지 입지로 산사태 등 안전 취약
-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안됨

- 부산 영도·사하·금정
- 광주 남구·서구, 전남 여수
- 강원 강릉·태백 등

도심쪽방촌

- 철거 이주민 정착
- 도심에 인접한 노후주거지
- 일본식 목조구조 건물에 저소득층 밀집

- 인천 동구·부평
- 부산 남구
- 경기 포천 등

- 과거 공단 저소득 근로자 정착
- 소음, 분진, 악취 등 취약
-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혼재

- 부산 사상, 전북 전주·군산
- 전남 장성
- 경남 양산 등

-

-

공단 배후지역

기 타
불량주거지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사업 해제지역
공원지구, 위락지구 해제지역
문화재 규제지역
도심공동화에 따른 불량주거지역

대전 대덕, 경기 양주
부산, 서구, 세종 조치원
울산 남구·동구, 대구 중구,
전북 전주, 충남 부여 등

자료: 임정민 외. 2016. 새뜰마을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p.13.

2) 전략사업 추진방향
쇠퇴 심각지역은 안전위협이 심각한 불량·위험 건축물 개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최
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에 사업목표·대상을 한정하고, 빈집·
유보지의 임시·유연적 활용을 통하여 축소대응형(shrinking smart)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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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형 전략사업 공간 구상

자료: 저자 작성.

우선 불량·위험 건축물 중 원만한 정주와 공동체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간을
정비하여 추가적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내 물리적 노후 악화를 개선하여 전체적 지역 쇠
퇴가 진전되는 상황을 제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초
생활인프라 중 커뮤니티 케어 거점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장
애인, 고령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등이 다수 밀집·거주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육아·가정·돌봄 관련 복지와 교육·자활 관련 공공서비스를 현장 중심으
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빈집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발생한 잔여 공간은
영구 시설물 축조보다는 임시·유연적 활용을 통해 부족한 공동체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충하는 등 지역의 축소대응형 공간 관리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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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방안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사
지, 과소필지, 막다른 골목 등 여건으로 소방도로나 주민 통행 및 차량 회차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일부 빈집 철거와 가로 정비를 통해 최소한의 물리적 내부 도로망 연계
를 확보하고 안전 시설물 확충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0 |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형 전략사업: 빈집, 불량·위험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

자료: 저자 작성.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지역 내
간선 기능)나 과소필지의 합필과 빈집 철거 과정에서 통해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여 미
니 소방스테이션, CPTED, 경사면 축대보강 등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소방청
의 취약계층 중심 주택용 소방시설보급사업과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예상 중
일부를 우선 할당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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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인프라 확충은 경찰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지역
진단을 실시한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비로 시설 확보가 가능하다. 고령
자·교통약자의 보행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간선보행도로에 대해서는 초
소형 모노레일 등 보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지자체 자체 정책사업비를 결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비는 한
국전력 등 공기업 사회공헌 보조사업이나 인프라 개선 시 태양광 발전 등 자체 전력
등을 결합하여 보조할 수 있다.
지역 내 산재한 불량·위험건축물과 빈집을 철거 또는 개보수하여 독거노인 등 고령
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기업 매입임대 활용 빈집 개보수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민간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병행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림 5-21 | 노후·불량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기법 예시

자료: 저자 작성.

특히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에 있어 현재 재정보조율 50%
를 60~8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취약계층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4)
4) 지역별 편차가 다소 존재하나 통상적으로 현재 지자체에서는 불량·위험주택 개보수에 1,2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주민 공동매칭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0.7%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장 심각한 슬레이트 지붕
정비 및 구조보강에만 최소 3,000만원 내외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지원규모의 실질화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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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 골목길 미니소방서 사례

그림 5-23 | 부산 초량동 초소형 모노레일 설치 사례

자료: 시정일보. 2018. 골목도 안전해요~ 동작구엔 ‘미 자료: 한국철도공사 네이버 블로그: 초량 이바구길 나들이, 2018.
니소방서’가 있으니깐, 2018. 5. 23. (http://
6. 26.(https://m.blog.naver.com/PostList.nhn?
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
blogId= korailblog. (2018년 11월 2일 검색)
dxno=214897) (2018년 11월 2일 검색)

그림 5-24 | 빈집 및 불량·위험 건축물 철거를 통한 유보지화 사업기법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부족한 공동체 생활·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소필지 밀집과 협소한 생활도
로 여건으로 최소한의 공동체 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집및소규모주택정
비특례법(’18.1)을 활용하여 안전·위생상 위협이 심각한 빈집 중 개보수되지 않는 시
설을 우선 정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안전·위협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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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는 빈집을 철거하며 재원이 많이 필요한 토지소유주 보상 보다는 개발 시까지 공동
체 텃밭과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유보지화 하여 지역 수요·기능적 축소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빈집 중 개보수가 용이하거나 내부 공간구
조상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가진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보조를
통해 매입 후 증개축을 실시하여 부족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다.
쇠퇴 심각지역은 주거취약계층·고령자·한부모 가정·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의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체계를 현
장 중심으로 구축하고, 건강·여가 차원의 삶의 질(QoL) 확보와 자활을 지원하는 커뮤
니티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5 |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형 전략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운영

자료: 저자 작성.

우선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무인택배함, 공용자전거
보관소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쓰레기 집하시설, 상하수도 등 도시재생법에 정의된 근
린 단위 기초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저기준 수준 또는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빈집 및 불량·위험 건축물을 정비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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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복지 앵커 공간을 우선 공급하고 쓰레기 집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은 지자체
자체 예산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하수도 악
취개선사업, 보육시설은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은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을 활
용하는 등 쇠퇴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가용 가능한 범부처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력
이 중요하다. 기초생활인프라로 공급된 생활·복지 공간·시설이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
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 현장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체 서비스를 통합 패키지로 운영하며, 재원은 범부처 연계사업과 지자체가 부분 보
조하는 구조로 추진하며 이는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사업, 행안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과 주
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행안부·복지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공조’5)(국
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9)를 범부처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
기 단계에서는 지역 사회 내 특성이나 공동체 내 민감한 여건에 대한 파악·적응이 어려
워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직접 운영에 의한 정착화를 시도하고,
정착 안정화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전환6)하여 정착을 유도해
야 한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복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물리·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통합 현장 센터 운영으로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5) 국토부·행안부·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
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2018.9.11))
6) 국토부·행안부·복지부가 ’18년 9월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공조’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3개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 ②부처별 지원조직간 연계, ③각 부처 공모사업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방문간호 등 보건복
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이 주요 골자이며, 실질적 운영은 주민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담당하는 것으
로 제시되어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을 맞잡다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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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주도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국가적 전략사업(혁신·지역거점형 사업, 쇠퇴
심각지역 생활인프라확충 사업) 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도로 추진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도 뉴딜사업의 추진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정
부, 주민 등 각 관련 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와 이를 위한 포괄보조 방식
의 예산편성 및 지역투자협약(계획계약) 형태의 배분체계를 제시하였다.

1) 지역주도 사업추진의 배경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도의 추진방식은 참여정부 이후 진
행된 외생적 지역발전에서 내생적 지역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이 깊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외부 자원을 투입하여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하향식 지역
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을 도모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박인권, 2012). 특히 성장이후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경우 단순히 물리적 재생보다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재생
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성, 지역자원, 주민참여 등에 기반한 추진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김항집, 2011).
지역개발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외에 지방분권화도 지역주도 도시재생의 주요한 추
진 배경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를 실시 한 이래 계획, 재정 등에 있어 지역의 권한
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화가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의 사정
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지방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김현호, 2008).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역할배분에 있어서도 국가최
저수준을 보장하거나 사업 파급력 또는 외부효과가 광역적으로 확장되는 사업을 제외
하고, 사업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제한되는 근린재생형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소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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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소규모
근린재생형 사업마저 중앙정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특색없는 사업계획을
양산하고 대부분 사업에서 실제 지역의 역량강화까지 연결되지 못 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가 재정을 배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주도 방식
으로 인해 주민의 역할과 참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기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일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시설물 건립 외에 국비지원 이후 사업을 이
끌어 갈 주체 육성 등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종합적 재생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연
결되지 못 하였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2018.3)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
역·주민주도의 사업을 첫 번째 사업추진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주도 사업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가재정의 효
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체 간 역할분담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
계 마련이 중요하며, 재원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성 제거나 전략
적 집중, 분권형 시행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군계획사
업과 각 개별법의 거의 모든 물리적 사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창의·현장중심 사업 주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추진구조와 재원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근린형 사업의 공모·선정주체가 광역 단위로
이관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구조상 상당부분 중앙의 관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 구체적
인 선정기준이나 평가체계, 사업규모 및 유형 등이 중앙의 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을 통해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각종 정부보조나 지자
체 자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내용
과 예산을 각각 명확히 분리·추진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다양한 목
적으로 추진되는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과 유관 사업들은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내용과
예산의 조정을 통해 비효율과 창의적 사업발굴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의미의 포괄보조방식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
도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및 예산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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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도 사업의 추진체계
지역주도 근린형 도시재생사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정
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 4장에서 보았듯이 오래부터 연방국가로서 지역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의 업무였으나 지역간 재정불평등의 심화와 일부
지역의 극심한 쇠퇴를 지역 내의 자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SC2 등 연방정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법률, 재정 등 행정의 모든 자원을 국가
에 집중하여 국가주도로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으
나 지역의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에 기초한 내생
적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아직 자체적인 추진역량이 부
족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시책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파견 등을 통해 지역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자체는 특화형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입지, 사업 등을 기획함에 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린형 재생사업의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획
력, 자치력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간 역할분담을 넘어 주민이 참여
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주민참여
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실험실(가칭)’
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은 관련 법
제도 및 재무적 흐름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나 이러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 등은 이를 실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공간활용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 또는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공간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공공유휴부지(Morande 83, 325㎡)에서 주민
들이 임시시설물로 공간을 꾸미면서 광장을 활성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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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 칠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실험실 사례
사업이전 유휴부지

주민참여 과정

사업이후 공간운영

자료: Andres G. Blanco, 2018, Cities Lab,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3) 지역주도 사업의 예산체계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 의미의 포괄보조 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
가 전략사업을 제외하고는 생활기반계정, 즉 현재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
고 해당 포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과 함께
보조율을 폐지하여 이론적인 포괄보조금 형태에 가깝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
금은 자치단체별 한도(ceiling) 내에서 사업선택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원하고, 부처 간의 유사중복사업(program duplication and overlap)을 조정하는 효
과가 있다(김현아, 2016). 우리나라 포괄보조사업은 구체적 사업의 구조와 내용에 대
해 소관부처로부터 사전심의·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보조금의 변형된 형태에
해당한다(한정숙 외, 2017). 특히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중 시군구 자율계정의 경우
4개 기초생활권 중 하나에 속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선택권이 없고, 3장에서 설명하였
듯이 소관부처가 공모를 통해 생활권별 편성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2010년 통합이후 지자체의 사업선택 과정을 통한 부처사업의 자율적 조정효과도
거의 없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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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구분

노후 주거지 정비

유형
대상지

우동살

주거지지원

소규모 저층 주거
저층 단독주택 지역
밀집지역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상업, 창업,
관광, 문화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면적(㎡)

5만 이하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국비상한

50억원/3년

100억원/4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예산편성

지역자율계정

선정주체

지역지원계정
광역지자체

중앙(국토교통부)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 도시재생뉴딜 사업 5개 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만 도시활력증진사업에 포함하
고 있으나, 광역지자체에게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의 사업선정 권
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균특회계에서도 포괄보조방식의 예산을 일반근린형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4개 기초생활권 및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
군구자율계정이 실질적으로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사업항목을 기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7 | 포괄보조방식 예산편성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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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년 중앙정부 공모방식보다는 지역투자협약(계획계
약) 방식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재생뉴딜 관련 예산이 별도의 포괄보조금
계정으로 편성될 경우 사업 선정방식은 현재 균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
와 같이 부처 간 사업을 다년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실제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계획계약7)은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지역
의 우선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 관선지사와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체
결하는 다년도(5-7년) 재정투자 계약으로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균형위에서도 지자체가 각 부처의 관련 사업들을 장소 통합적으로 묶어서 발전계
획을 수립하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다년도 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19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다양한 국가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재생뉴딜사
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포괄화하여 편성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생계획에
따라 여러 부처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5-28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방식 예산배분 방안

자료: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6월 7일. 보도자료.

