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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 까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

하도록 하는 안 리의 책임은 주로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됨.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재난방지와 안 확보를 한 각종 제도와 기 을 운 하고, 방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리하며, 감시와 단속, 긴 구조, 복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도시안 을 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필요한 한편,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주도의 책만으로는 시민안 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

하게 처하고 시민들의 안 에 한 욕구수 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 의 보다 섬세한 도시안 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 리상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려는 근이 필요함

◦이 연구는 지 까지의  주도 재난  안 리사업의 보완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형 안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함

2. 안전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안 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는 사고 험과 

련된 안 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 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력을 통해 지속 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함

◦안 마을만들기의 공간  범 는 지역사회 공동의 심사와 이해 계, 사업추진의 지역

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환경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 로서 

략 동(행정동 는 법정동) 단  이하의 범 를 상정함

◦안 마을만들기는 한정된 공간  범 에서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 내지 주도 인 

역할을 제로 하기 때문에 잠재 인 사업 상 역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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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역의 것들에 한정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방재  안 련 공공사업

을 제로 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안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재난 는 사고의 ‘발생-피해- 책-사업추진’ 틀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음

◦발생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를 하는 안 상의 해요인, 즉 재난  사고유형에 따라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 용될 수 있는 ‘공통형’을 비롯하여, ‘재난안

형’(자연재해, 인 재난), ‘화재안 형’, ‘교통안 형’, ‘생활안 형’, ‘범죄 방형’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음

◦피해 측면에서는 피해에 취약한 지역  인구집단을 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지

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 심지형’으로 나  수 있고, 상인구집단에 따라 어린

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인구집단을 상으로 하는 ‘취약집단 심형’과 불특

정 지역주민 체에 걸쳐 안 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일반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책 측면에서는 비물리 인 안 리활동 심의 ‘안 리 로그램형(S/W형)’,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양쪽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업형(S/W-H/W 복합형)’으로 구

분할 수 있음

◦사업추진 측면에서는 사업추진주체로서 가 이니셔티 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민주

도형’과 ‘민 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한편, 마을만들기는 당해 사업의 주된 목 이 안   방재를 한 사업인지( 의), 혹은 

다른 사업의 일부로서 안   방재에 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의)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주된 논의 상은 자에 한 것임

3. 서울에서 재난 및 사고의 발생 특성

◦서울에서 자연재해는 여름철 풍수해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 풍수해는 집 호우에 의

한 침수피해가 주를 이루는 한편, 산사태  붕괴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함

◦침수피해는 하천범람보다 지  우수집 , 배수시설 통수문제 등에 의한 내수침수가 

부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하여 지  시가지,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지하공간, 도로면 등

에서 많은 침수피해를 보고 있음

◦산사태를 비롯한 사면재해 한 집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

화지역 경계부의 산지  비탈면, 도로, 주택가의 옹벽⋅축  등에서 나타남

◦서울은 지난 세기 개발연 에 격한 인구집 과 도시화로 인한 토지자원 부족, 주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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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해결하기 하여 지 , 지하공간, 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

었고, 이러한 지역들에서 침수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들에는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풍

수해 책들은 복지와도 한 련성이 있음

◦풍수해 이외의 자연재해로는 겨울철 폭설 는 한 에 의한 피해와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가 있음

◦서울에서 인 재난  생활안 사고  인명피해를 압도 으로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은 

도로교통사고이며, 화재, 등산사고(실족, 추락, 고립 등), 수난사고(물에서의 실족, 익사 

등), 추락, 지하철교통사고, 감 , 붕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재산피해에서는 화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붕괴, 폭발 등에 의한 피해가 

있음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도로교통사고는 ‘차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

망사고는 ‘차 사람’사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차 사람’사고는 주로 상업업무 집지

역이나 단독⋅다가구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며, 간선도로상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많이 일어남

◦서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5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도) 기 으로 보면, 폭

력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이어 도, 강간, 강도, 살인 등의 순이며, 강간사건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서울시민들은 범죄 험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안전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있는 도시 는 구역 차원의 국내⋅외 로그램 사례로는 국내

에서 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인 행정안 부의 안 도시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

마을 시범사업  화재없는 마을만들기 등이 있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 련사업들은 무수히 많은데, 컨 , 범죄⋅재

난 없는 구, 화재 없는 안 한 마을만들기, 안 한 거리 조성사업, 어린이에게 안 한 

통학로 등을 들 수 있음

◦국제기구에 의한 로그램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Safe Communities가 있으

며, UN-Habitat의 개발도상국 지원 로그램인 Safer Cities가 있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에 안 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한 주민참여 기반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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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이 운 되고 있는데,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방범과 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 인 방범활동 내지 로그램으로 Neighborhood 

Watch가 있음

◦일본에서는 안   방재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지자

체들에서 운 되고 있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를 상으로 

하고 있고, ‘수해에 안 한 마을만들기’는 풍수해를 상으로 하며, 안 한 마을만들기 

는 ‘안 ⋅안심 마을만들기’는 주로 방범과 생활안 을 상으로 함

◦안 마을만들기를 도모하는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를 언 할 필요가 있는

데, 우선 방재  생활안 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과 안 모니터 사단이 있고, 소방분야

에는 의용소방 가 있으며, 방범분야에는 자율방범 가 있음

◦어린이  청소년분야에는 주민조직  사회단체들이 특히 많은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단, 학교보안 , 안 둥지회, Walking School Bus,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음

◦행정동 는 마을 단 의 주민자치 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도 안 ⋅방재

와 련된 활동을 할 수 있음

◦마을만들기 련사업 에는 지역안 을 주된 목 으로 하지는 않지만 안 과 련된 사업

이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에는 주거환

경정비를 한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을 한 가로등 정비, CCTV 등을 포함하고 있음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공모형 지지원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는 도시 는 마을의 

한 유형으로 ‘안 ⋅건강도시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건강도시형, 방재안 형, 무장애

(barrier-free) 도시형으로 세분됨

◦안   방재 련 국내⋅외 마을만들기 련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   과제를 정리하면 

크게 네가지임. 첫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앙정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실질 인 주민참여 내지 주민주도의 측면이 단히 미흡하므로,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자율 이고도 극 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요한 과제임

◦둘째, 부분의 사업들은 공모방식에 의한 일회성 공공투자사업 내지 재정지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

며,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다변화 등이 필요함



v

◦셋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재정지원에 의존한 물리  환경정비 심의 사업이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의 의존성을 이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물

리 인 주민활동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에 해서는 부분 공공부문의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목 을 갖는 조직이 복 으로 존재하

는 등 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안 마을만들기 사업 역을 발굴하는 데 

있어 기존 활동 역과의 복 가능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안 마을만들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마

을공동체 만들기의 틀 속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민선5기 후반에 들어 서울시가 으로 추진하는 로젝트로, 서

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통과 특성을 계승 발 시키고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칭함

◦마을만들기 지원 상은 사업주체인 주민 는 주민단체인데, 주민은 3명 이상의 공동명의

로 신청이 가능함

◦안 마을만들기 추진에서는 안 분야의 특수성과 문성에 비추어 지원신청사업에 한 

안내  상담 등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한 단일창구로서 종합지원센터에 으로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마을만들기의 개별 ⋅ 문  사항에 하여 종합

지원센터, 행정기 (시, 자치구 담당부서), 문가 등이 긴 히 조할 필요가 있음

◦안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정도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

반이 미약한 단계에서는 소극 인 참여로서 안 마을만들기 추진을 한 여건조성  사

업발굴이 심이 되도록 함

◦지역공동체 기반이 이제 막 형성된 경우에는 주민참여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

자⋅지원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이 요하므로, 민 트 십 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단계에 이르면 주민 심의 자율 이고 주도 인 참여가 가능

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 과 련된 다양하고도 종합 인 사업과 로그램을 개

하도록 함

◦안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방식과 련하여,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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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건조성  사업발굴(인큐베이 )은 부분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

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임. 표 인 사업으로는 지역안 상의 해요인을 

조사⋅발굴하기 한 주민의견조사, 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악하기 한 마을 둘러

보기, 지역주민이 직  작성하는 안 지도만들기 등이 있음

◦마을안 을 한 개선 로그램을 본격 으로 운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컨  안 지도⋅계몽활동이나 감시⋅순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

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임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에서는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 확보를 한 사업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표 인 경우가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을 상으로 하는 복지  성격의 사업이 해당함

◦공공시설을 상으로 하는 안 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의 조가 필요한 경우는 많을 것

인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실 인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는 해당사업의 

실  타당성을 높이기 한 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안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잠재 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업 역은 지역주민들이 재

의 가용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동단  이하 마을단  정도의 

공간  범 에서 시행할만하게 작으며, 가  비용이 게 소요되고, 기술  문성의 

요구도가 높지 않은 사업 역을 심으로 함

◦ 한 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 쾌 성, 편리성 등도 도모할 수 있고 이에 합치되는 

사업 역에 을 둠

◦이 연구에서는 해요인에 따라 공통형, 재난안 형, 화재안 형, 범죄 방형, 교통안

형, 생활안 형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가능 역을 제안함

◦한편, 주민참여의 수 에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을 거주인구의 사회경제  동질성, 

거주기간의 지속성  주택 유형태, 주간인구의 사회경제  특성, 공간  범 , 참여자의 

헌신  리더십, 역사⋅문화  배경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주민참여의 한계 내지 해결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6.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

◦안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 으로 주민들의 자발 인 의지와 노

력이 요한 만큼 공공지원은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

한 주민활동과 로그램이 요한 만큼 재정투입 심의 일회성 지원사업은 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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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범 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임

◦공공지원은 ‘상시 인’ 주민제안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서울시 마을공동체 표 지침에 따르면, 지원 상사업은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사업

주체가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안 마을만들기도 이러한 표 지

침을 참고하여 정하면 될 것임

◦안 마을만들기 지원기 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안 리 로그램형(S/W형)과 물리  환

경정비형(H/W형) 간에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단히 크므로 별도의 차등 인 지원기 이 

용될 필요가 있음.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최

 90%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정비

비용은 액 공공이 부담하고 사유시설(건축물 등) 정비비용은 일정비율( ：총사업비의 

10~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 내에서도 안 마을만들기 여건조성  발굴을 한 

사업(인큐베이 )과 실제 험해소를 한 개선사업 간에도 차등 인 지원기 이 용

될 필요가 있는데, 여건조성  사업발굴을 한 사업은 최  1년간만 지원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일회성 사업과 지속성 사업에 한 차등지원이 필요한데, 지속성 사업은 최  1년에서 최

 3년까지 지원(일몰제 용)하고, 매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

도록 하며, 일회성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안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한 평가는 크게 복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됨. 복

성 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복되는지를 검

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타당성 평가

는 복성 검토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

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과정임

◦안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평가기 과 평가항목은 표 차를 참조하되, 안 마을의 고

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성’, ‘기 효과’, ‘주민참여  역량’의 

4개 평가기 에 총 1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함

◦이 게 구성된 평가기  항목에 하여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유효 응답자수 107

명) 상 인 요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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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 까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

도록 하는 안 리의 책임은 주로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 은 재난방지와 안 확보를 한 각종 제도와 기 을 운 하고, 방재시설과 같은 공공

시설물을 설치⋅ 리하며, 감시와 단속, 긴 구조, 복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안 을 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필요한 한편,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

단해짐에 따라  주도의 책만으로는 시민안 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처하

고 시민들의 안 에 한 욕구수 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1-1>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의 수준과 관 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간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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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 의 더 섬세한 도시안 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 리상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해나가는 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단 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마을만들기는 도시안 분야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에서 수행하는 재난  안 리 책은 일반 으로 분

야별⋅소 부서별로 나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입장에서 통합 인 책의 용이 어

렵고, 주민 입장에서의 안 상 심사나 우선순 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분야 간에 균형 인 

정책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의 입장과 보호받아야 할 당사

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 까지 소 부서에 따라 개별 이고 산발 으로 추진되어온 사업들

을 지역단 에서 통합 으로 풀어가려는 근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이를 한 제한된 차

원에서의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림 1-2> 도로의 빗물받이 상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전경

이 연구는 지 까지의  주도 재난  안 리사업의 보완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하여 서울시 차원에

서의 주민참여형 안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보다 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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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한다.

- 안 마을의 개념과 안 마을만들기의 성격 정의

- 안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유형 제시

- 서울에서의 재난  사고 발생 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안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제시

- 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높은 국내⋅외 사례분석과 시사  도출

- 서울시에서 안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추진체계, 유형별 주민참여 역  주민

참여방식 검토

- 안 마을만들기사업에 한 공공지원과 지원을 한 평가방식  평가기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가 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안 의 범 , 안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유형, 주민참여 역과 참여방식, 안 마을만

들기의 공공지원을 한 지원방법, 지원을 한 평가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를 하여 안 마

을만들기와 련되는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통계자료, 법제도 등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을 

심으로, 과거 재난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에 한 조사나 방범순찰  운 실태조사

와 같이 일부 장조사가 보완 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의 내용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서울에서의 주민참여형 안 마을만들

기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로서, 안 마을의 개념, 안 마을만들기의 성격, 안 마을만

들기의 다양한 유형화 등을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인 재난  안 사고, 범죄 등의 발생 황과 특

성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많은 국내⋅외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서울에서 안 마을만들기 추진 시 사업체계, 유형별 주민참여방식과 주민참여

역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안 마을만들기사업에 한 지원과 평가 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지원방법, 지

원 상사업 선정을 한 평가방법과 평가기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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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내용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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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제1절 안전마을의 개념과 안전마을만들기의 성격

1. 마을 또는 공동체

사 인 정의에 따르면,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는 ‘이웃에 놀

러 다니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이란 지역성, 비도시  특성, 이웃과의 유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마을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community)’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는 목  따 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사 에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체란 사회집단으로

서 공동의 목  내지 이해 계의 공유 측면을 강하게 함의하고 있다.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장소성을 함의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폭 넓은 개념이다.

