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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개선 필요

- 휴먼타운, 경 정과 같은 서울의 마을단 계획은 부분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구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장과 착된 주민참여형 마을단 계획을 수립

ㆍ운 하기 해서는 보다 극 인 자치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서울의 마을단 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

지를 면 하게 진단하고, 자치구 역할의 개선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

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 을 가짐.

첫째, 1990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되고 있는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

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추진방식과 운 실태를 악함.

둘째, 마을단 계획의 수립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

해 왔는지를 심층 진단하고, 이에 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심층사례 분석

- 이 연구는 ① 마을단 계획의 추진동향과 자치구 역할의 필요성, ② 행 마을단

계획의 심층사례 분석을 통한 자치구의 역할 진단, ③ 외국의 운 사례와 시사 , 

④ 마을단 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됨.

- 심층 분석을 해 서울의 마을단 계획 사례를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하고, ① 문헌 분석, ② 장 답사, ③ 담당공무원ㆍMP(Master Planner)ㆍ용역사 

등 실무진 면담조사 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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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을단 계획이 도시계획체계로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문부서  

인력과 산 등이 마련되어 있는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도

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사례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함.

Ⅱ. 마을단위계획의 추진동향과 자치구 역할의 필요성

1. 마을단위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 마을단위계획의 개념 정립

- ‘마을단 계획’이란 ‘행정의 지원과 력하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에 주

도 으로 참여하면서 수립하는 마을(동네)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지 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북 마을가꾸기, 휴먼타운, 경 정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해 공공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마을단 계획과 사업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단 계획’의 성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마을단 계획은 지역의 안과제를 다루는 지역 착형 계획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 하여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의 안과제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임.

  둘째, 마을단 계획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의 출발 임. 지자체, 주민, 지역단체 

등 지역과 련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참여와 력을 통해 수립되며, 특히 

계획의 발의  참여주체로서 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 역할의 필요성

- 지 까지 서울의 마을단 계획은 주로 서울시 주도로 운 되어 왔음. 향후 마을단  

계획이 ‘지역 착형 계획’, ‘주민 참여형 계획’,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ㆍ통합형 

계획’으로 자리 잡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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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마을단 계획은 지역 착형 계획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한 이해도가 

높은 자치구의 극 인 역할이 필수 임. 지역 황과 주민 특성을 세 하게 악

하고 있는 자치구가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용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원칙과 기 을 마련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둘째, 마을단 계획은 주민들의 참여가 요한 만큼 주민 의견을 지속 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창구 역할을 맡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지속 인 신뢰 구축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ㆍ지

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마을단 계획은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체 유지를 해 시행되는 다양한 사

업들과 연계ㆍ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함. 해당 마을과 그 주변지역을 상으로 진행되

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 으로 연계ㆍ통합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역할 강화가 필

수 임. 

2. 마을단위계획의 전개과정 및 자치구 역할

● 중앙정부부터 자치구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전개 

- 우리나라의 마을단 계획은 2005년 앙정부 차원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의 ‘북 마을가꾸기’, ‘휴먼타운’  ‘경 정’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 개되고 있음.

-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주 역시 북구(2000)를 비롯하여 마포구(2009), 성북구

(2011) 등이 자치구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등 자체 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의 마을단 계획들은 국ㆍ실별로 추진되거나 시범 인 성격이 강한 사

업들이 부분이어서, 향후 유사한 성격의 계획과 사업들을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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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을단위계획의 전개과정 

● 도시계획 권한과 전문인력 등 자치구의 계획 역량 부족

- 재 서울의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비교할 때 도시계획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

음. 도시 리계획의 입안  경미한 변경ㆍ결정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도시계

획의 수립  결정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음. 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하여 운 하고 있는 자치구도 3개구에 불과하여 문성도 부족한 실정임.

-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단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

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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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을단위계획의 유형별 사례와 자치구 역할 진단

- 여기서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

하여 장담 을 분석함.

- 서울시 주도형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상지를 공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실시설계  시공부분을 자치구에 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한편, 자치구 주

도형은 자치구 주도하에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서울시 주도형 사업으로는 ‘휴먼타운’, ‘경 정’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자치구 주

도형 사업으로는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례가 선정됨.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자치구의 역할을 ① 사업의 추진체계, ② 

담당인력ㆍ조직  사업 산, ③ 계획수립과정, ④ 사후 리 등으로 구분하여 장단

을 분석함.

● 사업의 추진체계

-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충분한 계획 수립 역량으로 안정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음.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리가 가능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계획수

립 경험과 산, 문인력 동원 등을 토 로 효율 인 사업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서울시-자치구 간 수직 인 사업체계로 인해 자치구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소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임. 한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실시설

계는 자치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어들거나, 담당공

무원이 교체되어 주민들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반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지역특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 심의 통

합 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창구 단일화를 통해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함. 

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을 자치구가 주 함으로써 일 성있는 계획수

립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 도 있음.

- 하지만 재 자치구의 인력  산, 계획역량으로는 자치구 자체 으로 사업을 추

진하기에는 부족한 이 많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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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인력ㆍ조직 및 사업 예산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 지원을 한 서울시 차원의 

문조직을 설립하여 운 하고 있으나,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부족한 실

정임.

- 한편, 자치구 주도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와 은평구는 마을만들기 담 과 

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창

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충분한 산 확보를 통해 안정 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가시 인 성과 도출이 비교  용이함.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산 확보를 한 자치구의 극 이고 능동 인 노력이 필요

함. 그러나 자치구 차원에서 산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산 

지원과 력이 필요할 것임.

● 계획의 수립 및 주민참여 유도

- 상지 선정과정은 서울시 주도형 사업이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 상지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비해 자치

구 주도형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황과 특성을 악한 후 상

지를 선정함.

- 주민참여 유도과정은 서울시 주도형 사업이 체계 으로 진행되지만, 짧은 계획기간

과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을 기술용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임. 반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있는 주민조직을 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계획수립과정을 보면,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10~20여명의 주민 표가 참여하는 워

크 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주민 워크 보다 수시로 

개최되는 골목별 소규모 마을회의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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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사후 리 측면에서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수많은 상지에 한 사후 지원  리

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반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사후에도 지역과 착하여 주민

과 지속 인 소통을 하고 주민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 서울시 주도형 사업인 휴먼타운이나 경 정은 주민 정을 통해 사후 유지 리를 

한 토 를 마련하 으나, 기존에 주민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자치구의 

지속 인 심과 지원이 있는 지역만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주민 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속 인 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구의 지원이 필요함. 

구분 서울시 주도형 자치구 주도형

기본
개념

사업의 추진주체가 서울시로서 대상지 선
정부터 기본계획의 수립까지 사업전반을 
이끌어가고 관리·감독하며 진행

사업의 추진주체가 자치구로서 계획의 수립
과정 내에서 서울시의 참여는 없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인 과정으로 진행

추진
체계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상지
를 공모하여 사업추진
대상지 선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서
울시가 주도
서울시에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치구는 서울시의 승인하에 예산 집행
기본계획 이후 실시설계 및 시공에 대한 
권한만 자치구에 부여하여 계획을 실현

자치구 자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대상지를 주민자치센터나 외
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정하여 사업추진
서울시의 공모나 외부단체의 지원 등을 활
용하여 예산 마련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툴을 마련하고 자치
구의 주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연계
하여 수립

자치구
역할

기술용역사의 주민참여 유도를 지원하
며, 워크숍에 참여하여 공공의 입장에서 
주민의견 청취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안의 검토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과의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시공 발주

사업의 주요목표와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대상지를 주민들의 참여하에 자
체적으로 선정 
주민조직화부터 마을회의까지 주민들을 주
도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외부단체의 예산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
해 다양한 공모 참여와 홍보활동 실시

장단점

▶ 충분한 계획 수립 역량으로 안정화된 
사업추진 가능

▶ 충분한 예산의 운용 가능
▶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와 모

니터링 가능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주체 변경으로 

인한 단절 발생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

▶ 지역 이해를 통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정
책시행 가능

▶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주민과 착되고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 가능

▶ 지역과 착하여 주민과 지속적 소통으로 
사후관리 용이

▷ 전문부서 마련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담당 
인력의 부족

▷ 자치구 자체적 예산 마련에 한계

<표 1> 서울시 주도형 사업과 자치구 주도형 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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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 마을단위계획 사례와 시사점

-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계획 수립  

운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함. 

●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단위계획

- 시애틀과 세타가야구는 마을단 계획을 도시계획체계와 연계하여 지자체 도시기본

계획의 하 계획으로 운 하고 있음. 

- 시애틀은 근린지역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하 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 운 하고 있

으며, 세타가야구는 마치즈쿠리 조례를 통해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을 자치구 도시정

비방침(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의 하 계획으로 운 하고 있음. 

● 마을단위계획 수립 및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 시애틀과 세타가야구는 마을단 계획을 한 행정부서를 별도로 조직하거나 지원센

터를 설립하여 계획수립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시애틀시는 근린지역계획의 수립  실 을 해 시청 내 마을과(Department of 

Neighborhood)와 마을만들기 서비스센터를 운 하고 있음. 세타가야구는 구청 

내 담당부서외에 5개 지역생활권별로 설치된 종합출장소에서 마치즈쿠리계획

의 수립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로 마치츠쿠리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참

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조직 결성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 시애틀, 베를린, 세타가야구 모두 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역의 마을단 계획을 지

원하고 있음. 시애틀의 POEL(Public Outreach and Engagement Liaison),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매니 (Quartiersmanager), 그리고 세타가야구 역시 마치즈쿠리 문가

를 해당 지역에 견하여 주민조직 결성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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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 시애틀은 마을의 문제해결과 주민활동 지원을 해 마을기 (Neighborhood Match 

Fund)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린지역계획을 실 하기 한 주민 주도의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세타가야구 역시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를 설치하여 공공 재정과는 

별도의 기 을 운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청장의 성향과 교체에 계없이 지속

으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계획의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일부 주민조직에게 위임

- 베를린은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만들기 로그램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

에 한해 지원 액과 로그램 운 에 한 사항을 주민과 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원회, 마을 의회 등에서 자체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임하고 있음. 

- 한편, 세타가야구는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구 마치즈쿠리계획과 지구계획 등

을 입안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Ⅴ.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 재정립

-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 한 마을단 계획을 주민 주도로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지역의 상황과 주민 특성을 악하고 있는 자치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향후 마을단 계획이 확 되어 수립될 경우에 비하여 자치구가 서울시의 실질

인 력자, 주민들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

야 함. 



x

<그림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새로운 역할모델 설정 

● 자치구의 계획 권한 강화

- 마을단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 해서 서울시는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서울시  지역주민들과 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구의 

계획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으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단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승인을 받아 운

하고,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공모방식의 정례화 및 매칭방식을 통한 예산 지원

- 마을단 계획을 지속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산 확보  

공모방식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자치구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개선요구와 이슈가 있

는 지역을 상시 으로 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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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서는 자치구 차원의 계획 수립이 제되어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

칭방식으로 산을 마련하는 등 자치구가 산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모색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치구 차원의 전담팀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 마을단 계획을 외부 용역사가 상당 부분 수행하는 경우, 주민들과 지속 인 계를 

맺어가면서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에는 산과 기간에 한계가 있음. 자치구 차원의 

담 을 구성하고 문인력을 확보하여, 마을단 계획을 자치구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립ㆍ운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단위계획의 제도화 추진

- 마을단 계획을 자치구 내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계획  과제를 

도출하는 계획수단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는 마을단 계획 

수립  운 에 한 조례를 마련하여 마을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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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주민참여형 마을단위계획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 진단 필요

- 2000년 서울의 북 마을가꾸기, 2005년 앙정부 차원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

은 마을(동네)에 기반을 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 다. 

-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는 층 주거지의 유지ㆍ보 을 해 휴먼타운, 경 정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마을단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부분 서울시 주도

로 추진되고 있다.

- 장과 착된 주민참여형 마을단 계획은 그 성격상 자치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지만, 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계획역량은 조직과 산, 계획권한 측면

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 앞으로 자치구의 계획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기 해서는 그동안 마을단 계획의 수

립  운 과정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면 하게 진단하여 개

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마을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 개선 필요

- 마을단 계획은 지역 착형 계획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한 이해도가 높은 자

치구의 극 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 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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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단 계획의 수립ㆍ운 과정에서 자치구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의 도시계획과 생활환경 개선은 자치구 차원의 마을

단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마을단 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운 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1.2 연구목적

-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이 연구의 목 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990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되고 있는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

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운 실태와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둘째, 마을단 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층 진단하고, 자치구의 역할 강화를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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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범위

- 이 연구는 재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

도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여 자치구의 역할을 심층 진단하 다. 

- 먼 , 서울시 주도형으로 휴먼타운과 경 정 사례를 검토하 는데, 각각 강동구 

서원마을과 강북구 진달래마을을 표사례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 다. 그 외 능안

골(강북구), 선유골(성북구), 용마마을( 진구) 등의 사례도 검토하여 보완하 다.

- 자치구 주도형으로는 은평구와 성북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은평구 두꺼

비하우징과 산새마을 사례, 그리고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와 장수마을 사례를 

심층 분석하 다.

- 특히, 마을단 계획 수립  운 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① 자치구의 계획역량

( 문조직  인력, 산  지원제도 등), ② 상지 선정, ③ 계획수립  주민참여 

유도, ④ 사후 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림 1-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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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 마을단위계획의 이론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의 커뮤니티계획과 마을단 계획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해 국내의 마을만들

기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획틀로 활용되기 해 어떤 방향으로 개되어야 하

는지를 검토하 다.

- 한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2000

년  이후 본격화된 마을단 계획과 사업들의 추진동향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 국내 마을단위계획 사례 연구 및 현장답사

- 사례별 계획  사업보고서, 마을만들기 련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최근 추진되

고 있는 마을단 계획의 유형과 사례를 악하 다.

-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다양한 유형의 마을단 계획 상지에 한 장 답

사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제 사업 내용을 비교ㆍ검토하 다.

● 사례별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자치구 역할의 심층 진단

- 휴먼타운과 경 정, 두꺼비하우징과 성북구 사례별로 해당 자치구 실무담당자와

의 인터뷰를 통해 계획수립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문제 을 심층 

분석하 다.

- 마을단 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은 참여주체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사례지역별 

MP와 문가, 실무자(용역사), 장 활동가 등을 상으로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실

시하여 다양한 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진단하고자 하 다. 사례별 심층 면담  

자문 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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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사례대상지 심층면담 자문회의

휴먼타운

서원마을 조기석 (강동구 지구단위계획팀)
정석 (가천대학교 교수)

유나경 (코레스엔지니어링 소장)
선유골 강현식 (성북구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능안골 황성련/김형대 (강북구 도시계획팀)

경관협정
진달래마을 한상균 (강북구청 도시디자인팀)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처장)

박승배 (도시연대 사업국장)용마마을 안현찬 (서울대학교)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

황영범 (은평구 두꺼비하우징팀)

윤전우 (두꺼비하우징 마을만들기지원팀)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성북구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장수마을

이주헌 (성북구 상임기획단 팀장)

박학룡 (마을기업 동네목수 대표) 
장옥연 (온 공간연구소 소장)

<표 1-1> 사례별 심층면담 및 자문대상자 

●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베를린의 마을만들기(QM: (Quartiers- 

management),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사례 등 외국 마을단 계획의 상과 

역할, 계획과정 등을 살펴보고, 자치구의 역할  시사 을 도출하 다.

<그림 1-3>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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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선행연구 검토

-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마을만들기 련연구는 크게 ① 마을만들기 사례 연

구, ② 도시계획와 마을만들기에서 공공의 역할에 한 연구, 그리고 ③ 외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에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 , 마을만들기 사례의 표 인 연구로는 정석(1999), 목정훈(2006)의 연구가 있

다. 정석(1999)은 주민, 문가와 시민단체, 행정의 입장에서 마을만들기의 성공을 

한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 으며, 목정훈(2006)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사업의 내용과 성과, 주민참여, 추진방식 등을 비교분석하 다.

- 다음으로, 도시계획  마을만들기에서 공공의 역할에 한 연구로는 선정원(2002), 

박내규(2012)의 연구가 있다. 선정원(2002)은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 를 한 

요건과 자치구 도시계획 기능의 발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내규(2012)는 휴먼타운

을 추진한 서울시 담당자로서 주민참여형 지구단 계획에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

다.

- 외국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련된 연구로는 한상일(2003)과 김용성(2012)의 연구가 

있다. 한상일(2003)은 미국 네 도시를 사례로 근린참여제도의 태동과정과 추진 략, 

시사  등을 제시했으며, 김용성(2012)은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의 운 주체와 제

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 연구는 지 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마을단 계획과정을 자치구의 역할

에 주목하여 분석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에서 차별성이 있다.

- 첫째, 2000년  이후 시행된 다양한 마을단 계획을 유형화하여 분석하 다. 기존 

연구에서 한두 개 사업을 상으로 마을단 계획을 비교ㆍ분석한 것과 달리, 이 연

구는 휴먼타운, 경 정, 두꺼비하우징,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례 등 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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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진된 다양한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 다.

- 둘째, 자치구 역할에 을 두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지 까지 마을

단 계획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 간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자치구의 역할

을 심층 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을 제안하 다.