7) Contrats de plan은 국가와 지역간에 공통 관심·추진사업에 대해 중장기적(5∼7년) 차원의 재정투자 약속과
시행을 담보하는 사업계획으로 1984년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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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법ㆍ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기대효과

본 장에서는 5장에서 언급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도적 개선방향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이 구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1. 법·제도 개선방안
1) 도시 및 지역 차원의 거점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도시특성을 고려한 혁신·특화거점 제도 도입
앞선 분석결과들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시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건설하고 주변 중소도시는 도시권 차원에서 공공
생활 및 문화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및 복지차원의 기능이 서로 연계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수적이다. 특히 3장의 분석결
과에 따르면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에서
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기능들을 특정 도시에 집
중시킴으로써 기능차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 차원
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장의 해외 사례에서 제시된 것
처럼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시의 컴팩트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그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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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도심 인근으로의 체계적 재생전략 마련 및 민
간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혁신 및 특화거점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1). 이는
지역 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화 및 지역 전체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며 5장에서 언급한 혁신 및 지역특화 거점형 사업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제
도화 방안으로서 특별구역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와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부
적으로는 정책수단으로서 거점 조성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계획
의제 사항들을 법률 및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
우선 계획차원에서는 거점 지정 시 특별구역과 유사하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함께
지정 가능하도록 하며 초기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나감과 동시에, 해당 거점
구역은 전체 활성화계획과 별개로 추진하여 전체 활성화계획과 함께 수립·승인되는 과
정에서 활성화계획 내 전체 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예산차원
에서는 현재 활성화계획에 제공하는 국비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2).혁신·특화거점은 앞서 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업무공간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및 상업 측면에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거점공간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일과 거주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임대
주택을 특별구역 주변에 공급하고 특별구역 내 기업 종사자의 경우 우선 입주권을 부여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혁신·특화거점은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아
이디어를 실용화하는 지역이므로 단순히 개발사업 만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로 산업차원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적은 실험 등이 거점도시 내에서 리
빙랩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게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거점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입지조건 및 기능 및 결과
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 전체 및 광역차원에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도입기능

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도심 지역에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주요 기능을 집적하여 활력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18.11.28.)
2)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절차 간소화나 세제
특례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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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는 공공투자로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도를 도시 외곽개
발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만 적용하고 대
중교통 결절지, 철도역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 기능이 존재하는 도심지역 인근으
로 한정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 6-1 | 도시재생 혁신·특화거점 도입을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혁신·특화거점 도입을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제4장 도시재생 혁신·특화거점
제25조(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지정에 따른 의제)
①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으로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으로 지정 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으로 지정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으로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
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
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7조(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의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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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28조(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 중 도시재생 혁신·특화거점 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과 별개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 내 사업에 대해 국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 내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우선 투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 내의 민간사업자에 대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우선 융자할 수 있다.
제29조(도시재생혁신·특화거점에 있어서의 초과이익의 환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혁신·특화거점 내 사업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률 이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도시재생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2) 공기업 ‘사업총괄관리자’제도 도입
본 연구에서는 혁신 및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은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고 있다. 혁신거점형 전략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
딜사업은 역세권·항만·산단·이전적지에 있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토지
를 보유하거나 개발 자금 투자 능력이 있는 국가·지방공기업과 대형 민간 디벨로퍼가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은 구도
심이며, 유관 부처사업과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관계로 사실상 사업 시행은 지자체 차
원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방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혁신거점 조성 성격과 토지 등 핵심자산 보유를 고려한 전문 공기업을 중심
으로 행정청이 갖고 있는 계획고권이나 사업 승인·집행권한, 관련 예산 등의 실효적
위임을 통해 사업을 총괄시행·관리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3). 예를 들
어 일본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을 통합적으로 조정·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통합본

3) 공기업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발의됨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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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합을 만들고, ’16년부터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의 각 본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
처업무를 서로 연계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진행은 UR과 필요
시 모리빌딩 등 민간 디벨로퍼가 결합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삼수 외.
2017). 미국 보스턴의 BPDA(보스턴개발청), 프랑스 파리의 SEMAPA(파리개발공
사) 등도 유관 행정청으로 예산·계획고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업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6-2 | 국가·광역 차원의 행정-사업총괄관리자 역할 수행 사례
구분

미국 보스톤개발청
(BPDA)

프랑스 파리개발공사
(SEMAPA)

일본 UR-모리빌딩

서울시 SH-SBA

도쿄도(공공)에서 도쿄의 세
계적 도시 육성을 위해 사업
자협력방식,
특정건축자제도 도입:
민관파트너쉽 개발 추진

서울시(공공) 쓰레기 매립지
였던 난지도와 그 주변을
첨단미디어 산업 집적지로 개
발 추진

설립
개요

민관합작회사
(파리시57%, 프랑스 국립
1950년대 도시침체로 인한 도시
철도청 20%, 파리주택공사
재생 요구 증대로 설립
10%, 정부 5%, 일드 프랑
스 5%, 기타 3%)

구성

약 300여명의 전문가 집단
약 60여명의 전문가 집단
㈜모리빌딩 선정
(도시계획부, 경제개발부, 도시 (건축, 도시계획, 법률, 재정,
(특정건축자제도, 2009년)
개발부 등으로 구성)
엔지니어, 커뮤니케이터)

사업
추진
형태

- 공공(서울시): 전체 사업의
총괄관리자(계획 총괄)
- 공공(도쿄도): 전략·방향
전체 사업 총괄관리·시행자
- 공공(SH공사): 사업시행자
전체 사업 총괄관리자
설정
(사업 총괄 관리 및 사업 단
(용지공급 등)
(계획, 사업자 선정, 이해관계 조정
- 민간(㈜모리빌딩): 사업 기
계에 따라 참여주체의 역할
등 총괄 컨트롤 타워)
획자, 시행자, 운영·관리 - 공공(SBA): 지역운영관리
부여)
자(입주기업 지원 및 지역
자 형태로 참여
활성화 사업 수행)

조직
위상

독립된 조직
(별도 계정으로 수입 관리)
자산/매매/토지수용권/채권/
세제양허권한 등 가짐

주요
역할

인재양성/교육, 기업투자유치,
근린재생계획, 교통 체계 구축, 리브고슈개발 관련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
모든 법적, 기술적 책임 담당
보스턴의 미래연구 등

주요
프로
젝트

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 프
찰스타운네이비야드혁신지구
토라노몬힐스 개발 등
로젝트(철도로 공간적 분리
(낙후된 항구-조선소 주변 재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된 낙후 도심 재정비 및 구역
발 및 관광상품화)
지역 전체 활성화 유도)
별 특화기능 부여)

서울시 산하 SH공사 및 서울
산업진흥원

(주)모리빌딩이 도쿄도 일대
장기 도시재생계획에 UR과
공공기관보다 유연하고 효
연계 참여
공공기관으로 구성
율적으로 조직 운영가능
(약 10년간 10개 대형 프로
젝트)
장기 개발계획,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 지역 일대 - 개발계획, 사업시행, 관리
운영·관리 등 담당
처분계획, 지역 일대 운영·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관리 등 담당
노하우 적용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용도별 용지공급 및 유치업종
을 선정, 지속적인 지역차원
의 지원 등 연계

자료: 서민호. 2018.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추진방안. 도시재생전략포럼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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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혁신거점 중심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거점 전체 사업을 포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역할 확대를 필요로 한다. 공기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거점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
업시행·운영·관리 경험과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에 유리한 입장이다. 과거의 유사 경험을 검토하면 대
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토지확보와 초기단계 이해관계자간 협의·
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합의임이 밝혀진 바 있는데(유재윤 외, 2013; 이왕건 외,
2017), 공기업은 토지와 유관 기관 협의에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상존하는 범부처적 연계·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유관 정책·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율할 별도 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며,
공기업은 다수 사업들을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최적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가 주도적 추진을 전제하더라도 공공행정 조직이 직접 사업추진은 어려
우며, 특히 대규모 공유지나 재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직접 추진은 더욱 곤란하다.
사업총괄관리자 제도 도입과 병행하여 공기업 주택매입 범위에 점포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거점조성사업은 일터-삶터-놀터를 함께 공급하고 관리하
는 사업이므로 거점구역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와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가 복합화된 공간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도심에 위치한 점포주택은 청년 및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상업, 주거 복합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LH 등이 임대주택 매
입사업을 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점포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역의 경우
상가부분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공기업이 매입하여 청년 및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주
택연금과 세법 등에서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에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주택에 준하여 판정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매입가능 대상을 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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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차원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권 협약’제도 도입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을 위한 도시 간 연합체 구성과 민관협의기구를 기반으로 한 도
시 간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은 도시권 단위에서 지역적 특
화거점을 형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단일한 협의와 권한을 이양받을 주체로서 도시
간 연합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사업들 중
거점도시에 집약시킬 기능과 도시 간 상호 연계·활용이 필요한 기능에 대한 협의가 필
요하며, 사후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도시들 간의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인구감소 시기 개별 도시의 인구규모만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기능과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개별 도시 수준을 넘어 지역 차원의 공간구조가 도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형
태적으로 다중심적이고 기능적으로 집중된 공간구조를 가질수록 더 높은 생산성이 나
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개별 도시가 아닌 지역차원의 효율적 공간구조 확보를 위
한 도시 간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실제 지역의 공간구조와 흐름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
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공간구조와 흐름의 구조를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인프라 구축 등 개별 도시수준을
넘어 도시 간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특화거점형 등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
우 동남권 신공항 사업 유치에 따른 갈등과 같이 거점을 유치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주변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전체적인 비전공유와 협력을
위한 연합체 혹은 협약 등이 필요하다.
도시 간 연합체는 도시권 차원의 전략수립 국가와의 재정지원 협상, 도시권 차원에
서 특화거점 지역으로의 사업선정 등을 정부와 협의·결정할 수는 있으나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조직체계 구성은 어렵다. 이는 수도권의 대중교통종합계획 수
립, 각 시의 교통정책협의·조정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행정연합체로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운영 중이나, 기관 간 파견인력 운영으로 정책협의 외 사업추진은 미
비한 실정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4). 특히 도시권 차원의 특화거점은 공공·문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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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서비스 외에도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기관·단체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고 다
수의 민간투자 유치와 사업 확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조직간 연합체만으로는 추진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화거점의 육성과 발전전략은 도시권 연합체를 중심으로 기
획하고 국가와 협의·조정하되, 실제 사업 추진과 기관 간 연계, 재원운용 및 민간협의·
참여 등은 별도의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및 영국 등에서는 각각 정주자립권 구상이나 중추거점도시
권, 도시권 협약 등을 활용하여 개별 도시 차원을 넘어 도시권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 나고야, 오사카권에 대응
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추거점도시권 및 정주자립권구상을 도입하여 지역
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시정촌들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지역 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거주민의 도시기능 활용성 개선, 지역 차원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그림 6-1 | 일본의 연계중추도시권 사례(하리마 권역)

자료: 마강래. 2018. 10 23.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2018 굿시티 포럼 발표자료.

4) 실제 수도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설투자와 사업은 코레일 수도권구간과 기존 서울메트로가 결합한 서울교통공사
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관련 사업들을 보다 추진력 있게 시행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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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은 도시권 차원의 협의에 기초한
국가 지원 지역발전 제도의 틀로 발전시켜오고 있다5). 영국은 ’10년부터 중앙정부 중
심의 기존 RDA(지역개발기구)를 해체하고 도시권 협약(City Deal)에 기초한 LEP(민
관협력 지역발전기구)을 운영 중6)에 있다. LEP의 운영 배경에는 기존 RDA가 행정적
경직성과 국가 통제적 약점을 갖고 있던 사항 중 행정적 협의·결정사항을 도시권 협약
으로 이전하고, 보다 지역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특화된 발전전략을 갖고 실질적 사
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공공 이외의 민간이나 제3섹터 차원의 협력을 위
한 민관협력 기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구조를 확충함으로써 향후 지방분권의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한 사업 추진 및 전체적인 임계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 | 영국 도시권 협상(City Deal) 그룹(좌)과 LEP 구성 현황(우)

자료: LEP Network. 2018. (http://www.lepnetwork.org.uk/leps/. (2018년 10월 11일 접속)

5) 프랑스에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의에 기초한 균형적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레지옹간 계획계약에 기초하여
중장기(5~7년간)의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6) 도시권은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공식적으로 중복되는 지자체 없이 한 단위가 존재 가능하나, LEP는 도시권 차원에
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에 따라 다수의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 거점도시에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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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권 협약과 연관된 생활권 정책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이 제정된 후, 이명박 정부 시기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박근혜 정부 때 지역
생활권 정책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계획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 생
활권 단위별 계획을 폐지하고 개별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7조의 2)
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균특법 상에서는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각 시·도
지사가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와 같이 기초지자
체가 공동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즉 계획계약제도를 활용한 균형발
전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안을 작성할 때 뿐인 것이다. 이 경우 단지 협약안에 담긴
사업의 주무부처에서 사업의 보조금을 얻기 위한 수단 이외에 기초지자체 간 장기 마스
터플랜을 통해 향후 지역 차원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은 사라지고 결국 지자체별로
예산확보 및 기능유치를 위한 갈등의 소지가 늘 상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확대한‘도시권 협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권 협약제도는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초지자체
수준의 도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시 균형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구조를 구축하여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협약체결 시 작성하는 협약안의 내용을 계획수준으로 격상시켜서 단순히 개별
사업 단위에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여 지자체 간 자원 및
기능배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생활권 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신설해야 한
다. 특히 도시재생법 제12조에서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필요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도시
간 연계 협력형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통합 도시기본계
획 수립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세훈 외, 2018).
이 때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이 작성된 계획에 대해서 최종심의 및 체결은 균형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이후의 광역 내 지자체 간 갈등은 시·도 지역혁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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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3장의 연구결과처럼 현재 도시 간 흐름의
결속력에 따른 지역구분은 개별 광역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으나, 대체로 광역도 내
에 속해있기 때문에 광역도가 도시권 협약에 따른 사업평가 및 갈등의 조율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시권 협약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
할 때 계정은 지역자율계정이 아닌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중앙정부 차원
에서 지자체 간 협약을 맺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생활권 계획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차원
의 사업 도입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균특회계 내 시범사업을 설정하여 예산을 배정하
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행정연합체만으로는 사업추진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의
협약을 통한 계획수립 이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민간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의 창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공적재원 집중지원 방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거점형 및 특화거점형 전략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재생 마중물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
우 공기업 재원 및 토지 등 현물출자를 통한 규모 있는 사업시행자 참여가 필요하다.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그 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500억원이라는 제한적
예산을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확충에만 투자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광역적
혁신거점 조성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지원금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
효적 마중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공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이
과거처럼 일부 앵커사업 시행이나 민간에 매각·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기획에서
부터 추진·운영·관리 및 전반적 공적 업무를 담당할 사업총괄관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출자규모 확대나 여건이 어려운 지방 공기업에 한해서
는 50% 이상의 지분출자를 통한 민간자본과의 결합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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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에 정부예산 이나 공기업 재원투입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재정투입의 경제
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2007년 대규모 재정사업과
2016년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였다.