일반 으로 마을 는 공동체의 주요한 구성요소로는 ① 지리  역, ② 사회조직 내지 집

단, ③ 공동의 유  는 연  등을 들 수 있다. 즉 공동체는 지역  변수, 사회  변수, 문화

⋅심리  변수들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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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을 또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2. 안전마을과 안전마을만들기

안 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는 사고 험과 

련된 안 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하여 자발 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력을 통해 지속 으

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한 안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안 마을을 구 하기 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말한다. 

<그림 2-2> 안전마을만들기의 주요 특징

3. 마을의 공간적 범위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용 가능

한 공간  범 를 미리 인 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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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이드를 제시하기 해서는 마을만들기가 상정하는 마을의 공간  범 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의 공간  범 는 지역사회 공동의 심사와 이해 계, 사업추진의 지역 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환경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 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안 마을이 상정하는 조작 으로 정의된 공간  범 를 동(행정

동 는 법정동) 단  이하의 범 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 인 안 마을의 공간  범 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설정될 것이며, 주거단지, 블록, 등학교권역, 근린생활권, 행정동, 법정동 

등 당해 활동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범 가 가능할 것이다.

구분 면적(㎢)
2010년 인구(명)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평균 1.43 23,100 24,942

최소 ~ 최대 0.23 ~ 12.69 809 ~ 49,837 1,658 ~ 53,298

<표 2-1> 서울시 행정동(424개) 평균면적 및 인구

한편, 안 마을과 련하여 근린생활권 는 근린주구의 개념이 요한 의미를 갖는데, 도시

계획에서 근린생활권의 개념은 ‘어린이들이 험한 도로를 건 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생활의 편리성과 쾌 성, 주민들 간의 사회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  범 를 의미한다. 근린생활권의 범 를 조작 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인 기

으로 ① 인구 5,000~10,000명 정도의 규모, ② 등학교 학구 정도의 범 , ③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는 규모, ④ 생활권 심으로부터 반경 500m 내외의 범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 안전마을만들기에서 안전의 범위

안 마을만들기는 기본 으로 한정된 공간 (local) 범 와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 내

지 주도 인 역할을 제로 하기 때문에 잠재 인 사업 상 역도 한정된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역의 것들이 해당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  지역주민 주도의 차원을 

넘어 보다 범 한 차원에서 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 ( ：공공시설 설치⋅ 리기 ) 등

이 고유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방재시설의 설치나 안 련사업은 안 마을만들기의 주

된 상 역이 아니다. 안 마을만들기는 방재  안 련 공공사업을 제로 하며 부족하거

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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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안전마을만들기의 성격

안 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재산의 보호, 지역사회기능( ：경제활

동, 기⋅통신⋅물 등 공공서비스)의 보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

로써 험의 발생을 방⋅ 감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앞서 안 마을만들기의 성

격을 제로 하여, 고려할 수 있는 재난  사고의 범 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참여 내지 

주민주도로 가능한 사업이여야 할 것이다.

<그림 2-4>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잠재적인 재난 및 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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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1. 유형화 기준

안 마을만들기의 유형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안 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책을 마

련하며, 사업추진방식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한 지자체는 제안된 안 마을

만들기사업들을 악하여 필요성을 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추진 후에 평가하는 데

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안 마을만들기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한 책을 마련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즉 ‘발생-피해- 책-사업추진’의 로세스에 따라 각 단계

에서 악되어야 할 사항들을 심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발생의 측면은 지역사회 안 상

의 해요인, 즉 재난  사고를 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피해의 측면은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취약한 지역 는 인구집단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책의 측면은 안

마을만들기 사업 상 역을 크게 소 트웨어 (S/W：software) 책과 하드웨어 (H/W：

hardware) 책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측면은 사업추진방식에 따

라 주민주도, 민 력, 공공주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2-5> 안전마을만들기 유형화를 위한 틀

2. 재난 및 사고의 발생과 피해에 따른 유형화

첫째, 안 마을만들기는 재난  사고의 발생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하는 안 상의 해

요인, 즉 재난  사고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

의 재난  사고유형에 모두 용될 수 있는 ‘공통형’을 비롯하여, ‘재난안 형’(자연재해, 인

재난), ‘화재안 형’, ‘교통안 형’, ‘생활안 형’, ‘범죄 방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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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측면에 따른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둘째, 안 마을만들기는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 측면에서 피해에 취약한 지역  인구집

단을 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 심지형’으로 나  수 

있고, 상인구집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인구집단을 상으로 하는 

‘취약집단 심형’과 불특정 지역주민 체에 걸쳐 안 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일반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7> 재난 및 사고의 피해대상에 따른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3. 사업대상영역에 따른 유형화

안 마을만들기에서 재난  사고를 감하기 한 책은 다양한 에서 분류할 수 있겠

으나, 사업비용, 사업의 지속성, 공공지원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비물리 인 안 리활동 

심의 소 트웨어(S/W) 분야인지, 혹은 물리  환경정비를 한 하드웨어(H/W) 분야인지가 

요하다. 사업 상 역에 따른 안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안 리 로그램형(S/W형)’,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양쪽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업형(S/W-H/W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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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업대상영역에 따른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4.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유형화

안 마을만들기의 사업추진은 기본 으로 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제로 하지만, 사업추

진주체로서 가 이니셔티 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민주도형’과 ‘민 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9> 사업추진주체에 따른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한편, 마을만들기는 당해 사업의 주된 목 이 안   방재를 한 사업인지, 혹은 다른 사업

의 일부로서 안   방재에 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의 주된 논의 상은 자에 한 것이다.

<그림 2-10> 다른 사업과의 관계 측면에서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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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에서의 재난 및 사고 발생현황과 특성

제1절 재난 및 안전사고

1. 자연재해

서울에서 자연재해는 여름철 풍수해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1990년  이후 서울에서 

풍수해가 많이 발생한 해는 1990년, 1998년, 2001년, 2010년, 2011년이다. 풍수해는 집 호우

에 의한 침수피해가 주를 이루는 한편, 산사태  붕괴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침수피해

는 하천범람보다 지  우수집 , 배수시설 통수문제 등에 의한 내수침수가 부분을 차지하

며, 이로 인하여 지  시가지,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지하공간, 도로면 등에서 많은 침수피해

를 보고 있다. 침수피해의 형태는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등)보다 재산피해와 도시기능상의 

피해(교통마비, 단 , 통신두 , 단수 등)가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향으로 집

호우의 강도가 커지고 더욱 빈발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산사태를 비롯한 사면재해 한 집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

지역 경계부의 산지  비탈면, 도로, 주택가의 옹벽⋅축  등에서 나타난다. 피해형태는 부

분 건축물  시설물의 재산피해 는 도시기능상의 차질(교통단  등)이다. 그러나 2011년 7

월 집 호우에 의한 우면산 산사태(토석류)는 18명 사망이라는 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서울은 지난 세기 개발연 에 격한 인구집 과 도시화로 인한 토지자원 부족,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하여 지 , 지하공간, 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

한 지역들에서 침수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시가지의 높은 불투

수율로 인하여 배수시설을 비롯한 인 인 방재시설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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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과하는 집 호우에 유연하게 처하는데 근본 인 한계를 안고 있다. 더구나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들에는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풍수해 책들은 

복지와도 한 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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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통계연보 (2008~2010년 이재민 수는 재해연보 자료)

<그림 3-1> 서울의 연도별 풍수해 발생현황

<그림 3-2> 서울의 침수지역 분포(2000년대 이후 침수지역 중 1980년대 이후 2회 이상 침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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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이외의 자연재해로는 겨울철 폭설 는 한 에 의한 피해와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

를 들 수 있다. 폭설은 주로 고갯길, 지하차도 입구, 고가차도,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며, 도로교

통마비와 빙 길 낙상과 같은 피해를 비롯하여 구조부가 취약한 건축물 등의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폭설과 한 는 노년층  소득층이 집 된 지역에서 취약성이 높다.

한 도시열섬 상과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기온이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름철 열 일수(열 일수는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의 수)  열 야일수(일최 기온이 

25℃ 이상인 날)가 증가하며, 극한고온 상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폭염은 

력, 물 등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과부하로 인한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조기사망, 염병, 정신  스트 스, 기질 악화 등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도시화가 고도화되고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과 노년층  소

득층이 집 된 지역에서 폭염에 한 취약성이 높다.

2.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풍수해에 비해 인 재난  생활안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매년 일정수 의 발생빈도와 

피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서울에서 인 재난  생활안 사고  인명피해를 압도 으로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은 도로교통사고이며, 화재, 등산사고(실족, 추락, 고립 등), 수난사고(물

에서의 실족, 익사 등), 추락, 지하철교통사고, 감 , 붕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산피해에

서는 화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붕괴, 폭발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자료：소방방재청, ｢재난연감｣(2010년 및 2011년 평균)

<그림 3-3> 서울의 인적재난 및 생활안전사고의 발생과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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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도로교통사고는 ‘차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

망사고는 ‘차 사람’사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차 사람’사고는 주로 상업업무 집지역이

나 단독⋅다가구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며, 간선도로상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자주 일어

난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2007~2009년)

<그림 3-4> 핵밀도추정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이용한 서울의 ‘차대사람’ 교통사고 밀도분포

(좌：사고발생, 우：사망사고)

재산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인명피해도 지 않은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시설별

로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고, 이어 기타서비스시설, 매업무시설 등으로 순으로 많아 주택, 다

이용업소 등의 화재 방이 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그림 3-5> 서울의 시설별 화재발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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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죄 및 시민들의 도시안전에 대한 인식

1. 범죄(강력범죄)

서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5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도) 기 으로 보면, 폭력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이어 도, 강간, 강도, 살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강력범

죄 에서 폭력, 강도 등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성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강간사건은 빠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그림 3-6> 서울의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강력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기 자료를 통해 보면, 반 으로 노상(도로  골목

길과 주변의 불특정 공공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숙박업소⋅목욕탕⋅유흥업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주택가는 공동주택(아 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보다 단독⋅다가구주택

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5  강력범죄의 자치구별 발생분포를 시가화면 (1㎢)당 도로 상 화시켜 보면, 인구 집

지역인 송 구가 가장 높고, 강남구, 악구, 강서구, 등포구, 성북구 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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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식범죄통계시스템

<그림 3-7>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발생장소 분포(2007~2009년)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그림 3-8> 서울의 5대 강력범죄 자치구별 발생밀도(2009~2011년)

2. 도시안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

서울시민들이 도시안 에 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2010년 기  통계청 ｢사회조사｣ 자

료를 통해 살펴보면, 범죄 험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이어 국가안보, 신종 염병, 치안, 교

통사고, 정보보안 등의 순으로 많이 꼽고 있다. 국가안보, 신종 염병, 정보보안 등이 상 으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당시의 시기 인 요인이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빈번한 발생건수 때문에 그 험

성이 덜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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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계청, ｢사회조사｣, 2010

<그림 3-9>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안전상의 불안요인(2010년)

제3절 재난 및 사고의 특성 요약 및 시사점

서울은 지난 세기의 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막 한 토지수요를 감당하기 하여 지

, 경사지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한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시

설이 고도로 집 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화재, 붕괴 등 각종 인 재난과 안 사고의 발생

험이 커졌다. 서울은 도시기반시설과 안 리체계가 비교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

나, 고 의 도시로서 취약성 한 그만큼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개인화와 사회  유

의 약화,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행 가 기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도시인데,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요인이 바로 범죄에 한 두려움이다.

통 으로 도시안 에 한 주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들은 안 확보를 한 제도와 로그램 운 , 도시시설물에 한 설치와 유지 리 등의 수많

은 활동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한계를 보이는 

오늘날에는 방 한 도시공간에 걸쳐 도시안 을 오로지 국가와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각종 험에 한 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 단 에서 각종 험요인과 안 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안 에 한 인식과 역량을 높임으로써 도시안 을 보다 강

화하고 공공부문 심의 안 리 책을 보완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의 안 을 한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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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능한 활동범 에서 많은 한계가 있으며, 재

난  사고의 발생을 원천 으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반

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  사고의 특성을 피해형태, 발생장소, 발생원 등의 측면에서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요 피해형태 주요 발생장소 주요 원인

자연

재해

침수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 정

전, 교통마비,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 등

저지대 완경사 지역, 반지하

주택, 지하도 상가 등

집중호우, 저지대개발, 하수관

거 용량부족 등

사면재해
산사태, 인공사면⋅축대⋅

옹벽 등의 붕괴, 토석류 등

시가화⋅비시가화지역 연접부 

경사 5~40도 구간

선행강우와 집중호우, 토질⋅

토양조건, 시가지 개발형태 등

설해
교통마비, 빙판길 낙상, 건

축물 붕괴 등

지하차도 입구, 고갯길, 고가

차도, 교차로 등

폭설, 도로형태 및 구배, 통행

량, 건축물 형태 등

인적

재난

및

안전

사고

도로

교통사고

차대차사고 주류, 인명피해

는 차대사람사고가 가장 큰 

비중

상업밀집지역, 단독주택가 간

선도로상의 횡단로와 교차로 

일대

운전자 요인(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등), 환경적 요인(도로

시설물, 동선체계 등) 

화재 재산 및 인명피해
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장⋅

창고, 노상 등

안전부주의, 전기적 요인, 방화 

등 건축구조, 설비 등 

붕괴 건축물, 시설물, 공사장 붕괴 주택, 공사장, 도로 등 관리부실, 시공부실, 노후화 등

산악사고 추락, 실족, 조난, 고립 등 등산로 등
등산 중 실족⋅추락, 조난, 개인

질환 등

수난사고 익사, 추락, 실족 등 교량, 하천 고수부지 등 자살기도, 실족⋅추락 등

범죄 강력범죄 인명피해, 재산피해 
노상, 숙박업소⋅목욕탕⋅유

흥업소, 단독주택 등 

폭력이 가장 큰 비중, 절도, 강

간 등의 순, 강간은 지속적인 증

가추세

<표 3-1>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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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

제1절 사례 개요

1. 안전 및 방재관련 환경개선

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있는 도시 는 구역 차원의 국내⋅외 로그램 사례로는 우선, 

국내에서 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인 행정안 부의 안 도시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

을 시범사업  화재 없는 마을만들기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

련사업들은 무수히 많은데, 컨 , 범죄⋅재난 없는 구, 화재 없는 안 한 마을만들기, 안

한 거리 조성사업, 어린이에게 안 한 통학로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지역 주요 사례

국내

중앙정부 지원

- 안전도시 시범사업(행정안전부)

- 방재마을 시범사업(소방방재청)

- 화재 없는 안전마을(소방방재청)

지자체 안전/방재

- 범죄⋅재난 없는 중구(서울 중구)

- 안전한 거리 조성,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지자체 다수)

- 아동안전지도 만들기(과천시, 여성가족부 등), 기타

국제/해외

국제기구 공인 또는 지원
- Safe Communities(WHO)

- Safer Cities(UN-Habitat)

일본

- 방재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 수해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기타

미국, 유럽 등

-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또는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DRC)

- Neighborhood Watch, 기타 

<표 4-1> 도시 또는 구역기반의 안전⋅방재관련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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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의한 로그램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Safe Communities가 있으며, 

UN-Habitat의 개발도상국 지원 로그램인 Safer Cities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에 안 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한 주민참여 기반의 로그램들

이 운 되고 있는데,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방범과 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 인 방범활동 내지 로

그램으로 Neighborhood Watch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안   방재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지자체들에서 운 되고 있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를 상으로 하

고 있고, 수해에 안 한 마을만들기는 풍수해를 상으로 하며, 안 한 마을만들기 는 안

⋅안심 마을만들기는 주로 방범과 생활안 을 상으로 한다. 

