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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마을만들기 기능과 역할

-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주택정책 기조를 내 집 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

시설 확충을 꾀하고 있음. 

주거 및 주거환경

상태 조사
▶

 판정 및 사업방식 결정

- 부분적 재개발

- 전면재개발

- 보존

▶ 사업추진

 지자체별로 정기적

 주거상태조사 제도화

객관적 불량주택

판정기준 마련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 과정> 

- 반면, 서울시의 주거지 정비수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

업 방식이 주로서 지속가능한 점진적 정비수법은 미흡한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 전체면적 305.2km2 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53.2km2 으로서 전체면적의 17.4%에 해당됨. 

그리고 이를 주거지역 유형별로 사업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용주거지역 

5.2km2에서 정비사업은 0.03km2로서 전체 사업면적 중 0.06%로 극히 

미미하고, 일반주거지역 290.4km2에서 정비사업은 51.7km2로서 전체 사



<서울시 뉴타운사업구역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업면적 중 97.16%(제1종일반주거지역 1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2.3%,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로서 대다수를 차지하며, 준주

거지역 9.6km2에서 정비사업은 1.48km2로서  전체 사업면적 중 2.78%

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경우 2006년 현재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23.8km2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은 8.3km2로서 전체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면적의 약 34.9%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에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기능은 현재 주거

환경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구역 등에 속하지 않은 주거지역과 정비사업

에 속하였다고는 하나 계획적 관리지역이나 제척지로 분류되어 사업이 적

용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거지 환경개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함.



Ⅱ. 마을만들기 사례 진단

1. 국내 마을만들기 활용사례   

 - 마을만들기의 국내 활용사례에 대한 흐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전개시기(1990～1994), 두 번째

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 운동시작시기(1995～1997), 세 번째는 지

자체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기(1998～현재)로 구분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모임 전개시기(1990～1994)

- 1980년대 종로구 가회동 북촌지역에서 제4종 미관지구와 보존지구 지정

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 제약을 해결하고자 종로북촌가꾸기회가 등장함. 

- 종로북촌가꾸기회는 1991년 건설부 산하 정식 법인단체로 등록한 이후 

1999년 서울시 건축미관심의제도 폐지와 북촌 전통한옥보존 정책을 실시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 운동 시작시기(1995～1998)

- 1996년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에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을 시

작하고 같은 해 서울시는 푸른마을상 공모를 시작하여 마을공지를 활용해 

꽃밭을 조성하는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그 

외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꽃길 골목 가꾸기’ 등 작은 공간 단위의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 운동이 시작됨. 

- 1998년 대구 삼덕동에서는 담장허물기 운동이 주민 개인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 시작되었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지역 이슈로 확산됨으로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에 대한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함. 



○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시기(1999～현재)

- 1999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동기가 

되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제정, 행정

정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 2000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지속가능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환경의 통합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국토·자연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산

업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등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함.

- 2002년부터는 도시연대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재

정지원으로 한평 짜투리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만들기’가 이행되고 있

음.

- 2003년 서울시는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구별 전담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2004

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06년 금천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책

으로 정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및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2. 국내 마을만들기 진단 및 과제   

- 국내 마을만들기 활용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 시작 이후 주민중심 환경개선 운동 태동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마을만

들기를 전개하고 있는 도약기를 거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마을만들기의 진단을 위하여 분석관점을 ‘추진동

기’, ‘참여주체’, ‘공공지원’ 및 ‘성과’로 구분하여 국내 마을만들

기를 진단함. 

○ 추진동기

- 현재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지역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

여 일부 주민 또는 행정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시도되다 보니 초기 추진주

체의 의지에 따른 성과는 있으나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

을 얻어내는 과정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함. 

○ 참여주체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주민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관련부서 협력이 지원되는 장점 등이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서는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협의회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며 주

민협의회와 행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그룹으로서 마을만들기 

전문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공공지원

- 국내 대부분의 마을만들기가 일시적인 공공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행정, 지

원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성과

- 사업위주의 점적 개발에 의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역의 작은 공간 환경



개선을 통해 이웃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물리

적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비물리적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취약한 한계가 있음.

분석
관점

마을만들기 진단
마을만들기 과제

장 점 단 점

추진
동기

∘거주지에 작은 관심 
∘문제해결형 사업추진 

∘지역사회 공감 부족
∘마을만들기 필요성 공유
∘분명한 목표 필요

참여
주체

∘주민 개인 또는 공공시행  
 방식, 초기 강력한 추진

∘주민협의회 등 부재
∘전문가 활용 미흡

∘주민조직 구성, 전문가 활용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공공
지원

∘일시적인 공공사업 지원
  제도 ․행정지원 미흡

∘주민활동 지원, 공공사업 
  지원 등 지속적 지원 

∘행정 및 예산지원 제도 마련
∘전문가파견 및 사업연계 지원 

성과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 커뮤니티 자각 

∘물적 환경 개선 중심 
∘비물적 프로그램 취약 

∘주민참여 계획프로세스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보완 

<마을만들기의 진단과 과제> 

Ⅲ.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1. 서울시 마을만들기 활용방안   

- 서울에서 마을만들기 활용방안은 국내사례에서 진단된 과제로부터 주민참

여 주거지 환경개선 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활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은 마을만들기 수행과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마을만들기 조직하기’,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순으로 구성함. 

○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 현재 개인적 관심이나 행정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만들기를 지



역주민 공감과 참여 속에서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을환경 진단」과「마을만들기 목표와 실

천전략」을 수립하는 수법을 제안함. 

-「마을환경 진단」수법의 개요

   ∙ 지역주민과 관련 주체 등이 참여하여 마을환경을 진단하고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수법임.

   ∙ 수행방식 : 전문가 파견을 통한 주민워크숍 방식,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튜디오 방식 등이 있음.

   ∙ 수행방법 : 진단활동 준비하기 → 진단활동 수행하기 → 진단활동 내

용 정리하기 순으로 수행함.

   ∙ 활    용 : 지역미래상 및 실천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함.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략」수법의 개요

   ∙ 마을환경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이 마을의 장래 이미지를 공

유한 후, 마을 환경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

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사용함.

○ 마을만들기 조직하기

-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주민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임. 따라서 주민에 의

한 마을만들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과 「마

을만들기 주체간 협력」수법을 제안함.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수법의 개요

   ∙ 마을만들기의 경우 1단계로 지역 반상회, 상인회,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체 조직의 활용이 가능하며, 2단계로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지향하

는 지역 마을만들기협의회의 구성과 활용이 필요함. 마지막 3단계로 다



<수직적 행정협력> <수평적 행정협력>

<행정협력 구성방식 개념도>

양한 여러 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의 객관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주민대표자, 행정, 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

역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지역연고

자체주민조직 구성
지역연고 목적을 

수반하는 주민조직 구성
주민조직 대표자 중심

운영조직 구성

주민자치센터,
아파트자치회,

반상회, 지역상가회

지역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주민대표자, 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 수법>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수법의 개요

   ∙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은 마을만들기 주체의 기본구성방식, 행정협력 

구성방식, 지원조직 구성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마을만들기 주체의 기본구성방식은 ‘행정’과 ‘주민조직’ 그리고 

‘지원그룹’으로 구성되며 주민조직은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개별 주민

을 대표하고 행정의 카운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함. 그리고 행정과 

주민조직 간의 중재적 위치에 지원그룹이 있어 주민조직과 행정 연계 

및 협의를 지원함.



   ∙ 행정협력 구성방식은 수직적 협력방식과 수평적 협력방식이 있음. 수

직적 협력방식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행정청 등의 관련부서간의 

수직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식(서울시, 녹색주

차마을 참조)이며 수평적 협력방식은 지방정부나 자치구내에 전담부서

를 개설하고 그 안에 관련 여러 팀을 구성하여 마을만들기를 수평적 협

력체계로 진행하는 방식임(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참조).

   ∙ 지원그룹 구성방식은 컨소시엄 지원체계방안과 전문가 파트너쉽 지원

방식이 있음. 컨소시엄 방식은 지역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지원팀

을 만들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방식(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참조)

이며 전문가 파트너쉽 지원체계방안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

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방식임(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참조). 

  <컨소시엄 지원체계>   <전문가 파트너쉽 지원체계>

<지원그룹 구성방식 개념도>

○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 마을만들기의 지원은 크게 주민 및 전문가 「활동지원」과 마을만들기 주

민공모사업 및 지자체 환경정비사업 연계와 같은 「사업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전개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방식이 중심

이 되어야 함. 그러나 아직 마을만들기 도약기에 있는 우리 현실과 여건

을 감안할 때 사업지원도 함께 적절히 지원될 필요가 있음. 



 

1단계

▷

2단계

활동지원 사업지원

∙주민조직 활동지원
∙전문가 파견
∙디자인 지원

∙환경정비사업 연계
∙공모사업 연계
∙주민제안사업 연계
  → 행정적 지원 접근 필요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 개념도>

○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사업, 서울시 녹색주차

마을사업, 1마을1공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지원 및 연계운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조례(가칭)의 제정이 필요함.

- 마을만들기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 자주조례로서 도입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은 총칙, 마을만들기 계획, 마을만들기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정책제언   

○ 서울시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서울시 전체의 종합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은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지

원, 사업 및 수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며, 또한 여타의 다른 물리적 도시

관리계획과 비물리적 커뮤니티 형성계획 간의 중간적 위상을 갖도록 수립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가칭) 제정

- 서울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정책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서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환경정비사업간의 연

계운영 및 지속적인 공공지원, 지역단위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근거로서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가칭)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활용 

- 서울시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

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쉽게 참

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 구성과 주요 내용은 마을만

들기의 전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전개 초기에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

식을 동기화하기 위해 「마을환경 진단」과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

략」수법을 활용함.

-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민 및 지원그룹으로 

구성하고 이 기본구성에서 행정협력은 지역여건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협

력체계를 구성하는「행정협력 구성방식」, 그리고 지원그룹 구성방안은 

컨소시엄 형태 또는 전문가 파트너쉽 형태의「지원그룹 구성방식」을 활

용함. 

- 공공은 마을만들기 촉진을 위해 주민조직에 대한 「활동지원」과 지역 내 

타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사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활용함.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간 협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선,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및 센타 등

의 구성 등「열린 자치행정」 이행을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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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연구의 개요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1.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우리의 주택정책은 과거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으

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과거 서울의 달동네를 비롯한 많은 한옥주거지.

들이 아파트촌이나 양옥주거지로 바뀌었다 또한 년대 토지구획정. 1970 1980～

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 건설된 많은 주택들이 년 세20 30～

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어 개별 민영주택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또는 지방, ․
자치이후 민선 기 서울시에 도입된 뉴타운사업 정책 등에 의해 아파트 중심 주3

거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우리 주거의 모습을 아파트 중심 주거지

모습으로 바꾸게 했으며 한옥을 비롯한 단독주택 및 중저밀도 주택은 개발의․
뒤편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반면 고밀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 ․
발이익을 놓고 주민과 주민 조합과 개발업자 건설사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

많은 갈등과 이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가격 급․
등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의 기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
반면 이와 같이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미래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과거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외되어있던 단독주택 주

거지역 및 중저밀도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이외에 우리 동네 노후화된 주택의 개량 및 수복 그리고․
동네마다 미흡한 주차공간 공원녹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공공의 정책개발과 재원 투자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들 주거지역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주택수요를 공급하고 아파트

이외의 경쟁력 있는 주택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도시 주거모습을 다양하게 유지.

하고 주택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며 도시의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법 모색•
최근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서울에서 년대 초반 만들기사업이라는 개념1990

으로 북촌마을을 비롯하여 주거지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시도 되고 있으며 년 이후에는 공공의 동네 환경개선 의지와 주민요구가 있2000

는 지역에서 녹색주차마을 수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동네 주거환경정비와 주차공

간개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 이외에도 이미. ,

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대구시 삼덕동 청주시 광주시 북구 등의 지역에1990 , ,

서 그리고 문화관광부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중앙,

행정기관에서 자체 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년대 이후 국내에서 시작된 다양한 주민참여 주1990

거지 환경개선 사례를 시기별로 조사하고 이를 크게 추진동기 참여주‘ ’, ‘

체 공공지원 및 성과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 ’ ‘ ’ .

다시 일본 마을만들기 시기별 사례에 대한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

해 봄으로서 현재 시점의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진단과 과제를 도출하

고 향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마

을만들기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현황과 진단•
우리나라에서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 및 중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

발재건축 이외의 다양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수법 사례들을 시기별로 조사․
하고 시기별 각각의 사례에서 추진동기 참여주체 공공지원 및 성‘ ’, ‘ ’, ‘ ’ ‘

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수

법의 활용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두 번째는 어떤 주체가 주

도적으로 시작하고 참여하여 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나 그리고 그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진단하고, 세 번째는 이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민참여 주거지 환

경개선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 및 주거지 관리정책으로서

유효한 활용에 대한 제안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방법 모색•
또한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현황을 정확한 진단하고 그 활용에 대

한 가능성 제시와 더불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현재 법제도적으로 미약한․
기반에서 일부 지자체의 행정시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행제도적 개선 및 활용에 대한 방법론 모색이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새.․
로운 접근과 시도는 학제간 분야를 초월한 다자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전문가의 양성과 활용 등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3.

본 연구의 범위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2

연구의 내용1.

본 연구의 내용은 국내 주거지관리 정책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주민‘ ’, ‘

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 ‘

례조사 및 비교분석 주민참여 주거지 마을만들기 방법론 모색 연구결’, ‘ ’, ‘

론 및 제언 등의 내용과 구성으로 되어있다’ .

국내 주거지관리 정책진단 및 문제점 분석•
년대 이후 최근까지 시대별 주거지관리 정책진단 및 서울시 주거지 관: 1960

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한다.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
관련 법제도로서 건축법 건축협정 경관법 및 서울시 한옥지원조례: ( ), ‘ ’,․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등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로서‘ ’ ,

구자훈 정석 계기석 신중진 등의 연구를 검(1996), (1999), (2000), (2005)

토하여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에서 년 이후 추진된 다양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들을: 1990

조사하고 관점별 분석한다 또한 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마찌즈꾸리 사. 1960

례조사 및 관점별 분석내용을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주민참여 주거

지환경개선 현황과 과제를 정확히 진단한다.

주민참여 주거지 마을만들기 방법 모색•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으로부터 우리나라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
현황 진단 및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주민참여 주거지 마을만들기 제도로서

개선 활용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협력체계 구성하기 지원하기 지, , ,

속하기 등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연구의 체계2.

국내외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연구 및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
을만들기 활성화 방법론 모색을 위한 연구흐름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연구의 흐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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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기 계획 ․ 정책 법 ․ 제도

1960년대

▪ 6.25이후 대도시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무단 점유한 판자촌 철거정책

▪ 철거민을 위한 시민아파트 건설

  (60년말)

▪ 도시계획법 개정(62)

  -‘불량지구개량사업’포함

▪ 도시계획법 개정(65)

  -재개발지구 도입

1970년대 ▪ AID차관도입(현지개량)

▪ 도시계획법 개정(71)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

▪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73)-자력재개발방식 추진

▪ 도시재개발법 제정(76) 

1980년대
▪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건설 의무화(89) 

▪ 합동재개발 도입(83)

▪ 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정(89)

1990년대

▪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움직임 시작

▪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98)

2000년대

▪ 제4차 국토종합계획(0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04)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02)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05)

[표 2-1] 주거지 환경개선관련 정책 및 제도의 흐름

제2장 국내 주거지관리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국내 주거지 관리정책의 변화

1. 시대별 주거지 관리정책의 변천

1960년대 이후 국내 주거지관리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봄으로

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변화 추이를 진단

하고 최근 주거지 관리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2-1>과 같다.



① 1960년대

6.25동란 이후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판자촌에 대한 철거정책

이 이루어졌으나 무허가 건물의 지속적 철거에도 불구하고 도심외곽 구릉지 등

에 철거민들이 다시 무허가판자촌을 조성함으로서 무허가 판잣집이 줄어들지 않

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철거와 동시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960년대 말부터 철거민을 위한 시민아파트 건설도 많이 이루어졌다.

② 1970년대

1971년 1월19일에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시행자’, ‘시행절차’, ‘실시계획’, ‘관리처분 계획 인

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주택재개발에 대한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무허가 불량

주택의 적극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을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재개발 정비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법은 무허가불량주택의 정비․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6년에

는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어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되

어 도시재개발법으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에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재원부족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AID차관을 도입하여 차관재개발을 시행하였으나 재원의 부

족과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

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③ 1980년대

1980년대 초에는 재개발 억제정책으로 잠시 재개발이 위축되었으나 1979

년에 시행된 위탁개발을 모태로 1983년 합동재개발이 도입되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부진했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합동개발의 도

입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 등의 조치 및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한 주택

공급활성화분위기와 맞물려 양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분양가, 중앙난방식 고층아파트 관리

비 등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저조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및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1989년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

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었다. 또 1980년대 시행된 합동재

개발이 주거복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에 따라 1989년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게 되

었다. 

④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위주의 환경정비를 주로 하여 공동주택방식, 복

합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융자를 포함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방식에서는 사업기간 중 원주

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전의 합동재개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9년 말까지의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

었고, 현지개량방식을 적용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변하거나 

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1980년대에 시행된 

합동개발이 주택재개발구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유발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 도시재개발법을 전문 개정하여 향후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대상범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할 개발밀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



야 하는 기반시설의 의무설치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의

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한편, 합동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제도권에서 마련된 주거환경정

비프로그램이라면 199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

로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사회전

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 성과 또한 골목길 가꾸기나 담장허물기, 안전

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미비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적 이해와 상관없이 주

민들 스스로 일상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⑤ 2000년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도입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적 추진이 가능해

졌으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사업간 연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저

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으로 전문 개정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되던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통합된 법령에 의해 시행되게 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지

침이 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른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국정의 주요의제로 발

굴,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서울의 청계천복원 공사 준

공식에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으로 확대하겠다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어 진행 중에 있다. 



2. 최근 여건변화

2000년대 이후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계획 및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주거지정비의 방향을 살펴본다.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121조 2항과 지난 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으로서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11월, 국가 균형발전 이념을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

<주요내용>

•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 집 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

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확충 유도.

•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하여 단지시설 이용과 주민활동 연계. 

•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 공동체중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

경개선사업 등을 이에 통합, 정비. 

   - 지자체 단위별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의무화.

<주거환경개선 절차>

주거 및 주거환경
상태 조사 ▷

  판정 및 사업방식 결정

- 부분적 재개발
- 전면재개발
- 보존

▷ 사업추진

 지자체별로 정기적
 주거상태조사 제도화

객관적 불량주택 
판정기준 마련 필요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과거 개별법에서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정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

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 5년 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③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5. 1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사업과 낙후된 시가화지역

의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 됨.

• 뉴타운사업 등의 균형발전 사업에서 광역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조항 등이 신설됨.



제2절 서울시 주거지관리의 진단

서울시 주거지역 현황 및 연대별 주거지역 면적 분포 변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울시 주거지역 분포현황

1) 서울시 용도지역 분포 현황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용도지역1)별 면적은 주거지역 305.08㎢

(50.35%), 공업지역 24.59㎢(4.06%), 녹지지역 248.4㎢(40.99%), 상업지역 

24.59㎢(4.6%)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해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해 용도지역을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1] 서울시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2-2] 서울시 주거지역 분포현황

2) 주거지역 분포 현황

서울의 주거지역은 1970년대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

었으며 1992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

행령 개정에서는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별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도
지역

주거지역(49%)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제1종 제2종 제3종 소계

면적
(㎢)

5.2
(1.7%)

65.3
(22.5%)

136.3
(46.9%)

33.3
(30.6%)

290.4
9.6

(3.1%)

[표 2-2] 서울시 주거지역 분포현황(서울시 전체면적 605.5㎢)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총계
면적(km2) 303.0 302.1 301.0 302.3 305.2

구성비(%) 42.8 49.9 49.7 49.9 50.3

전용주거
면적(km2) 5.2 5.3 4.2 4.6 5.2

구성비(%) 1.7 1.7 1.4 1.5 1.7

일반주거
면적(km2) 293.9 292.7 288.73 288.4 290.4

구성비(%) 97.0 96.9 95.9 95.5 95.2

일반주거 면적(km2) 293.9 292.7 286.8 11.6 0

제1종일반 면적(km2) 0.0 0.0 1.4 64.2 65.3

제2종일반 면적(km2) 0.0 0.0 0.03 129.6 136.3

제3종일반 면적(km2) 0.0 0.0 0.5 83.0 88.8

준주거
면적(km2) 3.9 4.1 8.1 9.0 9.6

구성비(%) 1.3 1.4 2.7 3.0 3.1

자료: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대장

[표 2-3]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 분포 변화

3) 연대별 주거지역 면적 분포 변화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대장2)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역 분포는 1990년 

303.2km2(42.8%)에서 2005년 305.2km2(50.3%)로 면적은 2.1km2, 구성비

율로는  7.5%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 면적은 1990년 5.2km2(1.7%)에서 약간 감소되다가 2000년을 

기준으로 다시 소폭 확대되어 2005년 현재 5.2km2(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준주거지역의 경우, 1990년 이후 조금씩 면적이 확대되어 2005년 현재 면적 

9.6km2(3..1%)를 차지하며 주거지역의 전체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1990년 이후 면적이 다소 감소 추세이며 2005년 현재 총 

면적 290.3km2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제2종․제3

종으로 세분화되어 현재 그 면적이 각각 65.3km2(22.5%), 136.3km2(46.9%), 

88.8km2(30.6%)로 구분된다.

