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논문 pp. 113~131.

113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거지재생 방안 연구*
서수정**․임현성***․임강륜***

'

The Method of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rough
‘Happy House’ Pilot Prosect s Case Studies*
Soo Jeong Seo**․Hyun Sung Lim***․Kang Ryoon Lim***

1)2)3)

：본 연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한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민참여의 주거지 관리와 주택성
능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주거지재생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년 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주택유지관리사
업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을 수행하였고, 사업추진체계, 참여주체의 역할, 정책전달체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Top down 방식의 정부재정지원만으로는 주택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또한, 주택유지관리사업이 주거지재생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법적근
거와 지역 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가꾸
고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제어：단독주택 유지관리, 해피하우스 사업, 주거지재생
ABSTRACT：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ssibilities of housing regeneration, especially in
요약

areas of high concentration of single-family housing with relatively satisfactory infrastructure,
through a participatory model of housing renovation and management. The article identifi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Happy House pilot project , and evaluate its outcomes in term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stakeholders role, policy delivery system etc. The conclusions
extrapolat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limitations of a top-down financial subsidiary model
in inducing resident participation, the need for a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enables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place specific business model. More importantly, in order
for renovation projects to be established as a successful housing regeneration method,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and a local expert-ori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in place.
Furthermore, a shift in residents awareness that they are the central agent in maintaining their own
housing environments is required.
Key Words Housing Maintenance, Happy house pilot project, Housing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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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7년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는 대규모
전면철거재개발방식에 제동을 걸었고,1) 사회적
으로는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
위가 아니고 일시에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 뿐 아
니라 거주자의 주거안정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2) 이에 2011년 국토해양부
에서는 대규모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의 하
나로 소규모 주택정비방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반영하였고, 필지단위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를 위한 건축협정제도를 건축법에 도입하였다.3)
이는 기존 전면철거방식 일변도의 제도적 한계에
서 벗어나 주민의 경제수준과 계층특성, 지역여
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
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법으로 주민 자
력의 주택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멸실되어 가는 단독주택 재고를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입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미흡한 상황이
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국가건축
정책위원회에서는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 단

독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기 위
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약 2년 동안 추진하
였다. 시범사업은 제도적 근거 부재, 재정지원의
한계,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체계 미흡 등으로 중
단된 상태이지만 주거지재생수단으로 그 가능성
이 인정되어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성북구 장수
마을의 동네목수 등의 마을기업을 태동시키는 원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해피하우스 사업이 일반
화된 재생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대
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의 물리적 상
황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주거
지재생 기법으로서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은 주택
의 유지관리서비스뿐 아니라 주택 개․보수, 가
로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정비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주택유지관련 사업이 커뮤니
티 단위에서 작동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시각의 주
거지재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피하우스 사

1)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839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 중 234개 구역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임정민 외, 2011).
2) 장수마을로 알려진 서울 삼산 4구역은 2008년 이후 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철거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잘 알려진 대구 삼덕동도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힘입어 재개발예정구역 지정에 실패하였으며, 대전신탄진 도촉지구
에서도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주민이 공식적으로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선례들은 아직 본격적인 운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더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서수정․임강륜, 2010). 또한, 매년 1~2건
에 그치던 구역 해제신청도 2011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국민일보, 2010.12.27일자, “지지부진 재개발, 재건축 취소된다”).
3) 건축법에 의한 필지단위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주거지에서 주민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맞벽건축 활성화와 대지 내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일부 건축법 조항을 예외 또는 완화해 주는 것으로 2012년 건축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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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추진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변용되기도 하고 합
리적인 방법으로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피하우스 시범사
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 시범사
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정부
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어
떻게 정착하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참여
주체들과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사
용되는 방법이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또한, 모
니티링 방법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행하였고, 참여주체
들과의 심층면담을 거쳐 시범사업 내용을 조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 모니터링의 주체는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시범사
업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원사업
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집계한 정량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인 홍보
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에서 해피하우스 사업
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실제 주민이 요구
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다. 추진실적 집계는 지역센터에서 정리한 내용
을 토지주택공사 실무진이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주민 수요와 해피하우스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
업 대상지역의 주민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시범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시

범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모니터링이 수
행되었던 2010년에 한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Ⅱ