2. 안전 및 방재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안 마을만들기를 도모하는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를 언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방재  생활안 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과 안 모니터 사단이 있고, 소방분야에는 의용

소방 가 있으며, 방범분야에는 자율방범 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분야에는 주민조직  사회단체들이 특히 많은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통행 지⋅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를 상으로 감시  선도활동을 한다. 등학

교를 심으로 운 되는 주민조직  사회단체로는 학교보안 , 안 둥지회, Walking School 

Bus,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다.

분야 단체명 최소지역단위 비고

방재 자율방재단 동 공공지원 있음

생활안전 안전모니터봉사단 구 -

소방 의용소방대 동 공공지원 있음

방범 자율방범대 파출소 공공지원 있음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초⋅중⋅고등학교 등 -

어린이안전

학교보안관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안전둥지회(교육청)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Walking School Bus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

재난구호 적십자단체 구 -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동 공공지원 있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마을) 공공지원 있음

<표 4-2>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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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발생 시 구호를 하여 십자단체가 구 단 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동 는 마을 

단 의 주민자치 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도 안 ⋅방재와 련된 활동을 포함

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도시(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마을만들기 련사업 에는 지역안 을 주된 목 으로 하지는 않지만 안 과 련된 사업

이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에는 주거환경정비

를 한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을 한 가로등 정비, CCTV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공모형 지원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는 도시 는 마을의 한 유형으로 ‘안 ⋅

건강도시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건강도시형, 방재안 형, 무장애(barrier-free) 도시형으로 세

분된다. 그러나 선정된 시범사업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

한편, 해외에서는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

구에서는 주민 심의 지역단  개선사업으로 Community Building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칭들

이 사용되고 있다.

구분 사업 비고

서울시 서울휴먼타운 서원마을(강동구), 능안골(강북구), 선유골(성북구) 등
방범을 위한 가로등, CCTV 

등 사업 포함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마을)

도시(마을)유형으로 ‘안전⋅건강도시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무장애(barrier-free)

도시형)으로 세분

시범사업 중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업은 없음

해외 일본, 미국, 유럽 등
일본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미국⋅유럽 등의

Community Building 등

<표 4-3> 지역환경 정비 또는 지역주민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례

제2절 안전 및 방재관련 사업 사례

1.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행정안 부의 안 도시사업은 도시단 (시⋅군⋅구)에서 추진된 안 에 한 종합 인 공모

형 사업으로, ‘안 ⋅안심⋅안정’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각종 생활안 사고와 재난을 

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H/W) 인 로그램과 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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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S/W) 인 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정부 주가 아닌 정부, 국민, 시민사회, 기업,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유된 목표를 바탕으로 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2009년에 공모  평가(서면평가, 지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9개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된 바 있다.

－시 단 ：과천(경기), 익산( 북), 천안(충남)

－구 단 ： 덕구( ), 남구( 주), 동구( 구)

－군 단 ：횡성군(강원), 장흥군( 남), 함양군(경남)

안 도시사업의 로그램은 크게 ‘기본사업’(필수)과 ‘특화사업’(선택)으로 구분된다. ‘기본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 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안 지수사업, 안 도시 지역포

럼 운 사업, 지역주민 안 교육 문가 육성사업 등이 있다. ‘특화사업’은 지역의 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 도시 유형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으로 발굴하여 운 하는 

사업이다.

한편, 안 도시사업은 당  민 트 십을 통한 사업추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주도해 민간참여가 미흡하고, 안 에 련되는 다양한 부처⋅기 (지자체, 소방 서, 경

찰 서 등) 간의 력  네트워크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밖에 인 라 주의 사

업, 상시 인 지역통계기반 구축 미흡, 각종 법  제약  산사용의 제약 등이 지 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2010).

구분 사업내용

기본사업

(필수)

－ 지역안전지수 관리사업

－ 안전도시 지역포럼 운영사업

－ 지역주민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사업

특화사업

(선택)

－ 안전도시 유형별 사업(위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됨)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적으로 발굴

<표 4-4>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사업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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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사업 특성 및 성과

강원 횡성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사업운영 및 참여를 통한 획기적인 안전도시 프로그램 운영

 －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운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안전교육 추진

 － 어린이 및 노인 안전교육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추진

 － 주민을 안전교육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교육 실시

전북 익산

⋅여성 친화적 안전도시 추진

 －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및 지역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안전도시 추진

⋅지역 민간단체의 지역정책 참여도가 매우 높음

 － 여성서포터즈 등 지역 민간단체와 지역 공무원 간의 강력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안전도시사업 

이전부터 지역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음) 

대구 동구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 생활안전과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관리 기능 확대

 － 안전도시협의회뿐만 아니라,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설립하여 실무책임자 위주의 T/F팀을 구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활용한 취약공간 개선

 － 방촌동의 버리진 지역을 개선하여 소공원 설립

광주 남구

⋅기술혁신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생생하우스 운영 및 LED발광 횡단보도 설치

⋅지역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획기적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교통안전을 위한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

⋅주민안전감시단 16개동 운영

 － 주민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안전신고제보신청서 활용

충남 천안
⋅CPTED 개념을 활용한 지역안전모니터링체계 구축

 － 천안, 아산 공동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및 단체 간 안전고리시스템 구축

 －두바퀴 안전순찰대 운영, 안전도시 선도단 구성 운영, 우리자녀 안전 등하교 연결고리 구축 운영, 

우리동 안전사고 제로화사업 추진, 교통안전지킴이 모니터단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고리 

연결시스템 구축 운영 등

경기 과천

⋅어린이 체험교육

 － 어린이 안전주간잔치 운영을 통한 체험적 안전교육

 － 안전버스체험교육(신변⋅교통⋅가정재난), 공산품 안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소화기체험), 보호

장구 사용법, 안전 기원 공동화 그림, 식품안전, 안전 우산⋅엽서만들기 등 10개 체험부스 운영

경남 함양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시설 구축

 －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설치

전남 장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 구축

<표 4-5>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 사례 요약

자료：한국행정연구원, 2010. 7, ｢안전도시사업 성공모델 개발 및 평가기준 연구｣

2. 세계보건기구(WHO)의 Safer Communities 인증사업

1) 사업 개요

WHO의 안 도시사업은 1970년 에 스웨덴에서 기원하여 1989년에 공식 으로 시작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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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도시, 지방정부 등을 상으로 안 증진, 손상⋅폭력⋅자살 방 등에 을 둔 국제

인 로그램이다. WHO가 정의하는 안 도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물리 , 사회 , 문화 , 정치 , 제도  등), 행 변화

(개인  그룹, 조직 등)를 한 조직  노력을 통해 손상과 불안감을 방하고, 안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고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  증진, 부상 방, 폭력 방, 자살 방,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 방을 해 노력하

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도시, 도시지역 등이 해당

WHO의 안 도시로 지정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안 과 련되는 다양한 집단들의 트 십과 업

－성, 연령, 환경, 지역여건 등 다양한 상황에 용 가능한 장기 이고 지속가능한 로그램

－고 험군 집단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로그램과 취약집단의 안 을 증진하기 한 

로그램

－손상(injury)의 빈도와 원인을 상세히 기록하는 로그램

－ 로그램, 과정,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

－국가 ⋅국제  안 도시 네트워크에의 지속 인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경기도 수원이 WHO 안 도시 인증을 받은데 이어, 송 구(서울),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도 인증을 받았다. 한, 마포, 노원, 강북, 고양, 인천, 화성, 계

룡, 구, 부산, 남해 등이 인증사업을 추진 이다.

2) 수원시의 WHO 안전도시사업

수원시는 국내 최 로 WHO 안 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로, ‘수원시민의 안 증진’이라는 비

 아래 가정, 학교, 작업장, 지역사회 등 주요 환경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안 도시사업의 추진을 해 ｢수원시 안 도시조례｣를 제정하 으며, 수원시를 비롯하

여 교육청, 소방방재청, 경찰, 보건소, 의료기 , 산업계 인사, 안 문가, 시민 등으로 안 네

트워크 력기반을 구축하고, 안 도시 의회를 구성하 다. 

더불어 시민의 손상  사고 발생을 이기 해 손상 정도, 원인 등에 한 정보를 명확히 

악할 수 있도록 손상감시시스템(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구축하여 손상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손상 방 로그램의 개발단계부터 용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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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손상문제에 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손상 방 활동의 요성을 홍보하여 확 시

켜 나갈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안 도시사업을 한 공통 로그램은 험환경조사를 통한 생활안  험요인 모니터링사

업 시행, 안 학교 운 , 안 일기 쓰기, 아동안 체험교실 운 , 심폐소생술 교육, 자살 방센

터 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 사업 분야 사업

가정

◦자살예방 프로그램

◦알코올관리 프로그램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린이 비만 관리사업

◦장애인 특별수송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안전한 집수리사업 등

청소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프로그램

스포츠
◦스포츠⋅레저 안전대책

◦대형 공연 행사장 및 경기장 안전관리

지역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안전테마공원 조성

◦최첨단 정보통신환경을 활용한 안전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CCTV 확대 운영

◦전통시장 시설 안전화 추진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하천재해 예방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노숙자 안전을 위한 종합 관리대책

교통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LED신호등 교체공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자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설치

◦보도정비 및 신설

◦자전거도로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안전 CCTV설치

◦기존 안전시설 보완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포럼 운영

◦저상버스 도입 운행

노인

◦독거노인 문안전화 도우미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안전서비스 운영

◦노인복지시설 안전확충 및 관리

◦노인대상 안전교육 실시

산업

◦대형공사장(건축물) 안전관리

◦지하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업체 안전관리

어린이

◦아동안전(사립유치원)체험교실 운영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사 양성을 통한 안전교육 추진

◦학대아동 안전프로그램

◦보육시설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재난

재해

◦유형별 재난⋅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재난통신지원단 및 수난구조 비상훈련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하천재해 예방 등

<표 4-6> 수원시의 WHO 안전도시사업의 분야별 프로그램

3) 송파구의 WHO 안전도시사업

송 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역손상 결과 분석을 통해 월별⋅유형

별 손상사례와 방법 등을 조사하여 지역손상 통계자료를 발행⋅배포하고, 안 도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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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여 손상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손상(Injury)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사회⋅경제  손실

을 이고자 다양한 안 도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손상자료에 근거한 안전용품 

제작 보급

－ 욕실 미끄럼방지 스티커, 손끼임 방지장치, 안전가방, 안전티셔츠, 안전조끼, 안전우

산 등의 안전용품과 교통안전워크북, 생활안전워크북, 부모 안전매뉴얼 등 안전교구

를 보급

－ 손상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취약한 분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작, 안전용품 판매 상용화 추진 및 우수도서공모전 출품, 안전도시 홍보관 및 지

역안전센터에 진열⋅홍보 등

셋째아 이상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확대
－

보육시설 위험환경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환경 확인 후 개선

을 지원하고, 어린이 집단수용시설임을 감안,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

강한 환경을 위한 시설 심사 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구 50%, 개인 50% 

부담)

어린이 안전엑스포 개최

(계획)

－ 어린이 안전공원(마천동 소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

전체험부스를 운영(교통안전, 신변안전, 생활안전 등 다양한 테마)하고, 어린이 안전 

페이스페인팅 및 포토존 등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성을 일깨워 줌

세이프티 닥터제(Safety 

Doctor) 운영 확대

－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의료기관(소아과 전문의) 1：1 지정, 영유아에 대한 

정기건강 검진 및 응급대처,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손상예방 활동, 세이프

티닥터 안전교육을 통한 활동 확대 등을 강화

<표 4-7> 송파구 WHO 안전도시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4) 캐나다 Brampton시의 WHO 안전도시사업

캐나다 Brampton시는 민간 트 십(Brampton Safe City Partnership) 주도로 취약인구를 

한 종합 인 안 도시 로그램을 운 하며, 사업유형은 크게 안 도시 제도  인 라에 련

된 로그램, 장기 이고 지속 인 로그램, 고 험집단(high-risk groups)을 한 로그램, 

손상통계기반의 구축, 평가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장기 이고 지속 으로 운 되는 로그램들은 연령   취약인구의 활동장소 는 유형을 

가정, 교통, 학교, 직장, 스포츠⋅  등으로 구분하여 운 된다. 컨 , 노인안 을 한 

로그램들은 낙상방지클리닉, 노인학 방지, 노인사기방지, 노인을 한 안 운 교육 등을 포

함한다.