- 셋째, 마을단 계획 수립  운 을 한 자치구의 계획역량과 계획수립과정, 사후

리까지  과정을 분석하 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자치구의 담당인력  

조직, 지원제도 등 마을단 계획을 한 토 와 계획과정, 사후 리까지 분석하

다는 에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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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저자
(년도)

주요내용 시사점 및 제언 출처

마을

만들기사례 

관련 연구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주
민참여형 마을만들
기 사례 연구

정석 
외

(1999)

주민, 전문가와 시민단
체, 행정의 입장에서 마
을만들기의 성공을 위
한 주체별 역할 제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의 
설치, 마을지원기금 확
보, 관련 법제도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새
로운 역할 필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
성화방안 연구

목정훈 
외

(2006)

국내 12개 사례와 일본 
3개 사례의 분석을 바
탕으로 마을만들기 과
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분석함

마을만들기 정책의 도
입/지속적인 공공지원/
지역단위 종합계획의 수
립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살고 싶은 도시만
들기 활성화를 위
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김진범 
외

(2008)

특정 대상지가 아닌 살
기좋은 지역 만들기 시
범사업지를 대상으로 계
획내용, 계획주체, 사업
비 규모 등 종합적인 분
석을 함

해외의 마을계획은 도
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으로 수립되며 생활권 
단위별로 지역사회가 주
도하는 실행위주의 계획
으로 수립됨

국토연구원

마을만들기 운영사
례 비교연구

목정훈
(2008)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자치구
의 제도와 행정을 비교
분석하고 내용, 성과, 주
민참여, 추진방식 등을 
비교분석

자치구단위 행정과 기
초행정 단위 주민자치
센터의 역할을 구분하
여 주민중심 마을만들
기 행정서비스 제고를 
높여야 함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주민참여 마을만들
기 계획과정에 관
한 사례 연구

신중진, 
신효진
(2008)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
기 사례를 정리하고, 관
련 주체 및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계획과정의 
유효성 측면에서 시사
점을 도출 

지역의 종합계획을 통
해 다양한 문제를 검토
하여 점적이고 개별적
인 사업위주의 기존 마
을만들기 활동을 보완
해야 함

대한건축학회
제24권 2호
109~120쪽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서울시
(2010)

서울시 마을만들기 행
정의 현 수준을 파악하
고 국내외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
만들기를 실행한 사례
조사를 통해 지원제도
의 필요조건을 분석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센터 및 전
담조직을 설치하고 자
치구별로 조례를 제정
하여 자치구 주도의 구
체화된 마을만들기 사
업을 시행해야 함

서울시

<표 1-2>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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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 고찰

구분 논문
저자
(년도)

주요내용 시사점 및 제언 출처

도시계획 및 

마을만들기

에서의 

공공의 역할

자치구행정과 도시
계획

선정원
(2002)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를 위한 요건과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한 자치구 도시
계획 기능의 발전을 위
한 대안제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불분명한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독
자성을 보장하고 승인유
보형 도시계획 결정권제
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8집
75~89쪽

지자체 도시계획 역
량 강화 방안에 관
한 연구

임현철
(2004)

도시계획 행정을 주도
하는 구청 도시계획 담
당 공무원에게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
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

자치구 내에서 공무원
의 마스터플랜 성과급 
도입, 테스크포스팀의 
상시 운용, 담당공무원
의 상호협조, 지역주민
의 도시계획 참여와 교
육 필요.

대구시 
시정연찬

주민참여형 지구단
위계획 추진과정에
서의 공공의 역할
에 관한 연구

박내규
(2012)

휴먼타운 사업의 실무
경험과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해 사업시행과정
에서의 여러 참여 주체
들의 역할과 개선방향
에 대해 제시

사업의 주도자 입장이 
아닌 지원하는 입장으
로 행·재정적 지원 외 
주민조직 구성 지원 등
의 추가 역할과 더불어 
주민 갈등의 중재자 역
할까지 수행

서울시립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국의 

커뮤니티 및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미국 근린참여제도
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상일
(2003)

네 도시의 공통적인 특
징을 추출하여 전제조
건으로 설정하고 근린
참여제도의 태동과정에 
따라 추구했던 전략을 
추출하여 함의로 삼음

지역을 대표하는 비영
리조직에 대한 지원, 공
동체 개발 핸드북, 자원
봉사자 및 직원과의 협
의ㆍ교육, 워크숍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 필요

한국행정학보
제37권 3호
159~180쪽

미국의 도심 커뮤니
티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류연택
(2011)

미국에서의 도시 커뮤
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예산, 주
체, 추진체계,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분석하
여 시사점 도출

커뮤니티 단위별 지역
개발 사업효과 측정 피
드백 시스템을 구축, 다
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제고함

한국도시지리
학회지

제14권 1호
35~48쪽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
획의 연계방안 연구

김용성
(2012)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
리에 대해 운영주체와 
제도, 그리고 주민참여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간 연계 체계
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제안함

관련 부서 간 공동위원
회의 구축이 필요하고, 
국토법 내 지자체의 정
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
며, 마을만들기와 도시
계획의 주민제안제도를 
연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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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을단위계획의 추진동향과 

자치구 역할의 필요성

제1절 마을단위계획의 개념 

● 국내에서의 마을단위계획 개념

- ‘마을단  (도시)계획’이란 개념은 정석(1999)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그는 

이 연구에서 ‘마을단  (도시)계획’을 ‘주민들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삶터(일상 

생활환경)의 개선  정비과정에 직  참여하는 계획’으로 정의하 다. 

- 한편, 김은희(2012)2)는 마을만들기를  ‘자생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운동’, ‘계

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 등 세 가지로 구분하 다.3) 이 에서 ‘계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가 결합된 개념으로, 2000년  행정과 문가

들이 규제보다 지원과 력 심의 상향식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참여’를 도시계획과정에 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게 볼 때, ‘마을단 계획’은 제도 인 틀 속에서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계

획과 사업을 의미한다. 

1) 정석, 1999, ｢마을단  도시계획 실  기본방향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김은희, 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 ｢우리, 마을만들기｣, 한국 마을만들기 연구회, 나무도시, 11~39쪽 

참고

3) ‘자생  마을만들기’는 특별한 사례지보다는 1970년  층 주거지 부분에서 보여진 주민들의 자발  

마을가꾸기로, 서울시 푸른마을 상을 수상한 동 문구 용두동 꽃길골목, 은평구 한양주택 등을 표 인 

로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 운동’은 1999년도부터 시민단체가 심이 되어 활동했던 통학로 개선 활동, 
문화의 거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민참여와 정책의 결합을 시도하여 제도화의 토 를 만들

기도 하 다(앞의 책,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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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의 마을단위계획 개념

- 국내 마을단 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국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랜(Sustainable CommunitiesPlan), 그리고 일본

의 마치즈쿠리 등이 있다.

- 첫째, 미국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은 근린지역을 상으로 수립

되는 마을단 계획으로, 주정부가 제시한 비 에 부합되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

고 안문제를 해결하기 한 계획이다.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은 주정부

에서 수립한 성장 리계획의 비 과 목표를 이어받는 실행계획이며, 동시에 상향식 

도시계획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둘째, 국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랜(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은 “ 재와 

미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고품격 삶의 질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한 계획”이다4). 

- 커뮤니티 랜(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은 재와 미래에도 거주하고 일하고 

싶은 장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거주민들의 폭넓은 요구에 응하여 종합 인 

계획으로 수립된다. 계획내용에는 지역경제, 주민참여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 

활성화 등 비물리 인 요소와 안 한 환경, 공공서비스 센터, 도시 인 라, 다양한 

주거 공간 등 물리  환경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비 물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

∙ 일자리와 부의 제공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 지역 주민, 단체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및 지원 ∙ 양질의 공공 서비스센터

∙ 자원 봉사 및 지역 사회 분야의 활성화 ∙ 교통접근성과 적절한 도시계획 및 인프라

∙ 다양하고 활기차며 창조적인 지역 문화 ∙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공간

<표 2-1> 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의 주요 계획내용

       자료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Sustainable Communities: building for the future

 

4) 김진범, 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국토연구원,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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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는 “특정 지역사회가 심이 되고 행정과 문

가, 각종 민간 섹터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의 하드웨어와 공동시설의 리․운  

등 소 트웨어를 일체화시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5)

- 이러한 마치즈쿠리는 도시 인 라, 규모 개발, 물리  계획 심이었던 1970년  

일본 도시계획에 반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활환경의 개선, 주거환경의 정

비, 소규모 계획, 소 트계획 등을 지향한다. 마치즈쿠리에서 마치(まち)는 ‘마을’이

나 ‘상 가’를 뜻하지만, 시 구역의 일부, 정(町), (村)단 까지 다양한 공간범 를 

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마치즈쿠리는 기 자치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계획으로 운 되고 있

다.6) 마치즈쿠리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마치즈쿠리 구상은 주민들이 먼  수립하고, 

이를 행정이 검토하여 상 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을 계획에 반 하는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7)

● 마을단위계획의 개념 정립

-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토 로 ‘마을단 계획’을 ‘행정의 지원과 력 

하에서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한 계획  시행과정에 주도 으로 참여하여 

수립ㆍ운 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지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북  가꾸기, 휴먼타운, 경 정 등과 같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 공공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게 볼 때 ‘마을단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 첫째, 마을단 계획은 지역의 안과제를 다루는 지역 착형 계획이다. 즉 주민의

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의 안과제 해결을 한 방

안을 모색한다.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단순한 물리  환경정비 외

5) 김진범, 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국토연구원, 19쪽
6) 문승국, 1998, “日本의 住民參加型 都  整備手法에 關한 硏究 : 마 즈꾸리의 실천사례를 심으로”, 서울

시립 학교 박사학  논문, 24쪽
7) 김진범, 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국토연구원,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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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문화, 환경,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한 내용도 포함한다.

- 둘째, 마을단 계획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체계의 시발 이다. 즉 기 자치단체, 

시민, 지역시민단체 등 지역에 련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력을 통해 수립되

며, 특히 계획의 발의  참여주체로서 주민들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자치구  

련부서는 주민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종합 인 틀을 제시하는 역할에 

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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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마을단위계획의 추진동향

2.1 마을단위계획의 도입

- 국내에서의 마을단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심이 되어 시작된 마을만들

기가 출발 이 되었다. 1990년 이후 시민단체 심의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재와 같은 마을단 계획 성격의 ‘마을만들기’는 1999년 서울의 북

마을가꾸기를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 1990년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행정과 문가들의 역할이 강조되었

고,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행정과 문가들에 의한 계획수법으로의 마을만

들기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이라

는 새로운 계획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8)

-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참여형 마을단 계획이 국 으로 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마을단 계획이 체계 인 도시계획의 틀로 

작동하고 있진 않지만, 휴먼타운(지구단 계획), 경 정,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운 되고 있다.

    

<그림 2-1> 최근 진행 중인 서울의 마을만들기 사업 

8) 김은희, 2012, “마을만들기는 운동이다”, ｢우리, 마을만들기｣, 한국 마을만들기 연구회, 나무도시, 11~13쪽 



20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2.2 마을단위계획의 전개과정과 최근 동향

- 마을단 계획은 1990년  이후 앙정부, 서울시,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앙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

책’이 추진되었고, 서울시에서는 북 가꾸기사업, 휴먼타운, 경 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 한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00년 주 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안산시, 수원시

를 비롯하여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자치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

을단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 2000년대 이후 추진주체별 마을단위계획

1)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9)

- 앙정부는 2005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정책목

표로 설정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2007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10)을 개정하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9) 도시포털 홈페이지(http://www.city.go.kr/)
10)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12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은 직  는 계 앙행정기 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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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기 생활기반과 환경ㆍ문화가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해 앙정부가 

상지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운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 되며, ‘시범도시’와 

‘시범마을’로 나뉘어 진행된다.

- ‘시범마을’사업은 주민이 동(洞)단  이하의 생활권을 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의 삶터를 가꾸어가는 단지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이를 해 지역주민, 마을 표, 시민단체, 커뮤니티의 지도자 등이 력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행ㆍ재정 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민

들의 심과 참여 기회를 확 하 다.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2007년 제1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시범

도시 18개소, 시범마을 6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었다(<표 2-2> 참고).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시범도시 5 6 7 18

시범마을 25 20 16 61

계 30 26 23 79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표 2-2>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시범도시 및 시범마을)의 통계

- 2007년 서울의 표 인 시범마을로는 마포구 ‘지역 내 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 마을만들기’ 와 종로구 ‘한평공원에서 마을로 살고싶은 북  만들기’가 있으

며, 2008년에는 천구의 ‘걷고 싶은 마을, 함께하는 자연사업’과 마포구의 ‘지역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살고싶은 망원마을 만들기’ 등이 추진되었다. 한 2009년

에는 천구 ‘주민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숨 쉬는 문화마을’사업이 진행되었다.

- 이후 2011년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통합되어 진행

되고 있다.

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 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 을 진

하기 하여 경 ,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

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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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주도의 사업

- 서울시가 주도한 표 인 마을단 계획 련사업은 북 마을가꾸기, 서울 휴먼타

운, 경 정, 최근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북촌마을가꾸기

- 서울시는 북 의 경 을 보호하고 한옥을 보 하기 해 1970년  후반이후 규제 

주의 한옥보 정책을 시행하 다. 그러나 1990년   주민들의 반발로 북 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옥이 격하게 멸실되었고, 그 자리에 다세  건물이 들어서

는 등 북 의 경 이 격하게 훼손되기 시작하 다. 

- 이에 따라 북 지역 내 표 인 주민조직인 ‘사단법인 종로북 가꾸기회’는 1999

년 9월 서울시장과의 화를 통해 북 마을 안 해결  보 책 수립을 요청하

고, 북 마을가꾸기가 시작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11)

- 북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서울시는 한옥 등록  개보수 지원, 개방형 한옥의 운 , 

한옥의 매입과 활용,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한옥의 멸실을 막고, 지역환

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서울 휴먼타운

- 북 마을가꾸기 사업 이후, 한동안 서울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활동이 없었다. 그

러던  2008년 8월, 층 주거지의 멸실을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여 

획일 인 아 트 경 을 개선하기 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행정부시

장 방침 381호)이 추진되었다.

- 서울시는 2010년 4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정착시키기 해 여러 분

야에서 혼용되어 오던 ‘마을만들기’를 층 주거지 리를 한 “서울 휴먼타운 조

성사업”으로 체하 다.12)

11) 정석, 2005, “북 가꾸기 간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쪽.
12)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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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휴먼타운은 주민참여형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계획에 

직  참여하여 CCTV, 보안등, 경비소 등의 보안  방범의 강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민복리시설를 설치하고,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 도시인 라를 구축함으로

써 쾌 한 삶의 터 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1차 휴먼타운은 시공단계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2기 휴먼타운13)이 진행되고 있다. 

재는 사업의 명칭이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 경관협정사업

- 경 정은 2007년 경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경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한 주민 정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 경 정은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  형성을 해 주민들의 자발 인 참여와 력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지역경 을 보 ㆍ 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14) 경 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2008년 서울시 경 조례, 2009년 시

행규칙을 제정하여 경 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8년 12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경 정 시범 상지를 공모하여 3

개 구( 진구, 강북구, 양천구)를 상지로 선정하 다. 이  진구(용마마을)는 사

업주진 도  단되었고, 강북구와 양천구 두 곳에서 진행되어 2011년 완료되었다.

- 2012년 재, 2차 경 정 시범사업 상지로 구로구 개 3동, 악구 서림동 일

가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사업

- 서울시는 2011년 ‘주민 주도의 가치 회복’을 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하 다. 이를 해 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 고, 이에 따라 5개

년 장기계획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13) 1기 휴먼타운이 완료된 시 에서 정비 정지역 해제지역을 상으로 하는 2기 휴먼타운을 연남동과 북가

좌동을 상으로 2011년 8월 실시하 다. 이후 길음동과 흑석동을 상으로 3기 휴먼타운을 실시하 으며 

이는 재정비 진지구 내 존치지구를 상으로 하고 있다. 재 진행 인 4기 휴먼타운 온수동과 방학동은 

사업 반에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변경되었다. 
14) 김지 , 2010, “경 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거버 스 사례분석”, 서울시립 학교 석사학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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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 하기’, ‘새로운 민 력 만들

기’ 등 3  과제와 창의  마을 활동가 양성, 청년  여성 활동과 역량 활용, 공동체 

문화 조성, 이웃 돌  활성화, 마을경제 활성화 등 10  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해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 마을아카데미 등을 설치하

여 체계 인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재 마을공동체 돌 지원사업, 마을북카페 조성, 마을 술창작소, 부모커뮤니티,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안 망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

울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 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해 2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의 

제정을 의무화했고, 이를 토 로 자치구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할 정이다. 

3)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들이 개되고 있다. 2000년 주

역시 북구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으며, 뒤이어 2001년 진안군의 으

뜸마을 가꾸기 사업, 2002년 청원군과 곡성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다15).

- 2007년에는 안산시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수원시 마

을르네상스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기도 하 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추후 마

을만들기 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 마을만들기에 한 법  지원을 해 2003년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한 조례’

를 시작으로 주 역시 북구(2004), 경기도 가평군(2005), 인천 역시 부평구(2005), 

안산시(2007), 군산시(2007) 등 재까지 총 1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 한편,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성북구가 2009년, 2011년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

고, 은평구와 악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북구와 은평구는 주민공동체

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물리  환경을 개선하기 해 다양한 사업을 개하고 있다.

15) 이용성, 2009, “서울시 마을만들기형 지구단 계획의 주민참여 특성  효과분석”,  경원 학교 석사학  

논문,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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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앙정부, 서울시, 기 자치단체 등 각 행정

주체별로 마을단 계획이 도입ㆍ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범 인 성격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여러 유형의 마을단 계획들을 차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통합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자체 인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와 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2-3> 마을단위계획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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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한계

3.1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 역할의 필요성

- 지 까지 서울의 마을단 계획은 주로 서울시 주도로 운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의 마을단 계획이 ‘지역 착형 계획’,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으로 자리 잡

기 해서는 자치구의 역할 강화가 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마을단 계획은 지역과 주민 착형 계획으로 지역과 주민에 한 이해가 높

은 자치구의 역할이 요하다. 앞으로 마을단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자

치구가 지역의 황과 주민의 특성을 지속 이고 세 하게 악하여 계획에 반 하

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원칙과 기 을 

마련하여 리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 둘째, 마을단 계획은 주민의 참여가 요한 만큼 행정과 주민의 지속 인 의견수렴 

창구가 필요하다. 마을단 계획에 해서는 자치구  해당 지역의 민원사항들을 담

당하는 자치구가 창구 역할을 맡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지속 인 신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ㆍ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마을단 계획은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체 유지를 해 해당 마을에서 시행

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통합 으로 추진ㆍ 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마을단 계획이 서울시 역으로 확  진행될 경우, 해당 마을과 그 주변지역을 

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 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운 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역할 강화가 필수 이다.