. 주거지재생에서 주택유지관리의 의미와 기존
연구성과 분석

1. 단독주택지 부정적 순환구조와 주거지재생
대규모 전면철거대상지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민의 주택개량 의지가 낮을 뿐 아
니라 공공투자도 미흡해 주택성능을 비롯한 물
리적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4) 주거지의 물
리적 쇠퇴는 주거선택권이 자유로운 계층의 이
탈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단독주택밀집지역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
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이는 지역
내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쇠
퇴를 동반하게 된다. 한편으로 단독주택 거주자
들은 전면철거정비에 따른 주택가치 상승에 대
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갖고 있다. 이처럼 단독주
택의 노후화, 거주자의 낮은 경제수준,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등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의 거주성능 격차를 부추겨 주거지의
부정적 순환을 유발한다. 단독주택지의 부정적
순환구조는 지역 내 범죄행위 증가, 반달리즘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을 증가시켜 취약동네에 집중
되는 주거지 격리(residential segregation)와 그
에 따른 사회적 배재(social exclusion)를 유발하

4) 이는 노후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서수정 외
(2006), 서수정ㆍ임유경(2009), 김도년 외(2010) 등이 있다.
5)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거실태 조사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8.7세, 가구 평균소득은 195만 원인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주 평균연령은 49.5세, 가구평균소득은 353만 원으로 나타나 주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계층분리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재고비율이 높은 행정동이 인구 1000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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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이 되고 있다.6)
또한, 지역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주거지 내에
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
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주택지 재생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곽현근, 2009).7)
2007년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회통합적 주거지
재생’ 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
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점확산형 주거환
경개선 사업’이나 서울시의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형 마을만들기 사업’, ‘경관협정사업’ 등이 물
리적 환경정비를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재생을
동반하는 주거지재생으로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법들은 일시에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
지 않고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
여 개별필지와 건축물의 상황, 기반시설수준을 종
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존 공간조직을 유지하면서
각자상황에맞는처방전을마련한다는점에서전
면철거수법과 다르다. 이는 정비대상지구의 물리
적 공간환경뿐 아니라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
지, 보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수정ㆍ임
유경, 2009; 신중진․양우혁, 2009; 신중진․임희
지, 2008; 김혜정 외, 2006). 이러한 논의는 기존
단독주택지의 공간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가
능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관
계와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동네 무질서(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현상을 사회적으로 통제하

여사회․경제적인지속성을유지할수있다는데
의의를두고있다. 그러나종합적인주거지재생방
법을 제안하는 선행 연구들은 필지를 유지하면서
도 결과적으로는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수단보다
는소규모철거방안을제안한다는점에서본연구
에서 제안하는 주거지 보존, 유지관리방식과는 차
별성이 있다. 기존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관
리와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별주택이 거주
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건축되거나 관리되기 때문
에 주민의 경제여건, 주택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비과정에서 다양성과 선택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필요에따라부분개량이나보수,
유지 선택의 자율성이 높아 거주자의 생애주기와
경제 부담능력에 맞는 주택정비가 가능하다는 장
점이있다. 본연구는이러한주거지재생의개념에
의해개별건축물자체의집합이이루어내는주거
환경 자체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바탕으로 주택유
지관리사업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2. 주거지재생 수단으로서 주택유지관리사업
의 의미
이러한 주거지재생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단독주택 유지관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는 이론적인 연구결과에서 출발하기보다
는 정책적인 제안에서부터 출발하였다. 2009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뉴하우징 운동을 통해
대규모 전면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점진적 정비방

6)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지의 범죄발생 비율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다
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 면담조사에서도 “아파트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빌라는 사고도 많이 나고, 좀 위험한게 느껴져요. 이상
하게, 거기는 원룸이랑 다세대 빌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머물다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게 아니니까(계양구
주민면담)”와 같이 주택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제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김지선 외, 2005; 최열, 2000).
7) 사회자본이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지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원
을 동원하는 것으로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사회자본이다(곽현근, 2007, 2009; 서수정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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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소규모의 주민주도형 주거지 정비방식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피하우스사
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노후단독주택지 거주자들
이 전면철거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단지를 선호하
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주택유지관리에 대
한 불편함과 낮은 주택성능수준에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09).
여기서 주택유지관리는 에너지성능개선을 비
롯한 주택성능과 관련된 안전점검, 설비보수 등
의 유지관리와 함께 주택 개ㆍ보수 및 쓰레기처
리에서 동네환경개선에 이르는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
적인 주거지재생수단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필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되었다
(홍길표 외, 2010; 서수정․임강륜, 2010). 그러
나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필지단위
주택정비활동의 침체는 지역경제를 유지했던 철
물점, 전기 및 보일러 설비업체, 개ㆍ보수 업체,
영세 건축업 등 소규모 건축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다.8) 따라서 주택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주
거지재생을 실현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유지와 재생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해피하우스 사
업이 제안된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운영과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연구(홍길표 외, 2010)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 행정주체의 역할 등 주로 참여주
체의 역할론과 조직론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주택유지관리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성과에 대
한 실증적 고찰을 수행한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
다. 또한, 개별필지를 사회적 공유재로 보고 지속
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위한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
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서수정ㆍ성은
영, 2011).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
개․보수와 필지별 주택신축 방안을 제안하였으
나 기존 주택의 성능개선과 유지관리방식에 대한
대안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택유지관리사
업과 유사한 사업인 서울시 휴먼타운을 대상으로
사업과정과 계획내용을 분석한 연구(유인철 외,
2011; 김기훈ㆍ김경배, 2011; 김우락․구자훈,
2011)에서는 쌈지공원, 골목길 정비, 필지단위 주
택정비를 위한 디자인기준 설정 등 물리적 측면
의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측
면에서 주민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
피하우스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
기존 연구성과들은 공통적으로 마을환경개선
과 더불어 개별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및 주
민합의를 통한 필지단위의 점진적 주택정비의 필
요성을 주거지재생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연구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단독주택지의 자산을 보전, 관리하면서