표 6-3 | 재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구 분

근거규정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3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운용지침

총사업비가 500억이고 국가재정(예산, 기금)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평가대상

2. 정보화사업
3.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 500억 → 1,000억 이상(‘16)
국가재정+공공기관부담: 500억 이상

4. 그 외 사업중 중기사업계획서 상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이 수반되는 사업

1.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실시 사업

면제대상

1.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사업

2.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기존 기반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우측 공공기관 예타 면제대상(2~6)

4. 재난 등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5.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6. 출연·보조기관의 지원사업

6.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도시재생
관련사례

1. 노후산단 재생: 대전산업단지(‘1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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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공업단지(‘11), 부산사상 노후 공업지
역(‘16)

1.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복합단지(‘15), 국방
대학교 종전부동산(‘17)
2, 국가산단: 진주사천항공(‘16), 동두천(‘17)
3. 투자선도지구: KTX광주송정역(‘18)

정부의 마중물 예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단위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
기 위한 측면이 크고, 종합적 도시재생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나 미
래의 편익은 사회적 할인율로 조정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예비 타당성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노후산단
재생사업 예비타당성의 경우에도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 후에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효
과를 주요 편익으로 계산하였고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도로사업과 같이 인한 시
간절감 효과만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였는데, 노후산단 재생사업 사례를 볼 때
3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경우 예비타당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도시재생
편익항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기간만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에 경제기반형 사업의 국고보조 상한액을 250억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500억원이라는 제한적 예산을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확충에만 투자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기타 상당수의 앵커
사업은 민간투자나 대규모 공기업 개발·시행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
으나, 기획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에
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 부산의 경우 상당수의 마중
물 재원이 부산역 광장 복합화 사업에 투자되었고, 인천과 청주의 경우에는 민간참여
가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마중물 투자효과가 창출되기 어려웠다
실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용이 낮은 미개발지를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분양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향하는 방
식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도시재생 사업에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거점형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과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하
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0억원 재정
투자 규모를 국가·광역적 혁신거점 조성 전략사업에 한해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효적 마중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로 현실화하고,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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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쇠퇴 심각지역 대응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기초생활인프라’ 통합조직 구성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략사업에서도 유사사업이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범부처적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해 통합
적 접근이 중요하다. 쇠퇴지역 주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과 직결되는 기초생활인
프라 사업의 경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공간·복지·생활·행정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통
한 시설 공급과 서비스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은 뉴딜사업중 우리동네살리기, 균형위의 새뜰마을 사
업,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산재
되어 있다. 특히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마련·시설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공·관리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RI와 같이
범부처 통합지원이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별도 운영·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방
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쇠퇴 심각지역의 각종 정책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조
직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술한 제3장의 쇠퇴 심각지역 현황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높
은 쇠퇴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쇠퇴 심각지역은 852개소에 달하
고 있고 쇠퇴의 가속화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으로 이 추세를 반감시키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특히,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직접 관련된 우리동네살
리기 사업은 연간 16~17곳 선정에 그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만으로 쇠퇴 심각
지역의 취약문제 해소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다. 소외된 쇠퇴 심각지역 중 재정여건
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와 군 지역에 분포한 비율은
42.9%에 달하고 있어 별도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
업 중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고 타 부처의 유관 정책 사업들
을 하나로 집적시켜 범부처적 별도 추진조직을 만들어,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
라 및 생활SOC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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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범부처 사업추진단7)은 부처 파견을 통
해 총리실 산하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기획 및 예산운용과
공간 공급·정비, 서비스·콘텐츠 연계, 사업집행·관리 파트는 주무부처의 파견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현재 도시재생법상 국가적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
나, 국가 차원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기준과 향후 사업추진 등에 대한 방안들을 마
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국책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단위의 사업은 지자체 개
별적 사업추진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관 공기업과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실제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있어 실제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국가적 실태에 대한 DB 구축에서부터 가장
효과적 쇠퇴 제어 방향을 현장을 중심으로 조정·시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림 6-3 | 범부처적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정책사업 통합 추진조직 예시

자료: 저자 작성.

7)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유사한 형태로 최근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관계부처합동 ‘생활SOC 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설립(2018.12.12.)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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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키지형 정책사업 추진
쇠퇴지역 주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과 직결되는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의 경우 사
회 안전망 차원에서 공간·복지·생활·행정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설 공급과 서비
스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5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도시재생에서도 쇠퇴 심각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도시재생법 상 근린 단위 기초생활인
프라8)를 국가 최저기준 수준 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쇠퇴 심각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18.8.27)”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5조 8천억원 대비 50% 이상(2.9조원) 증가한 8조 7천억원을 2019년도
생활 SOC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다. 현재 정부는 개별 부처 예산을 생활 SOC라는
명목으로 복합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및 재원운용은 개별적으로 진행하
는 골격을 유지하는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b). 쇠퇴 심각지역에 대한 기초생
활인프라 확충사업을 범부처적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구조를 특정 계정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합적 공간 공급이나 통합형 서비스 공급을 통해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표 6-4 | 지역밀착형 생활SOC 부문별 투자 방안
투자과제

투자 규모

투자과제

투자 규모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

1조 1,000억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7,000억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6,000억

복지시설 기능 보강

4,000억

취약 지역 도시 재생

1조 5,000억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2조 3,000억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1조 3,000억

미세먼지 대응 강화

2,000억

스마트 영농 확산

1,000억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

6,000억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문, 8월 27일.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0680&call_from=rsslink)

8) 도시재생법 상 기초생활인프라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무인택배함, 공용자전거
보관소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쓰레기 집하시설, 상하수도 등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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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현재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로 추진되고 있어 동 사업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별도 분리하고 이를 균형위
균특회계를 활용하는 타 사업들과 재결합할 수 있다. 이후 ’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에서 제시된 범부처 사업 중 일부
재원과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유관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별도의 통
합 계정 및 정책사업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상
하수도 시설은 관련 지자체 예산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보육시설은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노인
복지시설은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6-5 |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관련 부처 연계사업 예시
부처명
행안부
농식품부

부처 연계사업
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③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④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① 일반농산어촌 개발

해수부

① 漁울림마을 조성, ② 어촌마을 리모델링

환경부

① 생태휴식공간조성, ②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③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④ 하수도악취개선, ⑤ 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⑥ 슬레이트 처리 지원

문체부

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②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③ 마을미술 프로젝트,

법무부

① 범죄예방환경 개선

경찰청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교육부

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여가부

① 청소년시설 확충, ②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복지부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과기부

① 공중선 정비

자료: 국토교통부. 2018. 4. 24. 도시재생 관계부처 연계사업. 내부자료를 토대로 쇠퇴 심각지역 관련 사업 정리.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능
상 같이 입지하여도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후화 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9)나
공공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간적으로 시설을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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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 중인 “인구감소지역 활성거점 복합타운 건립 사업”과 같
이 부처별 개별화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시설 지원 방식을 거점 중심적(placeIntegrated)으로 통합·지원하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 인구 감소지역 행정복합타운 개념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조하여 작성.

국가 차원의 관련 재원을 통합 계정과 예산운용체계로 통합할 경우, 국가적 쇠퇴 관
리와 국가 최저기준 이상의 기초생활인프라 확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관리가 가
능해져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 달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용이할 수 있다. ’19년부
터 정부가 추진할 생활SOC 투자확대방안에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관되는 사업
예산규모는 근린 단위의 문화·체육시설 공급에 1.1조원, 생활안전인프라 개선에 2.3
조원10), 도시재생 뉴딜 중 우동살 추진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복지·보건시설
기능 보강 중 일부를 합한 약 4~5천억원 수준이다. 상기 비용 가운데 도심 및 산단
등 대형 거점의 생활인프라 공급을 제외할 경우 3.8조원 내외에 달한다. 이 사업들을
9) 2000년대 들어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함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
치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태일, 2017: 43)
10) 앞 절에서 전술한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외 불량·위험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민간·다세대
주택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성능보강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 위협이 심각한 주택에 대한 사업도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0.7% 저리의 추가적 기금 융자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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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단위에서 타 부처 사업과의 통합을 가정하여 현재 도시재생 뉴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2배 규모인 100억원의 재정 마중물을 지원한다면 연간 약 380개 읍·면·동 지역
에서 추가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동 전략사업의 빠른 국가적 확산·추진을 위해서 재정
여건상 공동 펀딩이 어려운 지자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70~80%까
지 높일 필요가 있다.

(3) 쇠퇴 심각지역 국고보조율 상향
본 연구에서는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략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
여야 하는 당위를 안전·위험 시설 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최소한의 주민
삶의 질 보장이라는 국가적 의무에 두고 있다. 그간 주민공동체 형성이 어렵거나 지자
체의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사업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11).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에도 과거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국고보
조율 50%를 기준으로 지방매칭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은 중앙정
부가 지자체·민간에 예산 지원시 지자체·민간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사업별로 매칭비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
년 광특회계 개편 시 220여개 개별 사업을 4개 기초생활권 단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하면서 도시지역은 국고보조율을 50%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6-6 | 생활기반계정 기초생활권별 국고 보조율
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소관부처

국토부

행자부

농림부

국토부

농림부, 국토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50%

70~80%

자료: 기획재정부. 2018.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 p35.

11) 쇠퇴 심각지역의 주민들 생활여건과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면 시급한 개선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
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공동체 형성과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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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인구규모가 큰 도시지역이 군지역보다는 평균적인 재정
자립도가 높으나 도시지역 내에서도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
생뉴딜 로드맵(2018.3)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시는 50%, 기타 지방도시는
60% 등으로 국가 보조율을 차등화 하고 있으나 3장에서 보았듯이 일부 광역시 내 자
치구의 경우 일반 시군보다 재정여력이 열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쇠퇴 심각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국가전략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70~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현재 60억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 도시)의
경우 소방도로 및 가로 정비에 다수 사업비가 투자되고 사업비 규모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쇠퇴 심각지역 생활SOC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5 | 쇠퇴 심각지역 생활SOC와 새뜰마을사업의 연계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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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주도 사업추진 방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포괄보조방식 예산편성 확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균특회계는 주세, 부담금 등 자체 재
원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창의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예산이 부처별 내역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실질적 의미의 포괄
보조금으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실제 중앙정부가 대체가능한 사업군을 포괄하여
편성하고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괄보조금은 시도자율계
정이며 시군구자율계정은 전술하였듯이 지역의 사업선택권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뉴딜 예산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생활기반계정 중 도
시활력증진지역 사업의 비중을 늘려서는 포괄보조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시재
생뉴딜사업은 해당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비물리적 사업을 포괄하므로
별도의 도시계정에 관련 지특회계, 일반회계 사업을 포괄화하고 전략사업과 지역주도
사업을 구분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표 6-7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방향
구 분
‘18년 예산
전체사업
현재
구조

개편
방향

성격

지역지원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역자율계정 (생활기반계정)
시도자율계정
시군구자율계정

4.2조원 (44.7%)
3.7조원 (39.4%)
110개 직접편성사업
31개 포괄보조사업
부처 직접편성으로
시도별 배분액을 기준으로
정책목적에 맞게 관리 용이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1.5조원 (16.0%)
5개 공간사업+소하천정비
기초생활권별 배분액
기준으로 사업공모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사업(우동살 외)

예산비중

평균 중앙정부 지출기준
30%수준으로 축소

전체사업

국가전략과제, 광역시도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
등으로 단순화

광역도로, 폐기물처리장 등
광역기반시설 위주

효과가 한정되고 규모경제
없는 공공사업 포괄화

성격

중앙정부 주도로
집중투자 및 관리

광역정부

지차체별 총액내에서
사업선택권 강화

도시재생
관련

거점사업, 쇠퇴 심각지역
SOC

대부분 해당

도시활력증진(우동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광역과 기초의 비중은 수요에 맞게 유연화
세종·제주계정처럼 도시계정으로 공간단위 구분 가능

도시재생 및 부처 연계사업을 포괄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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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 도입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근
거는 있으나 균특회계 외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까지 포괄화하여 계획계약 방식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된 균특법에 따라 지역발
전투자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다른 회
계사업에서 적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 또는 균특회계에 대
해서만 투자협약이 적용된다면 기존 포괄보조사업과 큰 차별성을 보이기 어려우므로
(정재희, 2018), 전체적인 국가보조금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의 명령 또는 정지에 관한 권
한만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신설이 필요하다(이원희, 2014).
표 6-8 | 국가보조사업에 지역투자협약(계획계약)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지역투자협약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16조의2(협약에 의한 보조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사업의
내역, 규모, 성과지표, 협약 미이행시의 통제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협약신청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이 적합한 지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이 외에도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12)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가
12)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국회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루어지고 각 연도 사업비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되므로,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정부가 다년 도에 걸친 사업을 계약하면서 예산안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금액만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예산에 대해 국회가 심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예산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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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년도 성과평가 중심의 균형발전사업을 중장기 비
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단년도 편성 및 집행체제를
5년 단위 중기예산 편성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e) 도입
지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담보금융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사업은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미래세수증가분을 담보로 재원을
확보하는 조세담보금융 방식은 도시재생에 매우 적합한 재원조달 방식이다(유재윤 외,
2014). 미국의 경우 낙후지역의 정비 등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
조하면서 지방정부가 미래의 재산세 등 세수 증가분을 담보로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TIF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비용을 조성하고 있다(김영호·박태원, 2015).