2)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대장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실시간 변화를 기재하고 있는 서울시 
자료임. 



[그림 2-3]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분포현황

2.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본 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지 관련 개발사업을 말한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표2-4>과 <그림2-3>과 같다

구분 개소 면적(km2) 비고

뉴타운사업구역 25 23.83 3차 구역 포함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8 2.84 2차 구역 포함

재건축사업구역 1,171 7.01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408 14.27 -
재개발사업구역 341 14.56 -

재개발정비예정구역 310 12.28 -

주거환경개선사업 108 1.93 -
합계 2,371 76.72 -

[표 2-4]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개요



[그림 2-4]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 현황

구분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비사업구역

전용주거지역 5.2 0.03 5.17
일반주거지역(소계) 290.4 51.73 238.67

제1종일반 65.3 6.12 59.18
제2종일반 136.3 27.83 108.47
제3종일반 88.8 17.78 71.02

준주거지역 9.6 1.48 8.12
합계 305.2 53.24 251.96

※비사업구역 = 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표 2-5]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외 비사업구역 현황(단위: km2)

앞서 기술한 <표2-3>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주거지역의 면적은 

305.2km2로 나타난다. 여기에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3)으로 지정된 면적 

53.24km2를 제외하면 비사업구역의 총 면적이 251.96km2으로, 전용주거지역 

5.17km2, 일반주거지역 238.67km2, 준주거지역 8.12km2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지역의 82.6%에 대한 정비수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3) 2005년 현재 주거지역내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면적을 GIS 구적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서 실제 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 기존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003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정비사업 이전 개별법으로 

추진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분석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규정하였지만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재개발사업 추

진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1976년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면서 1980년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총 313개소 14.24km2의 실적을 올렸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합동재개발의 전면철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어 2003년 까

지 총 86개 구역, 1.52km2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1980년 이전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정비를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888

개소, 7.13km2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구분
사업시행인가 실적 현황

문제점
기간 총 구역수 면적(ha)

주택
재개발
사업

1973
~2003

313 1,423.7

▪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 개발
▪ 공공시설 확보 문제
▪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 장기 미시행 구역에 대한 고려미흡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991
~2003

86 152.1

▪ 세입자에 대한 고려 미흡
▪ 공공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주택개량의 어려움
▪ 건축법특례 조치에 따른 과밀개발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는 취지 상실

주택
재건축
사업

1997
~2003

888 713.2

▪ 서민주택난 가중과 지역불균형 심화
▪ 저층주택지내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난립
▪ 대규모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투기 조장
▪ 계획용적률의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 ․민간 갈등 우려
▪ 무분별한 안전진단으로 인한 자원낭비 초래

자료:「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구성, 서울특별시, 2004, 2006 

[표 2-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앞서 검토된 서울의 주거지역 분포현황 <표2-3>에 의하면 1990년 서울에

서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293.9km2로서 주거지역에서 97%를 차지하던 비율이 

2005년에는 290.4km2로서 95.2%로 감소하였다. 그라고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

의 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면적이 약 53.24km2로 조사된 점으로부

터 각종 주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지역 및 

중․저밀도 주거지역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에는 아직도 강북을 중심으로 상당한 면적의 일반주거지역 및 

중․저밀도 주거지역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노

후주택 개보수, 주차공간 및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같은 주거환경 개

선 등의 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주거지 환경

개선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표2-7>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2002년 

이후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이 정비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유형 획일화 

및 도시경관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택
재개발

0.23 0.42 0.40 0.40 0.59 0.30 0.27 0.27  
주택

재건축
1.44 0.32 0.93 1.22 0.55 1.00 1.68    

아파트비율 44.1% 75% 74.3% 47.6% 15.5% 29.9% 59.2% 73.8%  
주거환경
개선사업

0.05 2.60 0.14 0.02 0.01 0.02      
뉴타운
사업

- - - - -
5.96
(1차)

-
8.29
(2차)

9.58
(3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 - - - - -
1.67
(1차)

-
1.18
(2차)

합계 1.82 3.34 1.47 1.64 1.15 7.28 3.60 8.56 10.76

[표 2-7]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연차별 면적 변화(단위: km2)                 (단, ■는 미조사)

자료:「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구성, 서울특별시, 2004, 2006



[그림 2-5] 뉴타운사업구역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3) 뉴타운사업 및 균촉지구내 정비수법 부재한 지역현황

최근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구역지정이 발표되고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총 26.7km2이며, 이 중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8.4km2

의 면적을 제외한 18.2km2(약 68%)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비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분 총 면적 정비구역 면적 비 정비사업 구역

뉴타운(25곳) 23.8 8.3 15.5

균촉지구(8곳)  2.8 0.1  2.7

합계 26.7 8.4 18.2 

[표 2-8] 뉴타운사업 및 균형촉진내 정비수법 부재한 지역현황(단위: km2)

(단, 중복지역 0.007km2임)



3.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성의 대두

앞서 여건 및 정책변화 그리고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 커

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주거지 정비방식을 위한 대안 개발을 위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과 같은 시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정비방식으로, 두 

번째는 지역특성 및 다양한 주거유형을 가꾸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주민과 함

께 협의하고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네 번째 Top Down에서 다자간 협력방식으

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공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다자간 협력방식

으로의 접근 등이 요구된다.

1) 전면 철거 재개발방식에서 지속가능한 정비 방식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사업 위주의 재건축․재개발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 자

율정비방식, 환경개선사업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방식으

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

▷ 서대문구 무악동 재개발 ▷ 관악구 신립4동 녹색주차마을 정비



2) 지역특성 및 다양한 주거유형을 가꾸는 방식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 모습에서 소규모 가구단위 공동주택, 중밀도 

주거지, 단독주택 주거지, 한옥주거지 등 도시의 다양한 주거지를 가꾸는 방식으

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

▷ 성북구 동서문동 한신아파트  ▷ 광진구 광장동 현대11차 아파트

3)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개선요구로부터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 형태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가꾸어가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

▷ 노원구 현대 그린아파트 주민  ▷ 성북구 성북2동 주민협의 회의



4) Top Down에서 다자간 협력 방식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하향식 계획 및 사업 접근방식에서 주민

의 요구와 주민참여에 의해 다자간 협력에 의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

▷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사업 절차 ▷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방식

5)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부처간 사업 연계방식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부처별 사업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에

서 주거환경 정비지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배․운
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주민참여 유도 및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부처간 수평적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행정조직 개선이 요구된다.

▶

▷ 부처별 사업예산 운영방식 ▷ 지역사업 중심 부처별 예산 연계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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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1. 개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지역 및 도시를 개선하고자 하

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

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과 관련한 법 규정으로서, 건축

법(건축협정)과 경관법(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조례로서 서울시한옥지

원조례,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검토함으로서, 향후 주민참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안시 참고하고자 한다.

구분 관련제도 도입배경 주요추진경위 주요쟁점 시사점

법

건축법
(건축협정)

∙특색있는 주거지 
  소멸
∙주민간 이해조정 및
  중재적 관리행정 
  역할 증대

∙2005.10. 
  건축법 
  건축협정
  보류

∙주민합의율 및 용
도규정 포함에 따른 
재산권 규 문제

∙세입자 등 참여
  주체

∙건축민원 주민 사전협의 및
  지역 행정부담 감소
∙지역 고유 주거 이미지 관리
∙지구단위계획과 연동된 
  주거지관리

경관법

∙지자체 경관조례
  근거 미흡 
∙종합적 경관관리
  곤란

∙2006. 7.
  국회 제출

∙경관법 위상
∙경관계획 실효성
∙ 자 연 경 관 심 의 제 와

의 차별성

∙지원 및 유도 위주 경관법
  제정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관련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조
례

서울시
한옥지원

조례

∙규제 중심 한옥정책
  에 대한 주민반대
  증가
∙규제완화에 따른 북
  촌 주거환경의 훼손

∙2002. 5.
  서울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

∙물리적 환경개선과
 난개발방지 의견대
립

∙정책입안, 시행과정
 주민참여 미흡

∙주민요구로 발의된 자치조례
∙공공지원 근거 마련
∙역사경관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계획적 틀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아름다운 마을만들
  기 운동에 대한 행․
  재정 지원기반 마련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 
  정착

∙2003.11.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2004. 3.
  조례 제정

∙자치단체차원에서
  마을만들기를 지원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최초조례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표 3-1]  관련 법․제도 검토



2. 관련 법․제도 검토

1) 건축법, 건축협정

① 도입취지 및 근거

단독주택 주거지역 및 특색 있는 주거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재개

발․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건설비용 지출 그리고 주거지역 주민 간 이

해․갈등 조정을 위해 주민협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중재적 관리행정 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자치 관리방안, 주거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친환경

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 수단으로 건축협정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② 건축법내 건축협정 도입 추진경위

2004.5 ∙건축법개정안 중 건축협정제도 신설 입법예고
2005.4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의결을 통한 건축협정제도 입법화 추진

2005.4
∙임시국회에서 건축협정제도 중 용도(종교시설 등), 주민합의율, 세입자 참여
  문제 등 지적

2005.6
∙열린우리당 당정협의에서 법안 보완안 제시
  (합의율 조정, 종교시설 제외, 절차 등)

2005.9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건축법 개정법률안 중 건축협정제도
  도입규정 삭제의결(특정시설 예외시 법제도 실효성 의문)

2005.10 ∙정기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 통과(건축협정제도 보류)

③ 서울시 건축협정 조례(안)의 주요 구성

제1장 총칙 ∙건축협정의 목적, 건축협정의 내용

제2장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협정의 체결주체, 건축협정의 인가신청, 건축협정의 승인

제3장
건축협정의 

운영
∙건축협정 운영위원회, 건축협정의 변경 및 폐지, 건축협정의
   준수

제4장 
건축협정의 

지원
∙건축협정 시범사업, 공공지원

자료:「서울시 주민협정제도 활용 및 운영지침 수립연구」, 서울특별시, 2006



2) 경관법

① 도입취지 및 근거

국가간․지역간 무한경쟁과 국제교류가 일상화되면서 국토의 미적 가치가 국

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국내 관련 법률에서도 부분적으로 경관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경관조례에 대한 근거확보와 경관계획의 수립기반 및 

국토 및 도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경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② 추진경위

2005.3 ∙건교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경관법 제정 추진계획 보고

2005.10 ∙입안(건교부 장관 방침결정)

2005.10 ∙부처협의

2005.10 ∙법제처 심사

2006.5 ∙입법예고

2006.7 ∙국무회의 심의

2006.7 ∙국회제출(7.28 건교위 회부)

③ 내용구성

경관법은 5개의 ‘장’ 2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목적, 이념 및 원칙, 정의, 의무

제2장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내용,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승인 및 결정 절차

제3장 경관사업 ∙경관사업의 지정 및 대상, 경관사업의 집행체계, 재정지원

제4장 경관협정
∙협정의 체결, 승인, 열람, 변경 및 폐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협정의 준수, 승계, 지원,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제5장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구성, 역할, 책임 및 운영



3)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2002)

① 도입취지 및 근거

과거 규제 일변도의 한옥보전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규제 완화

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 건물이 북촌의 경관 및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유일한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을 주민들 스스로 

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 소공원조성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등록된 한옥에 한하여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또는 한옥으로 

신․개축할 경우에도 비용 일부를 융자하는 등 우리 전통주거문화를 계승․보전하

려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② 추진경위

2001.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한옥 개보수 지원 근거 마련

2001.4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

2001.6 ∙북촌 한옥등록 시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38호)

2002.5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정 공포.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지원 내용 삭제

2002.7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포

③ 내용구성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는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대상

제4조~제7조 ∙등록,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 등록대장

제8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개/보수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원)

제9조~제11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제13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한옥의 매수 등
  (한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은 세금감면 혜택)

제14조~제15조 ∙한옥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 ∙시행규칙



4)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2004)

① 도입취지 및 근거

1999년부터 북구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적

으로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운동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 운동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 정착을 위해 2004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

하여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였다.  

② 추진경위

1999. ∙민선2기 출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구정의 역점사업 추진

2001.2.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개최.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개편에 대해 처음 제안

2002.2.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 조례 제정 필요성 더욱 구체화

2003.11. ∙조례 제정위원회 구성(학계 2인, 시민단체 1인, 행정 4인)

2003.12. ∙조례 초안 작성

2004.1. ∙주민공청회 개최

2004.3. ∙조례 공포

③ 내용구성

조례는 3개의 ‘장’ 30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이념
∙주민․ 구청장․ 마을만들기 주체의 책무

제2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지구계획,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사업신청, 사업조정,
∙주민의견 반영, 전문가 지원, 예산반영 및 지원 등

제3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수당



3. 관련 법․제도 시사점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 관련 법․제도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건축협정)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특색 있는 주거지 소멸 등 지역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협정을 정함으로서 민원 및 지역갈등을 사

전에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 경관법

국가․도시간 무한경쟁에 따라 경관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각 부처에서 

다루었던 경관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경관자원을 보전

하고 관리하며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도입추진 중이다.

3)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2002)

서울시 한옥보전지역인 북촌의 경관 및 주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 스

스로 전통한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재정적 보조 등 공공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4)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2004)

자치구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으로 전개한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와 관련한 국내 최초 조례로서 의의가 있다.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개요

본 장에서는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관련 선행연구 중 시기별로「주민참

여형 주거지정비수법 개발(구자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마을단위 도

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Ⅰ)(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커뮤니티 중심

의 주거환경정비 방안(계기석 외, 국토연구원, 2000)」,「주민참여에 의한 도시

주거지정비 방안(신중진외, 건축학회, 2002)」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3-2 참조).

위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기존 주거지정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주민

참여 주거지환경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한 연구(구자훈 1996, 계기석 2000)와 

국내․외 마을만들기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도출한 연구(정석 

1999, 신중진외 2005)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자훈(1996)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제기하고 행

정에서 필요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사업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있는 동네환경개선사업제도를 제안하였고 또한 계기

석외(2000)는 기능 및 시설 등의 측면에서 쇠퇴하고 있는 기성주거지를 대상으

로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된 주거환경정비방안을 제안

하였다. 한편 정석(1999)은 국내 마을만들기 현황 및 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시 단계별 지원사항을 제안하였고 신중진외(2005)

는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주거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도

시주거지정비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 향후 우리나라 도지주거지정비에 필

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 방법, 결과 및 정책건

의 사항 등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

여형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하고자 한다. 



구분 주요내용 결론 및 정책제언 활용

구자훈
(96)

∙서울시 주거환경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
∙기존 국내외 주거지 정비
  수법 및 주민참여 실태
  분석
∙새로운 정비수법의 제안,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정비
  수법의 개선방안

∙동네환경 개선사업제도 도입: 동네환경진단단계 
동네환경 개선계획 수립단계로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평상시: 지역담당제 운용, 내고장 탐사운동 
           전개, 민원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시
    : 주민설명회, 현장근무제 도입
  -장기적 관점: 주민협의회 방식 도입
∙정비수법의 개선방안
  -신규건축시 부지공동이용 촉진방안
    : 공동건축 유도촉진 체계 확립, 이웃필지건축
      협약제도 도입
  -외부공간 부분적 정비방안: 내집앞 주차장갖기 
    운동, 주민발의형 주민협정제도 도입
  -주거지 일체적 정비방안
    : 소규모 토지구획정비사업 제도 도입

미시적
관점

l
동네
환경
개선
사업
제도

주민
참여

주거지
환경
개선
정비
방안

계기석
외1
(00)

∙․커뮤티니 관련 용어의
  개념적, 이론적 고찰
∙국내외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제도 및 사례 
분석

∙주거환경정비 수준 및 주 
민 주거환경정비의식 조사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설정

∙커뮤니티정비 방안 및 사
업프로그램 집행수단 강구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된 정비가 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예, 커뮤니티 정비계획) 마련
∙주민자치위원, 주민조합 등 민주적 주민자치조직 

설립 및 민 ․관 ․기업의 협력관계 유지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책 강구
∙지역주민의 전문화 조직화 촉진 및 주거환경전문

가 파견제도 마련

거시적
관점

l
커뮤
니티
정비
계획

정석
(99)

∙마을만들기의 현 주소
  파악
∙마을만들기 유형별 대표사

례 분석 및 성공요인 분석
∙외국의 마을만들기 지원행

정 조사
∙마을만들기 추진시 서울시 

행정지원 사항 제안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의 준비와 실천
∙1단계: 마을만들기 행정의 선언
∙2단계: 마을만들기 확산 유도 및 행정기반조성
  -마을만들기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마을만

들기 상담센터개설 및 지원팀운영, 마을민들기 
모델사업 추진, 시민홍보 강화 및 공무원 교육 
시행

∙3단계: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체계 구축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설치, 마을만들기 지원기

금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국내
마을

만들기

국내외
마을

만들기
현황
및

사례

신중진
외2
(05)

∙국내 도시주거지정비에서
의 주민참여 현황 및 과제 
파악

∙일본 선진사례 실적 및 사
업과정에서 참여주체간 협
력체계 분석

∙계획 ․운영, 공간 ․사회, 주민
참여 측면에서 정비방안 
제시

∙계획 ․운영적 측면
  -다양한 사업수법과 연계에 의한 일체적 정비
  -주민합의에 의한 룰만들기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보완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맟 주민참여기법 개발
∙공간 ․사회적 측면
  -질 높은 물리적 주거환경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한 지구정비과

제 도출
  -정주의식 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참여적 측면
  -주체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커뮤니티단위의 정비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종합적 코디네이터 육성

일본
마을

만들기

[표 3-2] 선행연구 검토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구자훈, 1996)

① 목적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체제 구축 및 현실성 

있는 새로운 주민참여형 주거지정비수법 제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일반

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주거지 정비관련 시책 개선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새로운 주민참여형 정비수법의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 주거환경 및 주민참여

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 기존 국내․외 주거지 정비수법 및 주민참여 실태 분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정비수법인 동네환경개선사업제도의 제안 및 주

민참여 활성화와 정비수법 개선방안으로 구성된다. 

③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건의는 첫째, 동네환경 개선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동네환경 진단단계와 

동네환경 개선계획 수립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둘째,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으

로는 평상시 지역담당제 운용, 내고장 탐사운동 전개, 민원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현장근무제 도입, 장기적으로 주민협

의회 방식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비수법은 공동건축 유도․촉진체계 

확립, 이웃필지 건축협약제도 도입, 내집앞 주차장갖기 운동, 주민발의형 주민협

정제도 도입, 소규모 토지구획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행정 중심의 동네개선 마을만들기 추진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2)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Ⅰ) (정석, 1999)

①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

활하는 일상 생활환경 계획과 개선, 정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주민참

여형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② 주요내용

일상생활환경의 각종 문제들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활동 즉, ‘주민참여형 마

을만들기’ 사례들을 폭넓게 조사․분석함으로서 마을만들기의 현 수준 및 다양

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마을만들기 유형별 대표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마을만들

기 조건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및 단계별 마

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서울시 행정지원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③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건의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준비와 실천, 마을

만들기 행정선언(1단계), 마을만들기 확산 유도 및 행정기반조성(2단계),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체계 구축(3단계)의 장기적 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계별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2단계는 마을만들기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

행, 마을만들기 상담센터개설 및 지원팀운영, 마을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시민홍

보 강화 및 공무원 교육 시행, 3단계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설치, 마을만들기 

지원기금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장기적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전략을 제시함.



3) 커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계획석 외 1인, 2000)

① 목적

본 연구는 기성주거지를 대상으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기존 정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된 주거환경정비 방식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주요내용

주거환경․커뮤니티 정비 등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와 외국의 

커뮤니티 중심 주거환경정비제도 파악 및 구체적 정비사례 분석, 수도권 기성주

거지 주거환경정비 수준, 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의식 조사 분석 및 여건에 부합

되는 주거환경정비 정책방향 설정, 커뮤니티 정비를 위한 방안 및 사업프로그램

과 집행수단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③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결론으로 첫째,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재개발구역이 아

닌 지역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개념이 도입된 정비가 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커

뮤니티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조합 등 민주적 

주민자치조직 설립 및 민․관․기업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셋째, 

주민중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의 전문화, 조직화 촉진 및 주거환경 전문가파견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적․기술적․인적 지원제도 정비를 제안함.



4)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방안 연구 (신중진외 2인, 2005)

① 목적

본 연구는 주민참여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주거지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일본

의 모범적인 도시주거지정비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도시주

거지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주요내용

국내 도시주거지정비에서 주민참여 현황과 과제 파악, 일본의 선진 사례지구 

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의 실적 및 사업과정에서 형성된 

사업주체들의 관계 파악,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

거지정비에서 계획․운영, 공간․사회, 주민참여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실현성 있

는 정비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③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제안으로는 첫째, 계획․운영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수법 연계에 의한 

일체적 정비, 주민합의에 의한 룰 만들기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보완, 유연한 지

원체계 마련 및 주민참여기법 개발, 둘째, 공간․사회적 측면에서 질 높은 물리적 

주거환경 정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한 지구정비과제 도출, 정주의

식 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셋째, 주민참여적 측면에서 주체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활성화, 커뮤니티단위 정비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종합적 코디네이터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마을만들기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실현성 높고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제시함.



3.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1996)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으로 동네환경개선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동네환

경진단 및 동네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주거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네 단위의 마을만들기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다. 