3.2 현행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한계

- 재 몇몇 자치구에서 자체 인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ㆍ운 하고 있지만, 자치

구가 지역의 황을 바탕으로 자체 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의 창구역할을 하기

에는 도시계획 권한, 인력, 산 등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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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분담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치입법

권을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도 존재한다. 그 에서도 자치구는 일반 시ㆍ군에 비해 

사무권한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16).

-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 시ㆍ군과 달리 서울의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련

한 8가지 사무  도시계획 도로의 유지ㆍ 리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사무에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의 입안, 용도지역ㆍ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한 기 조사, 도시계획사업  재개

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 자치구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 제외)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 제외)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 제외)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 (도 제외)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 제외)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 제외)

7) 도시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행 (도 제외)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도 제외)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자치구 제외)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자치구 제외)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자치구 제외)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 (자치구 제외)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자치구 제외)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자치구 제외)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자치구 제외)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제8조 관련) 

- 한 동법 시행령 9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 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17)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련 주요 업무인 도시기본계획의 수

립,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용도지구 입안 등을 모두 서울시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 으로 자치구가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 권한은 상당

히 취약한 상황이다.

16) 김찬동ㆍ김귀 , 201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 정책성과 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2쪽. 
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련 [별표2] 6. 도시계획에 한 사무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도시계획에 한 기 조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
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  부과 징수,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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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68조에 근거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임하고, 사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도록 하고 있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 혹은 일반 시ㆍ군과 비교할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도시

리계획에 한 입안권만 있을 뿐, 일정규모 이하의 자치구 할 시설  경미한 변경

에 한 사항 외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 컨 , 도시 리계획에서 폭 12m 이하 도로의 변경ㆍ결정, 도시계획시설 부지면

의 5퍼센트 미만의 시설 변경ㆍ결정, 지구단 계획에서 획지면 의 30퍼센트 이내

의 변경 등만을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실질 인 도시계획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일반 시ㆍ군의 사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자치구의 사무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
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 도시계획 용도지역ㆍ지구의 입안

-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관리계획 입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

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

한 사무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
- 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일부의 사무

<표 2-4> 자치단체 규모별 도시계획 권한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제10조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제8조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제68조 관련)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일반 시·군 자치구

입안 결정 입안 결정 입안 결정

도시·군 기본계획 O X O X X X

도시·군 관리계획 O O O X O △

지구단위계획 O O O O O △

도시계획구역 O X O X X X

도시·군계획시설 O X O X O X

용도지역·지구 O O O X O X

<표 2-5> 자치단체 규모별 도시계획 권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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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전문인력 현황과 한계

- 마을단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창

구 역할을 할 문인력의 확보가 요하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

련 문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 2012년 12월 말 재 마을만들기 조례는 12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었으나, 구청별로 

소수의 도시계획 문직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문조직인 상임기획

단이 설치된 자치구는 3개 구(성북구, 구로구, 강남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 과 총원
도시계획

전문직 공무원
상임기획단 

여부
마을만들기 조례 

여부

종로구 도시개발과 23 - - -
중구 도시관리과 16 1 - -

용산구
도시계획과

35 2 - -
도시개발과

성동구 도시개발과 19 1 - -
광진구 도시디자인과 25 1 - O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 - - O
중랑구 도시개발과 19 1 - -
성북구 도시재생과 21 3 O O
강북구 도시계획과 18 1 - -
도봉구 도시계획과 17 2 - O
노원구 도시관리과 21 - - O
은평구 도시계획과 16 1 - O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2 - - O
도시재정비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24 - - O
양천구 균형발전과 21 - - -
강서구 도시계획과 23 1 - -

구로구
도시계획과

28 4 O -
도기개발과

금천구 도시계획과 19 1 - O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19 1 - -

동작구
도시계획과

56 1 - -도시개발과
도심발전추진기획단

관악구 도시계획과 19 - - O
서초구 도시계획과 33 - - -

강남구
도시계획과

23 3 O O
도시계획상입기획단

송파구 도시계획과 30 - - -
강동구 도시계획과 18 2 - O

합 계 596 26 3 12
평균 23.84 1.04

※ 공무원 총원 수는 각 자치구 공식홈페이지의 직원 담당업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2012년 7월 기준).
※ 전문직 공무원 수는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2012년 12월 기준).

<표 2-6> 25개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인력 및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2년 12월말 기준)



30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제4절 소결

- ‘마을단 계획’이란 ‘행정의 지원과 력하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에 주

도 으로 참여하면서 수립하는 마을(동네)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는 서울에서 진행된 북 마을가꾸기, 휴먼타운, 경 정 등 지역의 생활환경

을 개선하기 해 공공의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마

을단 계획과 사업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1990년  이후 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마을단 계획이 추진되

고 있으나, 주로 서울시 주도로 운 되어 왔다. 향후 마을단 계획이 ‘지역 착형 

계획’, ‘주민 참여형 계획’,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ㆍ통합형 계획’으로 자

리잡기 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마을단 계획을 서울 역으로 확 용하기 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단 계획은 주민들의 참여가 요한 만큼, 주

민과 지역에 한 이해도가 높고, 비교  지역에 착된 행정  역할이 가능한 자치

구가 주민들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재 서울의 자치구는 일반 시ㆍ군과 비교할 때 도시계획 권한이 상당히 제약

되어 있다. 도시 리계획의 입안  경미한 변경ㆍ결정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  결정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자치구도 3개 구에 불과하여 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토 로 마을단 계획의 수립ㆍ운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진단한 후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역량 강

화에 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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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울시 주도형 1 : 휴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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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자치구 주도형 1 : 두꺼비하우징과 산새마을

제5   자치구 주도형 2 : 성북구와 장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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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을단위계획 유형별
자치구의 역할 진단

제1절 분석 개요 

● 마을단위계획의 유형과 심층사례 선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마을단 계획은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마을단 계획의 수립  운 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진단하기 

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심층사례를 선정하 다.

첫째, 마을단 계획 과정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개입이 비교  큰 사업

둘째,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추진되거나 다른 상지에서도 

진행 정인 사업

셋째, 물리  환경개선사업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 으로 추

진되는 사업 

-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단 계획은 크게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가 주도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인 서울시 주도형 사업으로는 휴먼타운과 경 정이 있

으며, 자치구 주도형 사업으로는 은평구 두꺼비하우징과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례가 

있다(<그림 3-1> 참조).

- 유형별로 심층사례지역을 선정하 는데, 휴먼타운은 강동구 서원마을, 경 정은 

강북구 진달래마을, 그리고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은 산새마을, 성북구 마을만들기는 

장수마을 사례를 선정하여 자치구의 역할을 분석하 다1)(<표 3-1> 참조).

1) <표 3-1>에서 보듯이 심층사례로 선정된 지역 외에 가  많은 사례를 검토하 으나, 심층사례 이외 지역

은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본문이나 각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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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사례 분석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도하는 두 유형의 장단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시 주도형은 계획수립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치구 역할의 한

계를 분석하는데 을 두었고, 자치구 주도형은 자치구 자체 으로 계획  사업을 

추진하게 된 토 를 분석하는데 을 두었다.

 

<그림 3-1> 마을단위계획의 유형구분

사업 대상지 위치 범위 세대수 사업기간

휴먼
타운

서원마을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대

약  32,000m2 156세대 
(63동)

2009.04~
  2011.11

선유골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일대

약  45,000m2 198세대 
(107동)

2009.04~
  2011.08

능안골
강북구 인수동
532-55번지 일대

약  43,000m2 219세대
(85동)

2009.04~
  2011.08

경관
협정

진달래
마을

강북구 우이동 
584-1번지 일대

약  29,000m2 134세대 
(76동)

2009.03~
  2011.06

용마마을
광진구 중곡4동
176번지 일대

약 33,000m2 139세대 
(48동)

2009.03~
  2010.08

두꺼비
하우징

산새마을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대

약 15,600m2 234세대 
(106동)

2011.08~
 2012.08

성북구 
마을만들기

장수마을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약 19,927㎡
220세대
(166동)

-

<표 3-1> 심층사례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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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틀의 설정

-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형 마을단 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 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해 자치구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 측

면에서 분석하 다.

- 하나는 사업 수행을 한 “자치구의 기본 인 여건”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상지 선정부터 사후 리에 이르기까지 “계획수립  실행과정”을 분석하는 것

이다.

- 먼 , 사업 수행을 한 자치구의 기본 인 여건분석에서는 자치구의 조직, 인력, 

산 등 마을단 계획을 추진하기 한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분석하 다.

- 다음으로, 계획수립  실행과정에서는 상지 선정, 주민참여 유도, 계획수립  

시행, 사후 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담당한 역할을 분석하고, 서

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 각각의 장단 을 비교ㆍ분석하 다. 

<그림 3-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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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주도형 1: 휴먼타운

2.1  도입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2)

- 서울에서 휴먼타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층 주거지

가 아 트 일변도로 재개발되는 것을 막는 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었고, 두 번째

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직  참여하면서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주민참여

형 도시계획을 실 하기 한 것이었다.

- 지난 30년간 아 트 주의 재개발은 층 주거지의 멸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층 주거지 내 지역커뮤니티의 붕괴, 주거유형의 획일화, 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되었다.

- 휴먼타운 사업은 동네 주민들이 마을단 계획에 직  참여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

을 지구단 계획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행정, 

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존의 지구단 계획에서도 주민참여를 해 주민의견 청취, 주민 제안, 주민 약속 

등의 제도가 있었지만, 극 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마을단 계획을 한 주민참

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 에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향식 계획의 일환으로 

휴먼타운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과의 차별성

- 기존 지구단 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행정  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들에게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에 반해, 휴먼타운 사업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지구단 계획을 워크

 등 주민들의 직 인 참여와 합의를 통해 수립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서울시, 2010,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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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개념이 법정 도시계획인 “지구단 계획”과 결합

하여 주민과 행정, 그리고 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획방식으로 환

하게 된 것이다.

 자료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11, “주거지 재생 : 뉴타운, 그리고 휴먼타운”, 13쪽

<그림 3-3>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차이

● 추진목적

- 서울시 휴먼타운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한 법정 도시계획으로, 공공이 산

을 투자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해 추진된다. 주민들

이 계획과정에 직  참여하여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리ㆍ운 을 해 주

민들 스스로 정을 맺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휴먼타운의 세부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층 단독주택지의 정주환경을 유

지ㆍ강화하기 해 민간부문에 한 건축기 을 마련하고, 둘째, 주민 커뮤니티 강

화  골목경  개선을 해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주민참여형 지구단 계획을 실 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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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개과정3)

-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은 2008년 8월 도시계획국 도시 리과에서 진행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약 한 달간 상지를 공모하여 

4개의 상지를 선정하고 계획수립을 진행하 다. 

- 한편, 주택국 주거정비과는 2010년 4월, “주거지종합 리계획”을 발표하고, 다세

ㆍ다가구주택이 집한 정비 정구역 해제지역을 상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와 유사한 “리빙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 이후 서울시는 성격이 비슷한 두 사업을 통합하여 2010년 4월 층 주거지의 극

인 리를 해 “서울 휴먼타운” 사업을 공식 으로 발표하 다.

- 이로써 지 까지 추진해 오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서울 휴먼타운”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최종 으로 3개 마을을 상으로 시범 지구단 계획을 수

립하게 되었다4)(<표 3-2> 참조).

대상지 자치구 MP 계획수행기관 경과

서원마을 강동구 도시계획과 정석(가천대) 코레스엔지니어링 완료

능안골 강북구 도시계획과 김영욱(세종대) 코레스엔지니어링 완료

선유골 성북구 도시개발과 박소현(서울대) 코레스엔지니어링 완료

내촌마을 강서구 도시계획과 이석정(한양대) 코레스엔지니어링 중단

<표 3-2> 휴먼타운의 사업 대상지 

- 이후, 당 에 “리빙타운” 사업 상지로 선정되었던 연남동과 북가좌동은 2기 휴먼

타운으로 지정되어 2011년부터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고, 재정비 진지구 내 존치지

역인 흑석동과 길음동을 상으로 3기 휴먼타운사업이 진행되었다. 한, 최근 추진

되고 있는  방학동과 온수동 휴먼타운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다(<표 3-3> 참조). 

3)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9쪽 재구성

4) 당  휴먼타운 상지는 강서구 내 마을을 포함하여 총 4개소 다. 그러나 내 마을 주민들은 아 트 개발

에 한 욕구가 남아 있었고, 2009년 7월 휴먼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시 반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약 5개월간 진행되었던 휴먼타운 시범사업이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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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08. 08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본격화

2008. 11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사업지 선정

2009. 05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착수(1기 휴먼타운)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능안골, 성북구 선유골)

2010. 04 주택국 주거정비과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발표 및 ‘리빙타운’ 사업 발표

2010. 04 서울휴먼타운 발표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리빙타운’ 통합

2011
2기 휴먼타운 사업 착수 : 다세대ㆍ다가구주택지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1 
3기 휴먼타운 사업 착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성북구 길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2012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변경(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표 3-3> 서울시 휴먼타운의 전개과정 

2.3  주요 사업 내용

- 휴먼타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 어진다. 민간부문

은 마을에서 행해지는 민간 건축행 에 한 최소한의 규제사항과 주민 정을 한 

권장사항으로 이루어지며, 공공부문은 마을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한 기

본계획과 실행 략으로 구성된다.

- 세부 사업내용은 층 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는 방범ㆍ안  강화, 생

활편의 증진, 기반시설 확충, 주민 의체 구성, 유지 리  공공지원 방안 등이다.

- 특히, 휴먼타운 사업은 방법ㆍ안  강화를 한 CCTVㆍ보안등, 주민편의 증진을 

한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원, 산책로, 그리고 쓰 기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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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휴먼타운의 예시도 

2.4  휴먼타운의 추진방식

● 조직 및 예산의 마련

- 휴먼타운 사업은 서울시 도시 리과가 주 하 다. 도시 리과장을 비롯하여 장

이 참여하 으며, 3개의 상지 모두를 담당하는 총  주무  2명, 그리고 상지별

로 담당주무  1명씩 투입되어 진행되었다.5)

- 사업 산의 경우 기에는 상지로 선정된 자치구도 산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으나, 자치구가 자체 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서

울시가 상지별로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하 다. 다만, 추가 인 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방식(7:3)으로 지원하기로 하 다.

5)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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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정6)

- 휴먼타운 사업은 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마을만들기 시나리오”

를 작성하여 진행되었다. 시나리오는 마을의 공통이슈와 문제를 찾기 한 진단과 

망, 미래상과 실천과제의 도출, 계획안의 구체화  실 방안 모색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여러 차례 주민 워크 을 개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 다.

단계 내용

사전기획
실무협의체 구성(서울시+자치구+MP+용역사)
- 추진전략 및 방향 논의
- 주민워크숍 운영방안, 총괄MP회의 및 전체 일정 수립

기초조사 및 
주민신뢰 구축

사전 주민간담회 실시
- 기초현황조사, 주민의견조사, 현장조사
- 간담회 개최, 주민대표 선출

마을의 진단과 
전망

전체 주민설명회 개최
- 문제점 공유, 공통이슈 및 과제도출
- 주민협의체 구성

미래상 및 
과제 설정

현안과제별 기본구상
- 주민과 미래상 공유, 계획의 목표 및 과제도출
- 현안과제별 기본구상, 주민워크숍 사전 준비

계획안 
구체화

주민워크숍 실시
- 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주민워크숍 실시
- 민간ㆍ공공부문 기본구상

계획안의 
실현방안

계획안의 작성
-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정립
- 계획안의 작성 : 민간ㆍ공공부문 시행지침
- 전체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정(초안) 작성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18~19쪽 재구성

<표 3-4> 휴먼타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 사업의 추진체계

- 휴먼타운 사업은 상지를 선정한 후 서울시와 자치구, MP, 기술용역사, 주민 의체

가 상호 력하여 ① 사 기획, ② 기 조사,  ③ 주민참여 유도, ④ 기본계획 수립, 

⑤ 실시설계  시공, ⑥ 사후 리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6)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14~15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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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발주기 으로서 시범사업에 한 제도 마련, 산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외에도 실무진 회의를 통한 사업이슈 발굴, 학생 공모 과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수행하 다.

- 한편, 자치구는 실행기 으로서 각종 민원 처리, 건축허가 의, 실시설계 발주 외에 

실무 의체 회의 참여  련계획안 검토, 련부처 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 다.

-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먼  사 기획 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MP, 

기술용역사가 실무 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의 진행방향을 논의하 다.

- 기 조사 단계에서는 기술용역사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기 황을 악하고, 사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조사하 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

먼타운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 표를 선출하 다.

-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리ㆍ감독하에 주민, MP, 기술용역사가 참여하는 주민워크

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자치구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임받은 자치구가 주도하여 실시설

계를 진행하는데,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계획안을 조정하고 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마지막으로 사후 리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의 유지ㆍ 리를 해 수해야 할 

사항을 주민 정으로 체결하고, 자치구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 의체가 유지되

도록 돕고 있다.

자료: 서울시, 201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잡이｣, 75쪽 재구성

<그림 3-5> 휴먼타운의 진행 단계별 관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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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 대상지 선정7)

- 휴먼타운을 한 상지 선정과정을 보면, 2008년 11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약 한 달간 50~100호 정도의 소규모 단독주택 집지역

을 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계획서를 공모하 다.

-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성지도 분석  장답사를 통해 서울시 기 에 부합하는 

상지를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 다. 당시 서울시가 제시한 상지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휴먼타운 대상지 선정기준>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마을 

-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저층주택지가 유지되고 있는 마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주변에 풍부한 문화재 및 역사자원 등 보존의 가치가 있는 마을 

- 마을에 대한 애정이 오래된 곳으로 자가 비율과 토박이 거주비율이 높은 마을 

- 상위계획에서 주거환경 보전 및 개선에 대한 관련계획이 수립된 마을

- 서울시는 신청된 9개의 후보지역을 상으로 상지 선정 원회를 개최하고, 도시

계획 황, 지역여건  특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능

안골, 성북구 선유골, 강서구 내 마을 등 4곳을 선정하 다.8)

<그림 3-6> 휴먼타운 시범대상지 개요

7)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13쪽 재구성

8) 강서구 내 마을은 휴먼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주민들 반 로 단되어 최종 으로는 3곳을 상으

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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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원마을 사례와 자치구의 역할

● 서원마을 현황

-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북측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치해 있는 강동구 서원

마을은 북서측으로 올림픽 로와 한강이 흐르고, 선사시  유 지와도 인 해 있는 

유서 깊은 동네이다.