그림 6-6 | 상암 Digital Media City사업 이후 지방세수 증가분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지방세징수(동별)통계. 2006-2015.

상암택지개발사업 중 DMC사업을 바탕으로 TIF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공공이
투자한 총 조성비용은 약 3,900~4,300억 원이나 사업종료 후 상암동에서 발생한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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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은 최소 6,653억 원(시세입 5,897억 원, 구세입 75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DMC 사업은 TIF 기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지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재원을 그 지적의 개발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세수의 증가분을
활용하여 선조달한 후, 같은 지역안의 공공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
법”이라는 TIF 제도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다(장대원, 2005)
유재윤 외(20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주도 도시
재생 사업에 TIF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설치되거나 지방
채의 도시재생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TIF 관련 법령의 정리
및 별도 제도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 기대효과
1) 지역 내 거점조성에 따른 컴팩트화의 기대효과
컴팩트화의 방향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보다 도심 인근에 위치
함으로써 도시의 시가화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도심의 집적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직주근접을 통한 인근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도심에 떨어진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가능한 도심 인근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집적경제효과의 극대화 및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리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에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와 도심
인근으로 해당 사업을 유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비교하여 도
심 인근으로 해당 사업을 유도한 것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컴팩트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할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중 도시 외곽에 추진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도심 인근에 위치했을 때의 효과, 즉 도시가 초기 사업보다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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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창출되
는 일자리의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이유는 경제기반형
이나 중심시가지형과 같은 재생사업의 파급효과는 개별 사업대상지를 넘어 도시 전체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의 위치만 바꾸더라도 도시 내 다른 주민들의 이용
가능여부 및 주변 타 산업과의 연계가 달라져 도시 전체의 생산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팩트화를 통한 기대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3장의 컴팩트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3장의 <모형 4>를 활용하여, 추정식의 계수 값이 시기 혹은 다른 변수
의 변화에 따라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특정 도시재생 사업을 도심으로 유도한 것의 효
과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특정 도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노동 1인당 가
질 수 있는 자본량, 즉 자본-노동 비율을 투입요소로 하여 결정되며, 기타 다른 변수들
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소가 된다. 총요소생산성은 3장에
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내 인구수, 인구 대비 고학력자 비율, 서울과의 직선거리 등의
영향을 받지만,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서는 밀도
(인구밀도, 인구밀도의 제곱)와 복합토지이용(일자리-인구 균형, 일자리 혼합), 집중
도(변동계수, 가중평균거리), 다중심성(중심지 수, 형태적 다중심성)을 컴팩트화를 구
성하는 도시공간구조로 보았다. 아래의 추정식에 따르면 일자리 혼합지수(도소매업,
음식점업, 복지, 교육 등 업종의 고용자 수가 지역 내 각 집계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3.9% 증가할 수 있으며, 고용의
변동계수(집계구 당 고용밀도의 변화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15% 증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컴팩트 지수의 값에 각 변수의 계수값을
곱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도시 내 종사자수로 곱하면 도시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3장의 컴팩트화에 대한 <모형 4>의 경우
가중평균거리나 중심지수, 고용의 형태적 다중심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나 해당 변수 또한 추정계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변수이므로 동일하게 포함하여 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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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인당 노동생산성      자본  노동비율    인구  
 고학력자비율    서울과의거리    인구밀도  
   인구밀도    변동계수고용      가중평균거리고용  
 일자리  인구 균형    일자리 혼합    중심지 수  
 다중심성고용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광주의 “광주
역전, 창의산업 스타트업 밸리”와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전주 역세권 혁신성장 르
네상스” 사업을 컴팩트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정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광주와
전주를 분석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3장의 컴팩트화에 대한 <모형 4>에서 추정한 결과
에 따른 잔차가 가능한 작은 지역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창출
하려는 목표치가 제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잔차가 작은 지역은 추정식에 따라 추정
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미 제시된 목표치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치 설정의 임의성을 가능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와 전주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요약서에
따르면 ‘광주 역전, 창의문화사업 스타트업 밸리’사업은 국비 마중물 250억 등을 투입
하여 문화콘텐츠 창업공간 및 창업지원기능, 광주역광장을 활용한 아시아문화마당, 푸
른길과 연계한 푸른 이음공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2,6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700
호의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한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요약서에
따르면 ‘전주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은 국비 마중물 150억원을 투입하여 복합 환승장
및 투어리스트 라운지, 청년 쉐프 푸드몰 등의 혁신거점 및 청년창업주택 등의 창업허
브 등을 건설하고 녹지 및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신규창업 141개, 일자리 창출 446
명, 청년주택 80호, 사회주택 3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에서 계획한 수치가 기 계획된 지역이 아닌 도심으로 이전해서 동일하게 일자리와 주택
을 보급할 경우, 즉 보다 컴팩트하게 재생을 전개할 경우 도시 전체에 미치는 기대효과
를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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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도 (광주 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 (사업내용) 쇠퇴한 광주역 주변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문화산업 경제거점조성 및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사업 추진
◦ (사업비) 국비 마중물 250억, 부처연계 658억, 지방비 1,205억 등
◦ (단위사업) 문화콘첸트 산업 신경제거점, 투융자 및 창업지원정보 컨설팅, 도시재생갈등관리 공간, 광주역 광장활용 ‘아시아문화마
당’, 푸른길과 연계한 푸른 이음공원
◦ (기대효과) 사업부지 내 청년 및 사회경제적 조직 600명, 주변 상권 2,000명 일자리 창출, 행복주택 700호 공급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개요: p27.

그림 6-8 |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도(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 (사업내용) 전주역의 관문기능 강화를 통해 집객력을 극대화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창업여건 조성으로 도시활력 증진과 일자
리 창출로 부도심 기능 회복
◦ (사업비) 국비 마중물 150억, 부처연계 517.3억, 지방비 483.9억 등
◦ (단위사업) 역세권 혁신거점 조성(복합환승장, 쉐프 푸드몰), 청년창업 HUB 구축(청년창업주택 등), 도심공간의 질 향상(녹지
및 주차장 등), 주민역량강화(주민조직 활성화)
◦ (기대효과) 신규창업 141개, 일자리 창출 446명, 주민고용 50명, 청년주택 80호, 사회주택 30호 공급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개요: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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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출된 일자리 및 인구는 해당
사업지역이 속한 집계구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인 광주 및 전주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청년 기술기반 창업 뿐만 아니
라 음식업도 창업되므로 각 부문에 따라 배분된다. 광주의 경우 일자리 총 2,600개
중 2,000개는 음식점업, 600개는 기술기반부문에 속하며, 전주는 창출되는 일자리 총
446개 중 226개는 음식점업에서 200개는 기술기반창업에서 창출된다고 가정한다. 또
한 주택공급을 통한 인구증가는 청년주택 및 사회주택 1채 당 2명의 가구원이 있을 것
이라고 가정한다. 셋째, 현재 기 계획된 사업지역과 도심 내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사업지역 선정 시 공공청사 혹은 전화국 등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
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광주는 도심의 경우 치평동 주민센터, 부도심의 경우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을 선정하였으며, 전주는 도심 인근 KT 전화국 부지13)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결과 두 지역에서 현재의 사업지역
에서 도심으로 사업지역을 변경할 경우 0.01~0.3% 정도의 도시 전체의 1인당 노동생
산성의 향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광주의 경우 현재 광주역 인근의 사업을 부
심인 충장로 인근이나 도심인 시청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원안에 비해 도시 전체의 1인
당 노동생산성은 각각 0.27%, 0.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용자수를 곱
하여 원단위로 산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각각 연간 1,480억원, 1,701
억원의 총생산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전주의 경우 도시 전체의 1인당 노
동생산성은 현재 안에 비해 도심 안에서 0.0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용
자수를 곱하여 원단위로 산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연간 약 15억원 정도
의 총생산 증가효과가 발생14)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13) KT전화국의 경우 집전화가 휴대전화로 바뀌면서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 KT에서도 임대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확보가 가능한 공간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14) 15억원이라는 수치는 도심 입지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지만,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도심 인근으로 컴팩트하게 유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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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 도심 인근의 거점조성에 따른 컴팩트화의 기대효과
지역

시나리오

노동 생산성

광주

현재 안:
광주역 부지
1안:
충장로 인근

1인당
연간 98,723 천원
1인당
연간 98,987 천원

2안:
시청 인근

1인당
연간 99,026 천원

현재 안:
전주역 인근 부지
1안:
도심 인근

1인당
연간 48,770 천원
1인당
연간 48,777 천원

전주

총생산량
55,527,552백만원
55,675,599백만원
55,697,752백만원
11,364,972백만원
11,366,459백만원

증감
(1안)
▲ 148,047 백만원
(0.27% 증가)
(2안)
▲ 170,120 백만원
(0.31% 증가)
▲ 1,487 백만원
(0.13% 증가

주: 총생산량은 1인당 노동생산성 * 일자리 수(2015년 현재 고용량+신규 일자리 창출량)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9 | 컴팩트화 기대효과 추정을 위한 대안지역 분포 (광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10 | 컴팩트화 기대효과 추정을 위한 대안지역 분포 (전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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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쇠퇴 심각지역 범부처 사업 추진에 따른 쇠퇴 제어 기대효과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불량·위험건축물 국가 별도 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쇠퇴지역 관리를 가능케 하는 전략사업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전개
에 따라 향후 추산되는 국가적 쇠퇴 제어효과를 추정하였다. 현재 국가적 쇠퇴 수준은
인구변화 수준, 사업체수 변화율, 노후건축물 비율의 3가지 차원 중 2가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상기 3가지 지표 중 인구와 사업체수 변화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그 변화추세를 쉽사리 예측하거나 정책사업에 따른 향후 증감
을 예단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최근 국가적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 통계청에
서 장래인구추계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나, 읍면동 차원에서의 추계 인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추정치는 제공되고 않는 상황이며 재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변화가
읍면동 차원에서는 워낙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
다. 사업체수 역시 최근 몇 년사이에도 읍면동 차원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체수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고 외부경제 충격에 따른 급속한 도시
산업 쇠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통한 추계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노후건축물 비율은 신규 건축물 공급이 크지 않은 읍면
동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전체 스톡의 경과년수를 추세적으로 기준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과 기존의 추세적 흐름을 혼합할 경우 단기적 추정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와 사업체수에 따른 쇠퇴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제하
고, 노후건축물 비율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쇠퇴 심각지역 관리사업이 추진
되었을 경우 얼마나 쇠퇴 제어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 쇠퇴율은 국
가적 차원의 분석이 시작된 ’13년을 기준으로 현재(’17년말 집계)까지 연단위 변화를
근거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이 ’22년 상반기까지 추진됨을 고려하여
’21년말 현황 집계를 추정시점으로 고려하였다. 노후건축물 스톡과 비율 관련 전국 읍
면동 자료는 국토교통부·LH에서 제공하는 세움터 자료협조를 통해 전국 건축물의 5년
단위 경과년수 정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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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1년말 기준 전국의 쇠퇴 판정 읍면동 비율 추정치와 각
읍면동의 노후건축물 비율을 일차적으로 추정하였다. 노후건축물은 현재부터 ’21년까
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읍면동 차원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건축물 경과
년수에 따라 20년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노후건축물이 각 읍면동에서 얼마나 증가하
는가를 산출하여 추정하였다. 인구·사업체수 감소로 인해 쇠퇴 판정을 받은 읍면동은
정책사업을 통해 미쇠퇴 지역으로 판정되고 어렵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쇠퇴 상황이 추
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15)하였다. 인구·사업체수 쇠퇴 판정 읍면동을 통제하고 노후
건축물 증가로 인해 새롭게 쇠퇴 지역으로 판정된 읍면동 중 인구 및 사업체수 쇠퇴
판정 여부에 따라 2개 이상 해당 지역 수를 추정하여 전국 비율을 산정하였다.
전술한 추정방법에 의해 전국 쇠퇴율과 노후건축물 50% 이상 읍면동을 추정한 결
과, 전국 쇠퇴율은 ’17년 현재 69.1%에서 약 72% 내외(71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노후건축물에 기준한 물리적 쇠퇴지역도 ’17년 현재 73.7%에서 87%
내외(87.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7년 현재 노후건축물 비율이 50% 이
상인 읍면동은 2,419곳이나 본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21년말에는 현재보다 112곳 확
대된 2,531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0 | 전국 쇠퇴 판정 읍면동 규모 추정 결과

(단위: 읍면동 수)

현황

추정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노후건축물

2,073

2,153

2,229

2,424

2,582

2,679

2,808

2,937

3,066

2개지표 이상
쇠퇴판정지역

2,239

2,262

2,241

2,300

2,419

2,412

2,451

2,491

2,531

자료: 현황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국토부·LH, 2018)에 기준하고 추정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임.