주거지  직장에서의 범죄 방을 한 로그램들은 자율방범활동(Neighborhood Watch), 

직장내 범죄 방 교육훈련 로그램, 연말 포상제도, 범죄 방아카데미 운 , 범죄 방캠페인, 

범죄 없는 공동임 주택, 범죄 방환경설계(CPTED) 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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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rampton시 안전도시사업 프로그램

3. 중구(서울)의 범죄⋅재난 없는 중구만들기

서울시 구는 ‘범죄⋅재난 없는 구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범죄 방, 재난안 , 화재안

, 생활안 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범죄예방 중구

- 범죄취약환경 개선, 가로변 가로활력 증진, 범죄 유발요인 근절,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취약

지역 중점 순찰 등을 실시하고, 골목길 등 방범사각지대의 가로⋅보안등 1,320개를 확충

- 인적이 드문 유휴공간을 주민쉼터나 쌈지공원 등 주민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골목담장과 옹벽 

등 회색공간을 녹색공간으로 단장

재난안전 중구

- 하수관거 정비, 저류조 추가 설치, 하수역류방지기 설치, 내진설계 및 시설보강 의무화 등을 실시

하고, 강우량에 견딜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정비하며, 한옥마을 등 빗물저류조 3곳 외에 2곳을 

추가로 설치

- 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방지기를 설치하고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신축 

건축물에 진도 7° 기준의 내진 설계 및 시설 보강

화재안전 중구

- 소방차 통행로 확보, 가스안전 정기검사, 가스누설 점검액 배포 등을 시행

- 소방장비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2014년까지 10곳의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스안전 사

각지대로 방치된 재래시장과 노점, 포장마차 등의 불량LP가스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안전 중구

- 노숙자, 쪽방촌, 독거노인을 위한 ‘희망 트라이앵글’인 소외계층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정기적 

방역소독과 결핵 무료검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

- 연령대⋅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비만예방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직장⋅자치회관 등을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

<표 4-8> 서울 중구 ‘범죄⋅재난 없는 중구’의 주요 프로그램

4.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및 화재안전마을

1) 풍수해 저감을 위한 방재마을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만들기사업은 풍수해를 상으로 한 물리  시설정비(H/W)를 주

로 하는 지원사업이며, 리주체별로 개별 ⋅산발 으로 추진되던 재해 험지구, 소하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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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유 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 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구단  방재

개념에 의해 종합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해 방사업이다.

2008년 삼척시 정라지구, 산군 후곤지구, 장흥군 원등지구 등이 방재시범마을로 선정되었

으며, 선정된 지역에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 분 사업유형 사업내용

삼척시

정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옥이주,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방재시범마을 사업 방재형생태습지, 방재문화역사존, 감재형체육공원, 방재미래센터, 방재생태하천

타 부처 유관사업 하수관거 정비

민간사업 육향산 주변 담장정비

금산구

후곤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정비, 소류지 정비

타 부처 유관사업 금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공사

민간사업 하수관거정비 민간(BTL)사업

자체사업 방재체험미래관, 도시침수저감시범구역,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장흥군 

원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정비, 저류지 조성, 사방댐 설치

타 부처 유관사업 마을 하수처리시설, 배수개선, 노후주택 개량

자체사업 야계사방 설치, 퇴적토 준설

<표 4-9> 소방방재청 방재마을만들기 시범마을의 사업내용

2) 화재 없는 안전마을

소방방재청의 화재 없는 안 마을 로그램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화재취약주택을 심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간단 가 농 마을과 도시지역 통⋅반 단 로 최소 50가구 이상

의 지역이며, 상지역 내에서  가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기⋅가스안 시설 안 검 등 방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화재 없는 안 마을’로 지정

된다. 지정된 지역에 해서는 화재 없는 안 마을임을 표시하는  부착, 명 소방  

(마을이장), 어르신 건강체크  응 처치교육, 지정마을 주택안 검 실시 등 사후 리가 

이루어진다.

소방방재청의 화재 없는 안 마을은 2011년 57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1,522개

소로 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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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지도 만들기

안 지도 만들기는 주로 아동( 등학생)을 상으로 한 범죄, 교통사고 등을 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문가 등이 함께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해요소와 안 요소들을 직  조사하

여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로그램이다.

국내에서 아동안 지도 만들기 로그램은 2010년 내 등학생들을 상으로 학교 주변 

안 지도를 제작하도록 한 과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은평구 내 일부 등학교, 인천시부평

구 삼산1동 등에서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0년 10월 국 16개 지자체를 상

으로 아동안 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여성가족부

<그림 4-2>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프로세스

과천시는 등학교 통학로의 안 지도를 만들기 하여 등학생들에게 지도와 사진기를 

비하게 하여 과천시 일  등학교 주변을 조사하고, 통학로 주변 골목길⋅공사장 등의 사진을 

도록 하 으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게 모인 정보를 가지고 학교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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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학로를 지정하고, 지도정보를 학교 리집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공유하도록 하 다.

자료：한겨레신문

<그림 4-3> 과천시 내 초등학교의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사례

은평구 녹번동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통학이 가능한 범 를 지도로 그려 험하다고 생각하

는 통학로를 악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모아 

교통안 신문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은평구 내 일부 등학교는 범죄 방을 한 아동안 지도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 다. 아동

안 지도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직  학교 주변 500m 내외의 험요인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

작해 으로써 성폭력 등 아동범죄를 방하고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한 것이다. 아동

안 지도 만들기 행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인근의 치안시설, CCTV, 아동지킴이집 등의 안 요

인과 인 이 드문 외진 공간, 빈집, 가로등이 없는 골목, 유해시설 등 험요인을 인지하고 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림 4-4> 은평구 내 초등학교의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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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은 인천여성회 주최로 ‘아동도 여성도 행복한 삼산만들기’ 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요 보행로⋅통학로 정비, 마을안 지도 만들기, 아이들이 

한 상황일 때 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일반상  등을 상으로 아동안 지킴이집 

지정⋅운  등의 사업을 시행하 다.

  

<그림 4-5>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 아동안전지킴이집 사례

  

<그림 4-6>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 안전지도 만들기 조사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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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 16개 지자체를 상으로 아동안 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1년 9월에는 아동안 지도 만들기에 한 표 화된 차와 방법을 정한 표 매뉴얼을 마련

하여 국에 배포하 다.

6. 일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에서의 안전관련 사항

1) 서울휴먼타운

휴먼타운이란 서울시가 재개발로 인해 아 트 심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주거환경을 다양화 

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 시작한 제도로, 단독주택이나 다세 ⋅다가구주택 집지역을 그 로 

존치하면서 CCTV, 편의 , 어린이집, 공원 등 방범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 트의 장 을 

추가한 개념의 주거지를 지칭한다.

최 의 단독주택 휴먼타운으로는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강북구 인

수동 능안골 등 3곳이 선정되었다. 한 2010년 말에 마포구 연남동 239-1 일 와 서 문구 

북가좌동 330-6 일 가 휴먼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기도 하 다.

휴먼타운에서는 방범성이 요한 정비기   하나인데, 가로등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안 과 련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림 4-7> 서원마을 휴먼타운 기본구상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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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구상 예시도

2)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도시 는 마을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개성 있고 경

쟁력 있는 도시 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모형 지원사업이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총 3회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총 94개가 선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졌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시범도시, 시범마을, 성공모델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시범도시에 

해서는 도시별로 15~20억원, 시범마을에 해서는 마을별로 2~3억원, 성공모델지원사업에 

해서는 시범도시별로 7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에는 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안 ⋅건강도시형’은 안 과 방재, 건강의 증진을 

해 이들 요소를 심으로 특화 발 시키려는 목 으로 계획⋅추진하는 도시(마을)를 말한다. 

세부유형은 건강도시형, 방재안 형, 무장애(barrier-free) 도시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

나 선정된 시범사업 에서 ‘안 ⋅건강도시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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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안전 및 방재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1. 방재 관련

1)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 력체를 구성하여 재해발생 시 자원 사활동 등 재난

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으로, 동 단 로 구성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방재

단은 인 ⋅물  자원  장비 등에 한 상시 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에 한 사 찰활동  신고⋅정비, 재난 방  비 련 행동요령  피소 홍보, 재난

련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교육⋅훈련실시 등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한 

민간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난분야의 시민참여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분 계 완료 구성 중 미추진 인원수(명) 구성률(%)

전국 229 224 4 1 66,634 97.8

서울시 25 20 4 1 6,087 80.0

<표 4-10>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자료：소방방재청(2011년 12월 기준)

2)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 모니터 사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 해요소를 사 에 찰하고 험상황을 미리 

악하여 신고  제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단체로, 구 단 로 구성되어 있다. 한 안 모니

터 사단은 안 부주의, 안 불감증 등 국민들의 안 의식수 을 높이는 안 문화 생활화를 

한 실천활동을 개하는 등 안 문화 확산 활동도 수행한다. 

3) 의용소방대

의용소방 는 소방활동을 한 자생조직으로, 지역주민  희망하는 주민을 심으로 구성

되며, 화재진압은 물론 재난, 재해 그 밖의 상황에서 구조, 구  업무보조 등의 활동을 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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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범 관련

1) 자율방범대

자율방범 는 일반 으로 출소 할단 로 구성되며, 경찰과 합동 는 자체 으로 조를 

편성하여 심야 등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순찰  발견된 범죄 장 신고, 부녀자 안심귀

가 지원, 청소년 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을 한다.

구분
중구 을지로3가 

자율방범대
중구 신당3동 
자율방범대

종로구 신문로 
자율방범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자율방범대

영등포구 당산1동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

인원 ⋅25명 ⋅34명 ⋅16명 ⋅43명(주활동 30명) ⋅56명

연령대

(성별)
⋅30~60대

⋅30~60대

(여성 약 1/3, 약 10명)
⋅30~60대

⋅40~50대가 주류

(여성 10명)

⋅40~50대가 주류

(여성 약 20명)

직업 ⋅자영업자, 직장인
⋅자영업자, 직장인,

전업주부
⋅주로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주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가 주류,

회사원, 주부

장비

⋅

시설

제복 ⋅잠바, 모자, X반도 ⋅잠바, 모자, X반도 ⋅조끼. 모자(사비 구입) ⋅잠바, 모자 ⋅잠바, 모자

통신

장비

⋅무전기(중구연합회

에서 구입⋅보급)
⋅무전기 ⋅무전기 없음 ⋅무전기 없음, 핸드폰 ⋅무전기 없음, 핸드폰

기타

장비
⋅야광등 등

⋅야광등 등

※ 대장 개인차량에 

경광등 부착 활용

⋅야광등 등(사비로 구입)

※ 일부 방범대는 순찰용 

차량 운영

⋅차량 2대

(12인승 승합차, 승용차)

⋅차량 1대

(12인승 승합차)

초소 ⋅초소 없음 ⋅초소 있음
⋅초소 없음(파출소를 

근거로 활동)

⋅초소：탁자, 소파, 

TV, 냉장고 등

⋅초소：탁자, 의자, TV, 

냉장고, 근무편성표, 

게시판 등

순찰근무

⋅1주 2일(화, 목)

 - 21：00~23：00

⋅1개조당 4~5명 운영

⋅파출소 경찰과 합동 

순찰

⋅1주 2회(화, 목)

 - 21：00~24：00

⋅1일 2개조 8명

⋅화목토：3개조 전체 

근무(월수금：1개조 

근무)

 - 21：00~23：00

⋅1개조당 5~6명(경찰 

1명 합동순찰)

⋅1개조 5~6명 2개조 

운영

 - 21：00~23：00(월~금)

※ 초소 상황근무 1명 

이상

⋅1개조 5~6명 2개조 운영

 - 여성조 편성

 - 21：00~23：00(월~금)

※ 초소 상황근무 1명 이상

자치구 

예산지원 등

⋅야식비 지원

⋅대규모 행사 시 동원
⋅야식비 지원 ⋅야식비 지원

⋅지대별 정액지원

⋅대규모 행사시 동원

⋅지대별 정액지원

⋅대규모 행사시 동원

<표 4-1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사례

2) 외국의 자율방범을 위한 Neighborhood Watch 

북미,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근린지역 내에서의 범죄행 , 기물 손행  등을 감시

하고 순찰하는 자율 인 주민방범조직으로 Neighborhood Watch가 있다. Neighborhood Watch 

로그램이 운 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 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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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en.wikipedia.org

<그림 4-9> Neighborhood Watch가 운영되는 지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사례

3.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관련

1) 학교보안관

서울시는 학교폭력에 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장의 지역사회 개방에 

따른 출입 리 등을 목 으로 학교보안 을 배치하고 있다. 학교보안 은 서울시내 ⋅ ⋅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2명씩 배치되어 학교폭력, 납치, 유괴 등 방활동과 외부인 출입 리⋅

통제, 출입 장 등록  출입증 교부, 등⋅하교지도  교내⋅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학교폭력 

련 학생  부 응 학생 선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교통안 을 하여 등학교 단 로 구성되며, 유치원  등학교 

등하교시간 어린이 안 보행지도와 일반보행자의 교통안  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수와 안 에 한 계도, 음주운  추방캠페인 등 음주운  근 을 한 계도, 어린이 교통안

을 한 각종 행사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성격의 주민조직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 을 한 Walking 

School Bus도 있다.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통행 지⋅제한구역  유해업소 집지역에 한 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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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 탈선⋅비행 방  선도활동 자율 참여 분 기를 조성하는 시민

단체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 통행 지⋅제한구역  유해환경

집지역 감시활동  홍보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고발  폭력 방 등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 청소년유해환경 특별감시활동 개(방학기간, 연말연시 등)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산을 지원받아 2012년 재 서울시에서 66개 단체가 청소년 통행 지⋅제

한구역 10개소  청소년유해업소 집지역 63개 지역을 심으로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다. 