2)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Ⅰ) (1999)

일상 생활환경에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서울시에서 단계적인 전개 시 지원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

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의의, 현황 및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2000)

기존 주거지 정비방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커뮤니티 중심 주거환경정비

수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이외 지역에서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중심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4)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방안 연구 (2005)

일본의 도시주거지정비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 일본에서 수십년간 축

적된 실적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도지주거지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본 도시주거지정비 경험을 토대로 주민참여방법,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질 높

은 도시공간 창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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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사례연구 방법론

1. 개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자치의 시대를 시작한 

배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고 주민중심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과 체계정비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이면서도 다양한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실험 

및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화 이후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일본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서 서울

에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필요성

사례연구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에 따른 주거지 환경개선의 현주소

를 진단하고, 대표 사례를 통해 그 특징 및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보다 앞서 일본의 마찌즈꾸리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개해야할 방향

을 모색하고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분석함으로서 장기적 관

점에서 단계별로 추진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사례연구 방법

사례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각각 시기별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한다. 그

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사례를 시기 및 분석시점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의 시점은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추진동기,  추진주체,  공공지원, ④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림 4-1] 사례연구 흐름 및 체계



제2절  국내사례 연구

1.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흐름

1) 시기별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전개 및 특징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시기의 흐름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임전개시기(1990～1994),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 운동시작시

기(1995～1997), 주민자치활성화시기(1998～2001),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기(2002～현재)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임 전개(1990～1994년)

1980년대 종로구 가회동 북촌지역에서 제4종 미관지구와 보존지구 지정으

로 인한 주거환경개선 제약을 해결하고자 종로북촌가꾸기회가 등장하게 된다. 

종로북촌가꾸기회는 1991년 건설부 산하 정식 법인단체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

작한 이후 1999년 서울시 건축미관심의제도 폐지와 북촌전통한옥보존 정책을 

실시하게 하는 등 역사적 가치있는 주거지 보존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②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 운동 시작(1995～1997년)

1995년에는 제1기 민선자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1996

년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에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서울시는 푸른마을상 공모를 시작하여 마을공지를 활용하여 꽃밭

을 조성한 마포구 연남동을 시상하는 등 행정에서 주민참여와 마을에 대한 관심

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외에도 차 없는 거리 조성, 꽃길 골목 가

꾸기 등 작은 공간 단위의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 운동이 시작되며 이후 다양

한 주민활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③ 주민자치 활성화(1998～2001년)

1998년 지방정부 구조개혁 바람과 함께 대구 삼덕동에서는 담장허물기 운

동이 주민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민의 노력과 의지

는 작은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하며 지역으로 확산됨으

로서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올라서면서 지방자치 주도하의 지역특성화 사업

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나타나게 된다. 강원도의 새농어촌마

을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특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소

득증대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한 최초의 지역 농어촌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2000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지속

가능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환경의 통합정책 수립, 지속가

능한 국토·자연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정책 수립 및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등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행정과 더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 및 제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가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주민자치센터설립과 동(洞) 기능전환, 그리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동기가 되어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사업을 통한 삶

터가꾸기, 주민참여형 환경실천,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01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국민 공동캠페인 <국민행동21>전개를 통

해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④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2002～현재)

2002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우수한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자

원화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역사마



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행정, 전문가 및 주민조직간 상호 협력체계 

속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주차계획과를 중심으로 2003년 7월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구별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

용은 담장허물기사업, 생활가로조성사업 등이며, 2006년에는 골목 및 마을단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2002년 도시연대가 중심이 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

업 재정지원으로 한평 짜투리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 조성을 시작하여 2004년

까지 7곳의 작은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한평이라는 일상의 작은 공간이 주민

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발전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기

초로 함께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졌다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2002년 「청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에서 조사된 경관형성사업

에 대해 주민제안사업방식으로 진행하여 청주시 전체 총 28개동에서 169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새로운 주민제안사업의 발굴 및 전개를 위해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회, 전시회 및 시상식을 통

해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마을마들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2006년 6월 균형발전위원회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신

설하였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본정책 방향을 설정하

고 각 부처간 정책의 협력 · 조정 기능을 담당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설 예정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기획단’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여 살고 싶은 도

시(지역)만들기를 국가적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 문화

마을만들기’라고 하여, 자치구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시 환

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년도 법 ․ 정책 주요 관련연구 및 활동 주체 내용 사례

1991 시민단체 종로 북촌가꾸기회 설립

1995 제 1기 민선자치

1996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푸른마을상 공모 시작

시민단체
도시연대,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 

시작

주민
주민주도형 차 없는 거리 조성 운동 전농1동

주민주도형 꽃길가꾸기 운동 용두1동

1997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김찬호)

1998

제2기 민선자치

지방정부구조개혁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

수법에 관한 연구(문승국)
주민 담장허물기 운동 대구 삼덕동

1999

마을단위도시계획실현 기본방향(서

울시정개발연구원),

걷고싶은도시(잡지)

지방정부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마을만들기2000(도시연대),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도전 마을

헌장제정운동(도시연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국토연구원)

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정부
전라도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시민단체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형성

2001
좋은동네만들기

-왜 공동체인가(광주YMCA)
시민단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지방의제 21 모델사업 실시

2002

제 3기 민선자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정부 문광부,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시민단체 도시연대, 한평공원 만들기
종로구 원서동 

외

2003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성경룔 외)

녹색주차마을사업 매뉴얼

(서울시)

서울시

200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농어촌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광주전남발전연궈원)

정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국무총리실 

직속),

친환경관리 우수지자체 공모(그린시티) 

시작

서울시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사업
서대문구 

북가좌2동 외

지방정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시작 청주시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출범

200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활성화

구로구 

구로5동

2006 제 4기 민선자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균형발전위원회)

정부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

서울시 문화마을만들기 서울시 금천구

[표 4-1]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연대표



2)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의 전개 의미와 특징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 활동에 대해 그 전개와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시대 이전 시기인 ‘지역사회에 

근거한 주민운동’시기, 1995년 이후부터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민선자치와 주민참여 확

대’ 시기, 마지막으로 주민을 도시계획 과정의 참여주체로 인정함으로 새로운 패

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시기이다. 

① 지역사회에 근거한 주민운동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의 주민운동, 특히 1980년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 도시빈민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철거반대

주민투쟁이나 서민주거지 확보 운동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1990년

대 들어 도시연대, 녹색도시연구모임, YMCA, 한국도시연구소,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등이 실질적인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 권리회복 신장

을 위해 창조적으로 변화하였다.   

② 민선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1995년 민선자치 시대의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에 대한 기

반을 마련하게 된다. 1995년 7월 출범한 민선1기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 시대

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이와 

맞물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주거지 환경개선 운동을 일부 지방자

치단체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마을만들기를 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

가 담장허물기 운동이다. 

또, 1998년 민선2기를 맞아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실화를 기하게 

되며, 1999년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의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운영한 이후, 



2000년 모든 도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로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

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

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이다.

③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의 도입

이와 더불어 공간적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킨 것은 도시계획 패러다

임의 전환에 따른 지구단위 도시계획제도의 도입이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과정

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

다. 이어 제4차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

성’을 설정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주민제안제도를 

폭넓게 도입한바 있다. 2006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

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부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

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근거한

주민운동 

∙철거반대 운동

∙서민주거지 확보 운동

▼

민선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거지 환경개선

  활동 전개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전개



사례수집

(120여개)

▼

시기별 사례정리

▼

시기 및 사례유형별 

대표사례 선정

2. 국내 주민참여 주거환경개선 대표사례 연구

1) 개요

①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거지 환경개선이 시작된지 10여년이 조금 

넘은 현재, 과거와는 달리 지역주민에서 지자체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등 자신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주거지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국내사례들

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가늠해보고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추진배

경과 전개과정, 참여주체 및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거지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 사례선정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대표사례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보고서 및 문헌 

등을 통해 120여개 사례를 파악하고 수집하였

다. 그리고 수집된 사례들을 착수 시기순으로 재

정리한 후, 이를 시기 및 사례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례
1994~1996

용두1동 꽃길골목 천호동 꽃길골목 전농1동 차없는 거리 정릉1동 차없는 거리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시작
년도

1994년 1996년 1996년 1996년

제도 및
사업

- - - -

시사점

∙개인의 골목에 화분내놓
기에서 출발하여 이웃에 
공감 확대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행정
의 지원방안 모색 필요

∙주민개인의 작은 활동에
서 지역 주민에까지 확대
전개.

∙개인의 열심히는 지속적
인 사업전개 어려움.

∙자생력과 추진력을 갖춘 
주민조직이 필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
로부터 지역주민의 관심 
유도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 필요

사례

1999~2004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청주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수색동 한평공원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시작
년도

1999년 2002년 2004년 2004년

제도 및
사업

∙광 주광 역 시북 구 아름 다 운
마을마을만들기조례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마을만들기3대운동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주민제안사업 한평공원 만들기

시사점

∙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를 
구정의 핵심시책사업으로 
적극적 주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
치위원회를 자치활동의 
거점으로 수행

∙추진전략에 따른 단계적 
추진

∙지속적 인재육성

∙문화역사를 테마로한 관
광자원화

∙우수사업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 및 사업전개

∙주민제안건의내용 중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주민제안사업 중 시범사
업 추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지 ․관리체계 형성.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

한 행정의 지원 필요
∙주민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사례
2005년~현재

창3동 한평공원 신림4동 녹색주차마을 구로5동 녹색주차마을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위치 서울시 도봉구 창3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서울시 금천구

시작
년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제도 및
사업

한평공원 만들기 Green Parking사업 Green Parking사업 문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시사점

∙지역의 자투리공간을 활
용한 사업 전개

∙대상지의 특성상 노인들
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모
색 필요

∙저예산 사업의 제약과 한
계를 지역행사(일일찻집)
와 연계하여 극복

∙통장을 주민추진위원으로 
선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협조 역할 수행

∙행정의 강력한 의지, 타부
서간 협조체계 및 신속한 
사업진행

∙통장을 주민추진위원으로 
선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협조 역할 수행

∙행정의 강력한 의지, 타부
서간 협조체계 및 신속한 
사업진행

∙문화를 테마로 한 마을만
들기 시작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실
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실시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
한 단계적 접근

[표 4-2] 국내 주거지 환경개선 대표사례 개요



국내사례 LIST

∙용두1동 꽃길골목

∙천호동 꽃길골목

∙전농1동 차없는거리

∙정릉1동 차없는거리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청주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수색동 한평공원

∙창3동 한평공원

∙신림4동 녹색주차마을

∙구로5동 녹색주차마을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그림 4-2] 용두1동 꽃길 골목 모습 ① [그림 4-3] 용두1동 꽃길 골목 모습 ②

2) 국내사례 분석

< 용두1동 꽃길 골목 (1994) >

• 개요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 1동에 위치하며 골목길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개량

형 한옥 5채씩 배치되어 있다. 

꽃길 골목 가꾸기는 골목 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웃 주민들이 공감함으

로서 자연스럽게 주거환경개선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1989년 주민 황연희씨가 자신이 기르던 화분을 골목에 내다 놓는 것이 계

기가 되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의 참여로 점차 확산되어 

벽면 화단 조성, 장미 넝쿨 아치 조성 등으로 이어졌다.

1996년 서울 시민의 날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푸른 마을

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을 골목 가꾸기에 재투자함으로서 사업진행이 활력

을 받았다.  



구분 내 용

∙황연희씨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됨.

∙주민들이 주민 공동공간인 골목을 예쁘게 꾸며보자는데 뜻을 같이함
으로써 확산

∙10채의 개량형 한옥들이 밀집되어 좁은 골목길을 형성하고 있음.

∙공동공간인 골목을 가꾸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행
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주민 공동공간인 골목을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울시 푸른 마을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운동 유지에 기여함. 

∙구청에서는 보도포장 교체사업 과정에서 통장의 요구를 받아들어 바
닥포장을 깨끗하게 정비해줌.

∙주민들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골목 가꾸기에 참여

∙통장이 보도블럭 교체를 구청에 요구함

∙서울시 푸른 마을상 수상으로 통한 재정적 지원

∙구청의 보도포장 교체사업 지원

∙서울시 푸른 마을상 수상

∙골목 미관 향상

∙마을 이미지 개선 효과

∙벽면 화단 조성

∙담쟁이 넝쿨로 담장 장식

∙장미 넝쿨 아치형 골조 설치

∙보도블럭 교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골목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
으로 마을 환경개선이 자연스럽게 진행됨.

∙주민 자발적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의 경우, 행정이 적절한 시기
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이러한 유형의 마을 만들기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임.

[표 4-3] 용두1동 꽃길 골목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4] 천호동 꽃길 골목 모습 [그림 4-5] 천호동 꽃길 골목 위치

< 천호동 꽃길 골목 (1996) >

• 개요

대상지는 20여 채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세입자를 포함하

면 5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주택사이로는 60～70m 길이의 골목

길이 있으나 그 폭이 좁아 차량의 주차는 힘든 상태이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모여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가로미관이 양호하

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한 주민이 사비로 구청 녹지과의 소개를 통해 값싸게 화분을 구입하여 내놓

는 것이 계기가 되어 점차 골목길 주변 주민 관심이 증대되었다.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화분 내놓기에 이

어 벽화 그리기에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다.

또한, 1998년 서울시 ‘푸른마을상’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면서 꽃길 골목

이 마을의 자랑 거리로 자리잡게 되고, 이후 마을잔치를 통해 주민들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된다. 



구분 내 용

∙천호동에서 25년간 거주하였던 한 주민이 동네 미관에 관심을 가지
고 화분을 골목길에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됨.

∙골목길이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 힘들어 주차하는 차
량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

∙삭막한 도심에서 꽃과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산을 찾아야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걷고 싶은 골
목 가꾸기

∙마을 토박이인 개인에 의해 사비를 털어 화분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민의 관심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화분을 내놓기도 하고, 적극적으
로 벽화 그리기에 참여

∙‘푸른마을상’수상 상금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냄.

∙강동구청 녹지과의 협조로 꽃과 화분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방법을 
소개 시켜줌

∙마을잔치

∙꽃, 나무 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장미 아치 터널

∙시설물 설치와 같은 표면적인 성과가 아닌 좁은 골목에 맞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
함.

∙지나치게 한 개인에게 역할이 치중되어 있으면 활동의 지속성이나 
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은 주민들의 
고른 활동이 필요함.

[표 4-4] 천호동 꽃길 골목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6] 전농 1동 차 없는 거리 모습 [그림 4-7] 전농 1동 차 없는 거리 위치

< 전농1동 차없는거리 (1996) >

• 개요

아이들이 뛰어놀 골목길 공간이 차들의 주차공간으로 할애되고 있어 새로운 

동장은 골목길 놀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전농1동 동장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후, 개인 소유의 공터를 개방하여 별도

의 주차장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통보로 인해 사업이 급진전되었다. 대상지역에 

대한 차량통제시설 설치, 동사무소의 놀이기구 및 장비 지원으로 매월 15일 차 

없는 골목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3년 동안 진행 

되었던 차 없는 골목 행사는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동장의 전출로 

인해 중단되었다. 



구분 내 용

∙동장이 지역의 주차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이 뛰어놀만한 장소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제안

∙청소년 및 아이들을 위한 장소 및 놀만한 장소가 부족

∙주택가의 좁은 도로 사정 및 차량 수요로 인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
로 인한 주민간 갈등 존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동네에 활력과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장소 만들기

∙동장에 의해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설득

∙토박이 주민이 본인 소유의 공터를 주차공간으로 제공

∙동사무소에서는 매월 15일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차량통제 시
설을 설치

∙각종 놀이기구 및 장비를 대여해 줌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의 
민원 최소화

∙아이들로 인해 마을 전체가 활
기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차 없는 거리 안내 판넬 설치

∙동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중단된 차 없는 골목 행사는, 이
후 열의를 갖는 사람이 없어 지금껏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행정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필요 있음.

∙활동을 주도했던 일선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마을 만들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력과 추진력을 잦춘 주민조직이 필요

[표 4-5] 전농1동 차없는거리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9] 정릉 1동 차없는 거리 계획안[그림 4-8] 정릉 1동 차없는 거리 위치

< 정릉1동 차없는 거리 (1996) >

• 개요

대상지는 다세대 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내 

폭 6.7m, 길이 60m의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주변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진출입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

행자 불편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 추진경위 및 과정

반상회에서 한 주민에 의해 “차 없는 골목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주민들이 이에 공감하여 의견서를 행정에 제출하게 되었다. 

자동차 소유 주민들에 대한 선행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으로

서,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

지 않다는 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성북경찰서와의 최종 협의과

정에서 차량통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로 사업은 실현되지 않았다.  



구분 내 용

∙한 주민이 주택가의 부족한 놀이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차 없는 거리
를 반상회에서 논의함으로 시작

∙주민들에 의해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 건의서’가 성북구청에 접수
하게 되고 공공의 관심을 이끌어 냄.

∙서울시가 추진하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여
건 분석을 통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판단

∙주택가 뒤로 고층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함.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골목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
는 공간으로 만들고자함.

∙주민은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반상회를 통해 동의서와 의견
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인 의견 표출

∙행정은 긍정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설문조사 및 현황조사 등
을 통해 차 없는 골목 만들기의 계획 작성

∙주민과 행정간 이견 없이 진행되던 중, 경찰서장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 중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 선정 후, 대상지에 대한 차 없는 골목 
계획안의 작성

∙서울시‘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여건 분석을 통하
여 시범지역으로 지정

∙주민 공감대 형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출 

기회 마련

∙진행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됨
∙계획안 작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냄.

∙구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반대(추후에 민원 발생 소지
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로 인해 사업이 일거에 무산된 점으로 
미루어 행정이 마을 만들기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 필요

[표 4-6] 정릉1동 차없는 거리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10]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북 구 

[그림 4-11] 광주 북구 위치

<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1999) >

• 개요

광주 북구는 면적 121.79km2, 인구 약 47만명으로 광주역과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천적인 주민자치 운동으로 자

발적인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사회의 비전을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3대 운동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활동의 거점으로 

하여 행정 전담부서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추진과정 및 경위

1999년 7월 총무과내 「주민자치팀」을 설치하고, 2002년 2월 아름다운 마

을만들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고, 구청내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2000년 10월

부터 매년 마을만들기 3대 운동(마을삶터가꾸기, 마을의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

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마들기조례’

를 제정함으로 행정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2000부터 2003년까지 도입기반 확립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

착 및  제도화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성숙 및 확산기로 전개하고 있다.



구분 내 용

∙민선자치 이후 관주도에서 주민참여의 행정체제로 지방행정 패러다
임의 변화와 1999년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지
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

-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
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웃관계의 회복 및 구축을 통해 ‘공동체 부활’의 계기를 마련

∙주민대표: 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구청 자치정책과, 동사무소 
       (광주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구청의 자치정책과, 특히 마

을만들기팀과 주민자치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5년 2억6천만원, 2006년 1억3천만원의 재정적 지원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만들기조례

∙물리적 성과(2000~2005):
  -마을삶터가꾸기: 골목가꾸기, 주민편익시설, 쌈지공원조성 등 마을

가꾸기분야, 문화예술분야, 건강관리분야, 주민편익
분야 4개 분야 160개 사업 진행

∙비물리적 성과(2000~2005):
  -마을의 인재육성: 주민을 찾아가는 자치강좌,(54회), 주민자치학교

(6회), 평생주민축제(4회), 토론회, 세미나, 워크
숍 등(20회), 일본 마을만들기 견학(2회), 국내우
수사례 벤치마킹(12회)

  -지역공동체 육성: 아파트 공동체 문화살리기(11개 사업), 자생단체 
자치사업(123개 사업), 아파트 주부 문화 활성화
(4개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북구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 개설 운영

∙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를 구정의 핵심시책사업으로 적극적 주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활동의 거점으로 수행
∙전문가의 연구지원, 시민단체 협조, 국내외사례지역답사 등 체계적이

고 과학적으로 추진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 공무원 및 주민위원회 워크숍 등 지속적 인

재육성

[표 4-7]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분석 및 시사점



▶오치1동 테마공원

  (마을가꾸기, 2004)

우산중학교 뒷길에 위치하며, 정비 전 
불법주차와 쓰레기 적재로 지저분하였던 
장소를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화가)
이 손수 그림을 그리고 작은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문화동 시화마을

  (문화예술, 2005)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중 조각가의 협력하여 글
과 그림이 어우러진 담장으로 꾸며졌다.

▶오치1동 건강지압보도

  (건강관리, 2001)

보도공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지압이 가
능한 보도를 만들고 밋밋한 담장을 이용
하여 벽화와 시로 장식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구청장의 자작시가 전시되고 있다.

▶오치주공1단지 APT앞 주민쉼터

  (주민편익, 2005)   

오치주공1단지 앞 주민쉼터는 초기 주민
들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
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주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2] 광주 북구 주요사업 모습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종합시사점>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구청의 자치정책과, 특히 마을만들기팀과 

주민자치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동차원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

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선정의 심의 및 

사업 분석 평가 등의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림 4-13]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시스템

[그림 4-14]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역할 및 협력체계

행 정 체 계
∙초기 구청내 전담팀 신설로부터 현재 담당과로 확대 개편되어 활

발한 활동 전개

∙동사무소내 전임담당자를 지정하여 구와 주민간 중간역할 수행

역할 및 협력
∙구청 담당과내 전담팀을 중심으로 동사무소, 위원회, 센터가 유기

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공 공 지 원

∙매년 동별 주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적·균형적으로 전개하여 실효성 확보

∙우수사업 표창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주민홍보 및 공동체의식 
육성의 촉매제로 활용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근거 마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시스템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교육 활동 활발히 전개

∙On-line상 홈페이지 운영으로 커뮤니티 형성 공간 마련

[표 4-8]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종합시사점



[그림 4-15] 안동 군자마을 정경 [그림 4-16] 안동 군자마을 주민설명회 보고

<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2002) >

• 개요

2004년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후 관광기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어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 협력하에 문화, 환경, 

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전국의 우수한 문화역사

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

력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추진과정 및 경위

2002년 10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구상하여 2002～2003년 전국적

으로 21개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역사마을 환경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원씩을 지원하였다. 2004년 4～6월에 21개 마을에 대한 현지 중간평

가를 실시하였다. 또 같은 해 9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심의회 11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중간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안동, 영광, 서귀포에 대한 

실사 및 지원방향을 심의한 후, 2004년 안동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에 15억(기

금10억, 지방비 5억), 2005～2006년에 영광․서귀포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에 

각각 30억(기금 20억, 지방비10억)을 지원하였다.  