15)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에 따른 쇠퇴진단은 최근 30년 정점 대비 20%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속 감소 여부로 판정되는데 일시적 여건변화로 잠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해도 30년 정점 대비
20% 감소 상황의 극복 가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지 상황이며, 사업체수 역시 최근 10년간 정점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5년간 3년 연속 감소 여부로 판단되는데 인구와 유사하게 10년 정점 대비 5% 감소 상황의
극복 가능성이 많지 않아 두 지표 모두 쇠퇴 판정지역은 향후 3~4년간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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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 전국 쇠퇴 판정 읍면동 비율 추정 결과

(단위: %)

현황

추정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노후건축물

59.72

61.89

64.01

69.50

73.71

76.44

80.00

83.56

87.11

2개지표 이상
쇠퇴판정지역

64.51

65.02

64.36

65.94

69.06

68.78

69.78

70.79

71.79

자료: 현황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국토부·LH, 2018)에 기준하고 추정치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임.

그림 6-11 | 전국 쇠퇴 판정 읍면동 비율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전제한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위험·불량건축물 정비
사업이 쇠퇴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됨을 전제하고, 다음의 전제조건
에 기준하여 정책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물리적 쇠퇴 진단을 받은 쇠퇴지역 중
인구·사업체수에 의한 쇠퇴가 심각한 지역 중 대상지의 건축물 규모가 많지 않거나 노
후 건축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50~60% 수준)하여 정비에 따른 물리적 쇠퇴 극복
이 가능한 지역 대상 사업을 전체 사업의 약 50% 할당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부처 국가 전략사업 중 50%는 기초지자체별로 그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와 안전·위험건축물 정비에 집중하고, 잔여 50%는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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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해 인구·사업체수 쇠퇴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쇠퇴 수준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는 쇠퇴 심각지역을 대상으로 범부처적 역
량 집중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 중 국가적 쇠퇴 제어와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가장 쇠퇴가 심각한 수준의 지역에 우선적 국가 지원을 해야 하면서도
물리적 정비를 통해 쇠퇴 극복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사업도 병행하여 국가적
정책효과를 체감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병행론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 제5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부처적 사업 추진으로 활용가능한 쇠퇴 심각
지역 전략사업 재원규모는 약 3.8조원, 지역당 지원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
되며, 사업비용 중 약 30%를 불량·위험건축물 정비에 할당하여 사업 추진을 전제하면
3년간 330개 지역 유효사업이 가능하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쇠퇴 심각지역 중 쇠퇴
심각 우선순위별 할당 70%, 물리적 쇠퇴 극복 가능지역 할당 30%로 사업할 경우 각
사업물량은 연간 110여곳이며, ’19~’21년 누적물량은 중복 사업이 추진되는 읍면동이
없을 경우 330여곳 수준의 사업가능 규모가 도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제한 사
업개소 당 100억 규모 사업비 중 불량·위험건축물 정비에 할당비율인 30%는 사업지역
당 약 30억원 규모이며, 최근 현장의 구조 보강 및 지붕수선 등 ‘대수선’ 사업 재정지
원비는 1200~1500만원 수준이나 최근 현장 적용실태를 고려하면 약 3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대수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가정할 경우 사업지역 당 약 100개
노후건축물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17년 쇠퇴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읍면동 내 노후건축물 100개동 정비로 노
후건축물 비율이 50%미만이 되어 쇠퇴 극복이 가능한 읍면동은 총 379개로 본 연구에서
전제한 사업물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서울 74개(19.5%), 경기 64개(16.9%)
등 수도권에 물리적 쇠퇴저감 효과가 큰 지역이 집중16)되어 있다.

16) 노후건축물 비율 50% 미만에 따른 미쇠퇴지역 판정되는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각 읍면동 내 전체건축물
및 노후건축물 수가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사업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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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 노후건축물 100동 정비시 물리적 쇠퇴 극복 예상 지역 규모 (2017년 기준)
시·도

노후건축물 100개동 정비로
물리적 쇠퇴가 극복될 수 있는 지역
읍면동수

비율(%)

서울특별시

74

19.5

부산광역시

17

4.5

대구광역시

10

2.6

인천광역시

25

6.6

광주광역시

5

1.3

대전광역시

8

2.1

울산광역시

5

1.3

세종특별자치시

4

1.1

경기도

64

16.9

강원도

20

5.3

충청북도

23

6.1

충청남도

22

5.8

전라북도

26

6.9

전라남도

29

7.7

경상북도

29

7.7

경상남도

15

4.0

제주특별자치도

3

0.8

-

379

100%

자료: 저자 작성.

상기 전제에 기반하여 향후 3년간 약 330여개 읍면동에 범부처적 쇠퇴 심각지역 전
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쇠퇴 제어 효과는 향후 3년간 4.7%(사업 완료 6년간
9.4%)로 추정되었으며, 전국 쇠퇴율은 ’21~’22년 시점 기준으로 67% 내외 수준에
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쇠퇴 심각지역 전략사업이 유사사업인 새뜰마
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를 상
정했을 때, 사업기간은 약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년도 사업완료와 2차
년도 사업 추진의 중기적 효과 달성지역을 약 50% 규모로 가정하면, 전체 사업물량
완료 효과인 전국 쇠퇴 제어 9.4%의 약 50%인 4.7%를 ’21~’22년에 효과달성 수준
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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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 쇠퇴 심각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전국 쇠퇴율 제어효과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만약 동 사업이 향후 6년간 지속·완료되고 사업효과가 사업지역의 2/3 이상에서만
발휘된다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정책목표인 ’27년 전국 쇠퇴율 63% 수준 제어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기대효과 추정은 많은 대내외적 영향요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여건이 불확
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원 투입에 따른 국가적 영향을 개략적으로 가늠해보
고자 시나리오 기법에 의거하여 단순한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한 사항이다. 따라서 실
제적 정책입안과 현장 적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 변수들
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지역 주도 사업방식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재정의 효율성은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이 아닌 비용 대비 목표달성도로 측정하
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도 종합적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정부재
정의 효율성은 사업별 비용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능률성에만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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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을 전제로 대안간의 비용절감 방안이 모색되지 못 하였다
(오영균, 2016). 정책목표를 미달성하였다면 재정절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재정투입)은 금액이 크더라도 지불하되 이러한 비
용에서 누수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재정 효율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 노후주택 감소 등의 부분적·단기적 정책효과만 고려한다면 쇠퇴
지역이라는 공간을 종합적·점진적 방식으로 재생한다는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기존 정
책사업들에 비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권한이양을 통한 지역주
도 사업방식도 단순히 지방분권(민주성)라는 당위성으로만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속
도, 투명성 저하 등으로 중앙정부 주도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
식될 수 있어 지역주도 사업 시 예상되는 부정효과(비용)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표 6-13 | 지방자치의 이론적 효과
구분

긍정효과

부정효과

효과성

주민수요 반영
다양성, 창의성 증진
지자체간 경쟁
지방자치 발전

세입확대 노력 저하
도덕적 해이
재정불균형 확대
재정의 낭비

투명성

부정부패 감소

고객주의 (혜택 지역소수, 비용 국민분산)
지역 엘리트 장악

자료: 김태일. 2014.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p49-74를 참고하여 재구성.

기존 외곽 미개발지에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도시성장 모델이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지역개발 모델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공감 하에서
출발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급한 국가과제인 혁신거점 공간 조성이나 쇠퇴 심각지
역 생활SOC 공급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되, 나머지 공간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물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방정부 주도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목
표)로 하고, 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실질적 포괄보조금화 정책의 기대효과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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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하였다. 다만 실질적 의미의 다부처 포괄보조금 사례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시도자율계정밖에 없고 지특회계는 소관부처 사업별 예산편성 총액 자료만 공개하고
있어 자료의 한계 상 계량적 효과는 공모절차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만 추산하였다.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가 점점 증가함에 따
라 부처 간 갈등이나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부처 간에 정책의 중복·모순과 비효율이
양산됨에 따라 정책조정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서진완 외, 2007). 부처
이기주의, 의사소통의 단절 등으로 인한 갈등과 비협조가 방치될 경우 상호모순·중복
된 정책의 집행 또는 집행지연에 의한 정책실패가 만연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이성우, 2003).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는 기
재부가 재정효율화를 위해 유사사업을 정하여 통폐합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의 적발 위
주로 사후적 유사중복 사업을 관리해 왔으나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수단(정책)이 다양
하고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하향식·사후적
관리는 한계가 있다(김현아, 2016). 특히 시군구자율계정의 4대 기초생활권별 사업의
경우 과거 부처별로 양산하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소관
부처를 지정하였으나 2010년 이후 지역별 하나의 사업이 예산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사업선택을 통한 조정 없이 지역별 칸막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별로 개별부처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정보조금의 경우 임의성 문제로 지자
체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수행17)하거나 꼭 필요한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아, 2006). 또한 중앙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약과 지역별 균형적인 배분원칙에 따라 장기간 대
규모 사업지원이 불가하여 대부분이 간판정비, 특화가로 조성 등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되었다(염철호 외, 2013).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통합선정 및 예산관리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 편성
및 변경절차 간소화, 사업선정 단순화, 사업별 규모 차등화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17) 예를 들어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은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시급하나 도로정비 사업이 먼저 공모될 경우 전체 공모시
점이 불확실하여 우선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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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시재생사업은 변동성이 높으나 연 단위 사전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여
력이 없는 지자체18)가 수립한 장기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
다.통상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물리적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이
자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고려한 종합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업구조에 적합한 통합적 국고보조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국가보조금
사업19)에 대한 공모 및 사업관리를 통합적이고 단순화할 경우 평균 법정계획 수립비용
3억 원20) 중 행정적인 공모절차 지원분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비용을 최대 68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6-14 |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기대효과
지자체 공모사업

부처 연계사업 (A)

공모시 행정비용 (B)

절감가능 비용 (A*B)

1,819개
(46.3조원)

75개
(2.1조원)

9,000만원
(법정계획 수립비용의 30% 가정)

68억원
(75개 연계사업)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계부 연계사업(75개) 설명자료.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하여 작성.