자치구 지역수 지역명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맛골)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동대문구 3 경희대 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터리 주변

강 북 구 2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서대문구 3 신촌로터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 주변

마 포 구 3 신촌로터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강 서 구 2 강서구청 주변, 방화⋅공항동

구 로 구 2 구로공단역, 구로시장 주변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 건너편, 대림역 주변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송 파 구 1 신천지역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표 4-12> 서울의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현황

자료：서울시(201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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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치구 구역명 통행금지시간 유형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용산구 용산역앞 일대

24시간 금지 윤락가

동대문구 전농동620번지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성북구 월곡1동 88 텍사스골목 일대

강동구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중구 서울역 앞 일대 19：00~익일06：00 윤락가

용산구 이태원클럽가 일대 19：00~익일06：00 유흥가

강서구 화곡전신전화국 건너편 일대 22：00~익일05：00 유흥가

영등포구 신길1동95-62, 95-276일대 21：00~익일06：00 유흥가 

<표 4-13> 서울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현황

자료：서울시(2012년 4월 기준)

제4절 일본의 안전 및 방재관련 마을만들기 사례

일본에서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는 공간기반 각종 계획  사업에 범 하게 사용되는 

범용 인 용어이다. 마을만들기는 토목, 건축 등 하드웨어 인 행정시책뿐만 아니라 주민활동 

등 소 트웨어 인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 인데, 마을만들기의 유형에 따라 하드웨어  

책과 소 트웨어  책의 강조 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방재  안 과 련된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재마을만들기：주로 지진과 화재를 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수해 등 풍수해를 상으로 주로 사용됨

－안 한( 는 안 ⋅안심) 마을만들기：방범, 교통 등 생활안 을 상으로 주로 사용됨

1. 방재도시(마을)만들기

일본에서 ‘방재’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재해와 인석재난을 망라하지만, 좁은 의미에

서는 지진과 화재를 심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계획과 련해서 일본의 방재도시계

획은 크게 도시계획체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과 도시계획체계상의 제도는 아

니지만 내용 으로 도시계획과 깊은 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도시계획보다는 ‘방재도시만들기’라는 표 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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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만들기는 재해 험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크게 ‘도시수 ’의 책과 ‘지구수 ’의 

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방재마을만들기는 지구수 의 책으로 집시가지 등 방재상 

험한 지구에 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방재마을만들기에서는 주민합의가 필수 인데, 주민들이 시읍면이나 문가의 지원을 얻어 

상을 진단하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아 계획안을 정리한다. 도시계획의 ｢지구계획

제도｣를 이용하면, 주민합의로 만들어진 건축규칙(rule)이나 지구시설 등에 한 계획을 법률이

나 조례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집시가지와 같은 방재마을만들기가 추진되는 지구에서는 건물 불연화  방재성 강화, 

소도로 확폭, 장의 정비, 피난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안 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주택지 

조성이 추진된다.

<그림 4-10> 일본의 방재도시(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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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일본의 방재마을만들기에서의 주요 환경정비요소

2.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는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지만, 일반 으로 시설물

심의 하드웨어  책과 소 트웨어  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하드웨어  책에는 

주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등에 한 류시설을 비롯한 우수유출 감시설  

설치 진과 공공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 트웨어  책에는 재해 ⋅경보체계 수립 

 재해지도의 작성⋅보 과 같은 재해정보, 도시계획에서 수해를 고려한 시가화 제어, 필로티

(piloti) 등 수해에 강한 건축물 유도 등의 사항들이 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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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일본의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에서의 주요 대책

3. 방범 및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일본에서 ‘안 한 마을만들기’ 는 ‘안 ⋅안심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주로 방범⋅치안

유지를 비롯한 생활안 에 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방범을 심으

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고 공공지원을 하고 있다. 컨 , 도쿄도의 안 ⋅안심 마을만들기

조례(安全・安心まちづくり条例)는 주택, 도로⋅공원, 상업시설, 번화가, 학교 등 취약지역  

시설의 안 을 도모하기 하여 주민들의 자주  활동을 진하고, 안 확보를 한 의무, 규

제 등에 한 지침과 함께 공공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에 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총칙
- 기본이념, 보급계발홍보, 유지추진

- 경찰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정보제공, 주민연계 등)

관민합동의 협의회 등이 만

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많

은 경우 경찰관계자가 참여

하는 것이 특징

주민활동
- 주민의 역할,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 추진 및 권장

- 자주적인 방범활동으로의 행정 지원 조치

방범상 

고려해야 

하는 환경

- 학교의 안전⋅안심(안전⋅안심교육 보급과 학교시설⋅부지의 개량)

- 도로, 공원, 주차장의 안전⋅안심(시설, 부지의 개량)

- 주택의 안전⋅안심(방범에 뛰어난 주택의 보급, 추진, 권장, 건축확인과 연계)

- 특정사업자(공공교통기관, 집객시설, 점포 등)의 방범

- 기타(관광명소의 방범, 사회적 약자의 방범, 항만의 방범 등)

<표 4-14>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의 일반적인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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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도쿄도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조례의 구성체계

아이치 (愛知県)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주택단지  안 한 마을만들기조례(安全なまち

づくり条例)에서 정한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방범기 에 합한 단지를 방범모델단지

(防犯モデル団地)로 지정하 다. 지정된 방범모델단지는 마크를 부착하여 표시되고 홍보 등에 

활용되었다.

<그림 4-14> 일본 아이치현의 
방범모델단지 표시마크

안 ⋅안심 마을만들기에서 방범을 한 기본 인 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는 시선의 확보 는 감시성의 확보인데, 이는 많은 ‘타인의 ’(시선)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확보해 잠재 인 범죄기도자로 하여  ‘범죄행 를 하면, 제3자에게 목격될지도 모른

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범죄억제를 도모한다.

둘째는 근제어인데, 이는 잠재 인 범죄기도자의 침입경로를 없애 피해 상자 는 상

물로의 근을 억제함으로써 범죄기회를 감소시킨다.

셋째는 지역공동의식의 향상 는 역성의 강화인데, 이는 방범을 한 마을만들기를 실시

하는 지구의 주민이 ‘우리 동네 는 거리라는 의식’을 갖고 커뮤니티 형성, 환경 유지 리, 방

범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범죄억제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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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의 방범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법

제5절 시사점 및 과제

안   방재 련 국내⋅외 마을만들기 련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앙정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실질 인 주민참여 내지 주민주도의 측면이 단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마을만들

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자율 이고도 극 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다.

둘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공모방식에 의한 일회성 공공투자사업 내지 재정지원사업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재정지원에 의존한 물리  환경정비 심의 사업이라는 것이

다.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의 의존성을 이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물리

인 주민활동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에 해서는 부분 공공부문의 지원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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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목 을 갖는 조직이 복 으로 존재하는 등 

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지원에 한 기  정비, 자율 인 활

동역량 제고, 조직  활동의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 마을만들기 사업

역을 발굴하는 데 있어 기존의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의 활동 역과 복 가능

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   안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제2   안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방식

제3   안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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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제1절 안전마을만들기 추진체계

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개요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조례

안 마을만들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마을공

동체 만들기의 틀 속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반 인 

추진체계에 해서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민선5기 후반에 들어 서울

시가 으로 추진하는 로젝트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통과 특성을 

계승 발 시키고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칭한다.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에서 담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행정 의회(시-자치구 련부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한 지원 

－마을공동체 원회(민 기구, 심의, 자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 시 련주체는 크게 사업주체, 행정기 (시  자치구 

련부서),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민간부문과 시⋅자치

구 간 가교 역할을 맡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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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을사업 조사  발굴, 교육, 컨설 , 홍보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

를 문성을 갖춘 민간에 탁하여 운 하고 있다.

<그림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2) 마을공동체의 발전 3단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는 커뮤니티기반이 형성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방향을 정하고 있다. 1단계는 ‘씨앗마을’단계로 커뮤니티기반이 미약한 경우이며, 주민모

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마을일꾼 양성 등 인큐베이 (incubating)에 을 두고 있다.

2단계는 ‘새싹마을’단계로 커뮤니티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형성된 경우이며,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고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는 ‘희망마을’단계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이며, 복지, 문화, 경제 등 지역이 처

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 을 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실 하는 단계이다.

구분 1단계：씨앗마을 2단계：새싹마을 3단계：희망마을

상황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경우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요 

지원내용

- 주민모임 활성화

- 마을사업 발굴

- 마을일꾼 양성

- 발굴 사업 구체화

- 1~2개 사업 추진

-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마을사업 실현

<표 5-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발전 3단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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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새싹⋅희망마을’단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표준절차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표준절차

서울시는 2012년 5월 다양한 유형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지원을 하여 발 단계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표 차를 마련하 다. 지원 상은 주민 는 주민단체인데, 주민은 3명 이상

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유형별 표 지원 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2> ‘씨앗마을’단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표준절차

<그림 5-4>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시⋅구비 매칭 지원사업 표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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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시비 지원사업 표준절차

2. 안전마을만들기의 관련주체와 역할

안 마을만들기사업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표 인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

므로 사업추진에서 련주체는 크게 사업주체, 행정기 (시  자치구 담당부서), 종합지원센

터, 심사 원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체는 주민(3인 이상), 주민단체, 민 트 십 등이며, 안 마을만들기사업을 발

굴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특히 서울시가 재 추진하고 있는 동 단  안 련 주민단체

인 생활안 거버 스를 사업주체로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기 은 서울시  자치구의 담당부서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안 실, 행정국 

등이 해당한다. 안 마을만들기에서 행정기 은 주민주도의 안 마을만들기 여건조성과 지원

자 역할을 수행한다. 여건조성은 정보제공, 컨설 , 홍보, 교육(일꾼 양성), 네트워킹 등의 활동

이 포함되며, 지원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행정⋅재정상의 지원, 포상, 기 조사, 연구개발 

등이 해당한다. 특히 안 마을만들기사업 상 역의 특수성과 문성에 비추어 지원신청사업

에 한 안내  상담 등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한 단일창구인 종합지원센터에 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마을만들기의 개별 ⋅ 문  사항에 하여 종합지원센

터, 문가 등과 긴 히 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단일창구로서, 안 마을만들기사업에 한 

지원신청을 수하고 안 마을만들기에 한 일반 인 안내, 컨설 , 홍보, 장조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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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안 마을만들기사업의 상 역의 특수성과 문성에 비추어 지

원신청사업에 한 안내  상담 등을 종합지원센터만이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마을만들기의 개별 ⋅ 문  사항에 하여 행정기  담당부서와 긴 히 조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심사 원회는 안 마을만들기 지원신청사업에 한 심사⋅평가(필요 시 장조사), 안

마을만들기와 련한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하며, 행정기  담당부서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

게 된다. 특히 심사 원회는 안 분야 문가를 주축으로 담당행정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

성토록 하며, 안 분야도 자연재해, 인 재난, 생활안 , 방범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문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구분 조직 역할 특기시항

사업주체
주민(3인 이상),

주민단체, 민관파트너십

-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추진주체

- 자발적⋅주도적 역할 수행

서울시 생활안전거버넌스 적극 

활용

행정기관 

담당부서
시⋅자치구 담당부서

- 안전마을만들기 시행계획 수립, 공고

-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

- 안전마을만들기 여건조성 및 기반구축

안전마을만들기의 개별적⋅전

문적 사항에 대하여 종합지원센

터,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 

(종합지원센터) 시⋅자치구 종합지원센터

- 안전마을만들기 지원신청사업 접수 및 현

장조사 지원

- 안전마을만들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컨

설팅, 홍보

안전마을만들기의 개별적⋅전

문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담당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

심사위원회 전문가, 공무원 등

-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사⋅평가(필요 시 

현장조사)

- 안전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자문

방재, 방범 등 안전관련 전문가

를 주축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안전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선정

<표 5-2>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관련 주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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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방식

1. 안전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발전단계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핵심 인 요소는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

성과 극성을 가지고 어느 수 까지 참여하느냐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성패가 결정된다. 주민

참여는 사업추진  의사결정 시 주민들의 향력과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소극 ⋅수동 인 

참여에서부터 극 ⋅자율 인 참여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안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

의 형태는 지역주민의 참여 호응도 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형성정도와 상사업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자료：Pretty, et. al.(1995)

<그림 5-6> 주민참여의 다양한 유형

안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발 단계를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정도에 따라 3단계

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1단계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로, 주민참여가 소극 으로 이

루어지며, 안 마을만들기 추진을 한 여건조성  사업발굴이 심이 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는 지역안 을 한 주민모임 활성화, 안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안 마을만들기를 한 

심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안 리더를 발굴⋅육성하며, 지역사회 안 해요인을 조

사⋅발굴하여 향후 해소 책의 강구  사업화 기 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이 해당한다.

2단계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이제 막 형성된 경우로, 아직 주민참여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자⋅지원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이 요하므로, 민 트 십 심으로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는 안 마을만들기와 련되는 성공사례를 공유하

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력이 필요하며, 비용이 게 들거나 사업추진이 비교  용이한 

소규모 핵심사업을 심으로 추진한다.

3단계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로, 주민 심의 자율 이고 주도 인 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 과 련된 다양하고도 종합 인 사업과 로그램을 개할 수 있

는 단계이다. 한 안  이외의 지역 내 다양한 이슈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다 범 한 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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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공동체 기반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경우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민참여의 형태
여건조성 및 사업 

발굴(인큐베이팅)

민관파트너십,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

주요 참여활동

- 주민모임 활성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지역안전리더 발굴⋅육성 

- 안전위해요인 조사 및 발굴

-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내 다

양한 주체 간 협력

-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업추진

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핵

심사업 추진

- 안전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 및 전개

- 안전 이외의 지역이슈들과 결

합하여 사업 추진

- 보다 광범위한 협력네크워크 

구축

<표 5-3> 지역공동체기반에 따른 안전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발전단계

2.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방식

안 마을만들기는 기본 으로 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제로 하지만, 사업 역과 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상 역을 비물리 인 안 리활동 심의 안

리 로그램형(S/W형)과 물리  환경정비형(H/W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 역은 다시 사업추진 발 단계에 따라 여건조성  사업

발굴(인큐베이 )에 해당하는 사업과 마을안 을 한 개선 로그램의 운 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여건조성  사업발굴은 부분의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

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표 인 사업으로는 지역안 상의 해요인

을 조사⋅발굴하기 한 주민의견조사, 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악하기 한 마을 둘러보

기, 지역주민이 직  작성하는 안 지도만들기 등이 있다. 한 안 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 문화를 확산하기 한 토론회, 시회, 콘테스트 등의 행사개최도 이에 해당한다.