8) 이러한 업체가 보유하는 기술은 근대기술과 전통기술의 중간에 위치하며 양자를 매개하는 기술로 슈마허에 의한 ‘중간기술’이라 할 수 있다.
중간기술의 특징은 소규모, 간소화, 안정된 가격에 의한 자본형성, 비무력에 의한 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Schumacher, 1973). 중간기술은
생태계에 적응하기 쉽고, 지역의 자립성을 강하게 하며, 지역 분산형의 소형기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슈마허의 이론에 따르면 단독주택
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와 정비는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대상을 깊이 존중하면서, 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람들이 공존
하고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재건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소단위 정비와 관리가 용이한 사회를 의미한다. 슈마허의 중간기술이론은
1970년대부터 대규모 정비사업을 철폐한 영국, 독일 등에서 주거지 정비의 이론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1973년 영국 RIBA 대회에서 GLC
주임주택건축가는 “장기적으로 주택개발은 일시적으로 250호를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발표를 통해 소규모 정비방식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재고 유통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보급률이 높고 주택
품질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재고주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중간기술도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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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피하우스 사업
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주택의 부분 증ㆍ개축,
리노베이션, 필지단위 정비 등 필요에 따라 지역
주민 스스로 수요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
로 지역에 기반한 주택관련 보수 및 유지관리 서
비스 업종, 영세건설업체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 해피하우스 사업의 개요 및 주민수요조사

1.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개요
피

업

1) 해 하우스 시범사 의 개념 및 성격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깨끗
하고 안전하면서도 비용이 높지 않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기존 주택의 사용편
익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의 단열성
능 개선, 구조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주
택을 건강한 주택으로 재생시키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및 거주성
능향상을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기존 주택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주
택을 매개로 발생하는 안전성, 쾌적성, 건강성 등
의 편익성을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누릴 수 있도
록 주택관련 종합서비스센터인 ‘해피하우스센터’
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해피하우스센터
는 주택유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뿐 아니라 주택
성능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신축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
는 주거복지관련 집수리사업을 연계하고 주택자
금 관련 융자를 알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따라
서 해피하우스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지역주민, 서비스제공자인 민간업체,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삼위일체가 되는 주택
관련 종합서비스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주거관리서비스를 수행하
는 해피하우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주
거지의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독주
택밀집지역의 잠재적 가치인 장소성과 역사성을
공유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발적
인 주거지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피하우스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주
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거주자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건강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동
네만들기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피

업 대상 및 추진과정

2) 해 하우스 시범사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
축법상 주택유형분류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다세
대․다가구 주택과 점포병용주택을 포함한다. 물
리적 측면에서는 동단위로 단독주택재고 비율이
60% 이상 차지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9) 사
회․경제적으로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중 사업
의 지원내용에 따라 취약계층과 일반가구를 분리
하여 대상을 정하였다.
시범사업은 2009년 9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
으로 공모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쳤다. 1
차 서면평가는 단독주택비율, 거주자 유형, 단체

9) 전국단위의 단독주택 재고비율을 조사한 연구결과(서수정 외, 2010)에서는 전국 동․읍 927개 중 단독주택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667개소로 전체의 72%이며, 단독주택 재고량이 전국평균인 50%수준을 차지하는 동․읍은 801개소로 전체의 86.4%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단독주택 유지관리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단독주택재고비율 60% 이상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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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의지, 지자체 지원, 주민참여도, 기존 사업과
의 연계가능성 및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2
차 현지평가에서는 시범사업 후보지의 적합도,
담당지원의 사업이해도 및 적극성, 지역사회 협
력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표 1>과 같이 3
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2010
년 2월부터 서비스지원을 시작하였다.10)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과 인력은 토지주택공사
(LH)가 지원하고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주도의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추진하
였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주도하되
주민참여를 목표로하였다. 시범사업은 초기에한
정된예산과인력으로인해지원대상가구를센터
별로 300가구로 한정하였으나 센터 개소 이후 추