대부분의 정책이 양면성이 있듯이 일찍이 지역개발 관련 포괄보조금(CDBG)을 운용
해온 미국에서도 부작용이 컸다는 반론도 있으며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예측가능
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특정보조금에 비해
포괄보조금이 지역주민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사업선택권을 보장하
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예산 편성체계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크게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연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60년

18) 현재 도시재생관련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19)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7년 지자체보조사업은 총 1,819건, 46.3조원이며 이 중
3장에서 부처 연계사업으로 분석한 75개 2조원의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였다.
20)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모를 위한 추가비용은 정확한 추산이 어려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발주내용을 검색할 때 최소 2억에서 최대 6억 정도의 용역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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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포괄보조금 사업을 운
영함에 있어 중장정부의 행정부담 증가, 사업관리 부실, 지자체에게 정책사업을 유도
할 인센티브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21). Dilger and Boyd(2014)의 보고서에서도
포괄보조금 반대론자들은 국가시책(National objectives)의 집행이 어려우며, 성과평
가 시 객관적 지표설정의 한계로 중앙정부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현아, 2016. 재인용). 국가시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보고
서는 신거점 공간 조성이나 쇠퇴 심각지역 생활SOC 공급과 같은 국가정책은 포괄보조
금이 아닌 경제발전계정으로 편성하고, 포괄보조금에 일정 부분은 특정사업에 투입하
도록 하는 사업할당제(set-aside)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기준
의 고도화는 앞에서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과 함께 검토하되 단기적 성과가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현아(2017)에 의하면 아직까지 지특회계 전체의
집행률이나 포괄보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이후 집행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포괄보
조금이 느슨하게 관리되어 집행이 소홀하다는 것은 단순 수치 분석으로 확인되지 않았
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1) 포괄보조금 운영 이후에 특정 부분의 재정지출 감소 등 변화와 있어 사업 단위 국고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재정지
출의 규모나 패턴의 변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Gramlich,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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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및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의 한계를 명시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
를 함께 제시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본 연구의 결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되었으나 국가적 도시쇠
퇴의 관리 및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국가적 역할 정립이나 지방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대응, 지역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효율적인 추진체계 확
보 관점에서 실증적 검토에 기반한 전략마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대두되고 지방분권기조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재생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간,
국토부 및 다양한 유관부처·위원회 간 등의 역할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능분담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실
태를 분석·진단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후 주체별 역할분담 및 추진
구조, 단계적 시행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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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지역적 대응, 국가적 쇠퇴 관리와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국가적 역할·대응이 필요한 정책대상과 사업을 정립하고,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사업 추진의 틀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지속·효율적 추진을 담보할 주체 간 역
할 분담과 예산 운용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여건·실태를 분석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현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 도시
공간구조 하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컴팩트-네트워크 도시는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인지, 컴팩트-네트워크 도시구현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어떤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야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쇠퇴 대응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
생의 목표인 도시쇠퇴 대응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안정적·통
합적 공적재원 확보의 가능성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뉴딜사업에서 안정
적이고 통합적인 공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 등의 기조에 대응하여 효과
적인 재정확대 및 운용방안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인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여
건과 실태를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목표로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 컴팩트한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 간 연계가 거점을 중심으
로 집중될 때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도시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컴팩트-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과 함께 지역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쇠퇴 심각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긴급관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쇠
퇴진단지표의 변경에 따라 쇠퇴지역은 당초 평가보다 심각한 69.4%에 달하지만 그 간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쇠퇴 심각지역은 기존 사업의 1.9배 수준에 달하여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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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 심각지역의 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
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쇠퇴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노후건축물 정비와 기초생
활인프라 확충사업을 집중하고 재생사업의 국비지원규모 확대와 새뜰마을사업의 통합
을 통해 재정여력이 없는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주도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마중물 예산 및 기금, 부처연
계사업의 통합적인 운영과 안정적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지역차원의 주도
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활용 여건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선반영하고 이월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쇠퇴지역 재정여
건을 고려하여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금 방식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지방으로 예산편
성의 자율성과 선정권한, 책임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도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의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영국의 도시권협약 및 LEP, 일본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입지적정화계획 및 정주자립권 구상, 미국의 SC2와 NRI를 검토
하였다. 도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관련 정책·사례를 종합해보면, 도시 쇠퇴 심각지역
관리·재생에 대한 국가적 사업 추진과 국비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 삶의 질 보장과 관
련한 기초생활인프라 및 기반시설 정비의 현장 수요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민 기초
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단일 목표로 유사 사업의 통합과 사업
단순화를 검토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용한 전국화와 국비 지원비중 확대
등으로 지자체 참여·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LEP를 인정하고 자율적인 협상을 통한 대도시권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자체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일
본은 콤팩트-네트워크화를 통한 거점 집약적 도시 구조로 생활서비스 질의 향상, 도시
유지비용의 절감,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
위원회가 지역에 직접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체계를 마련
하고 있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 내, 도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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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
다. 국가는 광역·지역적 핵심거점과 경제기반, 국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국가 지원이
절실한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주체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획·
수행·관리 능력이 모든 사업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발휘될 수 없다는 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별 경쟁 우위적 사업으로 역량 집중 범위
를 집약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 집중이 필요한 대상은 경제기반
형 및 일부 지역 거점도시의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며, 국가적 도시 쇠퇴 극복을 위한
초(礎)쇠퇴지역 관리 및 국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도 국가적 지원
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할 전략사업 유형은 지방의 경제·산업 및 공공·생활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으로 압축되며 이는 다시 4가지 사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에 혁신거점이 연계된 혁신지구를 조성하거
나 대학타운·스마트시티·역세권 조성과 결합한 혁신사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산
업 거점도시의 쇠퇴 극복을 위한 경제생태계 재구조화 사업인 국가·광역 혁신 선도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권 차원에서 주변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시, 농어촌
생활권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생활·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대도시와의
협력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인구 약 30만 이상) 형성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권
공공·생활·문화 거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대도시 중심 단핵구조형’과 ‘중소
도시 거점구조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최저기준 이상의 공용주차장, 쓰레기처리장, 보육 및 노인여가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적 쇠퇴수준을 개선·제어할 수 있도록 노후·불
량건축물 중 안전과 위생상 문제가 심각한 주택 및 공공시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주체 간 역할분담과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재원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성 제거
나 전략적 집중, 분권형 시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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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특화거점 제도 도입을 통
해 선제적 효과창출을 위해 앵커시설을 위한 사업촉진기능 마련 및 업무, 주거, 상업
등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간 연합을 위한 ‘도시권 협
약’제도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차원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권 생활SOC 예산을 통
합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쇠퇴 심각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지역주도 사업방식 확대를 통해 국가전략사업 이외에는 지역자율계정(구 생활기
반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보조금에 가깝게 운영하면서 계획계약제도를 시범적
으로 도입하여 지자체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정책적 및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할 전
략사업과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강
소도시(권)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의 지역 혁신거점 조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과 국가 전략사업의 세부 사업화방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국가적인 쇠퇴 대응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진단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쇠퇴지역 관리 체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포함한 세부
사업화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 뿐 아니라 범부처 연관사업의 구조 속에서 제시하였다.
국가적 전략사업 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 주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방안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권한 이양 범위와 적합성에 대한 근거 제시, 주체별 역할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공하였다. 특히 국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예산총액배분 자
율선정,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확대, 광역지자체 사업 평가·관리 등 정책방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역할분담 범위와 합리성 판단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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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방안들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행정
안전부·지역발전위원회 등 유관 부처 사업,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예산·관
리체계 등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을 통해 제시된
주요 사업효과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빅데이터와 현황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했다는 점
이다. 구체적으로 컴팩트 한 공간구조가 우리 여건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효과가 얼마
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도시권 중심의 지역 거점화 전략의 가능성을 실증하였고, 세
부 분석방법론과 분석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해외 SCI급 저널을 통해 입증 받았다. 또
한 그간 검토되지 않았던 도시재생 사업 필요지역과 사업지역의 불일치를 미시적 격자
기반 공간분석을 통해 실증하여 향후 관련 후속연구 촉발에 기여하였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과제
1)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목표와 전략 중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내
용을 한정했기 때문에, 전략사업이 지역 거점 조성과 쇠퇴지역 대응, 지역 주도 추진
전략에 한정한 연구결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 연구목적상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
해야 할 전략사업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와 공기업, 중간
지원조직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업방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또한 기타 중요 정책목표들인 도시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과 재생이익의 선순환 차원의 논의는 연구기간과 내용상 한계로, 도시재생 뉴딜의 전
략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사항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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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수행과정상 구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방법론을 정립
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관련 논의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변수나 요인간 관계들이
일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황·실태를 검증하고 전략사업의 정책방
안 제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 구득의 한계로 분석대상이 제한되고 일부 정책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할 수 있다. 정책적 기대효과 추정의 경우 시나리오 기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상당수 추정전제와 가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괄하여 추정결과가 제시되고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
선 도시재생 뉴딜에서 국가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향과 사업화 방안, 제도개선방안
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
진할 사업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들을 정립하
고 지역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지자체, 민-관 간의 역할구분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가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육성해야 하는
혁신·특화거점 사업 및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및 생활SOC 공급을 위하여
지역별·사업별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거점과 쇠퇴 심각지역의 개선 모두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참여 다각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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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c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gram in Korea
Seo Minho, Bae Yujin, Kwon Kyusang, Kim Yuran, Park Sungkyung, Paik Jihyun, Lee
Kwunwon, Lee Sanghoon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Strategic Implementation, Innovation District

Since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Urban Regeneration
New Deal (URND)’ has been promoted as a national task. However, national
and regional responses to the national city decline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erms of ensuring sustainabl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strategy based on empirical review was relatively inadequate.
In particular, despite the growing national interest i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need for a municipal-led regener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ecentralization tre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various ministries and committees And discussions on the
strategic function allocation of key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policy issu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promote the URND, to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strategic response, And to provi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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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local crisis management, we have set up policy targets and
projects that require national roles and responses in terms of local response
using the URND, local declin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propose a role allocation and budget
management system that will ensure sustainabl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URND.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and actual conditions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ree research questions, and developed a policy
solution for the strategic promotion of urban renewal.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lining population under the urban space structure in Korea, the
compact-network city should be the policy target to be aimed at and the policy
plan should be prepared if the effect of the compact-network city is verified.
Respectively. Second,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lin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alyzed whether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right place or in
the right place to cope with urban decline, which is the goal of urban
regeneration, and what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if the
current policy is not effective. Thirdly,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stable and integrated public resources in the New Deal
business, which requires large-scale financial input, in order to secure stable
and integrated public finance, and what is effective financial expansion and
management plan in response to the decentralization .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suggested as a
starting point for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city in order to establish a strategic promotion plan of the URND. Firs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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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d that there is a need to aim for a compact - network city as a policy
objec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urban productivity can
be improved by constructing a compact urban spatial structure and reflect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city w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basic
localities is centered on the base. In particular, in order to build a
compact-network city, it was concluded that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form an incentive system for actively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centered on the base, and to form autonomous councils for mutual
co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urgent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second declining reg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decline indicator, the decline area is 69.4%, which is more serious than the
original estimate. However, the area of the initial declin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1.9 times that of the existing proje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improvement of the second
declining area should be recogniz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cusing
on the renovation of the old buildings and th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particip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without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nteg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able and integrated financial resources of the region. It is still
unclear about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stable acquisition of prime budget,
funds, and department-affiliated project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ystem of back-loading and
carry-forward system in the mid-term financial plan and expanded the
method of collective subsidy of local autonomous account in consi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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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declining reg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nsfer
them at the same time.
Based on this, this study establishes the strategic promotion concept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s follows.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carry
ou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ies to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on
the foundation of th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of the super-decadent regions
where the national support is needed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bases. Focusing on competitiveness as a competitive
busines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that the specialized planning, execution, and management abilities of various
urban regeneration businesses can not be effectively applied to all business
area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the range. In this case, the competence
concentration at the national level is required to be focused on the economic
base type and some of the regional base c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decline
of the national city, Supply and national support are important.
The type of strategic business that needs to be embodied at the national level
is to be divided into local economic, industrial, public, and life bases and the
super-decline regional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upply business. To create
innovative districts connected with innovation bas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to foster innovative businesses combined with the
creation of university towns, smart cities and subway stations, to create new
growth engines, and to restructure the economic ecosystem to overcome the
decline of industrial base cities. We need to push ahead with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 district. In addition, it provides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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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arking lot, garbage disposal plant, child care and elderly leisure
facilities more than national minimum standard which can guarantee the
minimum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We need to improve the housing and
public facilities that have serious safety and hygiene problems.
In order to promote this, it is important to allocate roles among the subjects
of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method and to provide a supporting
system to support this. Also, it is important to reduce redundancy, strategic
concentr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similar projects in financial
management method. In order to support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of the
UR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usiness promotion function for anchor
facilities and to promote integrated rehabilitation method combining work,
residence, and commerce in order to create preemptive effect through
introduction of innovation and specialization base system. In addition, the
'city deal' system for inter-city coalitions should respond to various regional
issues arising beyond administrative units by responding to decentralization
and promoting inter-city coope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basic
infrastructure of the second declining reg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 of the first declining region by integrating
the SOC budget of the basic living zone and increasing the subsidy rate of the
state. In addition to the national strategic business, The budget should be
organized as an autonomous account (old living-based account), and the plan
contrac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ing
the system close to the comprehensiv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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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 1: 컴팩트 지수 도출을 위한 고용중심지 탐색법
본 연구에서 컴팩트 지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고용중심지 탐색은 Lee(2007)가 제시
한 고용중심지 탐색법을 준용하되, 이성원(2018)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도시별 최소
중심지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록-1 |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고용중심지 탐색 개념도

자료: 이성원. 2018. p.104.