-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재와 같이 질서 정연한 주거지의 모습을 갖추

게 되었고, 150여 세 가 주변 마을과 떨어져 독립 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시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27쪽

<그림 3-7> 서원마을의 전경

- 서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이며, 마을 일부가 역사문화미 지구

로 지정되어 있다. 한 마을 부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위치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대

범위 면적 약 33,000㎡

세대수 156세대 (건물동수 : 63동, 인구 : 345명)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취락지구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13쪽

<표 3-5> 서원마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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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연도 월/일 일정

2008
10.31 자치구 사업대상지 공모

11.20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2009

05.03 착수보고

05.12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

05.21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

06.05 제1차 총괄 MP회의

06.08 제1차 주민간담회

07.03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

07.07 제2차 총괄 MP회의

07.22 제1차 전체주민설명회

07.28 제3차 총괄 MP회의

08.15 제1차 주민워크숍

08.26 제2차 주민워크숍

09.01 제4차 총괄 MP회의

09.11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

09.16 제3차 주민워크숍

10.14 제4차 주민워크숍

10.16 제5차 총괄 MP회의

11.10 제6차 총괄 MP회의

11.11 주민대표 간담회

12.15 제7차 총괄 MP회의

2010

01.07 제5차 주민워크숍

01.28 제2차 전체주민설명회

03.31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4.13)

04.20 사업 통합발주 회의

05.28 주민열람 공고(5.29~6.13)

06.03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06.22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취락지구 변경 관련)

07.28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08.10 시범사업 기술용역사 선정

08.20 주민 재열람 공고(8.21~9.03)

09.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취락지구 변경 관련)

10.21 취락지구 변경 결정

10.21 결정고시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 휴먼타운 - 서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9쪽 재구성

<표 3-6> 서원마을 휴먼타운 사업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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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원마을 휴먼타운 마스터플랜 

<그림 3-9> 서원마을 가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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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서원마을 회관

<그림 3-11> 서원마을 그린파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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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및 인력과 예산의 배정

- 서원마을 휴먼타운 사업은 강동구 도시계획과 지구단 계획 이 담당하 는데, 과

장과 장 외에 담당주무 은 기본계획 시 2명, 실시설계 시 1명이 참여하 다.

- 담당주무 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실시설계로 환하는 과정에서 시공 경험이 있

는 담당자로 교체되었는데, 이러한 교체 상은 다른 휴먼타운 상지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이같은 담당자 교체가 사업 추진에는 효율 일 수 있지만,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간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혼선을 래할 수 있다는 에서 신 할 

필요가 있다.9)

- 사업 산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본사업 산 10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추가 자

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7:3의 매칭방식으로 확보하 다. 강동구는 사업 에 이미 9

억원을 확보해 두었고, 서울시에 추가 산을 요구할 정도로 극 이었다.10)

- 그 외에도 강동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리에 한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비(10억 5천만원)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아 마을회  건설비로 활용하는 

등 추가 산을 확보하기 해 극 으로 노력하 다.

- 서원마을은 강동구가 자체 산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비를 편성하여 계획

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11) 그러나 휴먼타운 사업 산은 실시설계와 시공비

만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는 자체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 대상지 선정

- 서원마을은 상지로 선정되기 이 , 주변 암사 교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소음, 

먼지, 공사차량 통행 등의 민원을 제기하던 곳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조 이나마 해

소하기 해 휴먼타운 사업에 응모하게 되었다.

9) 강서구 내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만 2번이나 담당자가 교체되었으며, 이것이 휴먼타운 사업에 

한 주민들의 신뢰가 하되는 원인이 되었다. 
10) 강북구 능안골과 성북구 선유골에서는 서울시와의 매칭을 통한 추가 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1) 강동구는 자체 확보한 산(9억원)을 사업 기 마을회  토지보상비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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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마을 주민 부분은 휴먼타운 사업에 정 인 반응을 보 고, 강동구가 제안서

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극 인 모습을 보 다. 서울시도 이를 정

으로 평가하여 상지로 선정하 고, 다른 상지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사업 진행이 수월하 다.

- 하지만 서원마을 이외에 다른 상지에서는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 

자치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

들은 휴먼타운 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업

기 반 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 다.

● 주민참여 유도

- 서원마을에서의 본격 인 주민참여는 자치구와 기술용역사가 력하여 사  간담회

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에서 만나거나 심있는 주민들을 상으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서원마을은 기존 주민조직12)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을 상으로 총 3차례의 사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 인 성향과 다양한 의견들을 사

에 악할 수 있었다. 

- 사  간담회 이후에는 체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식 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 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과정을 이끌어 갈 주민 표를 선출하 다. 주민

표는 기본 으로 본인 의사를 존 하되, 주민 혹은 자치구가 추천한 몇몇 주민들에

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주민조직을 심으로 총 10인의 표자가 

선출되어 주민 의체를 구성하 다.13)

- 주민 표가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 워크 을 개최하여 계획 수립을 진행하 으며, 기

본계획 단계에서 공식 으로 총 5차례의 워크 이 진행되었다.

12) 서원마을의 기존 주민조직은 암사 교 건설에 따른 민원 제기과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 유도과정이 비교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13) 서원마을을 제외한 다른 상지에서는 기존에 활동하던 주민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새롭게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작스럽게 주민조직이 결성되거나, 선유골과 같이 주민조직이 결성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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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강동구는 주민들에게 휴먼타운 사업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

행하 으며, 이후 주민들을 직  방문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기술용역사

가 담당하 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담당( 문) 인력이 부족한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

하면 효율 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기술용역사보다 자치구 공무원들을 더욱 신

뢰한다는 에서 보면 자치구의 역할 확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0인의 주민 표로 구성된 주민 의체는 수차례 진행된 주민워크 에 직  참여하

면서 마을의 구체 인 이슈를 문가, 공공과 함께 논의하 다. 특히, 총 5차례에 걸

쳐 진행된 워크 에서는 목표이미지 게임, 마을지도, 디자인카드, 모형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었고, 마을의 구체 인 이슈는 주민합의를 거쳐 

지구단 계획으로 결정되었다.

- 계획수립  시행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의 핵

심 권한은 휴먼타운 사업의 발주처인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고, 이후 실시설계  시

공 등 사업시행은 강동구가 주도 으로 수행하 다.

-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는 주민워크 에 참여하거나 주민들의 의

견을 들어주는 등 소극 인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나 마을회 , 공공공지 등 자치

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결정하여 추진하 고, 련계획안의 확인  

계부처와의 의 등을 극 으로 수행하 다.

- 한편, 실시설계 단계에서 강동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기술용역사를 선정하

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상당한 복 업무가 발생하 다. 새로

운 기술용역사는 기본계획에 한 이해도가 떨어졌으며, 자치구 한 기본계획 수립

에는 소극 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한 검토가 부족하 다. 이로 

인해 강동구는 실시 설계안을 작성하면서 기본계획과 달라진 부분에 한 주민들과

의 의견 조율을 해 여러 차례의 소규모 워크 을 다시 개최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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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서원마을 휴먼타운 사업의 참여기관 및 역할 

● 사후관리

- 휴먼타운 사업은 지구단 계획과 주민 정을 통해 신규 건축물이 마을의 경 을 해

치지 않도록 하고, 지속 인 주민활동을 해 마을회 에서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사후 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 서원마을 주민들은 ‘주민 정’이라는 명칭에 한 거부감 때문에 ‘주민약속’이란 이

름으로 정을 체결하여 마을의 유지 리에 한 근거를 마련하 다. 주민약속은 서

원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 가로  공원의 리, 주차  쓰 기 배출일 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민간의 물리  부문(담장, 주차공간 등)은 주민 스스로 유지 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공공부문(도로, CCTV, 놀이터 등)의 리를 담당하

고 있다.

- 한 강동구는 주민조직을 유지하기 해 서원마을 운 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재에도 운 원회는 자체 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강동구는 회의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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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결

● 서울시 주도형 사업으로 자치구의 주체적인 역할 미흡

- 휴먼타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발주처인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  시공부분에 한 권한만 강동구에 이양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 이는 계획수립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 으

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휴먼타운 사업은 서울시

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후에도 자치구가 극 인 역할을 수행하

는데 한계로 작용하 다.

- 휴먼타운 사업이 서울시 주도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자치구

에 산이 배정되지 않아 자치구가 주민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기

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가 소극 으로 참여함에 따라 후속 으로 진행되는 실

시설계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 다.

● 담당자 교체 및 조직변경으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 어려움

- 서원마을은 휴먼타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장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실시설계 

단계로 환되는 과정에서 교체되었다. 강북구 능안골과 성북구 선유골도 담당자가 

1∼2차례 교체되었다.

- 계획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이러한 담당자 교체는 효율 인 업무 수행을 해 

시공 경험이 있는 임자로 교체된 경우가 많았지만14), 주민참여를 토 로 진행되

는 마을단 계획에서는 공공에 한 신뢰성 하로 나타날 수 있었다. 특히, 이 게 

교체된 담당인력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기본계획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

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속 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기도 하 다.

14)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부분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담당하 으나,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경험

이 있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교체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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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서의 소극적 역할 수행, 실시설계와의 단절

- 휴먼타운 사업에서 자치구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서울

시 주도로 수립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회의장소 마련, 워크 에 한 정보 제공, 공

공의 입장 달, 민원 처리 등 소극 으로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 그 결과, 자치구가 실시설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

제가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치구는 주민 워크 을 다시 개

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복 인 업무를 수행하 다.

● 주민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재

- 서원마을은 지구단 계획과 주민 정을 통해 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조직을 지속

으로 유지ㆍ 리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마을 이외에 다른 휴먼타운 사

례 상지에서 주민조직이 유지되거나 주민 정을 맺은 경우는 없었다.

- 이 게 볼 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조직을 계획수립과정에 극 으로 참여토

록 유도하고, 주민 합의에 기 한 정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주민들과의  빈

도를 높이는 자치구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 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 주민

정의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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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주도형 2 : 경관협정

3.1 도입배경 및 목적

- 경 정사업은 2007년 경 법, 2008년 서울시 경 조례, 2009년 서울시 경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경 법은 경 계획, 경 사업, 경 정 등을 

경 리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 정은 정 체결자 원이 합

의하여 정서를 작성한 후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공식화하는 제도이다.

- 경 정은 기존에  주도로 이루어지던 규제 주의 경 리와 달리, 주민들 간의 

정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 을 리하고 문제 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민들은 경 정을 통해 자기 마을의 경 을 어떻게 리할 것인지

를 정으로 체결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얻으면 정 유지를 한 행ㆍ재정 , 기술

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동안의 경 리가 지구단 계획 등을 통해 용 률, 높이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경 정은 주민들이 합의하는 규제 항목을 자체 으로 결정하고 마

을단 의 경 정운 회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009년부터 진행된 경 정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사라져가는 단독주택지와 커뮤

니티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상 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 다. 

- 한 경 정사업은 주민들이 체결하는 경 정과 공공의 기반시설 지원이 동시

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규제되었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 으로 

리하고 커뮤니티와 마을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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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개과정

- 2007년 경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들에 의한 경 정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이를 자발 으로 신청하는 주민들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

정 시범사업을 자치구 공모방식을 통해 ‘디자인 서울빌리지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

진하 다.

- 경 정을 한 자치구 공모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지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 18개 자치구가 공모에 참여하여 그  강북구 우이동, 

진구 곡4동, 양천구 신월2동의 3개 지역이 1차 상지로 선정되었다.

- 2009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해 MP와 용역사가 선정되었고, 4월  구별 설명회

를 개최하면서 본격 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 12월까지 MP와 용역사 주도

로 기본계획 수립  경 정이 체결되었고, 2010년부터 자치구 주도로 실시계획 

수립  시공이 추진되었다.15)

구분 대상지 특성 담당 MP 추진경과

강북구 우이동
- 1,2층 단독주택 74개 동 등 

총 77개 동
- 삼각산, 대동천 등 인접

도시연대
(김은희 국장)

2009.12 기본계획 수립종료
및 경관협정 인가

2010. 8 실시계획 확정
2010.10 착공
2011. 6 준공

양천구 신월2동

-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총 273개 동

- 일반적 주거지역, 
경인고속도로 접도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

2009.12 기본계획 수립 종료 및 
경관협정 인가

2010. 8 실시계획 확정
2010.10 착공
2011. 6 준공

광진구 중곡4동
- 단독, 다세대 총 48개 동
- 용마공원, 아차산 및 

근린상업지역 인접

서울대 
(박소현 교수)

2009.12 기본계획 수립 종료 및 
경관협정 인가

2010. 8 경관협정 폐지16)

<표 3-7> 경관협정 1차 시범사업 대상지

15) 2011년 1차 사업이 완료된 후, 2차 경 사업 상지로 구로구 개 3동과 악구 서림동이 선정되어 2013년 

말까지 진행될 정이다. 
16) 진구 곡4동(용마마을)의 경 정은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기본계획  경

정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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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사업내용

- 경 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경 법, 서울시 경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

과 민간 역에 한 규정뿐만 아니라 물리 ㆍ비물리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경 정에서는 마을 내 도로, 공원, 수변공간 등의 공공 역과 건축물 외 , 담장 

 문 등의 공작물, 건축물 규모와 같은 민간 역이 모두 다루어진다. 특히, 건축

물의 외 , 옥외 고물, 건축설비,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보   이용 등에 

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 이처럼 경 정은 건축물 높이, 형태, 외 , 획지규모, 건축물 규모, 공공공지 등 

기존 지구단 계획에서 규제하던 항목들 외에 개별 건축물의 지붕, 창문, 쇼 도, 담

장 등의 재료, 디자인, 통일감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 

- 이러한 물리 인 요소들 외에 안 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해 가로의 주행속도, 

야간 경  사용 지 등과 같은 생활상의 약속들도 경 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1.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 입면디자인,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의 색채, 재료, 디자인, 통일감 등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광고물의 형태, 통합간판기, 친환경적 재료, 옥외광고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등

3. 옥외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은폐시설 설치 등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주차시설, 담장, 울타리, 대문, 부지경계공간의 규모, 디자인, 식재, 포장 등

5. 토지의 보전

- 획지, 건축물 규모, 공동개발 시 오픈스페이스 확보, 부지의 용도 등

6.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자원 관련 경관에 대한 배려 및 유지ㆍ관리 참여 유도 등

7. 기타사항

- 보행로, 안전, 청결, 수변공간, 야간경관 및 야간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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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방식

● 제도 및 조직

- 경 정은 2007년 제정된 경 법과 2008년 서울시 경 조례를 기반으로 운 된다. 

경 법에는 경 정의 체결, 인가  변경, 승계 등 운 에 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경 조례를 통해 경 정에 한 지원  평가 등의 내용을 추가

하여 운 하고 있다.

- 1차 시범사업(2009년)은 서울시 디자인 총 본부 내 도시경 담당 이 담당하 으

며, 2차 시범사업(2011년)은 문화 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내 경 사업 이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등이 경 정 업무를 담당

하여 운 하고 있다.17) 

● 사업추진 방식 및 예산지원

- 경 정은 주민들이 주도 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계획ㆍ

건축ㆍ조경 분야의 문가인 MP와 용역사가 력하여 주민 합의를 지원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 1차 시범사업에서 3개 상지의 총  MP로 성균  신 진 교수가 선정되었으나, 

3개 지역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상지별로 MP  용역사를 선정

하 다. 강북구 우이동은 도시연 , 진구 곡4동은 서울 , 양천구 신월2동은 성

균 가 선정되었다.

- 경 정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체 인 진행과정을 리ㆍ운 하면서 경 정

의 인가ㆍ변경ㆍ폐지 등 행정 인 역할을 담당하 다. MP와 용역사는 서울시와 주

민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로 기본계획 수립  정 체결을 진행하 다. 

- 한편, 자치구는 사업 상지의 발굴, 계획수립, 시행, 유지 리에 이르는  과정에 

여하면서 실시설계  시공업무를 담당하 다. 

17) 1차 시범 상지  진구에서는 “비 추진담당 ”이 경 정 시범사업을 담당하 는데, 사업의 발주 

권한이 없어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도로과로 업무를 이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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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2011,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협정 매뉴얼｣, 8쪽

<그림 3-13> 경관협정의 주체 간 관계도

- 경 정 산은 공공과 주민들이 함께 부담하고, 공공의 산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펀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차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사

업비 액을 서울시가 지원하 다. 서울시의 총 산은 61.5억원으로 2009년 기본계

획 수립 시 1.5억원, 2010년 실시계획  시공 시 60억원이 편성되었다.18)

-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총 하여 수립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산은 서울시가 운

용하 고, 실시계획  시공 단계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산을 지원받아 개

별 으로 운용하 다. 산 편성 시 상지의 면 ,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 고, 기본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산을 추정하여 강북구 약 12억원, 진구 약 21억원, 양천

구 약 26억원이 지원되었다.

18) 2차 경 정사업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산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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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선정

- 경 정 상지에 한 법 인 기 은 별도로 없지만, 서울시는 경 자원이 풍부하

거나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공공시설 개선이 필요

한 지역 등으로 상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서울시 경 정 매뉴얼에 따르면, 경 정 상지는 경  련 자원이 풍부한 지

역,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지역, 기존 개발계획이나 사업이 없어 낙후된 지

역, 련분야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인근에 효과를 주기 쉬운 지역 등이다.