[그림 4-17]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추진경위

앞에서 기술한 추진과정 및 경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4-17>과 같이 크게 3가지 단계 즉,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공모, 문화역사마

을가꾸기 추가사업 선정, 우수마을선정 및 추가사업 실시의 3단계 과정으로 추

진되었다.  



구분 내 용

∙우수한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있는 마을 조성

-

∙우리 문화․역사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역사의 생활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향토문화역사 복원 및 보존으로 문

화자치 실현
∙향토문화․역사의 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한국’ 구현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 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

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있는 마을 조성 및 정주만족도 제고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각 지부 문화원)
∙마스터플랜 연구진(인문사회 조사팀, 건축팀)
∙마을주민조직

∙재정적 지원2004~2008년(총9개마을)
  - 총 255억(기금170억, 지방비85억)
  - 1개 마을당 30억(기금 20억원, 지방비 10억원) 투입
  - 2004년의 경우 1차적으로 15억(기금 10억원, 지방비5억원)투입
    →지원대상인 안동 군자마을의 경우 주요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황

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역사․보전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조사․기획․설계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추진심의회위원, 마을대표, 지역전문가 등 참여)
∙토론의 장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주민교육)

∙문화역사라는 테마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테마로의 마을가꾸
기사업 시도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에 의한 순차적 사업진행
∙마을별로 특화된 마을가꾸기사업 진행
∙건축, 미술, 문화인류학 등 전문가 그룹과 마을주민대표로 구성된 추

진심의회에 사업 전권 부여

[표 4-9]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분석 및 시사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종합시사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및 마을

가꾸기 활동에 대한 심의 및 지원, 마을가꾸기 예산 신청 및 해당 지부 문화원

에 예산 배정을 담당하고, 각 지부 문화원에서 지역전문가, 주민과 협력하여 마

을만들기를 지원하게 되며, 마스터플랜 연구진은 주민참여 마을가꾸기를 위한 

홍보, 교육, 계획 등을 실시하며 주민과 행정과의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4-18] 문화․역사마을가꾸기 
행정지원시스템

[그림 4-19]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역할 및 
협력체계 

행 정 체 계 ∙문광부내 담당과를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 운영

역할 및 협력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이 실질적 중재자 역할 수행 

∙지속적 사업진행 및 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해 응모팀
내 참여주체간 협력관계 및 적극적 참여가 관건임

공 공 지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로 안정된 사업 진행

기타
∙사업초기 응모방식을 통해 실시, 응모사업 평가 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표 4-10] 문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종합시사점



[그림 4-21] 청주시 가경천 정비계획안[그림 4-20] 청주시 가경천 정비전 모습

<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2004) >

• 개요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2004년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

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계획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제안받아, 이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과정 및 경위

2004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하며 2005년 1～9월까지 

28개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서 168건을 접수받았다. 또한, 10월에

는 주민제안사업 15건을 출품받아 이중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하

였다.  12월에는 선정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 바 있다.  

2006년 3월 청주시는 각 구청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동사무소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안을 받아 시에서 검토하였다. 8월에 사업비를 각 구청에 배정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추진과정 및 경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4-22>와 같이 5가지 단계 즉,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주민제안사업 의견조사, 주

민참여 마을만들기 학술용역 발주, 주민제안사업 접수, 청주시 시범사업 예산책

정, 사업집행 및 추가사업 검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22]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추진경위



구분 내 용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하
고, 이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개
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일부를 사업으로 진행하여 완성
하도록 함. 

∙학교앞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
∙지역의 자연자원인 가경천의 오랜 방치 및 주민의 접근 이용에 어려

움 

∙마을의 현안과 환경개선에 대한 숙원사업을 주민스스로 해결해 나가
도록 공동체를 형성 시민자치의 기틀 마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
로 자신의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하여 추진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함

∙청주시 건설교통국 도시과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충북대 주민참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주민

∙청주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용역비 지원(5천만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책정 4억(정기예산 3억, 추경예산 1억)

∙물리적 성과: 3개 시범사업 진행중임.
  -용암동 통학로 개선사업(길이 150m, 사업비 5천만원)
  -금천동 사계절 꽃피는 거리만들기(길이 700m, 사업비 1억원)
  -복대2동 걷고 싶은 가경천만들기
    (길이 500m, 사업비 1억5천만원+기본계획 추경예산1억 추가) 
∙비물리적 성과: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용역실시
  - 주민설명회 및 전시회

∙행정 및 전문가 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이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마
을만들기」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 

∙주민의 요구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

∙사업선정과정에서 시의회위원들이 심사자로 참석함으로 예산편성이 
수월한 편임.

∙각 주체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아직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 부족

∙조직이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시 됨

[표 4-11]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분석 및 시사점



▶용암동 통학로 개선사업

총길이 150m, 사업비 5천만원.
1. 도로의 패턴과 색을 변화, 2. 바
닥패턴을 변화시켜 도로폭이 좁게 
보이게 하여 감속 유도, 3.도로의 
굴곡을 통해 운전자 주의 및 감속
유도, 4. 도로바닥에 경고등 설치 
및 야간보행시 안전 확보 등의 방
법을 모색하며 사업진행에 있다. 

▶용암동 통학로 개선사업

  이후 이미지(참조자료)

용암1동 통학로 개선사업 제안서 
내용 중 기본구상에서 사업후 통학
로 이미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금천동 사계절이 꽃피는 

  거리만들기

금천동에 사계절이 꽃피는 거리조

성을 위해 주요도로변을 선정하여 

계획하고 있다

[그림 4-23]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모습



[그림 4-25] 수색동 한평공원 계획[그림 4-24] 수색동 한평공원 모습

< 수색동 한평공원 (2004) >

• 개요

은평구 수색동 수색초교 통학로변 6m폭원 도로에 위치하며 2개의 도로가 

예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가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평소 국화 화분을 두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동네사람들이 

화분을 내놓아 쓰레기 투척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대상지 사용허가를 위해 동사무소 등의 도움으로 토지사용 승락서를 작성하

고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디자인 참여프로그

램을 통해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디자인안을 구청

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고, 세부디자인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공사알림 

판넬 설치를 시작으로 시공에 들어갔다. 



구분 내 용

∙서울시 녹색위에서 서울신문을 통해 한평공원 조성 접수
∙접수된 3곳 중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사각지대로 지역 리더가 확
실하고 한평공원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그 역할이 분명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수색동을 선정

∙청소년 및 아이들을 위한 장소 및 놀만한 장소가 부족
∙전반적으로 동네에 휴식을 취할 곳이 부재
∙일방통행임에도 종종 위반 차량 있음.
∙통학로의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의 특별한 사고 위험

이 존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나 어린
이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 및 장치 설치

∙녹색서울시민위원회(환경국 산하)에서 사업공모 및 재정을 지원 
∙도시연대는 행정과 주민의 연결하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
∙도시연대 산하 CDC(Community Design Center)에서 주민과의 지속

적인 의견 교환과 설문조사 후 최종 디자인 결정 
∙주민은 디자인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최종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의

견을 발언 
∙구청에서는 한평공원내 설치물에 대한 협의 및 승인 여부 결정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재정지원(약 700~900만원) 및 꽃 
제공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특별감시구역을 건의하고 구에서 지정

∙디자인팀(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생 및 교수) 참여 

∙디자인참여프로그램
  (어린이 안전표지판 그려보기)
∙전시회 실시

∙안내 표지판 설치
∙벽면 화분대 조성
∙바닥 포장(지압가능한 자갈돌)

∙지역주민의 관심지역이라 사업시행과정 및 사후관리시 자발적인 유
지․관리체계 형성.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행정의 지원 필요
∙과정가운데 주민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표 4-12] 수색동 한평공원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26] 창3동 한평공원 모습 [그림 4-27] 창3동 한평공원 계획안

< 창3동 한평공원 (2005) >

• 개요

창3동 한평공원 대상지인 노인복지센터는 예전에 동사무소로 사용되던 곳을 

2002년 3월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2004년 12월 리모델링한 곳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센터는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 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창동 노인복지센터의 관계자가 신문 기사를 통해 한평공원을 알게 되었고, 

도시연대에 한평공원 조성의 뜻을 밝힘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대상지 앞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고, 노인들의 설문을 통해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 후, 일일 찻집을 통해 기금 조성 및 홍보활동 등 주민 참

여의 장을 마련되었다. 

이후 대상지의 용도 변경(주차장 이외의 공간) 허가를 받은 후, 주민들의 의

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결정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구분 내 용

∙도시연대에서 창동 노인복지센터 측의 한평공원 조성 의사 접수
∙대상지 앞 주차장 공간을 노인복지센터만의 공원이 아닌 지역 주민

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사
업 결정

∙평소 많은 이용자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터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상태임.

∙노인복지시설임에도 주변에 마땅한 휴식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상지의 특성상 노인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참여프로그램의 방향

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지역사회와의 소통창구로서의 공간 만들기

∙도시연대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며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한평공원 디자인 작업과정에서 도시연대 산하 CDC(Community 

Design Center)에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설문조사 후 
최종 디자인 결정

∙주민은 자발적인 일일찻집 운영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설계 요구안을 제안

∙구청에서는 대상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
∙신한은행 직원들이 철거/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재정지원(약 700~900만원)
∙구청에서 대상지역이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허가 하여 줌.

∙디자인팀(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생 및 교수) 참여

∙일일찻집 운영(기금 조성, 홍보).
∙노인의 날 행사
∙개장식을 통한 동네잔치 마련

∙바닥 포장(지압가능한 자갈돌)
∙게시판 조성(사진 전시)
∙벤치 마련

∙버려진 공간을 한평공원 조성하고 싶은 지역사회의 신청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

∙대상지의 특성상 노인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모색 필요

∙저예산 사업의 제약과 한계를 지역행사(일일찻집)와 연계하여 극복

[표 4-13] 창3동 한평공원 분석 및 시사점



<한평공원 행정지원체계의 시사점>

한평공원은 서울시 환경국 산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과 사업운영 지

원하에 도시연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제안된 공모안을 선정하고, 최종결정안에 대해 시설물, 토지이용변

경 등 사업 내용 심의를 담당한다. 전문가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안을 제안하고, 결정된 최종안에 대해 디자인 및 시공을 진행하였

다. 주민은 진행과정 중에 설계 및 디자인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4-28] 한평공원 행정지원시스템 [그림 4-29] 한평공원 역할 및 협력체계 

행 정 체 계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 부서 또는 담당공무원 지정 필

요 

역할 및 협력
∙시민단체가 중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타 참여주체와의 

협력이 가능

공 공 지 원
∙저예산이라는 재정적 한계를 지역행사 및 사업과 연계 극복 필요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 재정지원 필요

기타
∙무의미한 작은 공간 활용을 통한 사업전개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 가능성 확인

[표 4-14] 한평공원 종합시사점



[그림 4-31] 신림 4동 녹색주차마을 계획안[그림 4-30] 신림 4동 녹색주차마을 모습 ①

< 신림 4동 녹색주차마을 (2005) >

• 개요

남부순환로, 신대방로, 난곡로, 도림로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량이 많고 대상

지 내 이면도로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과 신림역이 신림 4동 양방향에 인접해 있어 대상지역 유동인구가 많다.

• 추진경위 및 과정

Green Parking 기본실시설계 작업과 병행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설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녹색주차마을 추진위원회의 홍보와 더불어 

주민 설득팀을 편성하여 직원별 가정방문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시범지역 조성

을 통한 사업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구청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정하여 사업시행 구간으로 

선정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시공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자율감시단 조성 및 CCTV를 설치하였다.



구분 내 용

∙관악구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많은 신림 4동에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
계한 생활도로조성사업으로서 효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 기대

∙신림4동에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편임
∙거주인구가 많고, 차량이용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이 부족

∙불법주차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여유주차공간 확보.
∙생활도로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체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에서 사업총괄 및 지원과 관련 공공기관에 자문 요청
∙구청에서는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설계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율
∙구청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따로 선정하여 주민을 

설득함 
∙주민은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감시단을 운

영하여 불법주차 단속 및 사후관리에 참여.
∙사후관리는 구청 지원과 주민 자율감시단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짐.

∙재정 분담은 서울시(70%), 구비(30%)를 기본으로 하고, 구의 재정능
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함.

∙신속한 주차단속과 민원해결 서비스 제공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

∙주차공간 확보율 증가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

∙주차장 바닥 칼라콘크리트 시공
∙보도 신설, 아스콘 포장
∙교차로 저감 시설
∙녹지조성, 보차도 구분
∙CCTV 설치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사업의 효과 극대화됨(시각적, 공
간적 측면 효과)

∙행정과 주민 협력을 통한 불법주차 단속 및 사후관리
∙주민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조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사업 이전 노상주차를 없애기 위한 이

면도로 주차경계선 없애기, 일방통행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녹색
주차마을(Green Parking)사업을 위한 여건 구축

[표 4-15] 신림4동 녹색주차마을 분석 및 시사점



▶생활도로조성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생활도로를 차량공간과 보행공간으
로 구분하여 교통량을 억제하고 쾌
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담장허물기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적공간에 대
한 작업이지만 가옥주들의 개인적 
취향과 기호를 반영한 조경시설과 
이웃과 연속되었을 때 가로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CCTV, 우편함 등 설치

담장허물기에 따른 주택의 보안문
제, 불법주차 예방 및 단속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녹색주차
마을을 알리는 표지판과 녹색주차
마을 사업시행 주택 마크가 있는 
우편함을 설치해주고 있다.

[그림 4-32] 신림4동 녹색주차마을 모습 ②



[그림 4-33] 구로 5동 녹색주차마을 모습 [그림 4-34] 구로 5동 녹색주차마을 계획안

< 구로 5동 녹색주차마을 (2005) >

• 개요

구로 5동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역과 신도

림역 중간에 위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부 이면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이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 추진경위 및 과정

Green Parking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실시설계 작업과 병행하여 사업내용

홍보를 위한 주민설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녹색주차마을 추진위원회의 홍

보와 더불어 주민 설득팀을 편성하여 직원별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면담을 실시

함으로서 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사업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공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자율감시단을 조성하고,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다.  



구분 내 용

∙정비되지 않은 일부 이면도로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서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구로5동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나 공용주차장 등 주차 시설 부족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 팽배

∙불법주차공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여유주차공간 확보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

활체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에서 사업총괄 및 지원과 관련 공공기관에 자문요청
∙구청에서는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설계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율 
∙주민은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감시단을 운

영하여 불법주차 단속 및 사후관리에 참여
∙사후관리는 구청 지원과 주민 자율감시단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짐

∙재정 분담은 서울시(70%), 구비(30%)를 기본으로 하고 구의 재정능
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

∙신속한 주차단속과 민원해결 서비스 제공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

∙주차공간 확보율 증가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

∙생활도로조성(S자형 선형, 점토벽돌, 
화강석블록, 문향타일 시공, 보차도 
구분)

∙주차장 바닥 칼라콘크리트 시공
∙지층 등 거주자를 위한 쪽문, 가림막, 

편지함 설치 
∙녹지조성 
∙CCTV, 방음벽 설치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사업의 효과 극대화
  (시각적, 공간적 측면의 효과)
∙행정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불법주차 단속 및 사후관리
∙사업 참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 

[표 4-16] 구로5동 녹색주차마을 분석 및 시사점



<녹색주차마을 행정지원체계 및 시사점>

녹색주차마을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 및 지원을 담

당하고 자치구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응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자치

구 그린파킹팀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주체이며, 동사무소와 협력하

여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서 및 전문가의 협력 및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문제분석과 사업계획안 작성을 수행하

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집하고 계획안에 반영한다. 설계업체와 전문가

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이 필요하다. 

[그림 4-35] 녹색주차마을 행정지원체계 [그림 4-36] 녹색주차마을 역할 및 협력체계 

행 정 체 계
∙시의 담당과 및 구의 전담팀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의 신속한 진행

역할 및 협력
∙행정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에 따른 시행력 제고
∙불법주차금지, 일방통행, 과속금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자율

감시단 운영

공 공 지 원
∙주차금지 및 일방통행 등 교통운영과 연계시행방안 필요
∙시 구비 지언에 의한 사업시행 재정 확보 가능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주차반 단속

기타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더 효과적임

[표 4-17] 녹색주차마을 종합시사점



[그림 4-38]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착수보고[그림 4-37] 금천구 독산3동 주택가 모습

<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2005) >

• 개요

서울시 금천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마을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금천구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이를 통해 금천구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대상지 문화적 특성에 부합한 실현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추진과정 및 경위

2005년 2월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사업이 구상되었고, 그해 9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2월에 서울시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2006년 3월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연구용역이 연기되어 지연되다가, 

그해 7월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사업이 다시 진행되어, 8월

에 연구용역 재공고가 되었고 현재 한 업체가 선정되어 2007년 9월까지 「금

천구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 계획으로 2010년까지 사업지구 확대, 2011까지 지원

체계 마련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에서 기술한 추진과정 및 경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4-39>과 같이 4단계 즉, 서울시 사업비 책정, 자치구 공모사업 발주, 학술용역

업체 선정, 환경정비사업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39]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추진경위



구분 내 용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는 2005년 2월  서울시장이 일본 돗토리현지
사 접견시 일본 경관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부합한 마을만들
기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처음 시작하였다.

∙가로환경(도로, 경관)의 불량
∙도로공간의 주차장화
∙주택의 노후화
∙커뮤니티 공간 및 공공시설의 부족
∙생활녹지공간의 부족
∙기성시가지내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마을만들기의 토대를 마련하여 인간성 회
복운동 및 지속가능한 문화마을만들기를 추진  

∙주민: 아직 참여 없음
∙행정: 서울시, 금천구 건축과, 독산3동사무소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산악협력단: 마스터플랜, 주민참여 워크샵
  -도시연대: 주민조직, 프로그램
  -구가도시건축: 건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지구 연계방안), 
∙시민단체 등          
  (단, 위의 내용은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용역착수보고 참조 재정리)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1억 5천만원의 재정적 지원
∙금천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

∙물리적 성과: 진행중
∙비물리적 성과: 용역착수보고 실시(2006.10.17)

∙문화를 테마로 한 마을만들기 시작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실시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접근

[표 4-18]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분석 및 시사점



3. 국내 주민참여 주거환경개선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국내 주민참여 주거환경개선 사례는 앞서 살펴본 대표사례를 대상으로 추진

동기, 참여주체, 공공지원, 성과의 4가지 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추진동기 측면

• 주민개인 자발적 참여 및 의지 중심

꽃길골목가꾸기, 차없는 거리 조성 등 이은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 한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이다. 이는 행정 도움이나 관

계없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자부담으로 이행된다. 

또, 동네 골목이나 자투리땅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한평공원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다. 민간(주민, 시민단

체)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초기 이웃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성패의 주요 관

건이 되나, 차후에 해당 행정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 행정의 공공사업 형식으로 추진 

공공사업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사업 추진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

행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 ‘녹색주차마을’로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초기 

‘그린파킹’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거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시작한 경우는 아니지만 해당 관청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행정

조직 정비, 사업 매뉴얼 및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사업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방식 

공모방식은 공공사업 등에서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나 공공사업과는 예산집행 및 사업선정 절차에서 다른 방식이다. 예를 들

어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초기 ’공공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공모방

식’을 통해 사업구역을 선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한평공원은 초기부터 도시연

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제안된 안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선정하여 사업화하는 

공모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아 그 중에

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주민개인 자발적 참여 및 의지 중심 

- 행정의 공공사업 형식으로 추진

-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방식 시도되고 있음

2) 참여주체 측면

• 주민 중심의 환경개선 형태

주민 중ᄉ미의 환경개선 형태는 주민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행위가 이웃이

나 지역에 공감을 얻어 주거환경개선으로 발전된 경우이다. 사례로는 꽃길 골목

과 같이 작은 골목길 공간에서 한 개인이 화분을 내놓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웃

한 주민이 동참함으로서 이웃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갖게 한 사례 그리

고 차없는 거리사업의 경우 지역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문제의식이 발전하여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하여 주거지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 사례 

등이 있다.  