부록 ․ 291

고용중심지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우선 집계구 단위로 계산된 고용밀도를
종속변수로 집계구의 좌표를 독립변수로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적용하였다. 지리가중회귀분석에서는 각 지점에서 회귀분석에
포함될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이를 크게 지정하면 추정치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서는 도시별 최소 요구고용량을 기준으로 지리가중회귀분석의 bandwidth를 구분하였
다. 우선 최소 요구고용량이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bandwidth가 10일 경우(주변으
로 10개의 집계구 계산에 포함)와 100일 경우를 비교하여 10일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0.05 수준) 더 높은 지역을 잠재적인 고용중심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반면
최소 요구고용량이 5,000명 미만일 경우 bandwidth가 도시 내 집계구 수의 50%일
경우와 실제 고용밀도를 비교하여 실제 고용밀도와 추정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0.05 수준) 더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잠재적 후보
로 선정된 집계구는 단순히 밀도가 높은 조건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고용량이 확
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심지 후보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가중치행
렬을 통하여 후보 집계구들을 인접성에 따라 하나로 결합한 후 고용자수를 합산한 결과
가 도시별 최소 요구 고용량 기준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도시별 최소요구
고용량은 서울은 5만 명, 기타 광역시 및 인구 1백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 1만 명, 인구
50만-1백만 미만은 7천 명, 인구 30-50만인 경우 5천 명, 30만 이하의 경우 3천명으
로 구분하였다. 단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특정 산업부문의 고용자수 비율
이 해당 지역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이 혼합된 도심의 특성을 보이기보
다 특정 업종 단지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지로 구분하되 고용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업무지구(CBD)로, 그 외 중심지
를 부심(subcenter)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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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네트워크 커뮤니티 탐색법을 통한 우리나라 기능지역의 도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도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도시 군으로 이루어진
기능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 중 하나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탐색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그 중 본 연구는 InfoMap 방식을 활용하였다.
InfoMap은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커뮤니티 내부의 노드 간 연계는 강
하게, 커뮤니티 바깥의 노드와의 연결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노드들의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특히 커뮤니티 탐색법은 1개 노드가 매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해당
노드만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이상의 노드를 포함
하는 지역으로만 구성되는 상호배타적이면서 전체를 포괄하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
InfoMap 방식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간 흐름에 따른 정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노드들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임의보행을 통해 링크를 따라
이동할 때 같은 클러스터 내에 여전히 속해있을 확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구분하는 방식이다(Held et al., 2016). 이는 최근에 제시된 커뮤니티 탐색법 중 가장
효율성과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며, 특히 노드의 개수가 작을 때 (1000
개 미만) 정확하게 커뮤니티를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cichinetti and
Fortunato, 2010; Orman et al., 2012; Y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전국 시군구의 개수는 229개이므로 노드 개수가 작을 때 정확한 분류가 가능한
InfoMap 기법을 활용1)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지역은 2005년과 2015년 기
준 아래와 같다.

1) 최근 커뮤니티 탐색법 중에서 빠른 처리속도로 빅데이터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Louvain method의
경우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의 개수가 매우 클 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며, 노드의 개수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가 알려지고 있는 상태임(Yang et al., 2016)

부록 ․ 293

부록-2 | 전국 시군구 간 총목적통행에 따른 지역구분 및 변화
2005년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15년 기준

서울 전지역, 인천 강화,
서울 전지역, 인천 전지역,
경기 전지역, 강원 철원
경기 전지역 (이천, 여주, 가평 제외), 강원 철원
부산 전지역, 경남 김해, 밀양, 양산, 창원, 함안, 창녕 부산 전지역, 경남 김해, 밀양, 양산, 창원, 의령, 함안, 창녕
대구 전지역,
대구 전지역,
경북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북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합천
광주 전지역,
광주 전지역,
전북 고창, 전남 목포,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흥, 강진,
전남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
해남, 영양,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대전 전지역,
대전 전지역,
충북 옥천, 영동,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전북 무주 충북 옥천, 영동,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인천 전지역(강화 제외)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충남 서천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세종, 충북 충주, 청주,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임실, 순창, 부안, 충남 서천
충남 천안, 아산
강원 전지역 (철원 제외)
울산 전지역
전남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양,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울산 전지역
신안
경남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충북 제천, 단양,
함양, 거창, 합천
경북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충남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고성,
태안
양양
세종, 충북 충주, 제천, 청주,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경남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증평
거창
경기 이천, 여주, 가평,
경북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강원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화천, 양구, 인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충남 보령, 서산, 당진,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제주 제주, 서귀포
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제주 제주, 서귀포

주: 굵은 경계는 광역시도 경계, 밑줄은 2005년에서 소속 커뮤니티가 바뀐 지역.
자료: 국가교통DB. 2005. 전국목적통행 자료.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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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형태적·기능적 다중심성 측정방법
다중심성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른 형태적 다중심성과 도시 간 흐름에
기초한 기능적 다중심성으로 나뉜다. 이에 따른 도식은 다음과 같다.

부록-3 | 형태적-기능적 다중심성의 구조
형태적 단핵중심

형태적 다핵중심

기능적 단핵중심

기능적 다핵중심

자료: Burger et al. 2014. Polycentricity and the multiplexity of urban networks. p.820.

형태적 다중심성은 일반적인 순위규모분포에서 도시순위에 대한 기울기로 측정할 수
있다. 즉 구성된 커뮤니티별로 순위에 대한 기울기가 가파를 경우 같은 커뮤니티 내
도시 간 인규규모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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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ln ∈  
P: 시군구별 인구규모, rank: 커뮤니티 내에 속한 시군구의 인구규모별 순위

기능적 다중심성은 Green(2007)의 기능적 다중심성 측정방법에 기초하여 각 도시
별 외향중심성과 내향중심성의 값에 대한 편차 정도로 구분한다. 즉 도시 간 흐름에
따른 중심성의 편차가 클수록 기능적으로는 특정 도시로 흐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 단핵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편차가 작을수록 도시 간 흐
름이 분산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중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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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F: 일반화된 기능적 다중심성
PSF: 개별 네트워크의 기능적 다중심성
N: 개별 네트워크의 개수
 m ax : 개별 네트워크 i 내 중심성 값의 표준편차 및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표준편차

  m ax : 개별 네트워크 i의 링크 수 및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링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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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전국 지역 커뮤니티별 지역 간 내·외부 흐름에 따른 중심성
상위5개 지역(2015년)
구분

1

2

3

4

5

6

7

8

지역 내 외향

지역 외 외향

지역 내 내향

지역 외 내향

서울강남구

1.00

경기수원시

1.00

서울강남구

1.00

경기수원시

1.00

경기수원시

0.94

경기화성시

0.85

경기수원시

0.95

경기화성시

0.82

경기성남시

0.92

경기용인시

0.72

경기성남시

0.92

경기용인시

0.71

경기용인시

0.78

경기평택시

0.67

경기용인시

0.77

경기평택시

0.68

경기고양시

0.70

서울강남구

0.63

경기고양시

0.72

서울강남구

0.64
1.00

경남창원시

1.00

경남창원시

1.00

경남창원시

1.00

경남창원시

부산부산진구

0.52

경남양산시

0.82

경남김해시

0.51

경남양산시

0.81

경남김해시

0.52

부산해운대구

0.70

부산부산진구

0.51

경남김해시

0.63

부산해운대구

0.44

경남김해시

0.65

부산해운대구

0.45

부산해운대구

0.61

부산동래구

0.35

부산기장군

0.47

부산동래구

0.33

부산기장군

0.44

대구달서구

1.00

대구달서구

1.00

대구달서구

1.00

대구달서구

1.00

경북구미시

0.90

대구동구

0.78

경북구미시

0.94

대구수성구

0.85

대구수성구

0.86

대구수성구

0.77

대구수성구

0.88

경북구미시

0.80

대구북구

0.84

대구북구

0.71

대구북구

0.80

대구동구

0.78
0.77

대구동구

0.57

경북구미시

0.66

대구동구

0.60

대구북구

광주광산구

1.00

광주북구

1.00

광주광산구

1.00

광주북구

1.00

광주북구

0.92

광주서구

0.95

광주북구

0.93

광주광산구

0.96

광주서구

0.84

광주광산구

0.93

광주서구

0.87

광주서구

0.91

광주남구

0.44

광주남구

0.47

광주남구

0.43

광주남구

0.48

광주동구

0.41

광주동구

0.29

광주동구

0.41

전남나주시

0.32

대전서구

1.00

대전서구

1.00

대전서구

1.00

대전서구

1.00

대전유성구

0.72

대전유성구

0.87

대전유성구

0.71

대전유성구

0.91

대전중구

0.50

충남공주시

0.55

대전중구

0.48

대전중구

0.49

대전동구

0.43

대전동구

0.54

대전동구

0.41

충남공주시

0.47

대전대덕구

0.38

대전중구

0.47

대전대덕구

0.35

대전동구

0.46

전북전주시

1.00

전북전주시

1.00

전북전주시

1.00

전북전주시

1.00

전북익산시

0.48

전북군산시

0.53

전북익산시

0.48

전북익산시

0.49

전북군산시

0.43

전북익산시

0.49

전북군산시

0.43

전북군산시

0.48

전북정읍시

0.14

전북고창군

0.35

전북정읍시

0.14

전북정읍시

0.31

전북김제시

0.14

전북정읍시

0.32

전북김제시

0.13

전북고창군

0.30

충북청주시

1.00

충남천안시

1.00

충북청주시

1.00

충남천안시

1.00

충남천안시

0.89

충북청주시

0.82

충남천안시

0.89

충북청주시

0.86

충남아산시

0.42

세종세종시

0.48

충남아산시

0.42

세종세종시

0.47

세종세종시

0.24

충남아산시

0.28

세종세종시

0.24

충남아산시

0.27

충북충주시

0.23

충북충주시

0.21

충북충주시

0.23

충북충주시

0.20

울산남구

1.00

울산울주군

1.00

울산남구

1.00

울산울주군

1.00

울산울주군

0.44

울산남구

0.85

울산울주군

0.45

울산남구

0.75

울산북구

0.44

울산북구

0.46

울산중구

0.45

울산북구

0.45

울산중구

0.44

울산중구

0.42

울산북구

0.44

울산중구

0.38

울산동구

0.34

울산동구

0.22

울산동구

0.35

울산동구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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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역 내 외향

지역 내 내향

지역 외 내향

1.00

전남목포시

1.00

전남목포시

1.00

전남목포시

1.00

전남무안군

0.29

전남무안군

0.75

전남무안군

0.30

전남무안군

0.79

전남영암군

0.25

전남함평군

0.52

전남영암군

0.24

전남영암군

0.50

전남해남군

0.19

전남영암군

0.47

전남해남군

0.19

전남함평군

0.45

전남강진군

0.13

전남완도군

0.29

전남강진군

0.13

전남완도군

0.34

경북안동시

1.00

충북제천시

1.00

경북안동시

1.00

충북제천시

1.00

충북제천시

0.76

경북상주시

0.44

충북제천시

0.76

경북상주시

0.51

경북영주시

0.67

경북안동시

0.41

경북영주시

0.67

경북안동시

0.46

경북상주시

0.48

경북의성군

0.27

경북상주시

0.48

충북단양군

0.29

경북문경시

0.42

경북영주시

0.26

경북문경시

0.43

경북의성군

0.29

강원강릉시

1.00

강원강릉시

1.00

강원강릉시

1.00

강원강릉시

1.00

강원동해시

0.43

강원속초시

0.73

강원동해시

0.43

강원속초시

0.85

강원삼척시

0.31

강원평창군

0.55

강원삼척시

0.31

강원평창군

0.59

강원속초시

0.30

강원영월군

0.47

강원속초시

0.30

강원영월군

0.53

강원태백시

0.25

강원정선군

0.40

강원태백시

0.25

강원정선군

0.44

경남진주시

1.00

경남진주시

1.00

경남진주시

1.00

경남진주시

1.00

경남거제시

0.53

경남사천시

0.55

경남거제시

0.52

경남사천시

0.58

경남통영시

0.40

경남통영시

0.48

경남통영시

0.39

경남하동군

0.45

경남사천시

0.29

경남거제시

0.43

경남사천시

0.29

경남통영시

0.44

경남고성군

0.14

경남하동군

0.39

경남고성군

0.14

경남거제시

0.40

강원원주시

1.00

경기이천시

1.00

강원원주시

1.00

경기이천시

1.00

강원춘천시

0.92

강원원주시

0.70

강원춘천시

0.92

강원원주시

0.64

경기이천시

0.46

강원춘천시

0.67

경기이천시

0.46

강원춘천시

0.56

경기여주시

0.25

경기가평군

0.44

경기여주시

0.25

경기가평군

0.41

강원홍천군

0.20

경기여주시

0.40

강원홍천군

0.20

경기여주시

0.40

전남여수시

1.00

전남순천시

1.00

전남여수시

1.00

전남순천시

1.00

전남순천시

0.98

전남광양시

0.67

전남순천시

0.98

전남광양시

0.81

전남광양시

0.55

전남여수시

0.37

전남광양시

0.54

전남여수시

0.43

전남고흥군

0.15

전남보성군

0.35

전남고흥군

0.15

전남보성군

0.39

전남보성군

0.13

전남구례군

0.24

전남보성군

0.13

전남구례군

0.25

충남서산시

1.00

충남당진시

1.00

충남서산시

1.00

충남당진시

1.00

충남당진시

0.90

충남서산시

0.72

충남당진시

0.89

충남서산시

0.70

충남보령시

0.58

충남보령시

0.65

충남보령시

0.58

충남예산군

0.70

충남홍성군

0.55

충남예산군

0.64

충남홍성군

0.54

충남보령시

0.69

충남예산군

0.44

충남홍성군

0.60

충남예산군

0.45

충남홍성군

0.61

경북포항시

1.00

경북경주시

1.00

경북포항시

1.00

경북경주시

1.00

경북경주시

0.48

경북포항시

0.40

경북경주시

0.49

경북포항시

0.38

경북울진군

0.08

경북울진군

0.07

경북울진군

0.09

경북울진군

0.07

경북영덕군

0.06

경북영덕군

0.04

경북영덕군

0.06

경북영덕군

0.05

경북울릉군

0.00

경북울릉군

0.01

경북울릉군

0.00

경북울릉군

0.00

제주제주시

1.00

제주제주시

1.00

제주제주시

1.00

제주서귀포시

1.00

제주서귀포시

0.27

제주서귀포시

0.50

제주서귀포시

0.27

제주제주시

0.9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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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목포시