1.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경관 관련 자원이 풍부한 지역 

2. 지역주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

- 통ㆍ반장 활약이 많고 주민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

- 반상회가 잘 진행되는 지역

- 지역사회활동이 있는 지역

3.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

- 공지나 공공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

4. 관련분야 개별사업계획이 있어 연계 가능한 지역

5. 인근에 파급효과를 주기 쉬운 지역

자료 : 서울시, 2011,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협정 매뉴얼｣, 11쪽

3.5 진달래마을 사례와 자치구의 역할

● 진달래마을 현황 및 추진경과

- 경 정 시범 상지로 선정된 진달래마을은 강북구 우이동 584번지 일 로, 상

지 면 이 약 29,000㎡이다. 진달래마을은 1960년  농장으로 사용되다가 폐쇄된 이

후, 1~2층의 단독주택이 들어서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재 77개 동의 주택에 97

세 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내 주택들은 일부 리모델링을 했거나 지속 인 리

를 통해 비교  양호하게 리되고 있다. 



60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 진달래마을은 삼각산과 동천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삼각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입

구가 있어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따라 라이버시 침해, 보안, 

주차, 쓰 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 고, 주민들은 담장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 진달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압력이 낮은 

곳이다. 그동안 마을을 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반면, 자연자원(산, 하천)이 인 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거주자들의 정주성

이 높아 주민들 간 친 한 계가 유지되는 등 경 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상

되었다.

- 진달래마을은 2008년 12월 상지로 선정되어 2009년 3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

다. 이후 경 정운 원회를 조직하여 2009년 12월 기본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0년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11년 6월에 사업이 완공되었다.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2011. 5. 17)

<그림 3-14> 진달래마을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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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시 내용

2008 12. 22 사업 대상지 선정 

2009

3. 24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5. 28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

9. 7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11. 24 경관협정 체결

12. 2 서울시 경관위원회 심의

12. 4 경관협정 인가

2010

2. 26 실시설계 MP 위촉

3. 30 실시설계 업체 선정

7. 7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7. 15 서울시 최종 보고

8. 6 실시설계 용역 준공

10. 6 착공

2011
5. 12 경관협정 변경 인가

6. 23 완공

자료 : 서울시, 2011, ｢서울특별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88~89쪽

<표 3-8> 진달래마을 경관협정 추진경과

● 담당부서 및 조직, 예산배정

- 진달래마을 경 정은 강북구 디자인 건축과가 담당하 다. 담당주무 이 제안서 

작성부터 행정  지원, 재정 리, 주민의견 수렴과 의견 조율, 장 검, 실시설계 

 시행과정에서의 문가 의 등까지 반 인 역할을 담당하 다.19) 

- 진달래마을의 경 정사업은 액 서울시 산으로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은 서울

시가 3개 상지를 총 하여 수립했으며, 강북구에는 실시설계   시행을 해 12

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다.20) 기본계획이 실제로 실 되는 실시설계  시행단계에

서는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이 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

를 한 산은 지원되지 않아 자치구 자체 산을 활용하 다.  

19) 2010년  실시설계  시행 단계에서 담당자가 1번 교체되었다.
20) 2억 3천만원  11억 1천 5백만원은 건축토목, 보안등, CCTV 설치 등 시공을 한 산이며, 폐기물처리에 

4천만원, 실시설계에 7천 5백만원이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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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유도

- 진달래마을의 경 정 공모 신청은 주민들과의 사  의 없이 강북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진달래마을이 상지로 선정된 후에 경 정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 기에는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 다.

- 경 정은 정체결자 원으로 구성된 경 정운 회를 설립하여 경 정운

회가 주도 으로 정을 체결하고 운 하도록 되어 있다. 진달래마을에서는 주민참

여 지원을 담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 (도시연 )’와 강북구가 력하여 

경 정을 홍보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 다.

- 진달래마을의 주민참여 유도는 사 간담회  개별면담(13회), 안내문  공문 발송, 

소식지 발간(6회), 주민설명회(4회), 공청회(2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과정에서 134세   74세 가 참여하 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로 20세 가 참가하여 총 94세 가 참여하 다. 이  15인이 운 원으로 선정되

었다.21)

- 진달래마을 경 정에서 강북구는 도시연 가 주민들과 원만한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돕는 등 소극 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

립을 한 워크  등은 도시연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과정

- 진달래마을의 계획수립 과정을 보면,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도 인 역할을 담당했

고, 실시설계는 자치구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 먼 , 기본계획은 도시연 가 주도하여 5차례의 워크 , 7차례의 경 정 운 원

회 회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마을걷기 방식의 장 답사, 정카드 작성, 주민 설문,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안과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구체화하 다.

21) 강북구청, 2011, ｢강북구 우이동 경 정 시범사업 자료집｣, 1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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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연 와 력하여 경 정의 반 인 과정을 리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도시연 는 워크 을 주도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계획과제를 도

출하 고, 경 정운 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서류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 다.

- 건축ㆍ조경설계사무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토 로 설계안을 작성하 고,22) 강북구

는 계획수립과정에서의 행정 인 지원과 도시연 의 주민참여 유도를 지원하는 역

할을 담당하 다.

-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실시설계  시행 단계에서는 강북구가 서울시의 산을 지원

받아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 다. 강북구는 실시설계 수립과 시공을 해 새로운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 다. 

- 실시설계 수립은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장에 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의견 충돌도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시공된 이후 변화된 모습들을 사 에 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 그러나 실시설계  시공을 해 지원된 산에는 주민참여와 련된 비용이 포함되

지 않았기 때문에 강북구와 설계사무소가 직  주민들과 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

다. 이 게 보면 실시설계와 시공을 주도하는 강북구와 설계사무소가 기본계획 수립

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거나 구

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계획안 조정 시 주민들과 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2) 경 정의 용역을 맡은 성균  건축학과 연구실, 서울  도시설계 연구실, 도시연 의 역할은 각 상

지의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것이었고, 건축사무소와 조경회사는 3개 지역 모두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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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경 정은 체결 이후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정운 회의 운 에 해서는 일정 

액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진달래마을은 사업제안 시 주민 의견이 고려되지 않

았고 경 정만을 해 정운 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경 정이 체결되고 사

업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활동이 소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강북구는 진달래마을의 사후 리를 해 지속 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진달래

마을의 도로, 쉼터 등 공공부문의 유지 리는 련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강북구 

지원하에 민간부문의 리와 공동체 유지가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재까지 경 정운 원회가 심이 되어 우리동네 술창작소, 마을공동체 도

시농업 등의 공동체사업이 진행 이며, 강북구는 이에 한 정보 제공  공모 

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104쪽

<그림 3-15> 진달래마을 경관협정 공공영역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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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정비 전 정비 후(담장철거, 화단조성)

담장 및 대문 정비 전 정비 후(담장 낮추기, 화단조성)

담장 정비 및 전신주 이설 전 정비 후(담장 낮추기, 화단조성, 전신주 이설)

북한산 둘레길 등산객을 위한 조형물 설치 그린파킹 조성

<그림 3-16> 진달래마을 경관협정 사업 전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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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결

● 주민 스스로 마을의 경관을 관리하는 경관협정 제도 도입

- 경 정은 공공에서 주도했던 규제 주의 기존 경 리와 달리, 주민들이 규제항

목을 자율 으로 정해서 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공공으로부터 경

정을 승인받은 후, 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참여에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 그러나 행 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경 정 체결은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주민조

직 형성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주민 주도로 경 정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경 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까지 주민 주도로 경 정 체결을 신청한 마

을이 한 곳도 없었으며, 여 히 서울시 주도의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공모 신청단계에서의 주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경 정 과정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지역주민들이 경 리에 한 공감 를 형

성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경 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경 정을 비하는 자치구가 공모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들과 의하는 것이 필수 이다.

- 진달래마을도 강북구가 경 정 공모 신청을 사 에 주민들과 의하지 않았기 때

문에, 상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 다.

- 경 정과 같은 마을단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공감  형성과 합의 과정을 거쳐 수

립ㆍ운 되어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와 사후 리를 한 자치구의 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구는 주민들과의 지속 인 을 통해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에 합한 사업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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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이원화로 일관된 계획 수립에 한계

- 경 정은 서울시, MP와 용역사, 자치구 간 력을 통해 진행되지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각각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일 성있는 

계획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서울시는 MP, 용역사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주 하며, 자치구는 기본계획과정에

서 소극 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다가 실시설계를 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달래마을의 경우 기본계획에 소극 으로 참여했던 강북구와 설계사무소는 실시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획 내

용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 경관협정만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으로 사후관리의 어려움

- 경 정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에 주민조직이 형성된 곳은 거의 없었고, 주민

들과 사 의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사후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등은 경 정 련 업무가 종료된 후 주민 정과 공동체 운 을 지

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한편, 강북구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진달래마을의 사후 리를 해 지속 으로 노

력하고 있다. 경 정운 회는 강북구의 지원하에 경 정 이행을 한 활동  

다양한 공동체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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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치구 주도형 1：두꺼비하우징과 산새마을

4.1  두꺼비하우징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설립 배경 

- 은평구가 사회 기업인 (주)두꺼비하우징을 설립한 것은 소득층이 집한 낙후지

역의 안 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해서 다. 

- 은평구는 서울에서 상 인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 가구  50%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여서 가구당 평균 소득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 이다. 이로 인해 아

트 일변도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 정비정책의 문제가 그 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23)

-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해 민선 5기 은평구청장은 면철거를 통해 노후주

거지를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리와 보수를 심으로 하는 이른

바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 다.

- 이러한 공약을 실 하기 해 구청장은 당선 후에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력하여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 두꺼비하우징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해피하우스과 휴먼타운 사업이 있다. 이들은 두

꺼비하우징 사업은 공통 도 있지만, 사업 내용과 법정계획 여부, 산부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두꺼비하우징이 해피하우스나 휴먼타운과 다른 은 사회 기업 방식의 비법정 도

시계획사업으로, 민 합자 설립법인을 통해 주택 리, 개량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추진한다는 이다. 

23) 남철 , 2011,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제92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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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피하우스 휴먼타운 두꺼비하우징

주체
국토해양부

LH공사
서울시

민관합자
설립법인

사업대상
행정동 1개
(약 6천호)

5,000㎡ 내외
(200호 내외)

5,000㎡ 내외
(200호 내외)

비용부담
무상지원

(주거취약계층)
기반시설 : 서울시

주택개량 : 본인부담

기반시설 : 은평구
주택개량 : 본인부담
주택관리 : 본인부담

사업내용
주택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수행
주택관리 및 개량

마을만들기 등

기반시설 계획없음 설치지원 설치지원

사업특징
무상지원 불구
참여율 저조

주민참여형
법정도시계획사업

사회적기업 방식의
비법정도시계획사업

자료 : 이주원, 2011, “도시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의 대안모형”,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9쪽

<표 3-9> 두꺼비하우징과 유사계획의 차이점

● 사업 목적

-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단독, 다세 ㆍ다가구주택 등에 한 리  개ㆍ보수 사업 

시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공인들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두꺼비하우징의 목적>

- 기존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집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통해 전면철거에 의한 도시재개발의 압력을 해소하고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

- 사회적기업 방식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존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성을 살리고, 기존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소상권을 

보존함으로써 주거유형의 획일화를 막고, 경관의 다양성을 보존

- 기존 노후주택에 최적화된 단열시공과 유지관리를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양하

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확보

자료 : 두꺼비하우징 홈페이지(http://www.toadhou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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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개과정24)  

- 지방선거 직후 은평구의 사업 제안으로 시작된 두꺼비하우징 설립은 2010년 10월 

공동주 단체와 련 문가가 참여해 추진 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 2010년 12월 22일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이 설립되었고, 은평구청은 사업 추진을 

한 직제 개편을 통해 주택과 산하에 ‘두꺼비하우징 지원 ’을 설립하여 실행조직

을 뒷받침하 다. 

- 2010년 12월 23일 민간 참여단체로  (사)나눔과 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와 

추진 원회가 세부 인 운 방안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담은 ‘투자  업무 약’

을 체결하여 공식화하 다. 

- (주)두꺼비하우징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문 사회 기업

을 지향하 고, 2011년 5월 서울형 비사회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 은평구는 

사업지역을 공모하여 2011년 6월 신사2동 소재 노후 층 주거단지를 1차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인 사업에 착수하 다.

시기 내용

2010. 12 (주) 두꺼비하우징 설립

2010. 12 은평구청, (사)나눔과미래와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의 투자 및 업무 협약

2011. 03 은평구청, 명지대학교, 에너지재단, (주)두꺼비하우징 주택에너지 기술협약 체결

2011. 04 (재)함께일하는재단 주관 2011 녹색성장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

2011. 0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2011. 06 시범사업지 선정 및 사업 착수

자료 : 두꺼비하우징 홈페이지(http://www.toadhousing.com)

<표 3-10>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의 전개과정 

24) 남철 , 2011.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제92호,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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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사업내용      

- 두꺼비하우징의 주요 사업은 크게 (주)두꺼비하우징의 자체 수익사업과 소득주민

을 한 공익사업으로 나 어진다. 사업 유형에는 주택 리사업, 주거개선사업, 마

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자료집, 306쪽

<그림 3-17> 두꺼비하우징의 4대 주요사업 내용 

- 첫째, 주택 리사업은 일반주택과 공공임 주택, 공공시설물 등을 일상 으로 리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회원제로 운 되는데, 소득층 가구는 무상으로, 일

반 가구는 유상으로 정기 인 방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구분 해피하우스형 일반형

형태 저소득층 무상 주택관리 일반회원 유상 주택관리

대상 저소득층 주택 및 공공시설 시범단지 내 희망 주택

비용 일괄 월 2만원 적용 가구별 차등 적용

내용
문, 창문, 변기, 수도, 배선기구, 보일러 
등의 소독ㆍ청소ㆍ교체

계단,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청소, 공용부
분 방역, 화단관리 등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자료집, 306쪽

<표 3-11> 해피하우스와 일반형 주택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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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거개선사업은 일반주택과 공공임 주택 등을 상으로 노후주택의 개ㆍ보

수와 에 지 약을 해 주택을 개선ㆍ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수익형 

집수리와 공익형 집수리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구분 수익형 공익형

대상 일반가구 유상 집수리 저소득층 무상 집수리

지역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 은평구 관내 전역

비용 공사규모 및 공정에 따라 가구당 1~2백만원

내용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진단 및 평가, 내장 공사

공공 집수리 사업 통합시행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자료집, 307쪽

<표 3-12> 공익형 집수리와 수익형 집수리 

- 셋째, 마을만들기사업은 단독주택, 다세 ㆍ다가구주택이 집한 노후주택단지를 

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를 기

반으로 지자체, 문가, 두꺼비하우징이 력하여 마을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적
전면철거식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주민 정주권을 회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주택관리 및 개ㆍ보수 : 공익형, 수익형 사업
기반시설 조성 : 도로, 방범, 녹지확충,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교육 및 상담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상담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자료집, 307쪽

<표 3-13>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목적 및 내용

-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는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주민들을 상으로 한 

교육ㆍ상담 등 정보 제공과 재개발사업에 한 이해를 높여 분쟁을 방하고 투명

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상담ㆍ교육 등의 정보 제공 외에

도 주거 취약계층에 한 상담, 긴  임 료 지원, 공공임 주택 연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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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두꺼비하우징의 사업 추진방식

● 조직ㆍ인력 및 예산 마련

- (주)두꺼비하우징 조직은 마을만들기, 주택 리, 에 지 성능진단  향상, 공익 집

수리, 다양한 실내공사, 도시재생 컨설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 (주)두꺼비하우징의 운  산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되며, 서울형 사회 기

업으로 인정받아 두꺼비하우징 인건비의 60%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은평구는 (주)두꺼비하우징의 수익사업을 홍보하고 소개해 으로써 간 으로 지

원하고 있다.

● 사업의 추진체계   

- 은평구 내 두꺼비하우징 은 (주)두꺼비하우징 설립 때부터 력 계를 유지하

고 있다.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주)두꺼비하우징과 긴 하게 소통하면서 모

든 사업을 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 은평구는 (주)두꺼비하우징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주)두꺼비하우징을 소개하거나 련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 공공의 입장으로 (주)두꺼비

하우징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법  토 를 마련하거나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두꺼비하우징은 은평구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공익사업과정

에서 주민참여를 한 워크 을 진행하거나 기술용역사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 (주)두꺼비하우징이 주민 의체를 심으로 하여 공동체 형성에 을 두고 사업

을 진행한다면, 은평구는 물리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균형잡힌 마을만들사업

을 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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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자료
집, 308쪽

<그림 3-18> 두꺼비하우징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체계 

4.5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은평구는 (주)두꺼비하우징을 통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상지 선정을 해 자

체 기 을 마련하 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아니면서 도율, 건축물 

노후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경제 으로 개선이 필요한 단독ㆍ다세  집

주거지역을 상지 선정기 으로 설정하 다.

- 이러한 기 에 따라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과 (주)두꺼비하우징은 1차 으로 16개 

후보지를 선정하 고, 이를 다시 휴먼타운, 경 정, 두꺼비하우징 등 각각의 사업 

성격에 맞는 유형으로 분류하 다. 

- 이후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는 2차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은평구와 

함께 해당 주민자치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통ㆍ반장 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

최하 다. 설명회 후 주민동의율이 20% 이상인 상지에 해 신청 공모를 받았다.

- 이 게 신청된 후보지를 상으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 (주)두꺼비하우징, 외부 

문가로 구성된 상지 선정 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새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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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새마을 사례와 자치구의 역할

● 산새마을의 현황

-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 는 20~3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이다.

- 다수 주민은 30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으로, 기존

의 주거환경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가는 두꺼비하우징 사업

의 상지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네이버 항공지도

<그림 3-19> 산새마을의 전경

- 2011년 6월 선정된 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이 65개 동에 불과했으

나, 2011년 8월 주거환경 리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상지가 일부 확 되었다. 산새

마을 시범사업 상지에는 건축물이 106동, 234세 가 거주하고 있다.

위치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대
범위 면적 약 15,600m2

세대수 234세대 (건물동수 : 106동)
용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니티연구회, 313쪽 재구성 

<표 3-14> 산새마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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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산새마을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그림 3-21> 산새마을 등산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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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산새마을 내 주거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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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및 인력과 예산 확보

- 산새마을 시범사업은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지원 과 (주)두꺼비하우징 마을만들기 

지원 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그 외에 기술용역사와 (주)두꺼비하우징 내 다른 

에서도 상시 인 지원이 있었다.