진실적이 미흡하고 사업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는 과정을거쳤다. 물
리적인 지원대상과 함께 주택유지관리사업 내용
중 무상 서비스 지원항목도 추가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시범사업추진주체들과 3차례의 워크숍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0월에는 해피하우스 시범사
업 서비스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업체가 참
여하는 공동구매방식을적용할 수있는항목을 10
가지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11)
업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

3) 시범사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별 해
피하우스센터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지방자치
단체, LH 및 에너지 관리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

업 대상지 개요

<표 1> 시범사
지역

위치
주택
유형

가구특성
주택
건축
현황

서울

대구

전주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단독주택: 3,332동
공동주택: 264동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단독주택: 267동
공동주택: 1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단독주택: 5,577동
공동주택: 998동

8,328세대 20,301명

6,239세대 15,533명

5,659세대 13,807명

~
~
~

10) 서면평가는 대상지 내 단독주택 비율, 거주자 유형, 단체장의 의미, 광역지자체 지원, 주민참여도, 기존사업과 연계가능성 및 효과를 중심
으로 평가하였다. 2차 현지평가는 현지실사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범사업 후보지의 적합성, 담당직원의 사업
이해도 및 적극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1) 10가지 항목은 고효율 조명기기설치, 누전차단기, 절수형 수도꼭지, 보일러 부속품, 세대소독, 방범창 설치, 소화기 설치, 물탱크 청소, 동파
방지, 방충망 설치 등 일회적인 설비시설 개선 항목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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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중 해피하우스센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발신기지와 주택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자, 주
민, 행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센터 역할을 담당
한다.

출처: 국토해양부, 2010,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
구 , 44.
<그림 1>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사업추진조직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의 총괄지원을 위해 중앙
센터의 기능을 LH가 담당하였으며, 지역센터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
를 갖추었다. 또한, 지역주도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해피하우스센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사업자 등록 심사, 주민의견 수렴,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
다. 그러나 전주센터만 자문위원회 성격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그쳤다.
주택 개․보수 등 민간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
를 위해 센터별로 전문 시공업체를 등록하여 운
영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해피하우스센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행정
전담 인력 1인이 센터장으로 파견되거나 겸직하
였으며, LH에서 센터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기술
인력 보강 등의 목적으로 5명이 파견되었다.

피

센

력

황
LH공사

<표 2> 지역별 해 하우스 터 인 운영 현

담
무
3(주무관 1명,
서 울 행정인턴 1명,
공공근로 1명)
대구
2
4(센터장,
전 주 다기능공 설7급,
2명)
지역

지자체 당
공 원

센터장
무 형태 직원
1명,
겸무 3(차장
과장 2명)
파견전담 3
파견
2
전담

근

술
력
2
2
2

기
인

전주에서는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
는 희망근로사업을 해피하우스 사업과 연계하여
희망근로자를 센터에서 고용하고 지자체에서 추
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해피하우스 중앙센터로서 LH의 역할은 재정
과 인력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홍
보를 담당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서비
스를 지원하는 실행주체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
회와 국토해양부는 행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
국전력은 고효율 에너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 참여하였으나 상근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하
지는 않고, 서비스가 신청되면 각 지역별로 등록
한 업체를 연계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업 추진내용 및 서비스 전달체계

4) 시범사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과 유지관리가 주요업무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
하여 지역별로 주거복지와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
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주택에너
지 효율서비스는 에너지성능분석과 서비스를 신
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단열보강, 창호개선 등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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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 페트론제’를 운영
하기로 하였다. 주택유지관리서비스는 누수, 누
전 등 긴급서비스를 포함하여 간단한 수리업무,
개보수, 유지관리서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범
피

업

야

사업의 주요 서비스 지원내용은 <표 3>과 같다.
해피하우스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
는 지역주민들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부 사업내용