• 일부 행정 전담팀 및 담당과 설치

행정주도의 공공사업이나 공모사업의 경우, 관할기관내에 담당과 및 전담팀

을 구성하고 있다. 녹색주차마을의 경우 서울시에 담당과를 지정하고, 구차원에

서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사업재정기반 확보 및 강력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에도 구청내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

고 동사무소내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광부 문화역

사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 문광부내 담당과를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총괄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다자간 행정협력 방식 

다자간 행정협력방식은 여러 기관 또는 여러 주체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 서울시 ‘한평공원’의 경우, 각 구청 공원과와 건축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경우 구청 도시디자인과와 교통행정과 

협조가 필요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 ‘녹색주차마을’ 

사례의 경우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과,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그린파킹팀, 신림

4동 교통행정담당자 순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협력체계와 더불어 관악구청 그린

파킹팀이 관악구 경찰서,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한전 사업소, 도시가스사업소 

등과 협력하여 이행하는 수평적 협력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으며, 광주 북구

의 경우 행정전담 조직인 자치정책과를 만들고 과내에 마을만들기팀, 주민자치

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 등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주민 중심의 환경개선 형태 

- 일부 행정 전담팀 및 담당과 설치

- 다자간 행정협력 방식 시도 중



3) 공공지원 측면

•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재정지원 사례별 소요재원 출처는 공공예산, 공기금, 민간기금 및 자부담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성방식은 매칭펀드와 전액부담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요재원 측면에서 공공예산 활용사례는 서울시 ‘한평공원’, ‘녹색주차마을’, 금

천구 ‘문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공기금은 문광부 ‘문화역사 마

을가꾸기’사업 그리고 자부담은 서울시 ‘꽃길골목’ 사례 등이 있다. 

각 소요재원의 조성방식은 매칭펀드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매칭펀드 형

태는 공공예산, 공기금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지방정부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 포함) 이다. 또한 공공

예산, 공기금과 민간기금, 자부담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도 서울시 ‘한평공

원’(서울시비+주민행사를 통한 자금마련)과 ‘꽃길골목‘(주민자비+서울시 

포상금)조성 사례처럼 일부 나타나고 있다.

• 마을만들기 관련 제도 도입 

광주시 북구에서는 2004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

는  「광주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

치구에서 1999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화한 것으로서 주민운동의 행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 스

스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 정착을 돕고 있다.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녹색주차마을의 경우와 같이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주거지 환경개선의 경

우 개인주택 담장허물기와 더불어 공공에서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제도 도입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4) 성과적 측면

•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물적 환경정비

물리적 환경개선의 정도는 추진주체의 의지, 재정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최근 행정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

는 공공사업 및 공모사업의 경우, 민간(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따르고 있어 해당

사업 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 사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작은 공간이

나 국부적인 지역에 한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타나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기회 증대

최근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중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주민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주민이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주거환경에 관심을 유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청주

시 사례의 경우 주민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일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가 한편, 15개 주민제안사업을 접수 받아 이를 전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물적 환경정비

- 주거지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기회 증대   



구분

주거환경개선
을 위한 모임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 운동 시작

주민자치 활성화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도

1990~1994 1995~1997 1998~2001 2002~2003 2004 2005~

추진
동기

∙주민개인 골목
에 화분내놓기

  (용두1동, 89)

∙주민개인 골목에 화분내놓기
(천호동, 96)

∙주민동장의 어린이를 위한 놀
이공간제공(전농1동, 96)

∙한주민의 놀이공간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차없는 거리 제안

  (전릉1동, 96)

∙민선자치이후 주민참
여의 행정체제로의 변
화와 주민자치센터 설
립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역공동체 형성
을 위한 활동 필요성 
제기(광주, 99)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
굴․육성하여 관광, 문화, 
환경이 조화되는 자생
력마을조성(문광부, 02)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
하고 주민제안사업 진
행(청주, 04)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
민참여공간만들기

  (한평, 04)

∙살기 좋은 마을환경조
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
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
로 한 친환경적 주차정
책 전개(녹색, 05)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마을만들기 추진

  (금천구, 05)

참여
주체

∙개인→이웃
  (용두1동)

∙개인→이웃(천호동, 전농1동, 
전릉1동)

∙행정→민관전문가협
력

  (광주)

∙ 행 정 → 추 진 심 의 회 → 
관민․전문가협력(문광부)

∙행정→민간(청주)
∙시민단체→민 ․관 ․전문가

협력(한평)

∙행정→관민전문가협력
  (녹색, 금천구)

공공
지원

∙서울시 푸른마을수상
  (용두동, 96)
∙별도주차장 확보
  (전농1동, 96)

∙서울시 푸른마을수상
(천호동, 98)

∙주민자치팀 설치
  (광주, 99)
∙마을만들기연구회
  (광주, 01)

∙주민자치과 설치
  (광주, 02)
∙동 주민자치위원회
∙재정 지원(문광부, 03)

∙마을만들기조례
  (광주, 04)

∙재정 지원
  (문광부, 한평, 0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광주, 05)
∙마을만들기위원회
  (광주, 05)
∙재정 지원(금천구, 06)
  (문광부, 한평, 05)
  (녹색, 05, 06)
∙행정전담부서(녹색, 05)

성과 ∙꽃길골목
  (용두1동)

∙차없는거리 조성
  (전농1동)

∙마을만들기3대운동
  (광주, 00, 01)

∙계획수립(광주, 02)
∙마을만들기3대운동
  (광주, 02, 03)
∙역사보전프로그램개발
  (문광부, 03)

∙마을만들기3대운동
  (광주, 04)
∙시범사업(문광부, 04)
∙한평공원(한평, 04)

∙마을만들기3대운동
  (광주, 05)
∙시범사업(청주, 05)
  (문광부, 05,06)
∙계획수립(청주, 05)
  (금천구, 06)
∙한평공원(한평, 05)
∙동네잔치등(창3동, 05)
∙생활도로조성, 담장허물

기,CCTV(녹색, (05,06)

 (참조, 광주: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문광부: 문관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청주: 청주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한평: 한평공원/ 녹색:녹색주차마을사업/ 금천구: 금천구 문화마을만들기)

[표 4-19] 국내 주민참여 주거환경개선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 절 일본사례 연구2

일본 마찌즈꾸리 전개1.

연대별 마찌즈꾸리 전개 및 특징1)

일본에서 마찌즈꾸리 전개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대항 병존 협조라, ,

고 하는 단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년대 주민운동에 상징되는 대항. 1970

의 상태를 거치고 년대 도시계획의 범위나 관련 시책내에서 마찌즈꾸리적, 1980 ,

인 수법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도시계획을 넘지 않고 그.

틀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년대 나카소네 흐름을 계승한 코. , 1990

이즈미 내각의 도시재생정책 에서는 대규모 민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틀을

넘어서는 병존을 허락하고 있다.

그림 일본 마찌즈꾸리 시기별 특징[ 4-40]



연대별 일본 마찌즈꾸리 전개 및 특징과 제도 및 법률을 살펴보면 <표

4-20>과 같다.

년도
지역

제도 및 법률
대도시권 일반시가지 밀집시가지 주환경정비지구

지방소도시 과소지역
역사적 시가지

1960
1963 저항적 주민운동
1964 주택개발과 마치즈쿠리

1965 주환경개선
   (커뮤니티운동의 원점)

1960 역사적 가로경관보전운
동

주택지구개량법(1960)
도시재개발법
<시가지재개발사업>(1969)

1970

1970 복지 마치즈쿠리
1971 주민참가 커뮤니티만들기

-커뮤니티계획만들기
1973 주민참가 커뮤니티만들

기-마치즈쿠리모델사업
1973 주민참가 커뮤니티만들

기 -직 접 참 가 조 직 /주 구
협의회

1975 환경 마치즈쿠리

1972 주민참가 커뮤니티만들기
-커뮤니티계획만들기

1971 내발적 지역진흥운동에서 
마치즈쿠리

주환경정비모델사업(1978)

1980

1981 마치즈쿠리활동 지원시스
템-주민참가절차를 위
한 마치즈쿠리조례

1981 마치즈쿠리활동 지원시스
템-시민섹터 네트워크
조직 ․커뮤니티센터

1988 Inner City문제 ․중심시가
지재생

1980 마치즈쿠리협의회
1982 마치즈쿠리센터

1985 이벤트를 통한 방재마치
즈쿠리 네트워크

1989 공동재건축에 의한 생활
재건과 마치즈쿠리

1984 지역자원활용과 마치나
카관광

1988 Inner City문제
     ․ 중심시가지재생

도 시 계 획 법 개 정 < 지 구 계 획 제
도>(1980)
커뮤니티주환경정비사업(1988)
목조임대주택지구총합정비사업
(1988)
시 가 지 주 택 밀 집 지 구 재 생 사 업
(1989)

1990

1992 마치즈쿠리활동 지원시
스템-마치즈쿠리공익신
탁 ․마치즈쿠리기금

1994 워크샵에 의한 발견학습
형마치즈쿠리

1995 진해복흥마치즈쿠리

1990 워크샵에 의한 발견학습
형 마치즈쿠리

1990 마치즈쿠리조례 보급 및 
다양화

1994 경관형성지구의 광역화

도시계획법개정 ․도시계획마스터
플랜제도의 창설(1992)
가로환경정비사업(1993)
밀 집 주 택 시 가 지 정 비 촉 진 사 업
(1994)
중심시가지활성화법(1998)

[표 4-20] 일본 마찌즈꾸리의 전개 및 특징



① 1960년대

960년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고도경제 성장기 일본에서는 역사적 가로경관

이 잇달아 붕괴되어감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역사적 도시보전운동이 발생하게 되

었고, 1966년교토(京都), 카마쿠라(鎌倉) 등 특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보

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시의 역사적 가로경관이 법적으로 담보된 것은 1975년 

문화재보전법에 「전통적건축물군보전지구(傳統的建築物群保全地區」가 제정된 

이후이다. 

커뮤니티운동의 흐름은 반공해운동 및 시민운동과 관련되며 그 원점이 되는 

것은 고베시의 마르야마(丸山)지구이다. 마르야마지구의 저항운동은 임해부 매

립을 위해 토사를 운반하는 트럭이 마르야마(丸山)마을을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

는  교통공해에 대한 반대운동이 원점이 되었고, 마르야마(丸山)지구의 지역만

들기 운동으로 확대되어 주민 스스로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협의조직을 설립하는 

등 창조적인 마찌즈꾸리운동으로 전개된다.

- 산업화로 인한 공해문제 등에 대한 주환경개선 시민저항운동

   및 역사적 가로경관 보전을 위한 움직임 시작

②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대도시권 재정집중에 비해 소외된 지방 농어촌은 심각

한 지역경제침제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들어 

지방 중소도시는 성장산업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지역진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즉, 지역의 자원과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의 산업구조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마찌즈꾸리의 형태이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시민운동차원의 마찌즈꾸리를 전개함에 따



라 일본정부는 1970년부터 자치성 중심의 커뮤니티 시책을 내 놓음으로서 종래 

성장 중심적 지역개발정책에서 국민생활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다. 이에 1971년 자치성은 일정 지역을 모델 커뮤니티로 지정하여 일상근린생

활권의 정비와 주민들의 자주적인 활동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델 커뮤니

티 시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 후반 대도시권에서 도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지역사회를 재

생하려는 마찌즈꾸리와 재해방지를 위한 활동이 연계되어 진행하게 되며, 주거

환경이 악화된 지구에 대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개선형 마찌즈꾸리리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1978년에 주거환경정비

모델사업이 제도화된다. 이후 수복과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모델사업이 

시도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수법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전개되었다. 

 - 대도시권 도심문제, 지방중소도시 지역경제침제 등에 따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점진적 마찌즈꾸리 시도

③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정책은 관․민 협력, 또는 행정

과 주민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주민참가․활동 촉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  

주민참여는 지역정책 수립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의 마치즈쿠리 추진 주체로서 주민들에 의

한 마치즈쿠리협의회가 조직되게 된다. 또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을  

방재마찌즈꾸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지역방재에 대응하게 되고, 이러한 방

재 마찌즈꾸리의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새

로운 예술활동의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여 종합적인 마찌즈꾸리로 발전하게 된

다.   



대도시권 및 일반시가지에서 마찌즈꾸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본격적

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주민참가의 절차를 위한 

마치즈쿠리 조례(고베시 지구계획및마찌즈꾸리협정 등에 관한 조례(1981), 세

타가야구 마찌즈꾸리조례(1982))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동경도 세타가야(世

田谷)구를 비롯한 각 자치체가 도시디자인실, 마찌즈꾸리과 등 마찌즈꾸리를 전

담할 부서가 신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갔다. 또한 1980년 후반에는 

아게오(上尾)시 나카마찌아타고(仲町愛宕)지구를 시작으로 중심시가지 쇠퇴문제 

등을 공동재건축에 의해 생활환경을 재건하는 마찌즈꾸리가 성과를 올리기 시작

하게 된다.

  - 방재마찌즈꾸리 등 다양한 방법의 마찌즈꾸리 추진  

  - 마찌즈꾸리조례,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④ 1990년대

1990년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책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

에 의한 마찌즈꾸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이 지역의 문

제를 발굴하여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계획책정 일련의 작업을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서 주민참여에 의한 마찌즈꾸리가 도시계획 제도에 있어 자리매김하

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구정촌(市區町村)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 

계획작성에 주민참가가 전제되고 실제계획에 있어서도 구시정촌의 자유재량 폭

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워크숍 방법 등 기술이 

축적되고, 마찌즈꾸리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마찌즈꾸리 공익신탁 및 마찌즈꾸리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운영되는 체계가 자리잡게 된다. 마찌즈꾸리의 테마

에 있어서도 경관, 환경, 녹지 등과 관련하여 확대되며 마찌즈꾸리조례의 보급과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2003년 10월 제27차 지방제도조사회의 최종보고서에 「기초 자치체

내 일정 구역을 단위로 주민자치강화․행정과 주민과의 협동을 목적으로 한 지역

자치조직을 기초자치단체 판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서 

도시내 분권에 의한 지역자치조직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는 마찌즈꾸리협의회 

및 커뮤니티협의회 등이 담당해왔던 지역운영 기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역자치조직이 지역 마찌즈

꾸리를 상호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진행할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다양한 마찌즈꾸리 방법 및 기술 축적

  - 전문가 파견, 펀드 등 종합적인 지역운영 체계 구축



2) 일본 마찌즈꾸리 전개의 의미와 시사점

일본 마찌즈꾸리는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와 발전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마찌즈꾸리 이념 태동’시기,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중심의 실천적 방법이 구축되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축

적된 ‘마찌즈꾸리 모델 실험’ 시기, 마지막으로 한신(阪神)․아와지(淡路)대지

진 부흥마찌즈꾸리 경험을 토대로 개별 마찌즈꾸리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실현하는 ‘마찌즈꾸리를 통한 지역운영’ 시기이다. 

① 마찌즈꾸리 이념 태동

일본 마찌즈꾸리 이념 태동은 고도 경제성장기 막바지에 이르러 지역사회 

생활환경 등에 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협의회 및 자치회같은 조

직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커뮤니티만들기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 활동은 관

습적인 대표제(代表制)아래에 진행되었으나, 혁신수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회의

나 마찌즈꾸리 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만들기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이시기는 커뮤니티협의회와 같은 근대적인 조직형태나 커뮤

니티활동이 유지되며, 그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때까지 「마찌즈꾸

리」라는 용어와 「커뮤니티만들기」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창조적인 마찌즈꾸리, 즉 새로운 테마에 대한 커뮤니티운동

이 없어 방법론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내제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

로운 마찌즈꾸리의 형태가 요구되어졌다.  

② 마찌즈꾸리 모델 실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1980년대 이후 들어 다양한 마찌즈꾸리 테마(예를 



들어, 역사적 건축 보전, 방재 마찌즈꾸리 등)가 나타났고, 이 같은 개별테마 마

찌즈꾸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이 축적되게 된다. 그 활동의 중

심에는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현장실천을 통해 사회혁신을 지향

한 세대로서 다양한 실험과 프런티어 정신이 발휘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마찌즈꾸리로 결집되고 일본 마찌즈꾸리 사례로 언급되는 대부분이 이 

시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찌즈꾸리 모델과 실험 시기를 통해 한 지역에서 마찌즈꾸리가 주

변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한층 성숙한 마찌즈꾸리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개별성과를 토대로 차츰 지역전반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지역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 마찌즈꾸리가 등장하게 된다.   

③ 종합적 마찌즈꾸리를 통한 지역운영

개별주제로 시작된 마찌즈꾸리는 여러 형태로 지역에 존재하였으나, 이들이 

연계하여 지역특유의 구조를 구성하고 지역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지역운영을 하는 마찌즈꾸리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오랜 기간 지

속되어온 지역의 마찌즈꾸리 역사와 관련하며 지역성과 깊은 관계에 기초하여 

정립된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치조직이 설립되고, 마찌즈꾸리 조례

가 제도화되며 마지즈꾸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합리화와 이를 지원하는 마찌즈꾸

리 방법과 그 지원기술이 개발․축적되게 된다.

이를 종합하여 각 지구에서 다양한 발상으로 개성적인 마찌즈꾸리활동을 전

개함으로서 각각의 마찌즈꾸리 장래상을 실현화하게 된다. 

마찌즈꾸리 이념의 태동 ▪ 주민운동, 반공해운동 등 저항적 시민운동

▼

마찌즈꾸리 모델과 실험 ▪ 지역과제에 대응한 다양한 마찌즈꾸리 실적 

▼

종합적 마찌즈꾸리를 통한
지역운영

▪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마찌즈꾸리 운영   



2. 일본 마찌즈꾸리 대표사례 연구

1) 개요

일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40여년 정도의 마을만들기 시행착오와 

실험을 통해 많은 경험과 실적이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일본 마을만들

기의 실적과 경험은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

겠다. 

일본사례의 선정은 우선 관련문헌을 통해 일본 마찌즈꾸리 관련 사례를 수

집하고 이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시기별 민과 관 및 전문가 주도의 대표사례

들을 선정하였다. 이 사례들은 마찌즈꾸리 초기에 시작하여 꾸준히 성과를 올리

는 우수사례로서,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스미다구(墨田区)의 쿄지마

(京島)지구, 행정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타이시도(太子

堂)2․3정목지구, 전문가주도의 아게오시(上尾市)의 나카마치아타고(仲町愛宕)지

구이다. 이 사례들은 1970년 마찌즈꾸리 태동기에 움직임이 시작되고 1980년

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구분 쿄지마(京島)지구 타이시도(太子堂)지구 나카마치아타고(仲町愛宕)지구

위치 동경도 스미다구 쿄지마지구 세타가야구 타이시도2․3정목
사이타마현 아게오시 
나카마찌아타고지구

면적 25.5ha 35.6ha 3.7ha

시작
년도

1971 1976 1984

특징

▪ 마찌즈꾸리협의회(81)
▪ 쿄지마 마찌즈꾸리센터 개설(82)
▪ 쿄지마 마찌즈꾸리센터
  (區로 사업이관)(91)
▪ 쿄지마지구 예술 ․문화활동(00)

▪ 마찌즈꾸리협의회(82)
▪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조례(82)
▪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실 개설(82)
▪ 여우축제(84이후 매년 개최)
▪ 세타가야 마찌즈꾸리펀드(92)
▪ 세타가야 마찌쯔꾸리센터(92)

▪ 공동재건축 코프아타고완성(89)

제도
및

사업

▪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 스미다구 마찌즈꾸리조성제도
▪ 목조임대주택지구정비촉진사업
▪ 시가지주택밀집지구재생사업
▪ 도시방재불연화촉진사업
▪ 스미다구 가로확폭정비사업

▪ 세타가야구마찌즈꾸리조례
▪ 목조임대주택지구총합정비사업
▪ 불연건축물등건축자금융자알선조례

▪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 시가지재개발사업
▪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
▪ 시가지종합재생사업
▪ 지구계획
▪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
▪ 나카센도(中山道)보도확폭사업

활용 ▪ 주민협의회 중심의 마을만들기 ▪ 행정중심의 마을만들기 ▪ 전문가중심의 마을만들기

시사점

▪ 다양한 사업 및 제도 활용
▪ 정비계획에 근거한 지속적 사업
 추진
▪ 지속적인 의견교류장 마련

▪ 법제도적 근거 마련
▪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실시
▪ 전담부서 및 지역사무소 개설

▪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
▪ 컨설턴트의 중재적 역할
▪ 연쇄적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 주민참여 워큽숍(게임) 실시

[표 4-21] 일본 마찌즈꾸리의 대표사례 개요



일본사례 LIST

∙스미다구 쿄지마지구

  (墨田区　京島地区)

∙세타가야구 타이시도지구

  (世田谷区　太子堂地区)

∙아게오시 나카마치아타고지구

  (上尾市　仲町愛宕地区)

  



[그림 4-41] 쿄지마지구 커뮤니티주택 모습 [그림 4-42] 쿄지마지구 마찌즈꾸리계획

2) 일본사례 분석

① 스미다구(墨田区) 쿄지마(京島)지구

• 개요

쿄지마지구는 스미다구의 북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다이쇼(大正)․쇼화

(昭和)시대에 걸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고, 이와 더불어 장실주택의 주거형태

가 형성된 지역이다. 

또, 목조주택 밀집과 건축물의 노후도가 극히 심해 동경도내에서 가장 일찍 

밀집주택시가지개선 검토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주거지역 과소필지 밀집과 4m

미만 접도필지가 많아 필지단위 주택개량이 어려움이 있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동경도는 1970년대 전면적인 시가지재개발을 검토한 적도 있었지만 사업성

이 낮아 부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스미다구와 함께 지역

주민 활동을 계기로 쿄지마지구 마찌즈꾸리협의회를 조직(1981년)하고 주환경

모델사업을 도입(1983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90년 이후는 사업주체를 

동경도에서 스미다구로 이관하고 현지사무소(쿄지마 마찌즈꾸리센터)에 약 10

명의 직원을 상주시켜 보다 지역밀착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미다구는 

2000년에 「마찌즈꾸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우선정비노선의 도로정비와 관계지

권자 자력갱신에 의한 재건축지원에 중점을 둔 정비로 전환하였다.