-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이 종합 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은평구청 

내에서 10개 과 13개 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TF 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두꺼

비하우징 이 13개 을 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 다.

- 산새마을 시범사업 기에는 마을만들기를 한 산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평구와 (주)두꺼비하우징은 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으로 검토하여 진행하 다.

- 이후 산새마을 사업이 알려지면서 외부 재단이나 사회단체가 자발 인 참여의사를 

밝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 는데, 함께 일하는 재단, 서울 미

디어사업부, 나눔과 미래, 평생학습  등이 재정 지원을 하거나 로그램에 참여하

다.

- 특히, 산새마을은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가 공모한 경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13억원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사업 이 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던 도시

농업 공원사업을 산새마을 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하 다.

- 그 외에도,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해 서울시 주차장 특별

회계로부터 17억원의 산을 지원받았으며,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진행한 녹색성장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2억원가량을 지원받기도 하 다.

● 주민참여 유도

- 은평구와 (주)두꺼비하우징은 기 산새마을의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기 해 마을학

교를 운 하 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의 의미와 동네의 미래상을 설

정하려 하 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 이후 (주)두꺼비하우징은 마을 내에 지 분하게 방치되어 있던 시소유 공지를 주민

들과 함께 청소하고 가꿔보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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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주)두꺼비하우징, 그리고 주민들의 력하에 시작된 텃밭가꾸기 사업은 주

민들의 극 인 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 환경

에 심이 없던 주민들까지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마을주민들은 스스로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가시 으로 변화된 환경을 직  경험하

게 됨으로써, 마을단 계획에 해 극 인 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는 16명

으로 구성된 텃밭 리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방치되어 있던 기존의 공지 모습 공지 내 폐자재들의 청소

청소 완료 후 텃밭으로 조성 텃밭에 농작물을 가꾸는 모습

<그림 3-23> 산새마을 텃밭 조성과정 

- 텃밭가꾸기 사업 외에 인근 등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 등학교 주변의 

방범을 한 ‘산새마을 지킴이’ 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며, 24명의 산새마을 지킴

이가 활동하고 있다. 

- 이처럼 산새마을의 주민 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텃밭가꾸기와 산새마을 지킴

이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임시 

주민 표로 선정된 9명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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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과정

- 산새마을은 별개의 공모사업이지만 경 가꾸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으며, 

공모에 당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 자체 로그램으로 추진할 정이었다.

- 경 가꾸기 공모 이 인 계획수립 기단계에서는 정기 인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

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 다. 이 과정에서 ‘텃밭 가꾸기’, ‘산

새마을 지킴이’, ‘마을버스 근성 향상’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다.

- 경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은평구와 (주)두꺼비하우징이 참여하는 목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매주 안건별로 주민 의견을 조율하 다. 이러한 마을회의는 

골목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내 거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심도 있

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사후관리

- 재 산새마을 시범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사후 리를 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

해 두고 있다. 주택 리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며, 마을 텃밭에

서 재배한 채소나 뜨게방을 통한 생  운 , 외부인 답사 탐방료를 통한 기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 이다.

- 앞으로 주거환경 리사업으로 포함될 정인 산새마을의 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을 

해 주거환경 리 사업범  내 주민조직이 이미 활동 이며, 상지 외 주민들에 

해서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한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 시범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해 (주)두꺼비하우징이 

력업체로 참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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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결

● 민관협력하에 자치구가 주도하는 새로운 마을단위계획 체계 도입

- 그동안의 마을만들기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공동체 형성에 을 두면서 진행되거

나 앙정부 차원의 산지원을 받아  심으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분이었다.

- 하지만 은평구는 지역이 처한 문제의 해결을 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 다. (주)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자치구 내에 설치하여 상호 력하에 마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은 은평구

와 (주)두꺼비하우징 간의 지원  운 방식을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및 주민동의를 고려한 시범대상지 선정

- 서울시가 주도했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상으로 

공모하고, 자치구는 자체 기 을 가지고 상지를 선정한 뒤 제안서 양식에 따라 제

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반면, (주)두꺼비하우징의 산새마을 시범사업은 은평구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여기

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마을에 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 한 은평구와 (주)두꺼비하우징 외에 외부 문가로 구성된 상지 선정 원회를 

활용하여 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체계 이고 합리 인 방식으로 상지를 선

정하려고 노력하 다.

● 공모,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예산 마련

- 은평구는 재정 형편상 자체 인 사업 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

시 공모사업에 극 으로 응모하거나, 외부 재단의 공모에 응모하는 등 사업 산을 

마련하기 해 극 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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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가꾸기사업’이 주민참여의 촉매역할 수행

- 은평구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비교  짧은 기간 내 가시 으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텃밭가꾸기와 같은 주민공동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

- 특히, 은평구와 (주)두꺼비 하우징은 마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효과와 필요성을 느끼

게 하는 매역할을 수행하 다.

● 소규모 구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심도있게 반영

- 산새마을은 매주 개최되는 소규모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심도있게 반 하

다. 주민 표자 심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골목 심으로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기 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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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치구 주도형 2 : 성북구와 장수마을

5.1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 성북구는 2011년부터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에 따라 자체 인 마을만들기 지원시

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구청 내 마

을만들기 지원 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조직하여 자치

구 내 마을공동체의 발굴  주민들의 자발 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 로 제정된 마을만들기 

련 조례이다.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과 센터가 주축이 되어 마을만들

기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주민을 상으로 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4>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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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및 조직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 성북구는 2011년 10월,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한 첫 단계로 ‘성북구 마

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 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법  근거를 마련

하 고, 지속 으로 사업을 운 할 수 있는 산지원 기  등을 규정하 다. 

- 조례는 마을만들기의 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주민조직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 주

민활동 지원 등을 담은 ‘자치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원활하고 지속 인 추진을 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객 인 

사업운 을 해 ‘마을만들기 운 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 성북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마포구가 성미산을 지키기 해 특별히 제정한 조

례 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 로 만들어진 자치 법규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성북구청 마을만들기 지원팀

- 성북구청은 2012년 1월 1일, 사회 경제과 내 마을만들기를 담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을 조직하 다. 마을만들기 지원 은 이미 2010년 10월부터 도시재생 에서 

마을만들기 련업무를 담당하던 2명을 포함하여 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을만들기 지원 의 주요 업무는 마을만들기와 련한 반 인 사항의 총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도시아카데미 운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 공모사

업 추진 등이며25), 장업무를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행정 으로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 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함께 4기 도시아카데미를 추진 이며, 2012년 6월부

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7개 사업 상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5)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한국도시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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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성북구청

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 기 은 성북구에서 지원ㆍ 리하며, 사회단체에 탁하여 운 되고 있다.

- 성북구 내 마을만들기 지원 은 주로 행정 인 업무와 센터의 업무 리를 맡고 있

으며, 지원센터는 장에서 주민들을 직 으로 지원하는 장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구체 으로는 주민참여  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 성북구 내 사회 기업, 마

을기업, 문가 등과의 트 십을 강화하며, 구 내 마을만들기의 효율  운 을 

해 서울시 등 유 기 과도 긴 한 조를 이 가고 있다.

- 지원센터에는 공무원, 시민단체, 문가, 주민 등 13명 이내로 조직된 운 원회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심의 등을 맡고 있다. 

1. 목적
- 주민, 민간법인/단체, 행정이 협력하여 실천하는 성북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2. 비전
- 사람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만들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만들기
- 민관이 서로 믿고 힘을 모아 동참하는 마을만들기

3. 목표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공공ㆍ민간ㆍ주민 간 파트너십 형성
- 교육, 상담, 공동활동으로 마을주민의 자치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현실을 더 잘 이해
- 마을이 갖는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서로 달라도 공존하는 공동체 만들기

자료: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림 3-25>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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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북구 마을만들기 교육 및 사업

● 도시아카데미

- 성북구는 마을만들기를 해 주민의 역량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삼고, 구민들을 

상으로 도시아카데미를 운 하고 있다. 성북구 도시아카데미의 운  목 은 지역의 

황과 특성, 문제  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

하고 리더를 육성하며, 주민에게 지역개발 계획단계에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향

후 주민주도 행정실 의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도시아카데미의 수업과정은 8주 동안 마을만들기 이론과 사례연구, 상지 답사와 

분석, 주민워크  등 이론교육과 장교육을 병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시아카데미는 2010년 10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  주민리더/인력 양성을 

해 시작된 이래로 2012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되었으며, 총 21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

다. 학교에 탁하여 운 해왔던 1~3기 아카데미와 달리, 2012년 4기부터는 마

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 이 직  로그램을 기획ㆍ운 하고 있다.

- 성북구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자체 으로 도시아카데미를 운 함으로써, 주민들

이 발굴한 마을 의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는 정례화된 아카데미 외에도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진행하

는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을 운 하고 있다.

<그림 3-26> 2011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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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성북구는 2012년 6월 주민공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성북구의 마을만들

기 공모사업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교류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을 목 으로 

하며, 실질 인 주민생활에 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해 주민들이 직  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놀이터, 공원 등 여가공간을 조성하거나 도로ㆍ보행환경 개

선, 경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한 물리 인 사업과 공동

체 형성을 해 텃밭, 벼룩시장, 돌 ㆍ육아, 마을기업 등의 로그램에 한 비물리

인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공모분야 사 업 내 용

생활환경 개선

(1건당 
5백~3천만원)

놀이터 보수, 쌈지공원 조성, 꽃밭, 안내시설, 녹지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도로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 
꽃길,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주거환경 개선
마을도서관,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타 사업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1건당 
3백~1천만원)

생활실천 프로그램 : 지렁이퇴비화, 에너지절약, 텃밭 가꾸기, 벼룩시장, 목공교실 등
자연생태, 역사, 문화ㆍ예술 등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교류 프로그램 : 마을축제, 마을도서관/북카페 운영, 재능기부(지역화폐), 청소년 사랑방 등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 품앗이 돌봄/육아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육성 교육, 시장상인 동아리 운영, 
캠페인 및 공동행사 등
기타 주민 공동체 형성에 해당하는 활동, 기타 사업 등

<표 3-15>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공모 신청은 내 주민 등 구성원이 10~15인 이상인 단체로 제한되며, 성북구청에서 

시행한 각종 마을만들기 교육 로그램 이수자가 소속된 경우 공모에서 가산 이 

용된다. 한 공모 시 주민 자력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비의 

10%를 인센티 로 추가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 2012년 성북구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자치구 주민공

모사업으로, 신청된 총 33개의 사업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2억 8천만원을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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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수마을 사례와 자치구의 역할

● 장수마을 현황

- 성북구 장수마을은 서울성곽 아래에 치한 노후화된 주거지로, 북동향의 고지 에 

치해 자연경 은 좋은 편이지만, 좁은 골목길과 계단, 심한 경사 등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2011년 재 166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  149동에 5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26) 지역 내 거주민들은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부분이며, 빈곤가구,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 집해 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사회경제 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27)

- 건축물  97%가 노후ㆍ불량 건축물인데다가 국공유지 무단 유에 한 변상 이 

가구당 평균 1천 6백만원 정도 체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은 가능하지

만 수선이나 개축 등은 주민들의 경제  여건상 한계가 있다.28) 한 도로 도율 

19%, 소방도로 미확보 등 열악한 마을의 환경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27> 장수마을(삼선4구역) 전경

26) 주민등록상 인구는 619명이다.

27) 박학룡, 2011, “ 안개발계획 활동을 통해 바라보는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제3차 세미

나, 2011년 7월 26일,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8) 건축신고 시 4m 도로에 도해야 하며, 건축물이나 지에 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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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과정

- 장수마을은 2004년 수립된 <2010 서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

개발 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주변에 서울 성곽과 삼군부 총무당 등 문화

재가 인 해 있어 용 률과 층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고, 국공유지 변상

 등 주민들의 경제 인 여건과 재정착률 등의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 한편, 2008년 안개발에 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단체, 건축가 등의 문가들이 장

수마을을 상으로 하는 ‘ 안개발연구모임’을 조직하 다. 이 모임은 2008년 마을

황 조사, 주민설명회  워크 을 통해 마스터 랜을 작성하 고, 2009년에는 주

민 의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 답사 등을 통해 안개발 방안을 연구하 다.

- 안개발연구모임은 2010년 작은 미술 , 상자텃밭, 소식지 발행, 집수리교실 등 커

뮤니티 회복을 한 로그램을 운 하 고, 2011년에는 집수리 마을기업을 설립하

여 골목디자인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개하 다.

2008.  6월 기획팀 구성

2008.  7~8월 대안개발계획 대상지 선정/현황 분석/설문조사 (103가구)

2008.  9. 28 1차 주민설명회 

2008. 10~11월 주민워크숍 4회 개최

2008. 12월 2차 주민설명회, 주민모임 조직, 전문가 토론회

2009.  2~4월 주민총회 2회 개최

2009.  5월 주민워크숍 2회 개최

2009.  7.  5 3차 주민총회

2009.  9. 27 2009년 3차 주민워크숍

2011 마을기업 ‘동네목수’ 창업

2012.  5. 26 동네목수의 작은카페 개업

자료 : 대안연구개발모임, 2008, 2009, ｢대안연구개발모임 활동보고서｣

- 안개발연구모임은 안개발계획으로 민- 의 력  방식들을 모색하면서 이에 

한 서울시와 성북구의 조와 지원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태도는 소극 이었다.

- 그러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5기 성북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구 내 마을만들기에 

한 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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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추진 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해 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구역해제 지역

에 안 인 정비방식을 도입하고자 하 다. 

-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성북구는 ‘동네목수( 표 박학룡)’라는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주

택개량과 공동체 활동을 자체 진행하고 있는 장수마을을 ‘주민참여형 안재생방

식’ 가능지역으로 선정하고, 공공의 지원방안을 극 으로 모색하기 시작하 다.

- 성북구는 ‘집수리  일자리창출 지원을 한 MOU’,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한 연

구개발 MOU’ 등을 체결하여 재개발 정구역을 해제하고, 마을에서 진행되던 안

연구개발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 서울시 역시 장수마을의 마을만들기에 심을 갖고 2012년 개정된 도시  주거환

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수마을 역사ㆍ문화 보존 정비 종

합계획’을 수립하여 민-  트 십에 의한 물리 , 사회ㆍ경제  통합재생을 지원

하고 있다.

- 재 장수마을은 마을기업인 ‘동네목수’를 심으로 주민들의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기 해 마을학교, 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로그램들을 운 하고 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공간 및 
시설만들기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방치된 경로당 2층을 커뮤니티 공간 및 교육장으로 조성
나대지를 활용한 생태텃밭 만들기, 화단, 옥상 등을 활용한 풍성한 골목 조성

집수리
(동네목수)

동네목수대표 박학룡씨를 중심으로 주민들 중 목공과 미장, 건축공사 현장에
서 일을 배운 사람들을 모아 집을 고치는 일을 시작

골목디자인
(주변대학 학생)

인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와 미디어디자인학부 학생 100여명이 장수
마을 20여 가구의 담과 골목길, 계단에 화사한 그림을 그려 넣음

프로그램
만들기

뚝딱뚝딱 마을학교
‘도시 농부의 소규모 화분농사 비결’, ‘집수리 달인과 함께하는 뚝딱 집고치기’, 
‘야생화의 달인, 신기한 골목정원’ 등의 강좌 개설

벼룩시장 주민들이 안쓰는 물건을 판매하는 벼룩시장 개설

사람만들기

커뮤니티 가든 플
래너 양성

소규모 정원 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성북구 
단독주택지 내 소규모 정원을 확산하는데 활용

역사문화자원 안내
자 및 일상관리원 
양성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서울 성곽과 총무당 등 역사유산의 트레킹 코스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 및 청소.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원을 양성

마을 위생환경 관
리원 채용

공공근로 등과 연계하여 마을 내 분리수거 및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마을 위생
환경관리원을 채용

자료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삼선4구역 대안적 개발에 대한 소개”,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커뮤
니티연구회 자료집, 292-293쪽 재구성

<표 3-16> 장수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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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카페(http://cafe.daum.net/samsun4)

<그림 3-29> 동네목수 작업장

자료 : 장수마을(삼선4구역) 이야기 블로그(http://samsun4.tistory.com)

<그림 3-28> 장수마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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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박학룡, 2011, “대안개발계획 활동을 통해 바라보는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제3차 세미나, 2011년 7월 26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림 3-30> 장수마을 대안개발계획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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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지원으로 장수마을에 다양한 사업 접목

- 안개발연구모임의 창기 활동기간  장수마을에 한 성북구의 지원과 조는 

다소 미비한 편이었다. 이후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후반 성북구청에서 마을만들

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장수마을에 심을 갖게 되었다.

- 성북구의 장수마을 지원은 가장 먼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내에 장수마

을 담당자를 배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이 과 달리 성북구청

과 함께 마을의 발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 있도록 구청 내 담당 국ㆍ실과 주민을 연계해 주거나, 장수마을에 목할 

수 있는 앙정부ㆍ서울시 차원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공모를 한 서류작

성, 제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 다.

- 표 으로 성북구청은 동네목수와의 업무 약을 체결하고, 경로당 지하를 장수마

을에 제공하여 장수마을에서 운 하는 마을학교와 마을기업인 ‘동네목수’의 사무실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했다. 그 외에도 ‘다섯이 모이면 골목이 바 다’를 통해 

계단 보수, 난간 설치, 쉼터 만들기, 바닥포장 보수 등 물리 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을 지원하 으며, 기존 안개발연구모임에서 자체 추진했던 로그램들을 마을만

들기 지원센터와 력하여 추진하기도 하 다.

- 2012년 서울시도 장수마을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합한 모델로 보고 서울시

의 ‘주거환경 리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본격 인 지원을 시작하 다.29)

- 장수마을에서는 장기 인 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력  지원체계,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속성, 주민의견 반   피드백 차, 주민에 한 다양한 정보 제

공 등의 공공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29) 재 연구용역이 진행 이며, 이를 통해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주민들의 주택개량, 공동체 로그램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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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결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여건 마련

-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해 가장 먼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만들기가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운 되기보다는 장기

인 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을 두었다. 