<표 3> 해 하우스 시범사 의 분 별 세

책

정 대상자
분

야

주요

업무

업 세부내용

사

제공자

창호, 난방․조명기기 점검 및 에너지비용 에너지관리공단,
성능분석 및 ∙단열,
절감방안
제시
사업자
개선컨설팅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가구당 약 20만 원)
한전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설비설치 비용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80%이내무상지원, 태양광기준세대당약800만원) 사업자
그린홈 지원 ∙그린빌리지
사업(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에너지관리공단,
치 지원)
사업자
정보제공 ∙기금활용, 관련정책 및 제도 안내
에너지관리공단
긴급서비스 ∙누수, 누전, 동파, 배관막힘 등 긴급하자 보수지원 LH
창문개폐 및 경첩보수, 화장실 코
간단한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킹등 무상수리(일반가구는설치지원서비스 제공) LH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주택기금)(85㎡ 이하 주
택신축․개량 시 2～12천만 원 융자, 연 3%, 19년 국토해양부
유지
관리 개․보수 분할상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기초생활수급 국토해양부, LH
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에 호당 6백만 원 지원)
안전점검 ∙구조물, 가스, 전기 안전점검 및 설계․감리지원 센터
상담 및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노후시설물 등 보수, 자재
정보제공 비, 보수업자 현황 등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상담 센터
상담 ∙영구, 전세임대 입주 등 상담
센터
프로그램 ∙가정(의료, 가사) 도우미, 문화교실 등 운영, 주민 지자체
개발
자치센터 활용
사랑의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보수 지자체
집고쳐주기
(호당 250만 원)
주거 내집
복지 주차장갖기 ∙담장 허물어 주차장 조성
지자체
친환경
지자체
주차장조성 ∙나대지 등 대상으로 도심 속 주차공간 확보
폐․공가철거
(희망근로사업) ∙폐․공가 철거 후 주택가 공용주차장 등 조성 지자체
출처: 국토해양부, 2010,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구 , 40.

기초생활수
급자

차
◯
●
●
◯
◑

일반

◯

차
◯ ◯
● ●
◯ ●
- ◯ ◯ ◯
◯ ◯
(설치 (설치
지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자가 임

◯
◯
◯
◯
◯
◯

자가 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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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을 결정하는 체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우선 센터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3일(근무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항은 근무일 이내에 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에 대
해서는 센터에 상근하는 다기능 기술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경미한 사항은 직접 수리해 주고 주택
유지보수 관련 상담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방문
상담한 내용이나 서비스 실적은 상담일지를 기
록, 관리하고,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센
터에 등록된 전문 보수업체를 연결해 주거나 상
담을 통해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비스를 수행하
기도 한다.

피

달

<그림 2> 해 하우스 서비스 전 체계

2.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월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이후 11월까지 사업추진 실
적은 총 2,863건으로 1달 근무일수를 20일로 계산
하면 1일 14.31건수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지역
별로는 전주가 1,717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의 3배
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재원으로 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
료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유
료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으나 서울

의 경우 무료서비스 대상 거주비율이 전주나 대
구에 비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전주센터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하여
27명의 희망근로인력이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였
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서비스 지역별
지역

추진실적(2010년 2월~11월)

서울

합 계 531
1일 평균
서비스지원실적 2

대구

615
2.1

전주

1717
5.7

계

2863
9.5

이러한 추진실적은 해피하우스 지원사업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지역의 인력 및
재정지원이 사업추진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항목별 추
진실적은 주택유지관리보수 서비스 중 간단한 부
품수리와 교체 지원서비스가 전체의 65%를 차지
하고 있으며,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여건에 따라
지붕과 옥상, 베란다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 서비
스 요청과 개ㆍ보수 컨설팅 업무가 그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주택개․보수 서비스는 주택의 대부분이 방수
와 단열 문제가 많아 지붕과 옥상 방수, 창호 수
리 등의 보수 요구가 많았으며 실제로 추진한 주
택은 많지 않았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지재생을 시도하려는 목표 중 하나인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이외에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센터 내
에 상근자를 두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연결해 주
는 지역 담당업체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복잡한
전달체계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며, 추가비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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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에 센터 운영자들은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표 5> 서비스 항목별
지역

야 추진실적

추진실적

긴급보수
(지붕, 옥상 등 누수)
수리지원
주택 간단한
(부속품
교체)
유지
관리 주택 개ㆍ보수 컨설팅
서비스 주택안전점검
기타 위생설비시설
보수
에너지성능검사개선
컨설팅
에너지
효율 고효율조명기기
개선
교체지원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지원
계

주센터를 제외하면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또한,
폐공가 철거정비와 꽃길가꾸기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및 주차장 확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지만 추진되지 못하였다.
<표 6> 서비스 분 별

서울 대구 전주

9
409
20
4
11
7
71
531

85
363
34
23
16
16
75
3
615

지역

계

49 143
1178 1950
112 166
32 59
96 123
9 32
238 384
3 6
1,717 2,863

<표 6>과 같이 서비스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
면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에너지,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실적은 건축, 기계, 전기에 관한
서비스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센터 내 상근인력의 전문분야가 기계
와 전기를 주로 담당하는 다기능 전문가였으며,
에너지개선이나 건축 개ㆍ보수작업은 주민이 비
용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주택유지관리 및 개ㆍ보수 사업 이외에도 해피
하우스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주거복지사업과 마
을만들기 사업을 연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사랑
의 집고쳐주기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한 전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에너지
기타
계