구분 내 용

∙쿄지마지구 지역활력 쇠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젊은층의 유출 및 고령화 등 노후밀집화된 지역의 주
거지정비 필요성 대두 

∙동경도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밀집주택시가지 개선 검토 착수 

∙가내공업, 목조주택 밀집지역
∙젊은층의 지역유출 및 소규모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활력 크게 저하
∙과소필지 주거지역 및 4m미만의 접도필지 다수
∙복잡한 소유권 관계

∙쿄지마에 어울리는 양호한 주거환경 마을
∙주․상․공이 일체화된 직주근접 마을
∙대지진․화재에 강한 안전한 마을
∙인구 1만명 이상이 정착한 활기있는 마을 

∙주민: 마찌즈꾸리검토회→마찌즈꾸리협의회(주민위원, 특별위원(전문
가), 행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계획부, 상업부, 공업부, 여성
부의 전문부회로 나눠 활동)

∙행정: 공동실태조사(79),
       주환경정비모델사업 실시(90년 커뮤니티환경정비사업으로 이름 

변경. 초기시행주체: 도→구로 변경(99)), 
       쿄지마 마찌즈꾸리센터(82)
∙전문가: 협의회발족당시부터 마찌즈꾸리 컨설턴트로 참여
∙기타: (재)스미다구 마찌즈꾸리공사(83)

∙주택갱신에 대한 지원
 - 주택철거비, 건축설계비, 공동시설정비비(공동주택갱신에 한함) 등
   주택갱신에 대해 전체 비용의 2/3까지 재정적 지원
 - 그 외 주택갱신에 대해 보조금 대신 융제제도 마련
 - 스미다구마찌즈꾸리조성제도: 지구내 주민들간 합의에 따른 「근린
   계획」을 실시할 경우 정비비의 일부를 보조(150만엔~690만엔까지)
∙도로정비에 대한 지원
 - 지역내 주요 생활도로 정비: 국가 및 동경도 주도
 - 세가로 확폭정비사업: 스미다구 
∙지역주민 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료보조 및 감면에 대한 재정적 보조

∙물리적 성과:
 -마찌즈꾸리사업용지 취득 12,719m2

 -도로확폭정비: 6~8m: 연장 약 390m, 4m도로: 81개소, 1056m
 -커뮤니티주택: 16동, 137호, 작업소 5호
 -기타: 녹지6개소, 우수정수조13개소, 집회소2개소, 포켓파크5개소 
                                              (2005년 말 현재)

∙비물리적 성과: 설명회(지구내12개소), 검토회(12회),
                 계획안설명회(총16회), 간담회(16회)

∙마찌즈꾸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적 뒷받침
∙정비계획도에 기초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를 살려 점진적인 사업

진행

[표 4-22] 쿄지마지구 분석 및 시사점



▶도로확포정비(8m)

쿄지마지구 마찌즈꾸리계획에 기초
하고, 기존 도로를 존중하여 주요
생활도로를 폭원 6~8m로 정비함.
방재, 자동차 ․보행자통행 등 역할 
담당  

▶광장정비

구르구르(ぐるぐる)광장. 지구의 커
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며, 주택환
경 개선 및 방재성 향상

▶포켓파크

블록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작은 포
켓파크를 설치하고, 광장과 같이 
방재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그림 4-43] 쿄지마지구 정비모습



[그림 4-45] 타이시도지구 사업계획도[그림 4-44] 타이시도지구 가로정비 모습

② 세타가야구(世田谷区) 타이시도(太子堂)지구

• 개요

세타가야구는 동경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면적 58.08km, 인구 약 77만명

의 양호한 주택지이다. 타이시도지구는 세타가야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번화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

해 살게 되면서 급속한 택지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당시 지형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 추진경위 및 과정

1976년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 노트 파트(NOTE PART) 1」조사를 시작

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시작되며 1979년에 구(區) 기본계획인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중점계획」에서 중점지구로 선정되고, 1982년 「타이시도지구 마찌

즈꾸리협의회」창설과 마찌즈꾸리조례가 제정된다. 이후 마을만들기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잠자리광장 등 물리적 정비뿐 아니라 마을축제 등 소프트웨

어활동을 병행한 활발한 마을만들기가 전개된다. 1992년 구에서는 주민의 주체

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마찌즈꾸리

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이 센터에서는 공익

신탁인 마찌즈꾸리펀드를 도입하여 유연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분 내 용

∙타이시도2․3정목 지구에 내제되어 있는 문제들과 더불어 1975년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 권한이 도에서 구로 대폭적으로 위임
되고 주민에게 친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구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가 전개됨

∙지하철 신다마가와(新玉川)선이 지나는 국도246호 북축과 茶擇路의 
상점가 동측에 목조아파트 등이 넓게 밀집되어 있음

∙협소한 도로와 부정형 필지 

∙목조건물의 밀집과 건축물의 노후화

∙오픈스페이스의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방재를 우선으로 한 거주환경의 정비

  -건물의 불연화

  -협소도로의 정비

  -방재거점으로서의 광장 조성

∙주민: 마을만들기 협의회 발족(워크숍, 학습회, 마을만들기 통신, 뉴
스발간, 타 단체와 협력 등)

∙행정: 구청내 도시디자인실 구성(1982), 마을만들기 추진과 설치
(1983), 구가 출원하여 설립한 도시정비공사내 마을만들기센터 
설치(1992)

∙전문가: 주민과 행정의 중재적 역할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 조례(활동경비조성, 전문가파견 등 지원), 불
연건축물등건축자금융자알선조례(1983),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요강
(1982)

∙마찌즈꾸리조례에 의한 재정지원, 마을만들기 펀드

∙PR활동, 상당활동, 

∙구의 독자적인 조성제도, 목조임대주택지구총합정비사업

∙물리적 성과: 목임주택재건축18건(180호), 소광장 15곳, 통과도로정비 
7개소, 카라스야마가와선도로 재정비 

∙비물리적 성과: 간담회, 협의회, 준비회, 축제, 워크숍

∙마찌즈꾸리 조례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전개

∙마을축제, 이벤트 등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 확대

∙간담회, 워크숍 등 주민의견 적극적으로 수렴 및 반영

∙마을만들기 진행에 따른 구에서의 정책 반영

[표 4-23] 타이시도지구 분석 및 시사점



▶가로정비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협소한 도
로를 확폭하고 일체적으로 가로 정
비 

▶소광장조성

블록의 모서리 공간 용지를 취득하
여 소광장으로 정비하고, 지구내 
15곳의 소광장 설치

▶바닥패턴 디자인

바닥의 재질을 자연적이고 친환경
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무
늬를 넣어 가로경관과 조화 유도

[그림 4-46] 타이시도지구 정비모습



[그림 4-47] 나카마치아타고지구 코프아타고 [그림 4-48] 나카마치아타고지구 정비계획

③ 아게오시(上尾市) 나카마치아타고(仲町愛宕)지구

• 개요

아게오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고밀 개발 및 맨션건설, 주택의 노후화, 

협소한 부지, 도시기반시설 부족, 인구감소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게오시는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지자체가 강

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민과 협력하여 4개의 공동재건축, 도로정비 등을 주민참

여 방법으로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서 주민의 지속적 삶이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정비를 전개하였다.  

• 추진경위 및 과정

1984년 아게오시 공무원과 컨설턴트의 협동작업에 의해 아게오역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1차 구상안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나카야마선도 활성화를 위해 

주환경정비계획책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1986년 마찌즈꾸리 정비계획을 마

련, 1990년 나카마찌아타고지구에 대해 다운조닝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같

은 해 9월 지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한편, 1988년 코프아타고 공동재건축 착공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옥타비

아, 세브론힐즈, 녹린관 등 4블럭 10동의 소규모공동재건축을 완성하고 이를 근

간으로 구획도로,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정비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전개하였다. 



구분 내 용

∙나까센도 인근 숙박마을은 일찍이 상점과 주택이 조화된 편리한 주거지로 
정주의식이 높은 지역이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빌라 및 상업 건축
이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사정의 개선 및 주거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협소한 가로와 필지, 미접도 택지 다수 
∙녹지공간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 부족
∙노후주택의 무분별한 공동개발로 인해 지역문맥 파괴 및 주거환경 악화
∙젊은 층의 지역이탈 및 주민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불균형 초래
∙지역활력 및 경제활력 저하
∙토지임대자, 세입자 등 복잡한 권리관계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주민: 협의회와 같은 주민조직은 없음
∙행정․전문가: 개별방문(4회)으로 주민과 일대일 대응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경청하며 주민개별 문제 및 권리문제에 이르기까

지 간섭하며 적극적인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

∙마찌즈꾸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 건축물제한조례를 포함한 지구계획 결정

∙물리적 성과: 재개발 3지구, 우량재개발 1지구
구분 코프아타고 옥타비아 ․힐 쉐브론힐즈 녹린관

권리자 토지소유자7인
토지소유자4인
차지2/차가5

토지소유자4인
차지권자2인

토지소유자11인
차가권자21인

지구면적 960m2 2,291m2 1,687m2 2,724m2

대지면적 882m2 2,051m2 1,441m2 814m2 812m2

건축면적 514m2 1,251m2 937m2 528m2 519m2

건폐율/용적율 58 70 65 64 63

연면적 1,757m2 4,825m2 3,727m2 2,071m2 1,926m2

층수 4층 지하1층, 8층 지하1층, 6층 6층 5층

사업시기 87.9  89.8 88.10  91.4 90.5  93.4 95.2  97.9

             소공원, 집회소, 구획도로정비(4호, 총 292m)
∙비물리적 성과: 앙케이트조사, 워크샵(건물디자인게임(2회), 골목디자인게임

(1회))

∙컨설턴트 및 행정의 적극적이고 역할 수행. 개별방문 및 면담 등 주민의
견을 철저한 경청.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환경을 담보하는 지구계획 운영
∙연쇄적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회유성 확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활용 

[표 4-24] 나카마치아타고지구 분석 및 시사점



▶공동재건축

쉐론힐즈. 시가지재개발사업, 커뮤
니티주환경정비사업, 지역특별임대
주택제도B형이 적용된 공동재건축
사업으로, 지역문맥을 고려하여 계
획

▶구획도로․녹지정비

구획도로2호와 방재광장. 녹린관 
동측에 위치하며 구획도로1호, 4호
와 연결되어 도시공공공간 확보 및 
방재 대비

▶집회소 설치

옥타비아힐 집회소. 공동재건축 건
물내 집회소를 마련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쉐브
론힐즈 1층에 집회소 등 설치

[그림 4-49] 나카마치아타고지구 정비모습



3. 일본 마찌즈꾸리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추진동기 측면

•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접근

일본 마찌즈꾸리의 시작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나 사회적 요구 등 지

역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이 전제되고 있다. 

쿄지마지구, 타이시도지구, 나카마치아타고지구의 경우, 세 곳 모두 노후불량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과밀 난개발 등 복잡한 지

역문제들이 내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저하되어 개개인의 자

생적 개발에 의해서는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러한 지역문제는 주민, 자치구 더 나아가 동경도의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마

찌즈꾸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다.

• 명확한 마을만들기 목표와 전략에 의한 추진

마찌즈꾸리 전개 초기 지역문제에 기초하여 명확한 마을만들기 목표 수립과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진주체의 확고한 의지가 동반되고 있다. 

타이시도지구는 방재마찌즈꾸리를 목표로 건물 불연화, 협소도로 정비, 방재

거점 광장조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세타가야구는 전담부서 개설을 시

작으로 마찌즈꾸리 진행과 함께 행정체계를 개편, 증설하고  마찌즈꾸리 전개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돕고 있다. 또 나카마치아타고지구는 전문가․행정의 

주민개별 방문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로 

전개되었다.

 -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접근

 - 명확한 마을만들기 목표와 전략에 의한 추진



2) 참여주체 측면

• 지역 마찌즈꾸리 협의회 중심 주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찌즈꾸리 협의회를 발족함으로서 지역 마을만들

기를 홍보하고, 교육하며 지역에 밀착하여 마찌즈꾸리를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교지마지구는 행정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마찌즈꾸리 검토회가 발전하여 

마찌즈꾸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위원, 특별위원, 행정위원의 각 분야 전문가

가 4개의 부회로 나뉘어 마찌즈꾸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타이시도지구

의 마찌즈꾸리협의회는 다양한 테마로 워크숍과 학습회 등을 실시하고, 이와 더

불어 마을만들기 통신, 뉴스발행, 타단체와 협력 등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하고 있다.  

• 지역 마찌즈꾸리협의회에 대응하는 행정 파트너 구성(전담부서 또는 조

직)

행정 조직 체계내에 마찌즈꾸리 전담부서 및 담당과를 설치하여 지구 마찌

즈꾸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타가야구는 1982년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고 

지역 행정주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을 전담한다. 1990년대에는 구 전체를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사무소

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나 지역정보 수집, 지역 시책사업 수립, 구민참가 추진, 

마찌즈꾸리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전문가(컨설턴트)의 중재적 기능 및 역할 수행 

컨설턴트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마찌즈꾸리 전개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과 주민의 갈등적 관계를 연결하는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카마치아타고지구에서는 별도의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컨설

턴트가 주민개별방문(4회) 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하여 개인문



제 및 주민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극복하고 공동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고, 쿄

지마지구에서도 협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 컨설턴트가 꾸준히 관계하고 있다.  

• 마찌즈꾸리센터를 통한 폭넓은 지원

마찌즈꾸리센터는 주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보다 활성

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유연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세타가야구와 교지마지구에선 마찌즈꾸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특히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센터에서는 마찌즈꾸리펀드를 병행하고 있어 마

쯔즈꾸리 활동에 대한 유연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 지역 마찌즈꾸리협의회 중심 주체

 - 지역 마찌즈꾸리협의회에 대응하는 행정 파트너 구성

 - 전문가(컨설턴트)의 중재적 기능 및 역할 수행 

 - 마찌즈꾸리센터를 통한 폭넓은 지원

3) 공공지원 측면

• 마찌즈꾸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및 제도 활용

마쯔즈꾸리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고 조성제도를 활용

하여 마찌즈꾸리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나카마치아타고지구는 밀집주택시가지

정비촉진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및 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가

지종합재생사업, 나카센도보도확폭사업과 지구계획,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 등을 

중복하여 활용함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마찌즈꾸리조례 마련

마찌즈꾸리조례는 마찌즈꾸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해 관계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보다 명료하게 마찌즈꾸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세타가야구는 1982년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조례를 재정하고, 내

용을 크게 총칙, 마찌즈꾸리에 관한 방침 책정, 마찌즈꾸리 추진, 마찌즈꾸리 지

원 등으로 구분하여 마찌즈꾸리 활동의 당위성을 마련해주고 있다. 

• 재정적 지원 및 보조 마련

쿄지마지구는 주택갱신에 대한 전체비용의 2/3의 재정적 지원과 그 외 주택

갱신에 대해서는 융자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스미다구마찌즈꾸리조성제도에서 

근린계획에 근거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외 지역주민이 임대주택

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타이시도지구에서

는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경비를 조성, 마찌즈꾸리 센터에서 공익신탁인 마찌즈

꾸리 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방재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역을 개서하고 쾌적한 도

시공간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도로정비, 녹지정비, 우수정수조, 포켓파크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또, 공공시설로서 집회소나 마찌즈꾸리 하우스를 제

공하여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 마찌즈꾸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및 제도 활용

 - 마찌즈꾸리조례 마련

 - 재정적 지원 및 보조 마련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4) 성과 측면

•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점진적․일체적 소규모 개발

마찌즈꾸리 초기 대상지구의 마스터플랜(마찌즈꾸리계획, 사업계획, 지구계

획)을 구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점진적 소규모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여건이

나 주민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쿄지마지구는 교지마 마찌즈꾸리계획에 근거하여 1983년부터 현재까지 마

찌즈꾸리 사업용지 취득, 도로확장정비, 커뮤니티 주택건설, 녹지정비, 우수정수

장, 집회소 등 70%정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추진할 예

정이다.  이는 이주하기를 꺼려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사업 진척이 부진함에 기

인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마찌즈꾸리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다.  

• 지속적 상호의견 교류할 수 있는 장(場) 마련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참여주체의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교

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공통의견을 모으고 있다. 

교지마지구에서는 현재까지 마찌즈꾸리 설명회(12회), 마찌즈꾸리 검토회

(12회), 계획안 설명회(16회), 간담회(16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각 주체

별 의견 및 주민의견을 교환하여 마찌즈꾸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프로그램 실시 

마찌즈꾸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유도 및 이해를 위해 소프트웨어

적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문제 

및 장래상을 공유하고 마찌즈꾸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타이시도지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우축제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지역문

제와 과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83년부터 타이시도를 걷는 모



임, 여우 축제(매년 개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오리엔테이션이나 거리 

전시회, 벼룩시장, 가장행렬 등의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

함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점진적․일체적 소규모 개발

- 지속적 상호의견 교류할 수 있는 장(場) 마련

-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프로그램 실시 



구분
마찌즈꾸리 이념 태동 마찌즈꾸리 모델과 실험 종합적 마찌즈꾸리를 통한 지역운영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

추진
동기

∙쿄지마지구 지역활력 쇠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공시설 부족, 지역경제 
침제 등에 따른 주거지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경도내에서 가장 우선적
으로 밀집주택시가지 개선 검토 착수
(쿄지마, 71)

∙197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
시계획 권한이 도에서 구로 대폭적으
로 위임되고 주민으로부터 자치구 독
자적인 마을만들기 제안

  (타이시도, 76)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빌라 및 상업 
건축이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
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
라 주택사정의 개선 및 주거환경정비 
필요성 대두(아게오, 84)

참여
주체

∙마찌즈꾸리검토회(쿄지마)

∙쿄지마지구마찌즈꾸리협의회(81)
∙타이시도마찌즈꾸리협의회(82)
  (마찌즈꾸리조례에 근거한 마찌즈꾸

리)

공공
지원

∙스미다구 쿄지마지구개발구상 수립
  (71)

∙(재)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 설립
  (80)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조례(82)
∙쿄지마지구 마찌즈꾸리센터 개설(82)
∙세타가야구 도시디자인실 개설(82)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 추진과 개설
  (83)
∙마찌즈꾸리 전문가 파견요강
  (타이시도)(82)
∙불연건축물등건축자금융자알선조례
  (타이시도)(83)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펀드
  (재정 지원)(92)
∙세타가야구 세타가야마찌즈꾸

리센터
  (92)
∙스미다구 쿄지마마찌즈꾸리센

터
  (스미다구로 사업이관)

성과

∙아게오역 주변지역정비계획
  제1차 구상안(아게오)(84)
∙마찌즈꾸리정비계획(아게오)(86)
∙아게오시 나카마치아타고지구
  공동재건축제1호 코프아타고 완성
  (89)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여우축제」

(84~매년)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톤보광장(86)

∙다운조닝 지구계획(아게오,
  90)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연속워

크숍(90)
∙공동재건축제2호 옥타비아힐

즈 완성
  (아게오, (91), 제3호 쉐브론

힐즈 완성(93), 제4호 녹린관 
완성(97)

∙커뮤니티주택 ․도로확폭 ․연쇄적 
정비(쿄지마, 91~)

∙소공원, 집회소, 구획도로정비, 앙케이트, 건
  물디자인게임, 골목디자인게임(이상 아게오)
∙목임주택재건축, 소광장, 통과도로정비, 
  도로재정비, 간담회, 협의회, 준비회, 축제, 
  워크숍(이상 타이시도)
∙마찌즈꾸리사업용지, 도로확폭정비, 작업소, 
  커뮤니티주택, 녹지, 집회소, 우수정수조, 
  설명회, 검토회, 계획안설명회, 간담회
  (이상 쿄지마)

(참조: 쿄지마: 스미다구 쿄지마지구, 아게오: 아게오시 나카마치아타고지구, 타이시도: 세타아갸구 타이시도지구)

[표 4-25] 일본 마찌즈꾸리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4절 우리나라와 일본사례 비교분석

1. 시기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오랜 시간 마찌즈꾸리 전개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일본과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만 우리나라와 일본 주민참여 주거지환경개선 전개의 큰 특징을 시기별로 비교

하고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주민참여 주거지환

경개선의 안정된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시기별 비교 분석 

① 태동기

우리나라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태동기는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 속에

서 70년대부터 전개되어 온 도시빈민지역에서의 주민운동, 1980년대 재개발지

역의 철거 반대주민투쟁이 그 단초가 되며,  1990년 중반 지방자치시대와 더불

어 민선1기가 출범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주민참여가 행정에서도 장

려되고, 민선2기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따라 주민자치

사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일본은 1960년대 우리나라 초기와 비슷한 주민운동․이념운동의 모습을 거쳐

서 1980년대 이전까지 지역사회 생활환경과 관련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커

뮤니티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마찌즈꾸리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② 도약기

2000년 들어 우리나라는 국토계획의 주요 정책기조를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으로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내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한편,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차원

에서 다양한 테마로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지 환경개선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들어, 정부 및 지자체 지역정책에 있어 주민참여 필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과 다양한 정비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

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의 마찌즈꾸리를 전개하면서 협의회, 조례,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모델과 실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③ 성장기

한편, 일본은 마찌즈꾸리 개별성과를 통해 축적된 방법과 기술,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지역의 마찌즈꾸리의 역사와 지역성을 토대로, 차츰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 마찌즈꾸리로 발전하게 되

어 이를 지원하는 마찌즈꾸리 시스템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시기 우리나라 일본

태동기
민선자치 출범이후 주민참여 

제고
(1980년~1990년 중반)