- 한 조례를 통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센터, 공모사업 운 방식 

등을 규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 계획수립, 공모사업 등의 체계 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 창구 단일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종합적 지원

- 성북구는 마을만들기 련 업무를 마을만들기 으로 단일화하여 주민들을 종합 으

로 지원하고 있다. 이 에는 주민들이 마을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일자리정

책과, 도시재생  등 각 사안에 해당하는 국ㆍ실별로 개별 인 을 해야 했으나, 

사회 경제과 내 마을만들기 이 조직된 이후로는 마을만들기와 련된 행정업무

가 단일화되어 효율 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 현장업무 지원팀을 통해 주민ㆍ지역밀착형 사업 발굴

- 성북구 마을만들기 은 마을만들기센터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행정 지원과 장 착

형 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지역과 착된 다양한 활동을 개

하면서 기존에 정기 으로만 운 하던 도시아카데미가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으로 

확장되었다.

-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한 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주민공모형 사업’을 서

울에서 최 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직  찾아가 사업 계획  공모 수 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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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마을 담당자 배정으로 자치구ㆍ주민의 협력적 마을환경 개선

- 성북구는 장수마을을 지원하기 한 첫 단계로 마을의 담당자를 배정하 다. 장수마

을 담당자가 배정됨으로써 주민들은 마을의 장기 인 발 방향을 구청과 함께 논의

할 수 있었고, 담당자 역시 장수마을에 한 이해가 높아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쉽

게 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북구는 담당자 배정 이후, 마을기업과 업무 약을 체결하고 로그램 운 을 한 

공간을 지원하 고, 주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해 국ㆍ실별 담당자들을 

연계할 수 있었다. 

- 한 구청에서 먼  장수마을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과 사업들을 주민들

에게 제안하여 자치구와 주민들이 력 으로 마을의 환경개선을 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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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심층사례분석 종합

- 지 까지 서울의 마을단 계획을 서울시 주도형과 자치구 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유

형별 장단 과 자치구의 역할을 사업의 추진체계, 인력ㆍ조직ㆍ 산, 계획의 수립과

정, 그리고 사후 리 등으로 나 어 분석하 다.

● 사업의 추진체계

-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충분한 계획 수립 역량으로 안정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리가 가능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계획 수립 경험, 충분한 산, 문인력 동원 등을 토 로 효율 인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  

- 하지만 서울시-자치구 간 수직 인 사업체계로 인해 자치구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소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실시설계는 자치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어들거나,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 복업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하 다.

- 이에 비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해당 지역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소 심의 

통합 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창구 단일화를 통해 주민과 원활한 소

통이 가능하다. 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과정을 자치구가 주 함으로써 일

성있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 도 있다.

- 하지만 재 자치구의 인력  산, 계획역량으로는 자치구 자체 으로 사업을 추

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담당인력ㆍ조직 및 사업의 예산

- 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문조직 등을 구성하고 있으나,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부

족한 실정이다.



제3장 마을단위계획 유형별 자치구의 역할 진단  97

- 한편, 거의 유일하게 자치구 주도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와 은평구는 마을

만들기 담 과 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충분한 산 확보를 통해 안정 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 인 성과 도출이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

에서 서울시의 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 다.

-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산 확보를 한 자치구의 극 이고 능동 인 노력이 필요

하다. 하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산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산 지원과 력이 필요할 것이다.

● 계획의 수립과정

- 상지 선정과정은 서울시 주도형 사업이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 상지로 선정된 

주민들의 극 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황과 특성을 악한 후 상지를 

선정하 다.

- 주민참여 유도과정은 서울시 주도형 사업이 보다 체계 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짧

은 계획기간과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기술용역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있는 주민조직 결정

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10~20여명의 주민 표가 참여하는 

워크 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주민 워크 보다 수시

로 개최되는 골목별 소규모 마을회의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사후관리

- 사후 리 측면에서 서울시 주도형 사업은 보다 객 인 입장에서의 사업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서울시가 수많은 상지에 한 사후 지

원  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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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치구 주도형 사업은 스스로의 평가가 어렵지만 사후에도 지역과 착하여 

주민과의 지속 인 소통을 하고 주민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서울

시와 자치구 간에 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서울시 주도형 사업인 휴먼타운이나 경 정은 주민 정을 통해 사후 유지

리를 한 토 를 마련하 으나, 기존에 주민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자치

구의 지속 인 심과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

정과 같은 제도  장치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지속 인 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구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분 서울시 주도형 자치구 주도형

기본
개념

사업의 추진주체가 서울시로서 대상지 선
정부터 기본계획의 수립까지 사업전반을 
이끌어가고 관리·감독하며 진행되는 사업

사업의 추진주체가 자치구로서 계획의 수립
과정 내에서 서울시의 참여는 없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사업

추진
체계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상지
를 공모하여 사업추진
대상지 선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담
당하여 주도
서울시에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치구는 서울시의 승인하에 예산 집행
기본계획 이후 실시설계 및 시공에 대한 
권한만 자치구에 부여하여 계획을 실현

자치구 자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대상지를 주민자치센터나 외
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정하여 사업추진
서울시의 공모나 외부단체의 지원 등을 활
용하여 예산 마련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툴을 마련하고 자치
구의 주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연계
하여 수립

자치구
역할

기술용역사를 도와 주민참여유도를 지
원하며 워크숍에 참여하여 공공의 입장
으로 주민의견 청취
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안의 검토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과의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시공 발주

사업의 주요목표와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대상지를 주민들의 참여하에 자
체적으로 선정 
주민조직화부터 마을회의까지 주민들을 주
도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외부단체의 예산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
해 다양한 공모 참여와 홍보활동 실시

장단점

▶ 충분한 계획 수립 역량으로 안정화된 
사업추진 가능

▶ 충분한 예산의 운용 가능
▶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와 모

니터링 가능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주체 변경으로 

단절 발생
▷ 수많은 사례에 대해관리·감독 외 실

질적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

▶ 지역 이해를 통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정
책시행 가능

▶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주민과 착되고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 가능

▶ 지역과 착하여 주민과 지속적 소통으로 
사후관리 용이

▷ 전문부서 마련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담당 
인력의 부족

▷ 자치구 자체적 예산 마련에 한계

<표 3-17> 서울시 주도형 사업과 자치구 주도형 사업의 비교



제1   시애틀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제2   베를린의 마을만들기(QM : Quartiersmanagement)

제3   도쿄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제4   시사  종합

제4장 외국의 마을단위계획 
사례와 시사점

제
4
장
 
외
국
의
 
마
을
단
위
계
획
 
사
례
와
 
시
사
점



 제4장 외국의 마을단위계획 사례와 시사점 101 

제4장
 외국의 마을단위계획 사례와 

시사점 

-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체계의 한 유형으로 커뮤니티 혹은 근린(동네)단 의 계획들이  

수립ㆍ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베를린

의 마을만들기(Quartiersmanagement), 그리고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제1절 시애틀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1.1 시애틀의 도시계획체계와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

- 시애틀시의 도시계획체계는 주정부 차원에서 워싱턴의 성장을 리하는 성장 리법

(GMA : Growth Management Act), 지방정부 차원에서 GMA의 실행을 해 수립되

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세부 인 실행계획

으로 역할을 하는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으로 구성된다.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자료집 151쪽

<그림 4-1> 시애틀시의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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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

<그림 4-2> 시애틀시 근린지역계획 대상지

- 모든 카운티와 시정부는 성장 리법(GMA)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정부문이 GMA에서 정해진 수 을 넘어설 경우 도시성장구역(UGA : Urban 

Growth Areas)을 지정하여 리해야 한다. 특히, 성장 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카

운티에 해서는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 근린지역계획(Neighborhood Plan)은 주정부의 GMA의 실 을 해 커뮤니티 원회

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한다.1) 

구분 Growth Management Act Comprehemsive Plan Neighborhood Plan

수립주체 주정부 시정부 Community committee

계획기간 1990년 이후
20년간(2004~2024)

이후 1년 단위로 개정
5년간(1995~1999)

이후 1년 단위로 개정

계획범위 워싱턴주 전 지역 시애틀시 38개 근린지역

계획내용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GMA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 도시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계획

※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자료집 151쪽

<표 4-1> 시애틀 도시계획의 비교

1.2 근린지역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근린지역계획의 공간  범 는 도시기본계

획에서 정한 도심센터(Urban Centers)와 도

시마을(Urban Villages)을 상으로 한다2).

- 시애틀시는 크게 6개 구역(East Sector, 

West Sector, Southeast Sector, Southwest 

Sector, Northeast Sector, Northwest Sector)

으로 구분되며, 총 38개 지역을 상으로 

근린지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재 일부 

지역에서 재정비가 완료되었다.3)

1)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 자료집 148-150쪽 재구성

2) 근린지역계획의 상은 면  약 50만m2, 인구 약 5,000명, 가구수 약 1,000세 를 범 로 한다. 
3) 2009년까지 Othello지역과 N. Rainier지역, 그리고 N. Beacon Hill지역의 근린지역계획이 재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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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범위

- 근린지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20년간 각 근린지역의 발 방향과 

번 을 한 계획목표와 로그램, 계획안 등을 담고 있다.

- 한 근린지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해당 근린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 계획의 구체 인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모든 지역이 주민의견과 지속가능성, 이

계획에서의 비 을 바탕으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략을 마련하고 있다.

1.3 근린지역계획 수립의 지원조직4) 및 예산

● 마을과(Department of Neighborhood)

- 시애틀시 마을과는 시애틀 내 180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커뮤니티, 

지역정부가 한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 스스로 지

속성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커뮤니티 내 삶의 질 향상을 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한 역사보존, 마을지원기 (Neighborhood Matching Fund) 운 , 근린지역계획활동, 

마을서비스센터 운 , 근린지역계획 시행과 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2010,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117쪽

<그림 4-3> 시애틀시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조직도

4) 서울시, 2010,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116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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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서비스센터

- 마을서비스센터는 시 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은 시청(little city hall)’ 

으로 주민과 착된 행정을 실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 센터마다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고, 각 센터는 시의 서비스  주민 서비스 기 , 

로그램  지역 활동에 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 Neighborhood Matching 

Fund 담당 공무원들과 력 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커뮤니티계획 수립과 실행

을 지원하고 있다.

● POEL5)(Public Outreach and Engagement Liaison)6)

- 근린지역계획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시애틀시는 POEL(Public Outreach and Engagement Liaison)이라는 사조직을 운

하고 있다. POEL은 시애틀시 근린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와 주민 간의 

소통을 돕는 조직이다.

- POEL은 시와 주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다문화 가정 혹은 외국인 이민자 등 사회  약자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는 역

할을 한다.

- POEL은 지역주민들 에서 지역사회에 한 사 경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력 경험, 지역사회 문화에 한 의사소통 능력, 번역이나 통역 경험, 지역사회의 

친숙도, 융통성 있는 시간 투자가 가능한 지원자들로 구성되며, 부분의 지원자들

은 자신의 직업과 별개인 사 개념으로 POEL활동에 참여한다.

- POEL의 채용, 모니터링, 재정 등은 시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시와 POEL의 트

인 Seattle Neighborhoods Group(SNG)이 시애틀시를 신하여 POEL의 재정 운 을 

담당하고 있다. 

5) Department of Neighborhoods, 2009, “Neighborhood Planning Outreach & Engagement Strategy”  
6) 2010년 근린지역계획의 업데이트 당시에는 Planning Outreach Liaison으로 활동하 으나 이후 Public 

Outreach and Engagement Liaison으로 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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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 : NMF(Neighborhood Matching Fund)7)

- 1988년 설치된 시애틀 마을기 은 마을의 안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활동을 실질

으로 지원하기 해 시애틀시의 마을과에서 운 하는 기 이다. 시는 주민이 제안

한 로젝트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Community Matching 방식으

로 산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 NMF의 기 은 주민들의 활동 내용과 성격에 따라 주민활동 지원기 , 소규모 로

젝트 기 , 규모 로젝트 기 , 녹지기  등 네 종류로 구분되며, 개인, 종교단체, 

공공기 , 정치  집단, 지자체, 학, 병원 등을 지원 상으로 한다.8)

- 주민활동 지원기 은 주민들의 유 감 강화  주민활동을 해 최고 1,000달러가 

지원되며, 로젝트 기 은 그 규모에 따라 소규모와 규모로 나뉘어 각각 20,000

달러와 100,000달러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 지역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해 나무를 

직  지원해 주는 녹지기 도 마련되어 있다. 

- 시애틀시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 동안 약 4700만 달러를 3,900개 이상의 

로젝트에 지원하 고, 자원 사를 통해 8,500명 이상이 56만 6천 시간 이상의 활동

을 지원하 다.

구분 주민활동지원기금 소규모 프로젝트 기금 대규모 프로젝트 기금 녹지기금

프로그램 
내용

주민의 유대감 강화 및
회원 수 증가,
회원의 활동금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물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물 

설치

도시의 숲, 
공원과 정원을 

조성

금액 최고 1,000달러 최고 20,000달러 최고 100,000달러 10~40그루

신청기한 일년 내내 매년 1월과 7월
동의서 제출 : 매년 2월
제안서 제출 : 매년 4월

매년 8월

자료 : 서울시, 2010, ｢서울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120쪽

<표 4-2> 마을지원기금의 종류 

7) 박소 , 2012. “미국 시애틀 도심부 이어니어 스퀘어 역사지구 사례연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

생이야기｣, 도시재생사업단, 46-65쪽 재구성

8) 지난 2년간 NMF 로젝트 수행 실패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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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사례

1) North Beacon Hill 계획 수립의 배경

- 1994년 시애틀시의 기본계획과 공식 인 지역계획이 마련된 후, North Beacon Hill 

커뮤니티는 1999년 근린지역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은 잘 정돈된 도시마을의 

조성, 제퍼슨 공원의 재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 근린지역계획이 수립된 후 10년간 주택 공 과 공공시설의 확충 등 시애틀시와 주

변 지역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인구 구성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

는 기존 근린계획의 재정비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2009년 근린지역의 새로운 비 과 변화된 여건을 반 하여 계획 목표와 정책을 조

정하고, 각 지역이 비 과 목표, 략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근린지역계획에 한 재정비(NPU : Neighborhood Plan Update)가 시작되었다.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2, “Your Neighborhood Plan in Action”, p1

<그림 4-4> North Beacon Hill 근린지역계획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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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Baseline Report”, p5

<그림 4-5> North Beacon Hill 근린지역계획 용도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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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내용

- 근린지역계획은 지역 내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소득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가정과 일터를 안 하고 친환경 이며 보행친화 인 공간으

로 조성하기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 지역의 심지인 El Centro de la Raza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한 권장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El Centro  경

철역 주변을 ‘축제의 거리’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Update”, p11

<그림 4-6> North Beacon Hill Zoning Concept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Update”, p11

<그림 4-7> 축제의 거리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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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계획은 근린지역에 한 비 을 제시하고, 구체 인 목표(Goal)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Policies), 그리고 실 을 한 추진 략(Strategies)을 제시하고 있다.

- North Beacon Hill의 근린지역계획은 10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Goal)는 ‘ 렴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해 새로

운 작은 규모의 주택유형 개발, 시의 자  투입을 통한 주택의 규모, 가격, 임 주택 

비율의 조정 등을 정책방향(Policies)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 주택건설의 목표 수립, 새로운 가격기  설정, 정기 인 주택 평가체계 마련, 

재산세 감면 등 실질 인 수단을 추진 략(Strategies)으로 제시하고 있다.

Goal 1. 지역 전반에 걸쳐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통해 복합적으로 잘 구성된 주거지역을 조성

Discussion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경제적‧인종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폭넓은 주거의 선택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 주거 선택권에 대한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다. 또한 

가족이 늘어 더 큰 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건설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Policies

1.A. 작은 주택유형을 허용하여 개별 세대에게 가구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B. 인센티브, 시의 기금 및 잉여자금을9) 활용하여 주택의 가격과 크기의 혼합을 권장

1.C. 인센티브, 시의 기금 및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핵가족 규모의 주택을 장려

1.D. 인센티브, 시의 기금 및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의 균형을 맞춤.

Strategies

1. 기존 주택의 보존과 새로운 보조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활용자금 마련을 위해 시의 자금을 우선 사용

2. 비컨 힐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택 목표를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평가

3. 저렴한 임대 및 자가소유 주택의 가격기준을 설정하고 시의 자금의 활용을 통해 차이를 줄임.

4.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를 위해 주택의 내후성 강화, 자산가치 향상,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Update”, p7

<표 4-3> North Beacon Hill NPU의 목표 1과 그에 대한 정책 및 전략 

- 근린지역계획 재정비(NPU) 이후 시와 주민들이 실행계획(Neighborhood Action 

Plan)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계획 실행의 우선순 를 선정하기 한 것이다. 실행

계획은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제하에 결정된 계획을 기간 내에 효율 으로 추진

하는 것을 목 으로 작성된다. 

9) 잉여자 (surplus property)이란 시에서 거둬들인 세 을 운용한 후 남는 세 을 말하며, 이를 다시 시민들에

게 되돌려 주기 한 일환으로 surplus property program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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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은 근린지역계획에서 제시된 각각의 략에 해 실행시기(WHEN)와 실행

주체(WHO), 실행과정(HOW)을 제시하고 있다. 실행시기는 우선순 에 따라 3단계

로 구분되는데, 1~3년의 단기계획, 3~6년의 기계획, 6~10년의 장기계획으로 구분

하게 된다.

- 한 실행주체는 그 계획내용의 성격에 따라 시정부, 외부단체, 주민 등으로 나 어

지며, 실행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계획/진행/완료로 나타낸다.