마을안 을 한 개선 로그램을 본격 으로 운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컨  안 지도⋅계몽활동이나 감시⋅순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

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설물 안 검⋅진단, 방재

물자⋅자재의 보  등의 활동은 공공부문이 추진하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은 실

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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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유형과 주민참여방식

2)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에서는 기본 으로 상시설이 공공시설인지, 혹은 사유시

설인지에 따라 공공기 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민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인지가 단될 

수 있다. 즉 사유시설은 소유자 등에 리의무가 있고, 공공시설은 해당시설의 리주체에 

리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 확보를 한 사업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

는데, 표 인 경우가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복지  성격의 사업이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주택을 비롯한 사유시설의 안 확보를 한 정비는 복지  성격의 사업

에 한하여 안 마을만들기사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이 주도하되 공공부문은 이를 지

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공공시설을 상으로 하는 안 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의 조가 필요한 경우는 많은데, 지

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는 해당사업의 실  타당성을 높이기 

한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 확보를 한 공공시설 정비는 통 으로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고유한 업무 역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가  안 마을만들기 사업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

역주민의 조하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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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유형에 따른 주민참여방식

제3절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영역

1. 잠재적인 주민참여영역을 도출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

안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잠재 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업 역을 도출할 때 몇 가지 고려

할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들이 재의 가용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역

을 우선으로 한다.

－동단  이하 마을단  정도의 공간  범 에서 시행할만한 작은 사업을 심으로 한다.

－가  비용이 게 소요되는 사업 역에 우선을 둔다.

－해당사업에 한 기술  문성의 요구도가 높지 않은 사업 역을 심으로 한다.

－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 쾌 성, 편리성 등도 도모할 수 있고 이에 합치되는 사업

역에 을 둔다.

－보다 범 한 차원에서 행정기 이 고유한 업무로서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역

( ：H/W형 사업 상으로서 상시설의 설치⋅ 리기 이 있는 경우)은 원칙 으로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련하여 일회성 재정투자사업도 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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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공통형

안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요인(재난  사고)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되, 특정한 재난이나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형’ 사업유형에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4>와 같다.

표 인 참여가능 사업 역으로는 유사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동네이웃 친구맺기, 우리동

네를 둘러보고 해요소 조사⋅발굴, 마을안 감시단 운 , 마을안 지도만들기, 안 취약자 

돌보미 운  등이 있다. 특히, 마을안 지도만들기는 지 까지 주로 등학교 등에서 아동을 

한 방범, 교통안  등을 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  안 사고 등으

로 확 가 가능하며,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취역계층으로도 확 할 수 있다. 지도작성을 한 

공동의 공간도 마을회 , 자치센터, 노인정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 라인상에서의 지도작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도만들

기로도 발 시킬 수 있다.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및 주민자율조직 만들기

(현재 추진 중인 동단위 주민조직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용)

- 유사 시 도움을 요청할 동네이웃 친구맺기

- 우리동네를 둘러보고 위해요소 조사⋅발굴하기 정례행사 또는 마을안전감시단 운영

-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 우리동네 마을안전지도(community safety map) 만들기

- 안전취약자 돌보미 운영(문안전화, 무료검진, 안전점검, 법률서비스 등)

- 전시회, 콘테스트, 안전문화거리축제, 공연, 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취약계층 안심보험 지원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안전교육, 대응요령 프로그램 운영(지역별, 인구집단별, 시설별 등)

- 안전마일리지제도 운영(보상, 포상제도 등과 연계)

공공 주도

주민 협조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대

책 확대발전)

- 취약지역 야간조명등 설치⋅개선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5-4> ‘공통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3.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재난안전형

‘재난안 형’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폭염 등) 는 인 재난(시설물 붕괴 등)을 상으로 

하는 사업유형으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5>와 같다. 이 유형에 속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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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이 통 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시설투자가 심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가능 역은 

이를 보완하는 제한 인 범 가 될 것이다.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집중호우 대비 생활주변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정보 신고⋅제보

-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 폭염 시 냉방센터 또는 쉼터 운영

- 폭설 시 생활주변 눈치우기

- 혹한 시 빙판길 미끄럼 방지

- 시설물 사고전조 감시⋅신고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해빙기 및 집중호우 대비 옹벽⋅축대⋅담장, 비탈면 등 안전점검

- 최근 준공된 시설 주변을 일정기간 지반침하 등 특별감시

-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작성⋅배포

공공 주도

주민 협조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개별 빗물관리시설(빗물저금통, 저류조 등) 설치

- 주택단지 내 투수성포장 확대

- 상습침수지역 역류방지설비, 차수판 등 설치

- 간판, 첨탑, 적치물 등 강풍취약시설 점검⋅정비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빗물받이 개선

- 공공 빗물관리시설(저류시설 등) 설치

- 공원, 녹지 등에 방재기능 부여 및 방재시설 보강

- 도로 등 투수성포장 확대

- 하수도 시설개선(부분 개선)

- 옹벽⋅축대⋅담장, 비탈면 정비

- 폭설 시 취약구간 제설자재 보강, 빙판길 낙상방지를 위한 자재(모래 등) 보강

- 재난취약지역에 모니터링시설 설치

- 상습침수지역 등에 마을단위 수방자재, 구호물자 확보(내용연수 도래 시 취약

계층 등에 지원)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5-5> ‘재난안전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표 인 참여가능 사업 역으로는 집 호우 비 생활주변 빗물받이 검  청소, 집 호

우 시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정보 제보⋅신고, 풍수해 발생 후 주변지역 청소, 폭설 시 생활주변 

치우기, 혹한 시 빙 길 미끄럼방지조치 등이 있다. 특히, 여름철 집 호우에 따라 반복 으

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수해방지를 한 방재시설 확충⋅개선과 함께 안

마을만들기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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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도시안전실(2012년)

<그림 5-9> 서울의 주요 침수지역 34개소

한편, 범죄, 교통사고 등에 비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계 성을 갖고 있고 발생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시 인 안 리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

인 주민참여를 유지하기 해서는 계 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유형들에 종합 으

로 응하는 천후 활동모델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5-10> 자연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계절별 주민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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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화재안전형

‘화재안 형’ 사업유형으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6>과 같다. 지역주민의 주

도 인 참여가 가능한 사업 역으로는 화재안 을 한 캠페인⋅콘테스트 개최  지도⋅계몽

활동, 화재에 취약한 주택이나 화재 험이 높은 시설을 심으로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가스⋅보일러⋅ 기 시설개선 등이 있다. 다만, 화재안 을 한 주민주도의 물리  시설개선 

 환경정비에 한 공공지원은 복지  이나 최소한의 인센티  부여 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한편, 화재안 과 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지정하고 있는 ‘화재 없는 안 마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 마을은 도시지역에서 통⋅반 단 로 최소 50가구 이상인 지역을 공간단

로 하며, 상지역 내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100% 설치, 노후 기⋅가스시설 안

검 등 화재 험요인이 제거된 경우에 지정된다.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화재안전을 위한 캠페인, 콘테스트, 지도⋅계몽활동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

-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 주도
주민 협조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 불량LP가스시설, 보일러시설 등 개선

-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시설개선

- 한옥밀집지역, 재래시장, 밀집상가 등 화재취약지역 환경정비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화재감지기, 소화기 보급

-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골목길 환경개선

공공 주도
주민 지원

<표 5-6> ‘화재안전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5.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범죄예방형

‘범죄 방형’ 사업유형으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7>과 같다. 지역주민의 주

도 인 참여가 가능한 사업 역으로는 범죄에 취약하거나 범죄발생 험이 높은 지역 는 시

설에 한 감시  순찰활동이 가장 심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폭력과 

도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한편, 성폭력  강간사건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유형

이다. 한 이러한 강력범죄는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가구⋅다세 주택가, 유흥가 

등을 심으로 노상(골목길 등)을 비롯하여 옥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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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범죄취약지역(다가구⋅다세대주택가, 유흥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

가주변, 고시원 밀집지역 등) 밤길안전을 위한 감시 및 순찰

-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몽

-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 감시 및 순찰

-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빈집,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 음식점,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인 공동의 자율적인 건전한 술문화 조성운동

(지자체, 경찰, 지역상인단체 등 상호 간 협약체결)

- 여성안전지도 만들기

- 방범순찰 표준근무매뉴얼 제작

- 방범순찰을 위한 제복⋅장비 등 지원

주민 주도

공공 지원

(민⋅관협력)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방범초소 보강

-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표지판 설치

-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사각지대 방범용 CCTV 보강 설치

-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5-7> ‘범죄예방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범죄 방을 한 안 마을만들기 사업 역과 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의 다

양한 범죄 방을 한 활동들과의 복가능성 문제인데, 출소 단 로 운 되는 자율방범 , 

어린이 안 을 하여 등학교를 심으로 한 학교보안 , Walking School Bus(교통안 이 

주된 목 ), 아동안 지도 만들기, 청소년 유해업소 집지역을 심으로 운 되는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등이 그것이다. 반면, 성범죄의 주된 표 이 되고 있는 여성안 을 한 주민활동

은 상 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한편, 범죄 방을 한 물리  환경정비와 련하여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언 할 필요가 있

는 것은 범죄 방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다. CP

TED는 건축환경의 한 설계(design)와 효과 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에 한 불안감과 발

생을 이고 삶의 질을 증 시키려는 기법으로, 기본 인 략은 흔히 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역성(territoriality),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유지 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재정비 진사업에 CPTED를 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비교  보안체계를 갖춘 아 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보다 기성시가지의 단독⋅다가

구⋅다세 주택 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유흥가, 학가 주변 등의 지역이 범죄에 보다 취약

하기 때문에 방범을 한 안 마을만들기에서 CPTED를 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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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기본전략

유형 주요기법

도로계획 - 감시와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가로변을 계획하고 조경적 요소 도입

조경계획 -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경 식재와 수종 선택

사인시스템 - 건물주소나 명칭이 눈에 띄고, 쉽게 디자인된 안내표지판

가로조명
- 야간활동에 적합한 적절한 조도를 선택하고 잘 깨지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

- 보행자가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간격 및 높이, 위치 선정

공용시설계획 - 범죄에 취약한 야간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주민의 감시가 쉬운 주거단지 중앙에 배치

용도계획 - 유사한 토지용도 및 시설을 근접 배치하고, 범죄유발가능시설은 시야가 트인 곳에 배치

배치
- 건축물을 가로나 보행로로 향하도록 배치

- 넓은 창호계획을 통해 자연감시 촉진

주차장
- 접근통제시설 및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벽면은 밝은 색채 사용

-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구 개수 제한

외관 - 건물 주출입구 근처에 공용시설을 배치하고, 개방적인 담장 설치

<표 5-8>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주요대상 및 설계원칙

6.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교통안전형

‘교통안 형’ 사업유형으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9>와 같다. 서울에서 교통

사고는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사고유형이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상업업무시설 집

지역, 단독⋅다가구주택 집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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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증가하는 한편, 노인은 보행자 교통사고 에서 사망사고와 상사고 험이 높으므로 

노인보호시설  노인인구 집지역 등에 한 각별한 안 리가 필요하다.

교통안 을 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에도 기존의 사업유형들과 복가능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는데, 구역단 의 물리  환경개선  교통규제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그리고 최근 도입된 장애인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Zone30) 등이 

있다. 한 어린이 교통안 을 하여 등학교 단 의 녹색어머니회, 등하굣길 교통안 을 한 

Walking School Bus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등학교, 학원, 공원 등 어린이 보행동선을 심으

로 안 을 확보하기 한 ‘아마존’을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는 도입 추진 인 사업이나 

활동을 제외한 교통안 을 한 마을만들기 사업 역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 일 것으로 

보인다.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몽(Walking School Bus 등)

-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등)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대여

주민 주도

공공 지원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교통사고취약지역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 장애인, 노인 등 안전을 위한 가로시설 무장애화(Barrier-free)

- 자전거운전 위험구간 정비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5-9> ‘교통안전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한편, 교통안 을 한 물리  환경정비형(H/W형) 마을만들기와 련하여 언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통정온화 책(Traffic Calming)이다. 교통정온화 책은 지구교통 리기법으로, 

보행자 편리와 안 을 한 환경개선  도로정비, 통과교통의 배제, 주행속도의 억제, 노상

주차의 정화 등을 목 으로 한다. 이 책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최근에 도입된 장애인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Zone30) 등에서 주로 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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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기법

속도저감시설

시케인(Chicane), 차도폭 좁힘(Neckdown), 도로중앙부교통섬(Center Island Narrowing), 초커

(Chokers), 과속방지턱(Speed Humps), 평평한 과속방지턱(Speed Tables), 험프식 횡단보도

(Raised Crosswalks), 고원식 교차로(Raised Intersections), 노면포장(Textured Pavements), 회

전형교차로(Round-abouts), 미니로터리(Mini Roundabouts), 원형교통섬(Traffic Circles), 도로폭 

좁힘(Narrowing), 엇갈림 주차(Alternate Parking), 노면표시(Road Markings)

안전한 이동, 

횡단시설

굴절식 횡단보도(Staggered Crossing), 보행섬(Pedestrian Refuge), 험프식 횡단보도(Raised 

Crosswalks), 보도와 보도 간 나팔구 부분을 유색 보도화, 방호울타리 및 볼라드(Bollard)

시인성 확보시설
횡단보도 전방에 미끄럼방지 컬러포장 및 지그재그 표시, 통합표지판, 시점부(Gateway) 및 노면표

시, 야간 등화 표지판 등

교통규제
30km/h 최고속도구역 규제, 횡단보도 규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일반통행 규제,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허가제, 진행방향 지정, 일시정지규제, 교차로 마크

<표 5-10> 교통정온화대책(Traffic Calming)의 주요기법

7. 위해요인에 따른 유형별 주민참여 가능영역：생활안전형

‘생활안 형’ 사업유형으로 주민참여 가능 역을 도출하면 <표 5-11>과 같다. 생활안 을 

한 마을만들기는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안 사고를 이고 응능력을 높이기 한 사

업들을 포함하며, 주로 어린이나 노인 등 안 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공원, 보육시

설, 노인보호시설 등을 심으로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황 시 처능력을 높이기 한 일환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보   사용방법(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공동주택 등 일정요건 이상 건축물에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주택을 심으로 선별 인 보 이 필

요하다.