마찌즈꾸리 이념의 태동
(1970년~1980년 중반)

도약기
지자체, 중앙정부 다양한 

마을만들기 시도
(1990년 후반 이후)

마찌즈꾸리 모델 실험
(1980년 후반이후)

성장기 -
종합적 마찌즈꾸리를 통한

지역 운영
(1990년대 중반~현재)

[그림 4-50]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기별 비교 분석



2) 시기별 비교 분석에 따른 활용 및 시사점

앞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을만들기 시기별로 살펴보

았다.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 마찌즈꾸리의 전개와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마을만들기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정황과 유사하

게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마찌즈꾸리 운영을 

기초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장착을 위해 중요시해야할 사항

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에 부합한 마을만들기 방법 및 기술 축적 필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한편, 정부에서

도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꾀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

지 않고,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주거지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부합한 마을만들기 방법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 지역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운영체계 마련 필요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는 그 대상

범위와 전체운영에 관한 체계이다. 아무리 좋고, 의미가 있는 개별사업이라 하더

라도 지역전반에 대한 파급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그 효과가 극히 미비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 개별사업이 지역 파급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전체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실천전략 수립이 전제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2. 분석시점별 비교분석 

1) 추진동기 측면

추진동기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초기 주민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1990년 중반 주민자치시대 이후 지방자치단

체나 정부산하기관 등 행정주도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전개되

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민의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행정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며, 후자의 경우는 행정이 공공사업방식이나 공모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과

정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및 주민제안 등을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제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역의 문제 및 과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공감한 상태에

서 주민의 요구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민․관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

발하고 이를 행정, 전문가, 협의회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공유된 지

역 문제를 토대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과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다양한 사업수법을 연계하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주민개인의 자발적 의지

∙행정중심의 사업 추진
vs

∙지역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다주체에 의한 사업전개 

▶ 추진동기 측면 비교의 의의

  ∙주민개인의 추진동기에서 지역전반의 문제의식 공유 필요

  ∙일회성 사업에서 다 주체에 의한 지속적 전개 필요

[그림 4-51] 우리나라와 일본의 추진동기 측면 비교분석



2) 참여주체 측면

참여주체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경우,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 행정이 추진주체가 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 초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시

작하나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협력체계가 부족하

여 일시적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행정이 추진주체가 되는 경우 관련부서

나 전담부서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기 때문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추진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볼 수 있다. 마찌즈꾸리가 일방적인 한 주체의 추진에 의해 진행되

는 것이 아니라 관계주체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대

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찌즈꾸리협의회나, 자치구내의 전담부서 및 현지사

무소 직원파견, 전문가의 지속적 중재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추진해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제해야할 것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일본

∙참여주체의 일시적 참여

∙사업추진 전담부서 설치
vs

∙마찌즈꾸리 협의회 구성

∙마찌즈꾸리 지원 전담부서

∙전문가의 지속적 중재 역할

▶ 참여주체 측면 비교의 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협의 조직 구성 필요

  ∙행정 카운트 파트너 및 전문가 지원그룹과 같은 기본 주체 구성 필요

[그림 4-52]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주체 측면 비교분석



3) 공공지원 측면

지원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

공사업이나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을 책정하고 책정된 예산을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공공지원이나 선

정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반면 광주 북구의 경우

처럼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마을만들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주민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원여건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추가지원이 미흡하

고 행정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게 되고 만다. 

일본에서는 지역과제를 기초하여 마찌즈꾸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비수법은 공공의 효

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로 되어지는 요구를 수

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자치구내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밀

착형 현지사무소 개설,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컨설턴트 파견, 공공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 지원

∙단일 지원체제 
vs

∙다양한 사업 및 제도 연계

∙행정적․제도적․인적 지원체제

▶ 지원적 측면 비교의 의의

  ∙사업단위별 지원에서 사업간 연계 및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필요

  ∙단편적인 행정에서 종합적 다자간 행정지원 필요

[그림 4-53]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공지원 측면 비교분석



우리나라 일본

∙점적 개발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
vs

∙점진적 소규모개발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

▶ 성과적 측면 비교의 의의

  ∙점적 개발에서 지역 종합계획에 근거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필요 

  ∙물리적 성과 위주에서 물적․비물적 병행 추진 필요

[그림 4-54]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과 측면 비교분석

4) 성과 측면

성과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례들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개별단위사업에 초

점이 맞추어져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마을만

들기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동일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개별 사업간 연계 없이 점적이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연속사업의 전개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는 사업초기 지역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분명한 마을만

들기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이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마찌즈꾸리 초기 지역전반에 걸친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과제를 도출하여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종합적인 마찌즈꾸리계획을 수립한

다. 이렇게 수립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연계하여 점진적이고 단계

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개개인의 요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지역문제나 자원을 확인

하고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마찌즈꾸리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

고 있어 가시적 성과는 느리지만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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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거지 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방법 모색

제1절 국내 마을만들기 진단 및 과제 도출

1. 국내 마을만들기 진단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흐름 및 대표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분

석시점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진단은 크게 장점과 한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

으며, 분석 관점은 추진동기, 참여주체, 지원, 성과적 측면의 4가지 시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 5-1>와 같다. 

분석

관점

우리 현실의 진단
과제

장점 한계

추진
동기

거주지 작은 관심,
문제해결형 사업추진

지역사회의
사회적 공감 부족

▶
마을만들기 필요성 공유,

분명한 목표 필요

참여
주체

사업초기 추진주체
강한의지 및 추진력

주민조직 부재
주민협력 및 

공공지원체계 미흡
▶

주민조직 구성 지원,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공공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지

전문가 부재
행정지원시스템 부재

▶

공무원 전문성 교육,
지원프로그램,
지원예산 마련

성과
물리적 환경개선,
커뮤니티 자각 

개별사업간 연계미흡,
주민참여기회 부재,
전문가조정 부재 

▶

주민참여적 계획프로세스 
도입,

전문가그룹 활용

[그림 5-1]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진단 및 과제 도출



추진동기 측면에서는 주민개인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부터 마을만들기가 시

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

기 위해 행정중심의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추진주체

의 의지에 따른 사업추진에 비해 촉박한 사업일정에 의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공

감을 얻기 힘들고 지역주민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

향이 있어 지역전반에 마을만들기 필요성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주체 측면에서는 초기, 주민개인이나 시민단체 주도의 경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 행정주도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력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 협력이 지원되는 장점 등이 있으나 지

속적인 관점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조직이 없어 장기화

하기 힘들고, 주민참여나 협력을 유도하기 힘들어 참여기회가 부족한 현실 속에

서 공공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지원 측면에서는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어 추진되고 경우와 달

리 행정주도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지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이나 부서간 

협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사업위주에 그치고 있고,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재정은 지원되나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경우와 제도적 근거는 있으나 재정지원이 

미비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역마다 행정지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 측면에서는 사업위주의 점적 개발에 의해 물리적 환경개선 장점과 이

웃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이 일회

성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그 효과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

하지 못하며 이 또한 정비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하나 단순한 이벤

트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2. 국내 마을만들기 과제 도출

1) 추진동기 측면 과제

① 마을만들기 필요성 공유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있어 추진주체의 의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

한 추진력을 갖을 수 있으나 지속성을 갖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마

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인지

하고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마을만들기 필요성을 지

역주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다.  

② 분명한 목표와 전략 수립

지역내에서 시도되는 점적인 개별사업은 일시적이고 물리적 환경개선은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지 않

다.  이는 협소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지역전체에 대한 마을만들기의 

분명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때 비

로서 공공재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참여주체 측면 과제

① 주민조직 구성 지원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형성되어있는 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주민 모두의 이

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해 주민 논의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이러한 역할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리더 및 조직이 필요하며 행

정과 주민의 중간위치에서 서로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재그룹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조직은 직접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

며 공공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지금까지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주민, 시민단체, 행정 등 추진주체 중

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속적 관점에서 한 주체만의 지속적인 참여

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

어야한다. 또한 참여주체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

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

어야 한다.

3) 공공지원 측면 과제

① 공무원 전문성 교육

아직까지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사업진행을 리드하며 참여주체의 관

계 중심에서 협력의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따라서 사

업 초기 구상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 및 복잡한 이해관

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힘든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함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참여주체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 마련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지역여건(동기, 추진주체 등)에 따라 공공지원

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업위주의 일시적인 지

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기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

으로서 효율적인 재정분배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진행을 위

한 예산편성, 전문화된 행정조직 개편, 지원 근거가 되는 제도장치 마련 등 종합

적인 차원에서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4) 성과 측면 과제

① 주민참여 계획프로세스 도입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참여가 

성패의 관건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전개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

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최소한의 참여기회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게임이나 워크숍, 지

역이벤트와 축제 등의 비 물리적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정비에 참여할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 마을만들기계획에 근거한 점진적 개발

아직까지 국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개별사업이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아 주변 사업과 연계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러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지역 마을만들기 계획

을 작성하고 개별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개별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을 고려하고 상호 관련될 수 있는 면적 개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

별적으로 진행되는 점적 개발이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실현하게 되고, 각 

사업의 연계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도시공간이 창출된다.



제2절 마을만들기 활용방안 모색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진단 및 도출된 과

제를 토대로 향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활성활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용방안은 크게 추진동기, 참여주체, 공공지

원, 성과 등의 4가지 시점으로부터 도출된 과제로부터 우리 마을만들기 시점과 

의미를 살펴본 후, 4가지 마을만들기 활용방안을 활용단계별 활용수법을 제안하

는 방법으로 모색하였다(그림 5-2 참조).   

시점 진단 ▶ 과제 ▶

활용방안

활용
단계

활용수법

추진

동기

▪ 거주지에 대한 

  관심

▪ 지역사회의 공감 

  부족

▪ 마을만들기 필요성

  공유

▪ 분명한 목표 필요

마을

만들기

시작하기

▪ 마을환경진단사업 도입

▪ 목표와 미래상 설정

참여

주체

▪ 초기 추진주체의 

  적극적 참여

▪ 주민조직 부재

▪ 주민협력 공공지원

  부재

▪ 주민조직 구성 지원

▪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마을만들기 

조직

구성하기

▪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 방법

▪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방식 제안

공공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지 미약

▪ 지원행정시스템

  부재

▪ 공공지원예산 확보

  미흡

▪ 공무원 전문성 교육

▪ 지원프로그램 마련

▪ 지원예산 마련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 전문가 육성 및 파견제도 

  제안

성과

▪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

▪ 일시적 성과중심

  사업 전개

▪ 주민참여 계획프로세스  

  도입

▪ 전문가파견․담당제 도입

▪ 커뮤니티형성 프로그램

  강화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 마을만들기조례(가칭)

  제정

▪ 열린 자치행정 이행

[그림 5-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용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활용방안 모색 

(Guideline)

• 활용단계 1.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 활용단계 2.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하기

• 활용단계 3.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 활용단계 4.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들어가기  우리 마을만들기 시점과 의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역은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 기인

하여 아파트중심의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개발에서 소외된 단

독주택 및 중․저밀도 주택지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양

적공급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

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1990년 초반 주거지정비나 주거지 환경개선사

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고 1990년 중반 지방자

치시대를 맞이하며 한층 지역주민의 삶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는 1990년 후반부터 전국

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며 대구시 삼덕동의 담장허물기 등이 사회적 관심을 유발

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부

터 문화관광부,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마을만들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운동이 단편적인 사회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 주

거지 정비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왔던 사업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자간의 협력과 노력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속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주거지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뉴

타운사업 등)이나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활용됨으로서 기존 주거지 정비수법

이 부재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겠다. 



활용단계 1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거주자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웃으로 확대되거나 행정이 공공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관심이나 사업 중심의 추진동기

로 시작한 마을만들기는 이웃이나 사업대상 주민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시작할 때 필요로 되어지는  

「마을환경 진단 수법」,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략 수법」활용을 제안하고

자 한다. 

○수법 1. 마을환경 진단 수법

마을환경 진단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관계주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살

고 있는 마을환경을 진단하고, 마을의 문제점 및 자원들을 확인하여 마을만들

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법이다.

❚진단활동 수행방식

 마을환경 진단활동 수행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주민 워크숍방식, 지역대학

과 연계한 스튜디오 방식이 가능하겠다. 

  - 전문가파견을 통한 주민 워크숍 방식 : 지자체예산을 지원받아 행정이 

전문가를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

로 마을환경 진단활동을 수행한다.   

  -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튜디오 방식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주민과 스튜

디오방식으로 팀을 나누어 마을환경 진단활동을 수행한다. 



❚진단활동 수행방법

 마을환경 진단활동 수행방식은 진단활동 준비하기, 진단활동 수행하기, 진

단활동 정리하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진단활동 준비하기 : 마을환경 진단 활동시 필요한 자료, 지역현황 도

면, 환경진단 작성지침서(체크리스트: 지역현황, 문제점, 지역자원, 개

선점 등), 카메라 등을 준비한다.

   - 진단활동 수행하기 : 지역주민 등 참여자가 직접 마을을 돌면서 체크

사항에 대해 도면에 표기하고 지침서를 작성하며 현장 모습을 사진으

로 찍는다.  

   - 진단활동 정리하기 : 진단활동 수행을 통해 작성된 도면, 지침서, 사진 

등을 참여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진단 결과의 활용

  마을환경 진단을 통해 도출된 지역현황, 문제점, 지역자원, 개선점 등을 종

합하여 정리한 후 지역 미래상 실천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진단활동
수행방식

▷

진단활동 수행방법

▷

진단 결과 
활용

전문가파견
주민 워크숍

준비
하기

▶
수행
하기

▶
정리
하기

지역현황 지역미래상 
수립 문제점

지역대학 연계
스튜디오 

지역자원
전략 수립

개선점

[그림 5-3] 마을만들기 진단 수법



○수법 2.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략 수법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략은 마을환경 진단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이 마을의 

장래 이미지를 공유한 후 장래 마을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

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목표 설정 방법

 마을만들기 목표는 장래 마을의 비전이자 기본방향이므로 마을환경 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및 관련 주체간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장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발전시켜 마을만들기 목표를 설정한다. 

마을환경
진단결과 ▷ 상호

의견교환 ▷
마을매력
및 문제점

재인식 
▷ 지역주민

공통인식 ▷
마을만들기
목표설정

[그림 5-4] 마을만들기 목표 설정 방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수립 방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은 마을만들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마을환경 진단에서 도출된 문제점, 지역자원, 개선점을 

종합하여 마을만들기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적․사
업적․단계적 측면에서 전략으로 구체화 한다.  

마을만들기 
목표

지역현황

▷
마을만들기

계획안
작성

▷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수립

공간적 전략

문제점
사업적 전략

지역자원

단계별 전략개선점

[그림 5-5] 마을만들기 실천전략 수립 방법



활용단계 2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하기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주민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시작이 주민 한사람으로부터 출발하였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관점

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전반의 활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관련 주체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들 간에 상호 원활한 협

력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체계를 조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수법,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 수법에 대해 제안하고

자 한다. 

○수법 1.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수법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방법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목적에 따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체 주민조직이나 지역에 연고가 있으며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조직 중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

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연고를 갖고 마을만들기 목적을 수반하는 주민협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의 객관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대표자, 행정, 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

된 지역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도 필요하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지역연고

자체주민조직 구성
지역연고 목적을 수반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주민조직 대표자 중심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
아파트자치회,

반상회, 지역상가회

지역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대표자, 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그림 5-6]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구성 방법



[그림 5-7] 마을만들기 조직 기본구성

○수법 2.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 수법

마을만들기 주체간 협력은 마을만들기 주체간의 기본조직 구성, 행정협력 구

성방식, 지원그룹 구성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주체간의 기본 조직구성

마을만들기 조직의 기본 요소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행정’이다. 그러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회가 행정과 함께 마을만들기 협

력체계를 구성하게 되며, 주민협의회는 주민과 행정의 중재적 위치에서 지

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행정에게 전달하고, 행정과 함께 실질적인 마을

만들기를 진행한다. 그리고 주민조직과 행정사이에 지원그룹이 중재적 역

할을 지원한다.



❚행정협력 구성방식

  행정협력의 구성방식은 크게 수직적 협력방식과 수평적 협력방식으로 제안

할 수 있으며 수직적․수평적 행정협력 방식의 병용도 가능하다. 

   수직적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행정청 등 관련부서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수평적 행적체계는 

지방정부나 자치구내 전담부서를 개설하고 그안에 관련 여러 팀을 구성하

여 마을만들기를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 ‘녹색주차마을’의 경우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

획과,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그린파킹팀, 신림4동 교통행정담당자로 이어지

는 수직적 협력체계와 관악구청 그린파킹팀이 관악구 경찰서, 소방서, 상수

도 사업소, 한전 사업소, 도시가스사업 등과 협력하여 이행하는 수평적 체계

를 동시에 구축하는 다자간 행정협력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광주 북구의 

경우, 행정전담 조직인 자치정책과를 신설하고 마을마들기팀, 주민자치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 등의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협력 구성방식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시책의 대상과 활용목적

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를 달리 또는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택적이고 병행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직적 협력체계> <수평적 협력체계>

[그림 5-8] 마을만들기 행정협력 구성방식



❚지원그룹 구성방식

 지원그룹 구성방식은 크게 컨소시엄 방식과 전문가 파트너쉽 방식으로 구

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컨소시엄 방식은 지역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지원팀을 만들어 마을만

들기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전문가 파트너쉽 방식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

가들이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컨소시엄 방식>

 <전문가 파트너쉽 방식>

[그림 5-9] 마을만들기 지원그룹 구성방식



활용단계 3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마을만들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외에 다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

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노력이나 일시적 사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만들기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지원은 크게 주민 및 전문가「활동지원」과 마을만들기 주민공

모사업 및 지자체 환경정비사업과의 연계같은「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전개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방식이 중심이되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과 여건에서 사업지원 역시 적절히 투입되어야 한다.사업지원

의 경우 일시적 성과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단계

▷

2단계

활동지원 사업지원

∙주민조직 활동지원
∙전문가 파견
∙디자인 지원

∙환경정비사업 연계
∙공모사업 연계
∙주민제안사업 연계
  → 행정적 지원 접근 필요

[그림 5-10] 마을만들기 지원하기

○수법 1. 활동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협의회가 마을만들기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주민조직이 마을만들기를 리드하고 관련 주체들과 협력하여 마을만들

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 「활



동지원」은 회의 및 모임지원, 정보 및 기술지원, 인적 네트워크지원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자금지원 : 주민조직이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한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경우 주민주체의 마을만들

기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타가야구 마찌즈꾸리펀드를 설

립하여 지역내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조직에 대한 활동을 일

정 상한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정보와 기술지원 :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경우, 마찌즈꾸리센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

을만들기 상담, 전문적․기술적 조언,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기

자재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 인적 네트워크지원 : 아직 마을만들기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나 활동이 풍부한 주민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한다. 마을만들기를 전개하는데 주민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사

안이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파견한다. 일본 세타가

야구의 경우, 마찌즈꾸리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 계획안 작성시나 

사업진행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5-1 참조). 

구분 내용 근거

주민
조직
활동
지원

재정지원

∙마찌즈꾸리시작일보조성: 1건당 5만엔
∙마찌즈꾸리활동조성부문: 1건당 5~50만엔
∙마찌즈꾸리하우스설치․운영조성: 1건당10~100만엔
∙특별테마조성부문: 50만엔이내

마찌즈꾸리
펀드

정보기술
지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제공
∙마을만들기 장소 및 기자재 제공

마찌즈꾸리
센터

인적
네트워크

지원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주민과의 연계 -

전문가
파견

∙주민조직이 마을만들기 계획안 작성할 경우
∙마을만들기 계획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례

[표 5-1] 일본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수법 2. 사업지원

- 마을만들기는 지역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의 소

규모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만으

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사업전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야한다. 그러나 공공재원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만을 의지하지 않고, 지역내

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이나 타 사업들과 연계함으로서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운영이 가능하며 주거지 환경개선 수법

으로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활용단계 4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마을만들기는 오랜 시간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주체 등 다양한 사람

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에 마을만들기 초기 설정된 목표와 기본방향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보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열린 행정시스템이 필요하

다.   

○수법 1.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가칭)’ 제정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로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조례(가칭)’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는 일본의 마찌즈꾸리조례와 국내 최초 마을만들기조

례인 ‘광주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만들 수 있으며, 이에 서울시 열린마을만들기조례는 총칙, 마을만들기 계획, 

마을만들기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마을만들기 목적, 기본이념, 정

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마을만들기 계획」에서 마을만들기 계획안 

의 작성, 마을만들기 의견청취,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며,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에서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사업, 마

을만들기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마

을만들기 시범사업, 공공지원, 마을만들기 행정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총칙
∙마을만들기 목적: 주민참여 주거환경 보전, 개선 및 유지 

∙기본이념     ∙책무     ∙용어정의  

마을만들기

계획

∙마을만들기계획안 작성 : 마을환경진단 후 계획안 작성 

∙마을마들기계획 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 주민워크숍, 공람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공고 

마을만들기

운영

∙마을만들기 협의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마을마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실현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이행절차 

∙마을만들기협정 : 협정의 협의, 변경 및 폐지, 이행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 및 지원

∙공공지원 : 전문가파견, 예산 반영 및 확보, 근거 등 

∙마을만들기 행정 : 마을마들기 행정의 구성 및 정비 

[표 5-2]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가칭)의 구성 

○수법 2. 열린 자치행정 이행

열린 자치행정 이행을 위해 부서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변모해야하고 지역에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간 열린 행정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은 마을만들기 규모 및 방식에 따라 단일 

행정방식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지역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위

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구청, 

자치동 등의 수직적 행정체계는 물론, 조직내 타부서와의 협력, 관련 유사

기관과의 협력 등의 수평적 행정협력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의 변모가 요구된다. 