▣ 부록 5: 쇠퇴 진단지표 조정에 따른 전국 쇠퇴율 현황 비교 분석결과
: 산업·경제 진단지표(사업체수 vs. 종사자수)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2014년 국비 지원사업이 본격 전개되면서, 산업 경
제부문 진단지표인 ‘사업체수’가 쇠퇴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쇠퇴율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 부문과 물리·환경 부문
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쇠퇴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괴리가 발생하
는 지역적 상황이 목격된다.
2013년 지표 선정 당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관하여 두 지표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종사자수는 실업율과 연관되어 있어 중복의 여지가 있고, 정부가 사업체 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수를 지표로 선정하였
다. 그러나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도시재생 법제도 개선 TF’ 둥에서는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은 유형별 지역의 사업여건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형별
로 선정기준 및 지표를 다르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산업지표가 중요
한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의 경우 기존 ‘사업체수’ 대신 ‘종사자수’지표를 활용하
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체수는 최근 경제 산업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꾸준히 영세 사업체 수가 증가하
고 있어 총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 사업체수의 증가
는 일자리가 증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총사업체 수의 대부분(80%)을 차지하
는 영세사업체수의 편중현상은, 생산성과 기술개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영세소
기업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전체로 볼 때 자본의 효율
적 배분을 왜곡하고, 혁신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종사자
수를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영세 사업체수 증가는 지역 일자리 저감을 나타내는 상황으
로 간주할 수 있다.(조덕희, 2011) 도시재생 측면에서 사업체수 기준의 쇠퇴지표 활용
은 영세 자영업의 증가와 전반적 지역 침체와는 별개로 1인 스타트업 및 창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체수 지표의 종사자수 변경과 경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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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형 및 근린재생형 별도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이왕건 외,
2017)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영세사업체수는 총사업체수의 80%대를 유지하고 있
으나, 영세 기업 종사자수는 26%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록-4 | 연도별 총 사업체 수 대비 영세 사업체수(1~4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사업체수

3,676,876

3,812,820

3,874,167

3,950,192

영세사업체
(1~4명)수

3,005,251

3,099,823

3,125,599

3,173,203

비율

81.7%

80.7%

80.3%

81.3%

자료: 통계청. 2013-2016. 전국사업체조사.

부록-5 | 연도별 영세 사업체(1~4명) 종사자 수 및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종사자수(명)

19,173,474

19,899,786

20,889,257

21,259,243

영세 종사자수(명)

5,377,963

5,586,609

5,602,017

5,705,551

비율

28.0%

28.1%

26.8%

26.8%

자료: 통계청. 2013-2016. 전국사업체조사.

최근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자체 쇠퇴진단에 있어서 종사자수를 병
행하여 활용 중이며 최근 종사자수도 분야별로 특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의 경우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지표로 ‘고령화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수’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경제 지표로 ‘사업체수’와 함께 ‘사업체 당
종사자수’, ‘사업체 증감률’도 함께 고려하여 도시쇠퇴 분석 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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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 지자체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쇠퇴지표 구성
지자체

산업경제

물리환경

도시
경제
기반

사업체수변화(10년)
종사자수변화(10년)
사업체당종사자수
고차산업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노후건축물비율(30년이상)
자동차접근불가필지
주차장확보율
역세권면적비율
버스정류장개수

근린
재생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순인구이동률
기초생활수급자수
세입자가구비율
사회복지시설수(천명당)

사업체수변화(10년)
종사자수변화(10년)
도소매업종사자수
공시지가
지방세징수액

노후건축물비율(30년이상)
자동차접근불가필지
주차장확보율
건축허가건수(최근5년)
도시공원면적비율

노령화지수
인구변화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천명당)
가정위탁아동수(천명당)
경제활동인구수

총사업체수
사업체당종사자수
고차산업종사자 비율
1인당지역가입의료보험료
총사업체증감률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과소필지비율
8m미만도로접도율

인구상대감소지수(10년간)
독거노인가구비율
1인가구비율
1천인당수급자수

종사자상대감소지수
지식기반산업종사자수R-LQ
제조업종사자상대감소지수
도소매종사자상대감소지수
음식숙박종사자상대감소지수
문화소비종사자수 R-LQ

노후건축물비율
소형주택비율
비신규주택비율

인구변화율
기초생활수급자(천명당)
고령인구수
노령화지수
경제활동인구

총사업체수
총사업체수증감률
총종사자수증감률종사자수(천명당)
제조업종사자비율

노후건축물비율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부동산공시지가

도시
경제
기반
근린
재생

인천3)

광주4)

자료: 1)
2)
3)
4)

인구사회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순인구이동률
경제활동가능인구비율
교육수준(고졸이하)
문화시설수(천명당)

서울1)

대구2)

쇠퇴지표

서울시. 2015b.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대구시. 2016.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조상운 외. 2015.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장문현 외. 2016.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정책 지원을 위한 쇠퇴지표 적용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455~473. 참조하여 재정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논의에 전제하여, 도시 쇠퇴의 실제적 실태를 판단해보
고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에 따라 개별적 전국 쇠퇴수준과 변화양상
(2013~2016)을 분석하였다. 쇠퇴분석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지표 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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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인구, 물리부문의 지표는 동일하게 사용하여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어떤 지표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자료는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2013년 12월, 2016년 12월 기준 인구, 산업, 물리 부분의 지
표를 사용하였고, 구축 시기는 기존 구축 연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다만 ‘종사자
수’지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동일년도 비교를 위하여 국가통
계포털에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읍면동으로 구축·활용하였으며, 다른 지표들과 상
호비교를 위하여 종합정보체계 구축연도와 같은 시기로 구축하였다.

부록-7 | 도시쇠퇴수준 분석 자료
부문
인구
2013

산업
물리

지표

구축연도

자료출처

과거대비 인구변화(%)

2010

인구총조사(통계청)

최근인구변화(년수)

2012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사업체수

2011

국가통계포털(KOSIS)

종사자수

2011

국가통계포털(KOSIS)

노후건축물비율(%)

2012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행정구역 경계년도: 2011년 기준 (3,470개동) (자료원: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구
2016

산업
물리

과거대비 인구변화(%)

2015

인구총조사(통계청)

최근인구변화(년수)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사업체수

2014

국가통계포털(KOSIS)

종사자수

2014

국가통계포털(KOSIS)

노후건축물비율(%)

2016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행정구역 경계년도: 2014년 기준 (3,488개동) (자료원: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주: 기존 산업부문 지표에 종사자수를 추가하여 비교.
자료: 도시쇠퇴현황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 참조하여 재정리.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지표 적용에 따른 전국 쇠퇴지역 분석결과,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2013년 64.5%에서 2016년 65.9%로 1.4%p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2013년 65.7%에서 2016년 69.4%로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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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쇠퇴지역 차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판별되었다. 대표적으
로 서울시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 쇠퇴지역은 67.2%(’13)에서 79.4%(’16)로 12.2%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 기준 쇠퇴지역은 66.7%(’13)에서 85.6%(’16)로 18.9%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내에서도 일자리수 감소 지역이 많거나 사업체수가 정체·확
대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체 증가로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부록-8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에 의한 전국 쇠퇴지역 비율 비교
전국 쇠퇴지역 비율
(2013년)

전국 쇠퇴지역 비율
(2016년)

사업체수 적용 기준

종사자수 적용 기준

사업체수 적용 기준

종사자수 적용 기준

64.5%

65.7%

65.9%

69.4%

1.2%p 차이

3.5%p 차이

자료: 저자 작성(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018)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청(2013 및 2016) 종사자수 자료를 추가하여 저자
분석).

상기 분석결과에 기준하여 최근 적정 지표로 공론화되는 종사자수에 기준해 볼 때,
전국적 쇠퇴지역 확대 경향은 당초 연평균 0.46%보다 약 3배 정도 심각한 연평균
1.22% 수준으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적용에 따른 전국 쇠퇴지역 비율은 2013에는 64.5%와 65.7%로 약 1.2%p
차이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5%p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쇠퇴 진단의 대표 지
표로 활용되어 온 사업체수를 계속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지역의 실제 일자리 상황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추진전략이 지역 일자리 창
출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쇠퇴진단의 지표로 종사자수 고려가
임박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준용하면, 도시재생 뉴딜의 핵
심 정책목표인 도시 쇠퇴억제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따라서 현재 준비되는 도시 쇠퇴 억제 및 제어를 위한 정책보다 훨씬 더 전
략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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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 전국 쇠퇴지역의 변화(2013~2016, 사업체수+인구+노후건축물 기준)
전국 쇠퇴지역 변화 (사업체수 기준)
2013년

2016년

64.5%

65.9%
1.4%p 차이

수도권 쇠퇴지역 변화 (사업체수 기준)
2013년

인천

2016년

서울

인천

경기

경기

서울

서울

2013

2016

변화율

67.2% (285개동)

79.4% (336개동)

▲ 12.2%p

인천
57.3% (82개동)
70.9% (105개동)
▲ 13.6%p
자료: 저자 작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018)에서 제공하는 2013년 및 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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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 전국 쇠퇴지역의 변화(2013~2016, 종사자수+인구+노후건축물 기준)
전국 쇠퇴지역 변화 (종사자수 기준)
2013년

2016년

65.7%

69.4%
3.7%p 차이

수도권 쇠퇴지역 변화 (종사자수 기준)
2013년

인천

2016년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서울

경기

2013

2016

변화율

66.7% (283개동)

85.6% (362개동)

▲ 18.9%p

인천
61.5% (88개동)
72.3% (107개동)
▲ 10.8%p
자료: 저자 작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018)에 수록된 2013년 및 2016년 인구, 노후건축물 자료에 통계청(2013
및 2016)에서 제공하는 종사자수 자료를 추가하여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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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의를 준용하면 국가적 쇠퇴 제어를 위해 종사자수(일자리) 확대보다는 우선
국가적으로 노후건축물 관리·제어가 시급하다. 부문별 전국 쇠퇴지역 비율과 변화추이
를 살펴보면 인구 관련 쇠퇴지역은 74%(2013)에서 80%(2016)로 6%p 증가하였으
며, 노후건축물 관련 쇠퇴지역은 60%(2013)에서 69%(2016)로 9%p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업체수 관련 쇠퇴지역은 52%(2013)에서 크게 29%(2016)로 감소하고 있고,
종사자수에 기준할 때도 52%(2013)에서 39%(2016)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
실상 인구감소 경향의 제어는 도시재생 뉴딜만으로는 단일 대처가 어려운 요인이기 때
문에, 우선 국가는 노후건축물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록-11 | 세부 쇠퇴요인에 따른 전국 쇠퇴지역 판별 결과
전국 쇠퇴지역 분석결과 ①
사업체수

인구
부문

인구
2
0
1
3

산업

물리

지표

진단

과거대비
인구변화(%)

2,048개소
(59%)

최근인구변화
(년수)

1,623개소
(47%)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1,720개소
(50%)

최근사업체변화
(년수)

786개소
(23%)

노후건축물비율
(%)

전국 쇠퇴지역 분석결과 ②
노후건축물

1개 이상
부합

2개 부문
이상 부합

2,562
개소
(74%)

1,817
개소
(52%)

2,239개소
(64.5%)

2,073개소
(60%)

인구

종사자수

지표

진단

과거대비
인구변화(%)

2,048개소
(59%)

최근인구변화
(년수)

1,623개소
(47%)

과거대비
종사자변화(%)

1764개소
(51%)

최근종사자변화
(년수)

222개소
(6%)

노후건축물비율
(%)

노후건축물
1개 이상
부합

2개 부문
이상 부합

2,562
개소
(74%)

1,807개
소
(52%)

2,280개소
(65.7%)

2,073개소
(60%)

행정구역 경계년도: 2011년 기준 (3,470개동) (자료원: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구
2
0
1
6

산업

물리

과거대비
인구변화(%)

2,051개소
(59%)

최근인구변화
(년수)

2,225개소
(64%)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960개소
(28%)

최근사업체변화
(년수)

257개소
(7%)

노후건축물비율
(%)

2,799
개소
(80%)

1.006
개소
(29%)

2,424개소
(69%)

2,300개소
(65.9%)

과거대비
인구변화(%)

2,051개소
(59%)

최근인구변화
(년수)

2,225개소
(64%)

과거대비
종사자변화(%)

1,285개소
(37%)

최근종사자변화
(년수)

303개소
(9%)

노후건축물비율
(%)

2,799
개소
(80%)

1,374
개소
(39%)

2,420개소
(69.4%)

2,424개소
(69%)

행정구역 경계년도: 2014년 기준 (3,488개동) (자료원: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 저자 작성(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2018)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청(2013 및 2016) 종사자수 자료를 추가하여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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