유형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 놀이터,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안전점검

- 취약계층, 취약시설 등에 비상용 안전용품, 구급약품 등 보급

-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단독주택 등 설치의무 제외 건축물 대상) 및 

사용방법(심폐소생술) 교육

주민 주도
공공 지원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 건축물 차원의 안전을 위한 Universal Design
주민 주도
공공 지원

- 보도, 놀이터, 공원,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의 위험환경 개선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5-11> ‘생활안전형’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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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특성과 주민참여의 한계

1)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지 까지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주민참여 가능 역과 참여방식에 해서 논의하 거

니와, 서울과 같은 도시 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안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2> 주민참여의 수준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첫째는 사회경제  동질성으로, 주민들이 동질 일수록 상호이해와 공감  형성이 보다 용

이할 것이다. 한 사회경제  동일성이 높을수록 이해 계와 목표의 공유정도가 높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수가 공동으로 직면하는 안 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된 

안 상의 욕구 내지 목표를 달성하기 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둘째는 거주기간의 지속성으로, 주택의 유형태, 거주인구의 사회경제  특성, 지역의 역사

 배경 등과 한 련성을 가질 것이다. 높은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과 짧은 거주

기간은 지속성을 요하는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에 근본 인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 으

로 자가주택가구비율보다 차가주택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거주기간이 짧을 것이고 빈번

한 인구 유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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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해양부, ｢2008년 주거실태조사｣

<그림 5-13> 서울시 가구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분포(표본수=3,371,332가구)

자료：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그림 5-14> 서울시 자치구별 자가주택 비율(2010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그림 5-15> 서울시 자치구별 10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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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주간인구의 사회경제  특성으로, 거주자의 직주분리가 심하고 주간인구가 과소할수

록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안 과 련한 많은 주민단체나 자율 인 

사활동들에서 자 업자, 업주부, 은퇴자 등이 부분을 차지한다는 을 고려할 때 주간인

구의 많고 음과 사회경제  특성이 주민참여 정도에 큰 향을 미친다.

자료：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그림 5-16> 서울시 자치구별 주간인구지수(2010년)

넷째는 참여자의 헌신  리더십으로, 수많은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리더십의 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를 해서는 지역사회의 안 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기 한 교육과 인재발굴이 필요하다.

자료：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그림 5-17> 서울시민의 자치구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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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지역의 공간  범 , 역사⋅문화  배경 등의 요소들로,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

의 수 과 특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문화  배경을 토 로 장소성이 강한 지역에서 

이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한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참여의 한계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행정기 과 문가가 주도할 수 있음

－형식 인 최소한의 참여에 머무를 수 있음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

－이해 계에 따라 무 심과 과잉 심이 극단 으로 교차

－특정 소수의 참여와 다양하고 고른 참여에 어려움

－정보 근성을 높이기 한 채 의 확 와 다변화(오 라인, 온라인) 필요

－ 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한 이해 부족(시각화, 지표화, 수화, 문가컨설 , 

교육  안내 등 필요)

－주민참여 동기부여를 한 충분한 공공지원 필요

－기존 유사사업과 복지원의 가능성

－지역주민조직의 이권단체화와 공공지원에 따른 모럴해 드(moral hazard) 험

－공공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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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과 평가

제1절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1. 지원방법

1)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및 고려할 사항

안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 으로 주민들의 자발 인 의지와 노력

이 요한 만큼 공공지원이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지속가능한 

주민활동과 로그램이 요한 만큼 재정투입 심의 일회성 지원사업은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시 인’ 주민제안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규모를 결정하도

록 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복성이 있는 사업은 원칙 으로 지원 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안 마을만들기에 한 지원은 서울시의 공통지침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 차｣

(2012년 5월)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 마을만들기에 지원기 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리 로그램형(S/W형)과 물리  환경정비형(H/W형) 간에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단히 크므로 별도의 차등 인 지원기 을 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 내에서도 안 마을만들기 여건조성  발굴을 한 

사업(인큐베이 )과 실제 험해소를 한 개선사업 간에도 차등 인 지원기 을 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일회성 사업과 지속성 사업에 한 차등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성 사업은 언제까지 지

원해야 하는가에 한 기 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용한 공공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

지원가능 액의 설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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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과 방법

서울시 마을공동체 표 지침에 따르면, 안 마을만들기 사업주체는 주민(3인 이상), 생활안

거버 스를 비롯한 주민조직, 민 트 십 등이 될 것이며, ‘상시’ 제안에 의한 지원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지원 상사업은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사업주체가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안 마을만들기도 이러한 표 지침을 참고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 마을만들기 지원 상사업은 지속성 사업과 일회성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성 사

업은 최  1년에서 최  3년까지 지원(일몰제 용)하고, 매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지원규

모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일회성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한 지원

시기는 착수시기와 간 이후 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비고 목적 연간(2012년) 지원규모 비고

서

울

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복지건강실)

저소득 밀집지역 시민들의 자조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공급할 수 있는 주민과 민간

단체 지원

o 지역형(공공부문연계형)

 - 2~5개 내외 200만원(사업당 40~100

백만원)

o 아이템형(민간단체주도형)

 - 100백만원(사업당 지원규모 미정)

- 사업비의 10% 이

상 자부담 의무화

- 지속성 사업은 매

년 단위 지원, 최

대 3년까지 지원

(일몰제)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사업

(복지건강실)

마을공동체 스스로 건강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건강마을

사업 지원

o 건강마을 1개당 300백만원 이내 지원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육아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3의 대안적인 보육 

돌봄공동체 지원

o 단체당 80백만원 이내

청소년 休카페 

설치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휴식/놀이공간 설치 지원

o 단체당 50백만원 이내

o 인큐베이팅 단계：1~5백만원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주택정책실)

북촌⋅서촌지역 한옥마을의 주

민중심형 공동체사업 지원 

o 공동체 프로그램(S/W)：5백만원 이내

o 시설/공간조성(H/W)：10백만원 이내

타

도

시

수원시

o 공동체 프로그램(S/W)：5백만원 이내 

o 시설조성 20백만원 이내, 공간조성 

40백만원 이내

남양주시
o 8~40백만원 이내(사업유형 구분 없음, 

평균 20백만원)

<표 6-1> 서울시 실⋅국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서의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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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상사업은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과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최  

90% 이내로 설정하도록 한다.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정비비용은 

액 공공이 부담하고 사유시설(건축물 등) 정비비용은 일정비율( ：총사업비의 10~30%) 이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안 마을만들기 여건조성  사업발굴을 한 사업(인큐베이 )은 최  1년간만 지

원하도록 한다.

2. 지원절차

안 마을만들기 지원 차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 차｣(2012년 5월)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안 분야의 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안전마을만들기

에 대한 컨설팅, 조사, 평가 등을 종합지원센터가 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서울시(도시안전실, 행정국 등) 및 자치구의 담당부서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등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그림 6-1>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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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

1. 평가체계：사전평가

1) 평가시점에  따른 분류와  사전평가

사업에 한 평가는 사 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안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한 평가는 사 평가에 해당하며, 지원신청사업에 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우선순  등을 결정하기 한 것이다.

<그림 6-2> 평가시점에 따른 평가의 유형

2) 평가방식

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지원은 장조사가 이루어진 후 심사 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된

다. 장조사는 행정기 (시, 자치구) 담당부서,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시(종합지원센터는 사

검토의견 작성)한다. 심사 원회는 문가, 공무원(시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되며, 제안서와 사

검토의견을 토 로 복성 검토  타당성 평가를 한다.

<그림 6-3> 안전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평가프로세스

안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평가는 크게 복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된다. 복성 

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복되는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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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타당성 평가는 복성 검

토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

하는 과정이다.

2. 중복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

1) 중복성 검토

복성 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거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복되는지를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

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안 마을만들기사업과 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기존 사업들이 

많이 있다. 컨 , 방범과 련하여 자율방범순찰  활동, 청소년통행 지⋅제한구역  유해

업소 집지역 순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어린이 안 을 한 학교보안  활동 등이 그것이

다. 교통안 과 련하여 녹색어머니회  Walking School Bus 활동, 어린이⋅노인⋅장애인보

호구역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교통환경정비사업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기존사업과의 

복성 검토는 지원여부를 단하는 데 있어 가장 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6-4> 중복성 검토에서 중복의 유형과 처리결과

2)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실 가능성,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수정⋅보완사항, 실행계획 수립 시 반 사항 등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신청사업에 한 타당성 평가가 배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 되는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이어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컨 , 지원여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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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기 으로 ｢지방자치단체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행정안 부, 2008년)을 참조하

여 평가 수가 100  만 에 70  이상인 경우에 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5> 타당성 평가결과의 유형

3.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

1) 평가기준 및 지표의 설정 

안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평가기   지표 설정 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표

차(2012년 5월)에서 제시하는 시를 참조하되, 안 마을만들기의 개별 인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표 차의 시안은 평가기 을 크게 ‘사업타당성’과 ‘사업의 

실행력  효과’로 구분하고, ‘사업타당성’ 평가항목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실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며 ‘사업의 실행력  효과’ 평가항목으로 자발성  창의성, 주민

참여, 재원확보, 민 트 십, 사업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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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③ 실현가능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④ 지속가능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⑤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사업 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

의 사업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 마을 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⑥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⑦ 재원확보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주민(단체)부담

⑧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⑨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표 6-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2012년 5월)에서 예시하는 평가기준 및 지표

안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평가기 과 평가항목은 표 차를 참조하되, 안 마을의 고유

한 특성을 감안하는 한편, 안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한 논리  

체계화를 통해 도출하 다. 즉, 평가기 은 크게 상지역의 특성,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으로 

인한 기 효과, 사업추진체계의 측면을 포착하기 하여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성’, ‘기

효과’, ‘주민참여  역량’으로 구분하 다.

첫째, ‘사업 필요성’ 평가항목은 재난⋅사고 험 정도, 지역주민 요구도, 취약인구 비율로 구

성하 다.

둘째, ‘사업계획 성’ 평가항목은 지역특성 반  정도, 창의성  참신성, 공익성, 실 가

능성,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 다.

셋째, ‘기 효과’ 평가항목은 안 개선효과와 효과로 구성하 다.

넷째, ‘주민참여  역량’ 평가항목은 주민참여 정도, 민 트 십, 재원확보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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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안전마을만들기 타당성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틀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1. 

사업 필요성

1-1. 재난⋅사고위험 정도
재난⋅안전사고 발생실적, 잠재적인 위해요인(지형적 여건, 위험시설⋅취

약시설 입지 등)

1-2. 지역주민 요구도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요구도, 민원발생 정도, 주민들의 호응 정도 등

1-3. 취약인구 비율 어린이, 노인, 여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1인가구 비율

2. 

사업계획 

적절성

2-1. 지역특성 반영 정도
사업내용이 지역의 재난⋅사고위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과 부합하고 

반영한 정도 

2-2. 창의성 및 참신성 사업내용이 독창적이고 우수하며, 기존 유사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정도

2-3. 공익성 사업내용이 주민 다수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4.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2-5. 지속가능성
사업이 일회성 투자 내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및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3. 

기대효과

3-1. 안전개선효과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전 개선효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효과 등

3-2. 파급효과 타 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 지역 내 관련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

4.

주민참여 및 

역량

4-1. 주민참여 정도 사업주체의 주민참여 정도, 노력 및 조직화 정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등

4-2. 민관파트너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지원 의지,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사업주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3. 재원확보
사업비 중 사업주체 부담(공공지원 이외의 지원 포함), 서울시 부담, 자치구 

부담 비율

<표 6-3> 안전마을만들기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항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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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및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앞서 안 마을만들기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평가기   항목에 하여 상 인 요도

를 부여하기 하여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 한 기본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 상자：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높은 도시계획, 방재 등 분야의 학, 연구기 , 

민간단체, 서울시(도시안 과, 행정과) 등에 속한 문가⋅공무원

－유효 응답자수：107명

－조사방법：이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2012년 7월 19일 ~ 2012년 8월 2일(15일간)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서울시 11 10.3

교수 21 19.6

연구원 73 68.2

시민단체 1 0.9

기타 1 0.9

계 107 100.0

<표 6-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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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항목 중요도 점수(점)

1. 사업 필요성

1-1. 재난⋅사고위험 정도 11

1-2. 지역주민 요구도 9

1-3. 취약인구 비율 8

소계 28

2. 사업계획 적절성

2-1. 지역특성 반영 정도 5

2-2. 창의성 및 참신성 4

2-3. 공익성 5

2-4. 실현가능성 6

2-5. 지속가능성 5

소계 24

3. 기대효과

3-1. 안전개선효과 12

3-2. 파급효과 10

소계 22

4. 주민참여 및 역량

4-1. 주민참여 정도 10

4-2. 민관파트너십 8

4-3. 재원확보 8

소계 26

합계 100

<표 6-5>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및 항목의 중요도 부여기준

주：중요도 점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것임

3)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및 항목의 중요도 부여 기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기   항목의 상  요도를 체 100  만  기 으로 평가

하 을 때, 네 가지 평가기 에서는 ‘사업 필요성’이 28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주민

참여  역량’이 26 , ‘사업계획 성’이 24 이며, ‘기 효과’는 22 으로 가장 낮은 수

를 보 다.