서울

143
155
174
472

대구

79
173
173
2
3
8
438

전주

285
299
515
1
5
1
1106

계

507
627
862
3
8
9
2016

이러한 결과는 해피하우스사업이 종합적인 주
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참여프로
그램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Ⅳ

. 주택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수요조사

1. 조사개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주택유지
관리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거주자 시각에서 해
피하우스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주 일반현황과 함께 주택현황
및만족도, 주택유지관리현황및욕구, 단독주택유
지관리사업과 관련한 해피하우스 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시범사업 지역별 50명
씩 총 150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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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3. 주택유지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수요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서울 3.44,
대구 3.32, 전주 2.54명이며, 전주의 경우 1인 가
구비율이 조사대상지역 중 제일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서울 성산동이 46.7세,
대구 52.7세, 전주가 64.1세로 고령가구 비율이 높
은 지방도시 특성이 시범사업대상지에도 반영되
고 있다. 월평균 소득 수준은 서울이 245만 원으
로 대구나 전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지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9>, <표
10>과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60% 이상이 정기적
인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시
설과상수도, 전기시설의 경우만일부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유지관리와 개ㆍ보
수 실태 또한, 누수, 누전, 동파, 배관막힘 등 긴급
부복

<표 9> 항목별 주택점검 수행여 ( 수응답)
구분

<표 7>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서울

평균가구원 수(명) 3.44
가구주 평균연령 46.7
월평균 소득(원) 245
월평균 지출(원) 204.49

대구

전주

3..32 2.54
52.7 64.1
210.93 114.47
147.72 99.84

조사대상가구의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거위
치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주차장, 녹지
등 옥외생활서비스시설 및 주택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개 지역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해피하우스 사업
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족

<표 8> 조사대상가구의 주거만 도(5점
구분

주택위치
상ㆍ하수도, 전기등 설비
습도, 채광, 통풍
단열
방범시설
택배, 우편물 수령등
주차장
녹지 및 휴게공간

서울

3.34
3.04
2.88
2.56
2.60
3.36
2.68
2.38

척도)

대구

3.16
3.16
3.00
2.92
2.52
3.36
2.60
2.53

전주

2.84
2.82
2.76
2.26
2.45
3.16
2.49
2.64

옥상 및 외벽
창호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정화조
난방설비
방범시설
정기점검실시 여부

서울

대구

10
6
13
9
9
25
16
4
19

5
6
9
5
5
15
6
4
13

보

전주

3
3
4
4
4
4
4
3
13

황복

<표 10> 주택유지관리 및 개 수실시현 ( 수응답)
구분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보수
창호개폐,
싱크대,
주택
세면기
등
고장수리
유지
관리 벽지, 장판, 문고리 등
소비성 자재교체
정화조 청소
문턱제거 등
주택 주택구조변경
개보수 외관결로마감및 및방수보수
외부공간 공사
에너지성능개선
안전기능강화

서울

대구

전주

23
26
26
18
4
10
15
17
11
4
4

21
25
28
21
4
10
14
18
7
9
7

28
27
33
30
3
17
18
29
17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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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소비성자재관리에집중되어있고실질적인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에너지성능개선이나 개ㆍ보
수실적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해
피하우스 시범사업에서 주민주도의 주택 개ㆍ보수
를유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을보여주는
결과이다.
주택유지관리 서비스항목에 대한 수요 조사결
과, 주택유지관리가 미흡한 항목일수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유지관리서비스와 개ㆍ보수 항목에 관한 질
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요조사결과는 해피하우스사업이 긴
급수리 이외에 주택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
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4. 단독주택 유지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요구
<표 11>과 같이 주택 개․보수에 대한 조사결
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실질적인비용지원이있다면주택개ㆍ보수
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또한 높았다.
ㆍ보수 수요(응답자 수)

<표 11> 주택 유지관리 및 개
구분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주택
제도
관련
개ㆍ보수 및
정보부족
유지관리
어려운 점 비용부담
기타
비용감소 시 개ㆍ보수 의사
대출이용의사
지원센터 필요성

서울

대구

전주

2
1
23
4
29
13
39

1
1
15
0
23
10
39

0
3
35
1
16
10
37

해피하우스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11>과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70% 이상이 필
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는 <표 12>와 같이 주택유지관리서비스와 함께
주거환경관리와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
답비율이 높았다.
<표 12>

희망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응답자 수)
구분

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점검, 유지관리, 개ㆍ보수)
주택관련 상담서비스
(주택개량, 주택거래, 분쟁)
주거환경관리 지원
방범, 안전 지원, 택배 등
생활서비스 지원
계