❚마을만들기 전담행정의 신설

 마을만들기는 지속적인 행정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 행정조

직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업무의 과중,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에 의해 의욕만

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이뤄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점진적 활용 및 공공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

해 지역 마을만들기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검토되어

야한다. 이 전담부서가 행정 협력체계의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외에 주민이나 주민조직의 마을만들기

를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는 마을만

들기 정보와 기술을 전하고 모임 장소 및 마을만들기 관련 기자재 등을 제

공하며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객관성, 민주성, 합리성

을 담보하기위해 주민협의회 대표들과 구의원, 지역전문가, 담당행정 공무

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계획, 협정, 

사업 등을 자문 및 심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행정조직

- 다주체간 협력

- 분야간 재원의 효율적 집행

- 마을만들기 전담조직 필요

지원조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표 5-3] 마을만들기 전담행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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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연구결론 및 제언

제 절 연구결론1

본 연구에서는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로 접어들며 주거환경의 질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

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 시책의 하나로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마을‘

만들기 방법론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결과물로서 첫 번째는 국내’ .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에 대한 시기별시점별 분석을 통한 정확한 현황․
과 한계를 진단하였고 두 번째는 이로부터 우리나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방법,

론을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마을만들기 조직 구성하기 마을만들기 지, ,「 」 「 」 「

원하기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속하기 란 큰 틀로서 본문에서 제안 한 바 있」 「 」

다.

연구결론1.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국내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진단과 과제 그리고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활용 가

능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동기와 필요성 공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제한된 소수 주민참여에 의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점.

진적이고 의미 있는 주거지 정비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네 주거환경 문

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며 주민다수의 참여에 의한 환경개선형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네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과 노력.



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마을 환경진단 과」 「마을 미래상 및 목표 정하기」

와 같은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주체의 구성•
우리의 경우 지역마다 반상회 아파트 자치회와 같은 지역 자체 주민조직은, ,

있으나 지역 마을만들기와 같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주민협의회 는」

부재하다 현실적으로 이 점은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이 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

고자 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조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와, .

같이 아직 마을만들기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의 공공지원과 전문가,

파견 등에 의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직 구

성이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가늠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주민협의회와 더불어 마을만들기를 지원담당하는 관할「․ 행정구성 도 주민」

조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사례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

라에서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관할구청내 관련된

여러팀을 모아 담당과를 신설하고 지원하는 수평적 행정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사례와 같이 서울시 구청 동사무소의 수직적 관할 행정- -

구성 형태로 진행되는 점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조직 행정구성과 더불어, 「지원그룹 역시 마을만들기의 성패를 좌」

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천구 사례를 보면 대학과 시민.

단체 및 전문업체가 지원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형태와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의 경우 여러 관련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지원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형태 등

이 과거 시민단체나 개인전문가 주도에 의한 방식보다 제분야간 전문성의 활용

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을만들기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공공지원의 방법•
우리의 경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공공지원은 공모사업의 형태로 공공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한평공원 문화마을만들기 와 공공이 직접사업을 시행( , )

해주는 형태 녹색주차마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공공지원( ) .

은 크게 주민 및 전문가의「활동지원 과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및 지자체」

환경정비사업의 연계와 같은「사업지원 으로 구분하여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일본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공공지원은 원

칙적으로 마을의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주민조직을 구성하며 마을만들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지, ‘

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자칫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을’ .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공공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주민

협의회와 주민참여를 이용하는 수준의 마을만들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가 아직 시작단계에 있음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과 같은 사업지원 수법은 활동지원 방법과 더불어 효율적으‘ ’ ‘ ’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수법으로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이고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조에 근거한15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 가칭( ) 제정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활동지.」 「

원 및 사업지원 을 위한 근거와 예산확보 그리고 마을만들기 행정구성」 「 」 「 」

및 절차 등의 근거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여 제정할 필「 」

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 가칭 가 제정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 )「 」

는 각각의 여건과 조직에 맞는 형태의 「행정정비 를 할 수 있고 더불어 광주,」

북구와 일본의 사례와 같이 마을만들기의 원할안 운영을 위해 공무원 주민 및,



전문가교육 마을만들기 홍보지원을 도울 수 있는 별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센, ‘․
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

연구제언2.

앞서 기술된 연구결론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

항을 연구제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서울시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 수립이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

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서울시 전체의 종합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운영기본계획은 지자체 차원.

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지원 사업 및 수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며 또한, ,

여타의 다른 물리적 도시관리계획과 비물리적 커뮤니티 형성계획 간의 중간적

위상을 갖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 가칭 제정이다 서울의 주민참여 주거지( ) .

환경개선 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정책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서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환경정비사업간의 연계운영 및 지속적인 공공지원 지역,

단위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근거로서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 가(

칭 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세 번째는 서울시 마을만들기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활용이다 서울시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쉽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성과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의 전개 순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전개 초기에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동①

인식을 동기화하기 위해 마을환경 진단 과 마을만들기 목표와 실천전략「 」 「 」



수법을 활용한다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민 및. ,②

지원그룹으로 구성하고 이 기본구성에서 행정협력은 지역여건에 따라 수직적수․
평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행정협력 구성방식 그리고 지원그룹 구성방안은,「 」

컨소시엄 형태 또는 전문가 파트너쉽 형태의 지원그룹 구성방식 을 활용한다.「 」

공공은 마을만들기 촉진을 위해 주민조직에 대한 활동지원 과 지역 내 타③ 「 」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지원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활용한다.「 」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간 협력 전문성 강화,④

를 위한 행정조직 개선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및 센타 등의 구성,

등 열린 자치행정 이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2

연구의 한계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분야가 아직 시작

단계로서 그 모델이나 수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마을만들기에 대,

한 범위 역시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 주거지 환경개선 수법으로 제안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 철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동네 또는 마을단위․
주거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주민참여 사업 및 활동 등을 연구의 대상과 범위로

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의 현재 실정과 한계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 활용가능

한 주거지 환경개선 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의2.

따라서 이 연구는 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다양한 주민참여 주1990

거지 환경개선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시기 및 분석시점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의 정확한 한계와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로부터 주

거지 환경개선 수법의 하나로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활용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을 제시한 점이 이 연구의 주요 의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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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계획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논문< >

김은정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2

문승국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즈꾸리의 실천사례, -

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1998

배웅규 지구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

문, 2001

신중진 외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

집 계획계 권 호21 4 , 2005. 4

정재용 외 서울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심 단, -

독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권 호, 22 2 ,

2006. 2

자료집< >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마을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도시연대, , , 2006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걷고 싶은 도시 도시연대 발행지 월호, , 910 11․ ․
월호12 , 2005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디자인 아산시 워크숍 자, ,

료집, 2005

대한국토학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세미나 자료집, ,

2006

박상규 세기 도시정책 방향 한국토지공사 발행지 토지연구 제 권 제 호, 21 , 11 1



사례 관련문헌< >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 2006

김재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지 지방행정, ,

제 권 제 호53 607 , 2003

대한국토학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세미나 자료집, ,

2006

대한국토학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세미나 자료집 대한, ,

국토학회, 2006

이영민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지 지, ,

방행정 제 권 호52 593 , 2003

이용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지, , ,

2004

녹색주차마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주차마을 인센티브사업 추진 평자자료집, , 2005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주차마을 평가 관련 자료집, , 2005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주차마을 사업계획, , 2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주차마을 인센티브사업 추진 평가자료집, , 2005

서울특별시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매뉴얼, , 2006

서울특별시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매뉴얼, , 2005

서울특별시 년도 녹색주차마을 자치구별 추진 우수 사례집, 2005 , 2006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
문화관광부 안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계획, , 2005․
문화관광부 영광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계획, , 2005․

청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마을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도시연대, , , 2006

청주시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청주만들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 2005

최시영 청주시 용암동 녹색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지방의제 지방의제, 21, 21

한평공원•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한평공원 만들기 도신연대, , , 2004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한평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도시연대, , 2005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주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한평공원 만들, 2005

기 도시연대, , 2005

서울특별시 한평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간 만들기 녹색서울, ,

시민위원회, 2003

외국 문헌< >

, , , 2004日本建築學會 科書 第一券 方法 九善まちづくり まちづくりの　 　教
, - , 2003日本建築學會 建築設計資料集成 地域都市 編プロジェクトゲ　 Ⅰ 　․



인터넷 사이트<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전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사업 홈페이지 www.seoul.go.kr

도시연대 http://www.dosi.or.kr

광주북구청 주민자치센터 http://bukgu.gwangju.kr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설 커뮤니티파트너쉽센터

http://community.compuz.com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http://www.ccej.or.kr/ccejcity

지방의제 전국협의회21 http://www.la21.or.kr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 자료

일반주거지< >

일련
번호

위 치
진행
시기

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1

은평구

진내관동

한양주택

년1980

년대 통일로변 확장공사시1970

이주단지로 조성되었으나

담장이 없어 프라이버시

문제발생

주택별로 생울타리를

조성 서울시 푸른마을상('96

수상)

주민 주민

2
동대문구

용두 동1
년1994

주민 한사람이 화분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골목전체로 확산

주민각자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거나 꽃나무를 식재

주민,

푸른마을수상

상금

주민

3 마포구 성산동 년1994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고자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조합에서 층 단독주택을2

전세로 얻어 유아와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주민

주민,

시민단체 공동(

육아연구원)

4
중랑구 면목 동7

청운빌라
년1994

봄이 되면 빌라 주변지역에

아카시아꽃이 많음에 착안한

주민 조홍규씨가 주민들과

아카시아 축제 를 계획‘ ’

마을주민 약 세대가 모여50

마을 축제를 계획하였으며,

기간동안 광대놀이패,

농악놀이 노래자랑 등이,

진행됨

관리비 주민,

찬조금
주민

5
종로구 가회동

번지1
년1995

동사무소에서 민선자치행정의

가시적 효과와 골목길에 쓰레기

투기방지 목적으로 추진

골목에 장미넝쿨 식재 및

장미골목 푯말설치　

가회동

동사무소
주민

6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주변

년1995
도시연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활동

교통안전지도 만들기,

신문제작 초등학교 주변 문제,

개선건의 등

도시연대 주민,

시민단체,

어머니회,

학생

7 강북구 관내 년1996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방지 비상시 소방도로,

기능회복

주민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 약 여개소( 200

조성)

공사비의

지원50%

만원 만(37 -100

원)

주민,

8
마포구 연남동

375-116
년1996

마을공지 꽃밭 조성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주민

9
관악구 봉천 동1

산 116
년1996

마을 뒷산 자율녹화 서울시(

푸른 마을상 수상)
주민

10
강동구 천호 동2

337
년1996

마을 공지 꽃밭 조성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주민

11
성북구 정릉 동1

번지16
년1996

주민들이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및 통과차량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부족을 인식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건의안 제출.

성북구청에서 긍정적 검토,

성북경찰서의 반대로

무산됨주민

12
동대문구

전농 동1
년1996

전농 동장이 어린이에게 맘껏1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작

약 미터 길이의 골목길을80

매달 일 오후 시부터 차15 1

없는 골목 행사 실시

동사무소
행정,

어린이들

13 용산구 관내 년1997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방지 비상시 소방도로,

기능회복

대문개조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청에서 설치비용 지원

만원부터67

만원까지120 ?

차등 지원?

주민 행정.



일련
번호

위 치
진행
시기

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14
서초구 방배 동4

산17-15
년1997

담장 및 벽면녹화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
주민

15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대포천

년1997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피하고

버려진 하천의 정화를 위해

시작

하천 살리기 운동 주민 주민

16 부산시 연제구 년1997

저소득층 맛벌이 주부가 많은

지역에서의 육아 교육문제로․
시작

공동육아 품앗이,

공동 도서관 운영
주민 주민

17
대구시 중구

삼덕동 가3
년1998

시민운동가인 김경민씨의

골목공동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시작

담장헐기 꾸러기,

환경그림대회 녹색가게, ,

병뚜껑벽화 만들기 주차선,

지우기

주민 주민 김경민( )

18
강동구 천호 동2

461-135
년1998

화분 장미넝쿨 조성, ,

벽화그리기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

주민

19
광진구 구의 동2

일대16-9
년1998

벽면녹화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
주민

20
마포구 성산동

외 개소595 15
년1998

꽃밭 조성

서울시 푸른마을상 수상( )
주민

21
영등포구

도림 동2 270-2
년1998

담장녹화 장미길 서울시( ,

푸른마을상 수상)
주민

22 동작구 사당 동3 년1998

공지로 방치되어 있던

공공용지를마을마당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서 시작

마을마당 조성 평 과정에(567 )

주민들은 번에 걸친 워크샵을8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에 주민감독관으로

참여

동작구청,

서울시

주민 행정, ,

전문가

23
동작구

사당 동사무소2
년1998

년 월 새로운 동청사로98 2

이전하면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초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현재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

동작구 행정 주민,

24

대전시 동구

나눔의 집

자활센타

년1999
실직한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추진

집수리사업 간병인 사업 영세, ,

기업체 및 협동조합사업장

지원사업 도농직거래 사업, ,

지역조사사업 실시지역 실직자

25 문경 영순면 년2001 지역 명소가 될 꽃길을 조성 벚꽃터널 조성 영순면사무소 주민 행정,

26 강동구 행당동 년2002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위해 유치원 원장이 시작

옥상 녹화를 통해 놀이터 및

자연학습장 조성

주민

유치원 원장( )

주민

유치원 원장( )

27 부천시 년2002

아이들이 아무대나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

공공도서관 운영 주민 관리, 행정

주민,

민간단체,

행정

28
대전시 중구

문화동
년2002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주민모임에 의해 시작

마을지도 제작 영화축제, ,

보행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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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 치
진행
시기

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29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년2002

어려운 생활형편 열락한,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대학사회봉사 단체간의 협력

주민과 대학사회봉사단이

선생님이 되는 마을 공부방
주민

주민,

대학사회봉사

단체

30 강북구 수유동 년2003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

사랑의 책 배달부,

풀빛살림터 운동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주민,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31 울산시 북구 년2003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고

악취문제 해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

지렁이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

북구청 주민 행정,

32
인천시 남구

용현 동3
년2005

자투리 공간이 쓰레기 투기로

인해 방치
꽃밭조성 새마을부녀회 주민

33
인천시 부평구

청전 동2
년2006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자치문화의 정착 유도

패널식 담장벽화 조성,

다기능 정보게시판 설치
청전 동2 주민 행정,

34 창원시 중앙동 년2006

주민참여형 마을사업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에

의해 시작

꽃동산 조성 환경정비활동, 창원시 주민 행정,

35 금천구 진행중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지역 선정

소공원 문화광장 문화행사, ,

담장 허물기
서울시

주민 행정, ,

전문가

36 강서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방지 비상시 소방도로,

기능회복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민이

담장철거 대문철거 등을 통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까지 지원80%

주민 행정,

37

은평구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녹번종합사회

복지관

환경주부모임

주민,

시민단체

38 송파구 신천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 주민 주민

39 동작구 관내

구청에서 녹색환경 봉사단을

조직하여 뒷골목 청소,

재활용품 수거 등의 활동을

전개

동작구 주민 행정,

40 송파구 관내

구청에서

골목관리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골목의 청소 및

도로관리 등을 진행

송파구 행정 주민,

41 울산시 남구 주거지역 담장허물기 정원조성, 남구청 행정



녹색주차마을< >

일련
번호

위 치
진행
시기

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1
서대문구

북가좌 동2
년2004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일방통행 및 이면도로정리

추진되고 있었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0%)
주민 행정,

2
성동구

성수 가 동1 2
년2004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등하교시 매우 혼잡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1%)
주민 행정,

3
용산구

용문동
년2004

상업 및 업무시설과 주택규모가

큰 단독주택이 밀집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2%)
주민 행정,

4
동대문구

장안 동2
년2004

주거시설과 상업 및 업무시설이

혼재 주거지역은,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3%)
주민 행정,

5
도봉구

쌍문 동3
년2004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밀집됨 보행환경 열악,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6
광진구

능동
년2004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격자형

이면도로 구조 외부,

통과차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과 불법주차 문제 심각,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7
영등포구

대림 동1
년2004

대상지 주면을 간선도로로

둘러싸고 있으며,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8
관악구

신림 동11
년2004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나 주거가 로80%

대부분을 형성하여 상업시설은

주상복합 형태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9
구로구

고척 동2
년2004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토지구획정리가 결정된

구역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

도로구조가 곡선의 경사지대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0
금천구

시흥 동3
년2004

공업지역이 있으며 단독주택의,

구성비가 적고

다세대 주택으로 주로 이루어짐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1
구로구

구로 동5
년2005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2
성동구

마장동
년2005

보조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이

입지하고

건물 대부분이 다세대 및

다가구 밀집주택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3
성동구

송정동
년2005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단독

주택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주택의 규모가 작은 다가구의

서민 밀집지역,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함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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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14
관악구

신림 동4
년2005

상주인구가 매우 많으며,

주변 지하철역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많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5
서대문구

홍은 동3
년2005

대학교로 인한 통학이

빈번하며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이상이 자가 주차장을50%

확보하고 있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6
영등포구

신길 동1
년2005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자동차

비율이 로 주차여건이 매우40%

열악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7
동작구

상도 동3
년2005

간선도로변에는 저밀도 상업 및

근린생활이 입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없는

전형적인 주거지역,

대부분의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망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8
양천구

신월 동5
년2005

대부분이 단독 및 다가구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에 의해

정체가 발생하는 일부구간은

일방통행로로 운영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19
동대문구

휘경 동2
년2005

다가구 다세대 비율이 높으며,

다른 지역 보조간선도로변에

위치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0
송파구

송파 동1
년2005

다른지역에 비해 주상복합의

비율이 높으며,

차량드록대수가 매우 높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1
강동구

천호 동4
년2005

주택 및 상가혼합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주택들로 구성,

일부지역은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2
금천구

독산 동4
년2005

관악산이 위치하여 경사를

이루고 잇으며 단독주거의,

비율이 높음 도로선형이,

불규칙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3
용산구

한남 동2
년2005

매봉산과 한남로로 인하여

타지역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며 건축물이 적으며 외부,

유입차량이 적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4
도봉구 쌍문

동2,4
년2005

지구 중심에 학교 및 주택가

밀집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움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5
중랑구

망우 동3
년2005

용마산길로 블록이 나누어져

경사로를 이루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음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26
종로구

혜화동
년2005

교육시설과 한옥마을이 있으며,

지구내 주축도로가 곡선형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

설치CCTV

시비(70%)

구비+ (34%)
주민 행정,



한평공원< >

일련
번호

위 치
진행
시기

동 기 주 요 내 용 재원마련 참여주체

1
종로구 원서동

빨래골 쉼터
년2002

오래된 경비초소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던 공터를 주민의

신청으로 동네 자투리땅'

활용하기 프로그램의 첫'

작품인 한평공원 호로 선정1

나부벤치 나무 벽펜스, ,

화단조성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행정,

도시연대

2
종로구 가희동

북촌 한옥마을
년2003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피며

버려진 공간을 활용
북촌마을지도 화단 조성,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도시연대

3
성동구

금호동
년2003

주차차량으로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쉼터 벽화 조성,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도시연대

4
성동구

옥수동
년2003

가파른 계단에 화분 쓰레기, ,

각종 자재들이 방치
화단 조성 난간 설치,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행정,

도시연대

5
은평구

수색동
년2004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어린이 안전 표지판,

화단 조성,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도시연대

6
강북구

미아동
년2004

방치되어 있던 공터를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쉼터로 조성
벽화조성 벤치 설치,

서울

녹색시민연합회

주민,

도시연대

7
종로구

인사동
년2004

에어컨 실외기와 상가물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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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tatement

The housing provision policy as a central figure rapid growth times past 

has changed the Hanok (Korean traditional house) and single family house to 

apartment buildings. In addition, the most of   residential area in Seoul without 

any other housing development plans or projects were left be unmanaged. 

Also, the neighborhood community and landscape were extremely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housing type. 

However, the population in Seoul is gradually decreased and also changed 

into an aging society. Therefore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changed. The 

urban village making (Maul-mandulgi) may be considered as a new policy and 

a method for renewal existing residential area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Research Goal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ctly define what are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projects done by citizen, who are the main bodies 

and how they participate and corporate projects together, what are the roles 

of public agency to support projects and what are the results of urban village 

making (Maul-mandulgi) in Korea. The research suggests a guideline for 

using 'Maul-mandulgi' as a metho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Seoul.



Research Methodology

This research was done by case study methodology. The first, urban 

village making(Maul-mandulgi) cases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erms of 'motivation', 'the main body', 'public support' and 'the 

result' respectively. The second, Machizukuri cases in Japan were also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the same points of view in Korea. The third, the 

studied cases in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by a period and a point of 

view. The last, a policy and a guideline were suggested for promoting the 

using of 'Maul-mandulgi' in Seoul.  

Recommendations 

Three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 'Maul-mandulgi' master plan in Seoul should be drawn up immediately. 

It makes link various 'Maul-mandulgi' projects very effectively and 

suggests a long-term executive plan. 

 • 'Maul-mandulgi' ordinance is needed to initiate 'Maul-mandulgi' 

projects based on the supports of public administration.

 • A guideline for 'Maul-mandulgi' should be made in near future and 

distributed to stockholders to promot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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