‘사업 필요성’ 내에서는 재난⋅사고 험 정도(1-1) 항목이 11 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계획 

성’ 내에서는 실 가능성(2-4) 항목이 6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 효과’ 내에서는 안 개

선효과(3-1) 항목이 12 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주민참여  역량’ 내에서는 주민참여 정도

(4-1) 항목이 10 으로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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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이 연구는 지 까지의  주도 재난  안 리사업의 보완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하여 서울시 차원에

서의 주민참여형 안 마을만들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안 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는 사고 험과 

련된 안 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 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력을 통해 지속 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안 마을만들기의 공간  범 는 지

역사회 공동의 심사와 이해 계, 사업추진의 지역 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환경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 로서 략 동(행정동 는 법정동) 단  이하의 범 를 

상정하 다. 한 안 마을만들기는 한정된 공간  범 에서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 내

지 주도 인 역할을 제로 하기 때문에 잠재 인 사업 상 역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한 역의 것들에 한정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방재  안 련 공공사

업을 제로 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안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재난 는 사고의 ‘발생-피해- 책-사업추진’ 틀에 따라 분류할 필

요가 있다. 첫째, 발생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를 하는 안 상의 해요인, 즉 재난  사고유

형에 따라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 용될 수 있는 ‘공통형’을 비롯하여 ‘재

난안 형’(자연재해, 인 재난), ‘화재안 형’, ‘교통안 형’, ‘생활안 형’, ‘범죄 방형’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피해 측면에서는 피해에 취약한 지역  인구집단을 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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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 심지형’으로 나  수 있고, 상인구집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인구집단을 상으로 하는 ‘취약집단 심형’과 불특정 지역주

민 체에 걸쳐 안 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일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책 측면에서는 비물리 인 안 리활동 심의 ‘안 리 로그램형(S/W형)’, ‘물

리  환경정비형(H/W형)’, ‘양쪽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업형(S/W-H/W 복합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넷째, 사업추진 측면에서는 사업추진주체로서 가 이니셔티 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민

주도형’과 ‘민 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마을만들기는 당해 사업의 주된 목 이 안   방재를 한 사업인지( 의), 혹은 다

른 사업의 일부로서 안   방재에 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의)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

며, 이 연구에서의 주된 논의 상은 자에 한 것이다.

서울에서의 재난 및 사고의 발생 특성

서울에서 자연재해는 여름철 풍수해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풍수해는 집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주를 이루는 한편, 산사태  붕괴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침수피해는 하천

범람보다 지  우수집 , 배수시설 통수문제 등에 의한 내수침수가 부분을 차지하며, 이로 

인하여 지  시가지,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지하공간, 도로면 등에서 많은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향으로 집 호우의 강도가 커지고 더욱 빈발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산사태를 비롯한 사면재해 한 집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 경계부의 산지  비탈면, 도로, 

주택가의 옹벽⋅축  등에서 나타난다.

서울은 지난 세기 개발연 에 격한 인구집 과 도시화로 인한 토지자원 부족,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하여 지 , 지하공간, 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

한 지역들에서 침수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시가지의 높은 불투수

율로 인하여 배수시설을 비롯한 인 인 방재시설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시설용량

을 과하는 집 호우에 유연하게 처하는데 근본 인 한계를 안고 있다. 더구나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들에는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풍수해 책들은 

복지와도 한 련성이 있다.

풍수해 이외의 자연재해로는 겨울철 폭설 는 한 에 의한 피해와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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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도시열섬 상과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기온이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폭염은 

력, 물 등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과부하로 인한 마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조기사망, 염병, 정신  스트 스, 기질 악화 등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서울에서 인 재난  생활안 사고  인명피해를 압도 으로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은 도

로교통사고이며, 화재, 등산사고(실족, 추락, 고립 등), 수난사고(물에서의 실족, 익사 등), 추락, 

지하철교통사고, 감 , 붕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산피해에서는 화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붕괴, 폭발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도로교통

사고는 ‘차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사고는 ‘차 사람’사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

다. ‘차 사람’사고는 주로 상업업무 집지역이나 단독⋅다가구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며, 간

선도로상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5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도) 기 으로 보면, 폭력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이어 도, 강간, 강도, 살인 등의 순이다. 강력범죄 에서 폭

력, 강도 등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성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강간사건은 빠른 증가추세에 있

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범죄 험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전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안 마을만들기와 련이 있는 도시 는 구역 차원의 국내⋅외 로그램 사례로는 우선, 

국내에서 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인 행정안 부의 안 도시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

을 시범사업  화재없는 마을만들기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

련사업들은 무수히 많은데, 컨 , 범죄⋅재난 없는 구, 화재 없는 안 한 마을만들기, 안

한 거리 조성사업, 어린이에게 안 한 통학로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로그램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Safe Communities가 있으며, 

UN-Habitat의 개발도상국 지원 로그램인 Safer Cities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에 안 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한 주민참여 기반의 로그램들

이 운 되고 있는데,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방범과 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 인 방범활동 내지 로

그램으로 Neighborhood Watch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안   방재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지자체들에서 운 되고 있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를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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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수해에 안 한 마을만들기는 풍수해를 상으로 하며, 안 한 마을만들기 는 안

⋅안심 마을만들기는 주로 방범과 생활안 을 상으로 한다.

안 마을만들기를 도모하는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를 언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방재  생활안 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과 안 모니터 사단이 있고, 소방분야에는 의용

소방 가 있으며, 방범분야에는 자율방범 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분야에는 주민조직  사

회단체들이 특히 많은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통행 지⋅제한구역  청소년 유해

업소를 상으로 감시  선도활동을 한다. 등학교를 심으로 운 되는 주민조직  시민단

체로는 학교보안 , 안 둥지회, Walking School Bus,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다. 한편, 재난발생 

시 구호를 하여 십자단체가 구 단 로 구성되어 있다. 한 행정동 는 마을 단 의 주민

자치 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도 안 ⋅방재와 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련사업 에는 지역안 을 주된 목 으로 하지는 않지만 안 과 련된 사업

이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에는 주거환경정비

를 한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을 한 가로등 정비, CCTV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공모형 지지원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는 도시 는 마을의 한 유형으로 ‘안

⋅건강도시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건강도시형, 방재안 형, 무장애(barrier-free) 도시형으로 

세분된다. 그러나 선정된 시범사업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 해외에서는 일

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주민 심의 지

역단  개선사업으로 Community Building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안   방재 련 국내⋅외 마을만들기 련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   과제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앙정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실질 인 주민참여 내지 주민주도의 측면이 단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자율 이고도 극 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다.

둘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공모방식에 의한 일회성 공공투자사업 내지 재정지원사업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이며, 지속 인 활동을 담보하기 한 재원확보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부분의 사업들은 재정지원에 의존한 물리  환경정비 심의 사업이라는 것이

다.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의 의존성을 이기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물리

인 주민활동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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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에 해서는 부분 공공부문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목 을 갖는 조직이 복 으로 존재하는 등 

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지원에 한 기  정비, 자율 인 활

동역량 제고, 조직  활동의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 마을만들기 사업

역을 발굴하는 데 있어 기존 안 ⋅방재 련 주민조직  사회단체 활동 역과의 복 가능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안 마을만들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마을공

동체 만들기의 틀 속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민선5기 후반에 

들어 서울시가 으로 추진하는 로젝트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통

과 특성을 계승 발 시키고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칭한다.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표 지원 차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 시 련주체는 크게 사업주체, 행정기 (시  자치구 련부서), 

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민간부문과 시⋅자치구 간 가교 

역할을 맡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사

업 조사  발굴, 교육, 컨설 , 홍보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원 상은 사업주체인 주민 는 

주민단체인데, 주민은 3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 마을만들기 추진에서는 안 분야의 특수성과 문성에 비추어 지원신청사업에 한 안

내  상담 등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한 단일창구로서 종합지원센터에 으로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마을만들기의 개별 ⋅ 문  사항에 하여 종합지원센터, 행

정기 (시, 자치구 담당부서), 문가 등이 긴 히 조할 필요가 있다. 한 지원신청사업에 

한 지원여부 평가를 한심사 원회의 구성은 안 분야 문가를 주축으로 담당행정부서 공

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며, 안 분야 내에서도 자연재해, 인 재난, 생활안 , 방범 등 다

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안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안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정도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반

이 미약한 단계에서는  소극 인 참여로서 안 마을만들기 추진을 한 여건조성  사업발굴

이 심이 되도록 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이 이제 막 형성된 경우에는 주민참여 역량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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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진자⋅지원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이 요하므로 민 트 십 심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단계에 이르면 주민

심의 자율 이고 주도 인 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 과 련된 다양하고

도 종합 인 사업과 로그램을 개하도록 한다. 한 안  이외의 지역 내 다양한 이슈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다 범 한 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

어질 것이다.

안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방식은 사업 역과 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 리 로

그램형(S/W형) 사업 역은 여건조성  사업발굴(인큐베이 )에 해당하는 사업과 마을안 을 

한 개선 로그램의 운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건조성  사업발굴은 

부분의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표

인 사업으로는 지역안 상의 해요인을 조사⋅발굴하기 한 주민의견조사, 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악하기 한 마을 둘러보기, 지역주민이 직  작성하는 안 지도만들기 등이 있

다. 마을안 을 한 개선 로그램을 본격 으로 운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

는데, 컨  안 지도⋅계몽활동이나 감시⋅순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

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에서는 기본 으로 상시설이 공공시설인지, 혹은 사유시

설인지에 따라 공공기 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민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인지가 단될 

수 있다.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 확보를 한 사업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표 인 경우가 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복지  성격의 사업이 

해당한다. 공공시설을 상으로 하는 안 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의 조가 필요한 경우는 많

은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는 해당사업의 실  타당성

을 높이기 한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안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잠재 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업 역은 지역주민들이 재의 

가용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동단  이하 마을단  정도의 공간  

범 에서 시행할만하게 작으며, 가  비용이 게 소요되고, 기술  문성의 요구도가 높지 

않은 사업 역을 심으로 한다. 한 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 쾌 성, 편리성 등도 도모

할 수 있고 이에 합치되는 사업 역에 을 둔다. 보다 범 한 차원에서 행정기 이 고유

한 업무로서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역이나 일회성 사업은 가  제외한다. 이 연구에서

는 해요인에 따라 공통형, 재난안 형, 화재안 형, 범죄 방형, 교통안 형, 생활안 형 등

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가능 역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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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참여의 수 에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특성을 거주인구의 사회경제  동질성, 거

주기간의 지속성  주택 유형태, 주간인구의 사회경제  특성, 공간  범 , 참여자의 헌신 

 리더십, 역사⋅문화  배경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 다. 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

어 주민참여의 한계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 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

안 마을만들기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 으로 주민들의 자발 인 의지와 노력

이 요한 만큼 공공지원은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지속가능한 

주민활동과 로그램이 요한 만큼 재정투입 심의 일회성 지원사업은 가  최소한의 범

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시 인’ 주민제안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규모를 결정하도

록 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복성이 있는 사업은 원칙 으로 지원 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표 지침에 따르면, 지원 상사업은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사업주

체가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안 마을만들기도 이러한 표 지침을 참

고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안 마을만들기에 지원기 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안 리 로그램형(S/W형)과 물리  환

경정비형(H/W형) 간에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단히 크므로 별도의 차등 인 지원기 이 용

될 필요가 있는데,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최  90% 

이내로 설정하도록 한다. 물리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정비비용은 액 

공공이 부담하고 사유시설(건축물 등) 정비비용은 일정비율( ：총사업비의 10~30%) 이내에

서 지원하도록 한다.

안 리 로그램형(S/W형) 사업 내에서도 안 마을만들기 여건조성  발굴을 한 사업

(인큐베이 )과 실제 험해소를 한 개선사업 간에도 차등 인 지원기 이 용될 필요가 있

는데, 여건조성  사업발굴을 한 사업은 최  1년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회성 사업과 지속성 사업에 한 차등지원이 필요한데, 지속성 사업은 최  1년에서 최  

3년까지 지원(일몰제 용)하고, 매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한

다. 일회성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한 지원시기는 착수시기와 

간 이후 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안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한 평가는 크게 복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된다. 복

성 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복되는지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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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타당성 평가는 복성 

검토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 기 효과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

정하는 과정이다. 

안 마을만들기 지원을 한 평가기 과 평가항목은 표 차를 참조하되, 안 마을의 고유

한 특성을 감안하여 4개 평가기 에 총 1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 다. 평가기 은  ‘사업 필

요성’, ‘사업계획 성’, ‘기 효과’, ‘주민참여  역량’으로 구분된다. ‘사업 필요성’ 평가항

목에는 재난⋅사고 험 정도, 지역주민 요구도, 취약인구 비율이 포함된다. ‘사업계획 성’ 

평가항목은 지역특성 반  정도, 창의성  참신성, 공익성, 실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다. ‘기 효과’ 평가항목에는 안 개선효과와 효과가 포함된다. 그리고 ‘주민참여  역량’ 

평가항목은 주민참여 정도, 민 트 십, 재원확보를 포함한다. 이 게 구성된 평가기  항목

에 하여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유효 응답자수 107명) 상 인 요도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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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a Participatory Scheme for Building Safe 

Neighborhoods in Metropolitan Seoul

Sang-Young Shin⋅Jongseok Won⋅Yeji Shin

Securing urban safety i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Yet, as 

urban size and system complexity grow, the role of the governments for urban safety leaches 

the limit to meet the safety need of citizen. Building safe neighborhoods based on community 

involvement may be one of ways to fill in the g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participatory scheme for building safe neighborhoods 

in Seoul. First, the study examines concepts and various types of safe neighborhoods making.

Second, the study looks over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and accidents in Seoul 

including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traffic and various everyday life accidents, and 

crime.

Third, the study investigates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levant to safe 

neighborhoods making.

Fourth, the study suggestss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ies for safe neighborhoods making. 

Particularly, the study suggests numerous areas of citizen participation. 

Fifth, the study suggests municipal support and evaluation schemes for safe neighborhoods 

making.

Finally, the study summarizes the result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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