서울

대구

전주

18
3
15
14
50

18
3
10
19
50

42
0
3
5
50

반면 주택개량 관련 상담서비스 수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피하우스센터를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참여
의사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
하였으며,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한 유상이용 수
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피하우스 사업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센

<표 13> 지원 터 유상이용 수요(%)
구분

이용의사 있음
이용의사 없음
계

서울

대구

전주

66 50 76
34 50 24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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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시범사업 추진의 한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났다.
우선 시범사업의 내용이 주거복지사업의 성격
이 강한 단순한 무상수리의 주택서비스 사업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피하우스 시범사
업은 높은 서비스 만족도12)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실적에도 나타나듯이 초기에는 해피하우스
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관심이 낮아
서비스 신청 건수도 적었다.

출처: 국토해양부, 2010,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
구 , 52.
<그림 3> 월별 서비스 지원실적

시범사업이 정착되는 7월부터 서비스 수요가
늘어났으나 주민들 대다수가 주택유지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수혜사업으
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전등 교
체나 수도꼭지 교체 등 설비부품 교체와 같은 간
단한 무상수리 지원업무에 국한하여 서비스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상지원 서비스는 한

정된 수혜대상자에게는 일회적인 서비스일 뿐 지
속적인 주택관리서비스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한
계가 있다.13)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택성능개선
서비스 요청 건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자비부담
이 발생하는 단열공사 등 실질적인 주택성능개선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피하우스 시
범사업이 행정주도로 진행되었고, 주거복지사업
과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잔여예산으로 일
부 설비교체와 주택클린서비스 등을 공동구매방
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주시에서 수행한 주택클
린 서비스 외에 주민의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프
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의 발굴과 주택의 유지관리 주체가 주민
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해피하우스 사업
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서비스지원으로 일부 계층의 복
지서비스 사업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LH의 재원과 인력으로 시작하였
고 공공재원의 성격상 예산사용의 형평성과 당위
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해피하우스센터에서 직
접 제공하는 저소득층 위주의 무상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무상수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거주비율이 낮은 서울 마
포구 성산동은 타 지역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적

12)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약 2개월 간(2010. 9. 1~2010. 10. 30) 2개 시범사업 지역(대구, 전주)에서 서비스를 지원 받은 214명(대구 52명,
전주 162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 응답자 수는 총 142명(대구 42명, 전주 114명)으로 집계되었고, 전주는 서비스
만족도가 78.1%, 대구는 54.9% 수준으로 나타났다.
13) 실제로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전주센터에서는 2010년 2,792건의 서비스 건수가 2011년 343건으로 급격하
게 감소하였다. 이는 부품교체는 한번 이루어지면 당분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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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기
초생활수급대상가구가 많은 전주센터는 서비스
요청건수와 지원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
피하우스센터의 다기능기술자와 2∼3명의 전담
인력만으로는 표준화된 단순수리업무, 개․보수
업체 연결 등 물리적인 측면의 서비스지원에 국
한될 수밖에 없었다. 주거복지차원의 사업실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령가구, 저소득 세입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
스와 주거복지사업과의 연계는 미흡하였고, 실제
주택 개ㆍ보수가 필요한 세입자는 에너지소외계
층이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주택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시범사업의 내용이 지역별로 차별화되
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로 해피하우스센터 실무
위원회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
범사업의 정착을 위해 해피하우스센터 내 지역주
민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주체인 실무위원회를 구
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을 마련하
도록 유도하였으나 연 1∼2회의 형식적인 보고회
형식에 그쳐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내용
을 발굴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주거지재
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
양한 프로그램발굴과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며,
마을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
지만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성격 상 도시관리차
원의 주거지재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주민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프로그램을 발굴할 기
회가 없어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셋째, 주택 개․보수 및 유지관리 서비스의 공
급주체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지역 내 민간업체 등록을
통해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

할을 센터가 담당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유인책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시범사업에 한해서 LH공사에 등록된 보
수업체를 활용하여 주택 개․보수와 유지관리서
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와 업체를 연
결해 준 이후 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경우 등록업체가 제시한
단가가 지역 내 다른 업체에서 제시하는 비용보
다 높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에너지성능개선,
유지보수 등의 개선효과에 대해 체감할 수 없다
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등록업체를 보증하
는 LH공사의 경우 보수업체 기술수준 및 사후
AS를 고려한다면 고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등록업체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만
으로는 사업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센터의 대다수 서비스를 센터
소속의 다기능 기술자에 의존하여 야간이나 주말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설비나
시공기술이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주거환경개선과 관
련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세입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 주
택소유주가 많은 시범대상지의 거주계층 특성도
시범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연계된 주택성능개선
으로 확산되지 못한 원인이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피하우스센터의
역할 정립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
의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체계로 운영되지 못하였
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LH공사에서 파견된 직
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만으로 사
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해피하우스센터는 주
택관련 유지관리와 개․보수 등 종합적인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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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을 위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고 아파트단지의 주택관리사무소 같은 역
할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비스 요청
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2인의 다기능 기술자만
으로 현장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해피하우스센터의 기능이 직접적인 실행조직보
다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양한 기술인력과 주
민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주거
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은 행정주도로 추진함으
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주센터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개별 방문
을 통해 서비스수요를 파악하고 홍보 동영상 제
작 등을 통해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센터나 대구센
터의 경우 센터 개소식 이후 상근인력의 부족으
로 홍보활동이 부족하였고 정보의 확산속도나 전
달 효과가 떨어져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
하였다. 다만 전주의 경우도 홍보활동으로 서비
스 지원사업은 증가하였으나 동네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은 발
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주도
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유지관리와
개선은 거주자의 책임이며, 개인의 참여가 전제
될 때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부
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Ⅵ

. 결론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해피

하우스 시범사업은 단독주택 유지관리사업에 대
한 법적근거 부재,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지원의
타당성 논란, 주민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행정주
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주민들에게 대규모 전면철
거방식 이외에 개별 주택을 유지, 개ㆍ보수 하면
서 주거지를 재생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홍보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해피하우
스 시범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재개발 방식과 달
리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주
거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주는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중점사업으로 발전시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해피하우스 사업모델을 참
조선례로 다른 지역에서 주민주도의 주택유지관
리 사업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수마을의
동네목수와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거지재생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피하우스 사업을 매개로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택과
주거지는 사회자본의 토대로서 관리주체가 거주
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주택법상 주
택관리규칙과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거지 관리가 전제되
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관리가 거주자 스
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피하우스센터도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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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제 운영의 전제는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시범사업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주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유지관리서비스를 지원하
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
업 추진을 위해 조직되었던 해피하우스센터가 공
공주도의 행정조직 성격에서 탈피하여 비영리법
인 성격의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유지관리서비스와 주거지 내 개․보
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비즈
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에서와 같이 주민이 요구하는 소독, 석면 제거,
곰팡이 및 진드기 제거 등의 위생관리서비스를
비롯하여, 방범에서 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집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해주고, 주택성능을 진단하여
개․보수사업과 개별 재건축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택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비롯한 주거관리
컨설팅 업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복
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택 유지관리의 목적을 주택성능개선에
두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인 주거지재생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노후단독주택은 설비 수준이나 단
열, 방수 등 시공 수준이 떨어져 에너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누수, 누전 등으로 인한 재난의
위험도 안고 있다. 실제로 해피하우스센터에 접
수된 서비스 신청 건수도 누수로 인한 문제가 가
장 많다. 이처럼 낮은 에너지 효율과 낡은 설비시

설은 주민들에게 주택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제
적 부담을 주고 재개발사업에 쉽게 동의하는 원
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
으로 부담 없는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의 지속적인 정기 점검, 부분 수리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
킴으로써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하는 데 해피하
우스사업이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주택의 유지관리를 시작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주
택 개ㆍ보수, 필지단위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점
진적인 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개ㆍ보수, 증측 및 신축에 대한 재정지원과 컨설
팅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와 시범사업 운영실적 분
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해피하우스사업 대상이 되
는 노후 단독주택지는 일반 주거지에 비해 고령
가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다.
이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만으로
는 주거지의 생활재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시범사업에서도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에
따라 지원방안에 차이를 둔 것처럼 주거복지와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주거비 현물지원과 주택성능개선사업을 연계,
임대주택 알선 등의 업무를 강화하여 거주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해피하우스센터의 구축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전
제되어야 한다. 특히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
층특성에 부합하고 주택의 노후 정도에 맞는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대한주택관리
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협조 가능한 민간단체나 학계 등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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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술인력과 거버넌스체계 구
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허브로서 주택관련 업체 및단체에 대한 등
록제를 시행하고 영세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보
수교육을 수행하는 등 양질의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센터는 주민이 요
청할 경우 주택관련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
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필지단위주택개량이확산될수있도록금
융지원과 세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
엇보다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
역밀착형 주택관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된다면, 대규모 전면철
거지개발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적응형 주거지재
생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주
택지를 대상으로 주택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한 다
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커뮤니티 단위에서 발굴되
고, 소규모 관련사업체가 운영됨으로써 지역경제
재생을 동반한 총체론적 시각의 주거지재생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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