W HAT WHEN WHO HOW

Vision

오랜 역사를 가진 North Beacon Hill은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이다. 위원회는 이 지역을, 새로운 도서관과 상점가가 
중심이 되는 보행 친화적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도시마을(Urban Village)로 계획하고자 한다. 도시마을계획은 North Beacon Hill 
곳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마을 경계부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Goal 1.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 

Beacon Hill 전 지역에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쾌적한 복합주거지(Mixed-use residential neighborhood) 조성

Policy 1.A. 단독주택지역(Single-family zones)의 주택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주택(Cottage housing)을 허용

저렴하고 다양한 주거형태를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증진

Policy 1.B. 주택가격과 규모의 혼합 촉진

 인센티브, 시의 기금(funding), 잉여자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격과 규모의 혼합을 촉진

Policy 1.C. 저렴한 가족형 주택의 공급 촉진

인센티브, 시의 기금(funding), 잉여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족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

Policy 1.D. 저렴한 임대 및 자가주택의 균형 유지

인센티브, 시의 기금(funding), 잉여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 및 자가주택의 균형 유지

Strategy 1.1: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신규 저렴주택의 공급

기존 주택의 관리 및 신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 기금을 
우선 활용

지원이 필요한 개발자/소유자들은 기존에 마련된 프로그램/기금을 신청한다.  
예) Housing Levy, Weatherization, Rehab

H 1-10
dev/

owner
OH O

Strategy 1.2: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저렴주택 공급목표 달성

기본계획에서 Beacon Hill 지역에 대한 저렴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평가

시 직원들은 여건분석을 통해 목표와의 격차를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H 1-10 OH O

Strategy 1.3: 저렴한 임대 및 자가주택 건설

저렴한 임대 및 자가소유 주택의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 시의 기금(funding), 
잉여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

지원이 필요한 개발자/소유자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신청한다. H 1-10
dev/

owner
OH O

Strategy 1.4: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강화
(weatherization) 및 자활프로그램 활용

저소득층 주택소유를 위해 주택의 에너지효율 강화 및 자활프로그램,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

지원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들은 기금이나 세금면제 신청을 한다. 
예) Housing Levy, Weatherization, Rehab

H 1-10 owner OH O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Action Plan”, p7

<표 4-4> North Beacon Hill 실행계획의 목표 1(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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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과정

● 메인워크숍

- North Beacon Hill의 근린지역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2009년 3~4월과 5월 총 

2회의 메인 워크 이 개최되었으며, 주제에 따라 그룹을 나 어 진행되었다.

- 계획 참여자들은 기존 근린지역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에 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계획의 방향을 논의하 다. 한 토론에 견된 간사들은 주민과의 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악하고,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역과제를 도출하 다. 

- 지역사회 구성원  시 직원들은 3월, 4월 워크 에서 도출된 테마를 해결하기 해 

2차 워크 을 개최하 다. 2차 워크 에서는 지역 내 주요 심지로의 이동패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네 활용실태 등을 논의하 고, 장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토론하 다. 뿐만 아니라 워크 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미래 잠재력을 

체험하고, 이에 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소규모 워크숍

- North Beacon Hill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근린지역계획 재정비과정

에서 언어, 인종 등의 이유로 계획과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주민들을 참여시기 

해 소규모 워크 을 개최하 다.

- 이 게 마련된 소규모 그룹 워크 은 인종, 문화, 나이 등 특정그룹별로 모여  

Neighborhood Planning Outreach Liaisons(POLs)의 주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소

규모 그룹에는 국계(Chinese Community), 라틴계(Latino Community) 등 해외 이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고, 노인들, 청소년 등 연령 별 그룹과 그 외 장애인들

을 한 소규모 워크 도 개최되었다(<표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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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규모 그룹  횟수

1. Senior Community Workshops 5회

2. African American Community Workshops 3회

3. Cambodian Community Workshops 1회

4. Youth Community Workshops 7회

5. Tigrinya Workshops & Native Workshop 3회

6. Vietnamese Community Workshops 3회

7. Filipino Community Workshops 2회

8. Chinese Community Workshops 6회

9. Somali Community Workshops 3회

10. Oromiffa Community Workshops 1회

11. Latino Community Workshops 4회

12. Amharic Community Workshops 1회

13.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Community Workshops 2회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Update-Community 
Workshops” 

<표 4-5> Phase I Workshops 

- 소규모 워크 은 2009년 3~4월간 13개 그룹에 걸쳐 총 41회 개최되었고, 약 1,200명

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여하 다. 한 2009년 6월, POEL은 일부 소규모 그룹을 

상으로 2차 워크 을 개최하 는데, 6월 한 달 동안 11개 그룹에서 18차례의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총 222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 다. 

자료 : Seattle Dept. of Neighborhoods, 2009, “North Beacon Hill Neighborhood Plan Update-Community 
Workshops” 

<그림 4-8> 소규모 워크숍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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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사점

● 상위계획과 연계성

-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은 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 성격을 가지며, 도

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실 하기 해 수립된다. 한 근린

지역계획에서 수립한 계획내용이 합할 경우 상 계획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 전담 행정조직 및 인력

- 시애틀시는 마을과, 마을서비스센터 등 마을만들기 지원 업무만을 담하는 행정조

직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해 극 으로 지원

하고 있다. 

- 한, 마을서비스센터 등 담조직에 상시 인력을 투입하고, 주민들 곁에서 마을만

들기에 해 조언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지원 기금의 운용

- 시애틀시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산을 한 지원기 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으

며, 사업 단계별로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방 인 지원이 아닌 매칭방식

으로 운 하여 시의 부담을 이고 있으며, 주민활동 지원과 로젝트 지원 으로 

나 어 운 하고 있다.

● 다양한 경로의 주민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를 독려하는 전문팀 구성

-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해 조직된 특별한 자원 사 (POEL)

이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한 규모 정기 인 워크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한 소규모 그룹 미 을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

기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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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를린의 마을만들기(QM：Quartiersmanagement)10)

2.1 마을만들기(QM)의 개요 

● 도입배경

- 베를린에서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 쇠퇴, 실업률의 증, 

기 생활수 자  외국인의 증가, 노후주택  공가율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은 도로, 공원녹지, 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리가 되지 

않아 각종 범죄 등 슬럼화 상이 가속화되었다.

- 베를린시는 이러한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해 각종 정비  개발사업을 추진하 으

나 공간 분화와 양극화 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베를린시는 연

방정부와 주정부가 산을 지원하여 운 하는 ‘사회통합 도시 로그램’11)을 근거

로 1999년 ‘마을만들기(Quartiersmanagement)’12)라는 근린생활권 단 의 사회통합

 재생 로그램을 도입하 다.

- 베를린시는 연방정부의 사회통합 도시 로그램에 베를린의 특성을 반 하여 자체

인 마을만들기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환

경 개선’이 목 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산을 결정하는 주민 주도의 

과정 심 로그램이다. 베를린시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해 마을만

들기 , 마을만들기 매니 , 마을 의회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  이다. 

- 마을만들기의 도입으로 베를린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기존의 물리  시설 주의 

개선에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공원  녹지 등 환경을 개선하는 소 트웨어 

주의 개선으로 환되었다.

10) 김인희, 2012, “독일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도시재생사업단, 
한울 184~105쪽 재구성

11) 연방정부의 사회통합도시 로그램은 도시 내 낙후지역 에서 공동체가 해체된 지역이나, 경제  개선가

능성이 없는 지역 등 특별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산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12) Quartier는 도시 내에서 역사 , 사회 , 행정 , 도시계획  등 동일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의미

한다. Quartiersmanagement는 지역공동체를 강조하는 공간 인 개념으로 지역만들기, 동네만들

기, 마을만들기 등으로 의역할 수 있다. Quartiersmanagement의 내용과 구성 등이 서울에서 최

근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로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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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을만들기(QM)의 전개과정

- 마을만들기의 상지는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물리  요소와 경제구조 침

체, 높은 실업률, 외국인 비율, 산층의 이주비율과 같은 사회경제  지표를 기 으

로 선정되며, 지역과 주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 를 상으로 할 수 있다.

- 베를린시는 1999년 시범 상지로 15개소를 선정하 고, 2001년에 2개소를 추가 지

정하 다. 시범사업은 당시 3년간 한시 으로 운 하기로 하 으나, 성공 인 성과

가 나타나면서 2006년까지 두 차례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 다. 2010년 재 베를린

은 총 34개 지역13)을 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 이다. 

- 마을만들기의 기 목 은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환경 개선’이었으나,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사회문화 인 통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회 

반 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마을만들기 목표를 한 단계 업

그 이드하여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자료: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

<그림 4-9> 베를린 34개 마을만들기 대상지

13) 체 상지의 면 은 총 2.2ha로 베를린 체의 2.5%에 해당하고, 각 상지의 주민 수는 최소 2,900명에서 

최  24,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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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을만들기(QM)의 운영체계 

- 베를린은 마을만들기를 주민들이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 의체 구성  

운  지원, 마을만들기 매니  견, 모니터링과 연계된 산 배정 등의 체계 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지원조직 : 마을만들기 매니저(Quartiersmanager)

-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공은 산지원  

모니터링 등 로그램의 지원과 리를 담당한다. 마을만들기 매니 는 주민과 공공

을 연결하는 제3의 주체로서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 구체 으로 마을만들기 매니 는 마을에 필요한 로젝트를 주민과 함께 기획ㆍ조

정하여 추진해가고, 담당 자치구  베를린시와 소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로

그램의 모니터링과 개선을 해 노력한다. 

- 베를린시는 상지역마다 장사무소를 설치하고, 3~5명 정도의 마을만들기 매니

를 상주시켜 로그램을 총 하도록 하고 있다. 한 매니 의 역할이 요해짐에 

따라 매니 의 능력 향상을 해 정기 인 재교육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4-10> 행정과 마을만들기 매니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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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마을만들기 매니저의 역할

● 마을협의회(Quartiersräte)14)

- 마을 의회는 마을만들기에 한 요한 사항을 직  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마을만들기 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 인 추진을 하여 시정부는 마을 의

회 운 지침15)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 마을 의회는 상지에 거주하는 일반주민과 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일반주민

은 상지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의 권익을 표하는 문가 그룹

은 청소년, 교육, 가족, 노인, 상업, 주택사업자, 임 자 등을 변하는 각종 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16)

- 마을 의회의 구성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규모와 

주민 수에 따라 15~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를 구성할 때 일반주민과 문가 

비율, 남녀비율, 외국인 비율17) 등이 고려돼야 한다. 

14) 마을 의회는 베를린시에서 2000년도에 시범 으로 추진한 ‘백만마르크를 가지고 만드는 마을만들기’
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주민이 시범 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산의 규모와 지원

상을 의하고 심의하기 하여 ‘마을 의회’란 원회를 설치한 것에서 유래한다. 
15) Rahmen-Geschäftsordnung für Quartiersräte in Gebieten der Sozialen Stadt Berlin 

16) 실제 마을 의회의 단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청소년을 표하는 그룹이 체 단체  38%로 가장 많고, 
이웃 공동체를 표하는 집단이 35%, 주택사업자 그룹이 9%, 교육 련분야  고용․경제 분야가 각 

7%를 차지하고 있다. 



118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 일반주민은 체 구성원의 최소 51% 이상이어야 하며, 문가 그룹은 최  49%까

지 가능하다. 남녀비율은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18).  

성별 국적별 주체별

남 여 독일 이민자 주민 기관대표 상공인

49 51 68 32 61 36 3

<표 4-6> 마을만들기 협의회 유형별 구성분포 (단위 : %)

- 운 지침에 따르면, 의회는 최소 두 달에 1회 이상 공식 인 모임을 가져야 하며. 

논의주제와 범 에 따라 모임 횟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1년에 평균 9~12회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회의 결과가 효력을 갖기 해서는 체 원의 75%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회의 

진행은 주로 마을만들기 매니 가 주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 마을만들기 예산

-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산(Quartiersfonds)은 연방정부, 유럽연합, 베를린시의 지원

을 통해 확보된다. 지난 12년간(1999~2010) 마을만들기에 투입된 총 산은 2억 1천

만 유로이며, 이  연방정부의 사회통합도시 산이 체의 18%인 3,830만 유로, 유

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기 (EFRE)이 체의 35%인 7,550만 유로, 베를린 

시정부에서 지원하는 기 이 체의 47%에 해당하는 9,670만 유로 다.

- 베를린시는 마을만들기 산의 효율 이고 체계 인 운 을 해 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QF1부터 QF5까지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인 지원과 리를 하

고 있다. 산 지원은 동네주민과 문단체로 구성된 심의 원회와 마을 의회가 결

정하지만, 5만 유로 이상의 규모 사업은 심의 원회와 시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17) 참여주체별 비율을 보면 일반주민이 약 61%를 차지하며, 선정된 상지가 반 으로 이민자 등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의회에 참여하는 비율도 30% 이상으로 높다.
18) 실제로도 여성비율이 51%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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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1(Quartiersfonds 1)은 가시 인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는 1,000유로 미만

의 소규모 로젝트 유형이다.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육성 등 규모가 작고 주민들

이 별다른 비와 기반시설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QF1의 산결정은 주

민과 지역 문가로 구성된 심의 원회(Vergabebeirat)에서 담당한다.

- QF2(Quartiersfonds 2)는 지역의 안과제  구조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로젝

트에 해당하며, 1,000~10,000유로 범  내에서 지원된다. QF3(Quartiersfonds 3)는 

QF2와 같은 유형이지만, 산 규모가 10,000~50,000유로로 많고 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 으로 지원규모가 작은 QF2와 QF3의 산 결정은 마을 의회

(Quartiersraete)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QF4(Quartiersfonds 4)와 QF5(Quartiersfonds 5)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련된 물리

인 토목건축 사업  도시 체에 향을 주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최

소 5만유로 이상을 최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QF4의 산은 마을 의회 참 하에 

자치구가 심의하고 결정하며, QF5는 특별한 경우로 특별 자문단과 시 차원의 심의

를 거쳐 결정된다. 

주체 기간
지원금 

(단위: 백만유로)
비율(%)

연방정부 1999~2010 38.3 18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 (EFRE)

2000~2010 75.5 35

베를린시 1999~2010 96.7 47

전체 1999~2010 210.5 100

자료 : http://www.quartiersmanagement-berlin.de/Programmfinanzierung.2718.0.html 

<표 4-7> 마을만들기 주체별 지원현황(1999~2010)

유형 지원조건
지원액

(단위:유로)
결정주체

QF1 단기적 사업 ~1,000
심의위원회

(Vergabebeirat)

QF2 마을 및 지역단위의 공동체 및 지역문화 활
성화 관련 사업

1,000~10,000 마을협의회
(Quartiersrȁte)QF3 10,000~50,000

QF4 대규모 물리적 사업 또는 시범사업으로서 
마을단위를 넘어서는 규모

50,000 이상

마을협의회 참관하에
자치구가 결정

QF5 베를린시

<표 4-8> 마을만들기기금(QF：Quartiersfonds)의 유형별 지원조건 및 결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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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베를린시는 2007년 마을만들기 로그램을 보다 체계 이고 지속 으로 리하기 

하여 상지를 유형별로 평가하고 리하는 마을평가과정(Quatiersverfahren)을 

면 개선하여 운 하고 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통합, 사회경제, 인구 등 3개 부문의 마을 리 모니터링 지표

를 활용하며, 각 마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산  인력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 각 마을은 체 상지의 평균에 비해 지표가 심하게 낮은 지역(Kat I)부터 평균 이

상으로 변화하는 지역((Kat IV)까지 집  조정, 일반 조정, 방 지역, 안정화단계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리된다. 

<주요 지표>

○ 사회통합분야 : 외국인 비율

○ 사회경제분야 : 실업률, 일인당 구매력, 채무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인구분야 : 인구 증감률(전년도 대비)

- 2008년 기 으로 보면, 체 상지 33개 에서 집 지원 상지(Kat I)가 16개, 

일반지원 상지(Kat II)가 9개, 미미한 지원 상지(Kat III)가 4개, 안정화 단계에 

어 들어 향후 마을만들기 해제 상지가 4개로 지정ㆍ운 되고 있다.

구분 기준 지원 및 관리유형
대상지 수

(2008년 기준)

Kat I 
문제심화지역으로
4개 이상의 지표가 평균 이하

집중지원 16개

Kat II
문제지역으로 
2개 이상의 지표가 평균 이하

일반지원 9개

Kat III
관리지역으로
1개 지표가 평균 이하

미미한 지원 4개

Kat IV
안정화지역으로
4개 지표 이상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

유지관리 
신규사업 지원은 없음

4개

<표 4-9>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마을만들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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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사점

● 연방정부의 예산지원하에 베를린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 베를린의 마을만들기는 독일 연방정부의 ‘사회통합도시 로그램’에 근거하고, 산

의 50% 이상을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인 베를린의 특성

에 맞는 지원시스템에 따라 운 되고 있다. 

- 베를린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매니  견, 

마을 의회 구성  운 , 지원 로그램의 유형 구분과 맞춤형 산 지원, 모니터링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 하고 있다. 한, 공공 차원의 운 지침을 만들

어 운 하고 있는데, 이는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다. 

●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협의체에 권한과 책임 이양

- 베를린의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직  사업을 제안하고 산을 결정하며 의조정하

면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로그램이다. 이를 해 베를린시는 주민과 지역 문가

들이 ‘마을 의체’를 구성ㆍ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고 있다.

- 권한 이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부담이 어든 베를린시는 사례지역에 한 리와 

지원에 역 을 두면서 도시 리의 원칙과 기  등을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매니저(Quartiersmanager)가 성공의 열쇠

- 마을만들기는 연방정부, 베를린시, 자치구 등 련 기 과의 력으로 진행되는 사

업이다. 이 때문에 상지별로 제안된 수 백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심의하고 결정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문 단체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 이에 응하여 베를린시는 3~5명의 마을만들기 매니 를 견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매니 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제안된 로젝트의 선정, 련기

과의 소통 등 복잡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유기 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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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시는 마을만들기 매니 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주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며 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갖춘 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교육과정

을 운 하고 있다.  

● 체계적인 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베를린시는 마을만들기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해 상지를 유형별로 평가하고 

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마을평가과정)을 운 하고 있다. 각 마을은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실업률, 일인당 구매력, 채무비율 등의 고정지표를 평가받게 되고, 평균 

이하인 지표의 개수에 따라 집  조정, 일반 조정, 방 지역, 안정화단계 등 4개 유

형으로 구분되어 리된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마을은 산  인력 지원을 맞춤형으로 차등지원 받게 

되며, 지역의 상황에 맞는 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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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쿄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3.1 마치즈쿠리의 도입 배경

- 1970년  세타가야구(世田谷區) 주민들은 공해와 자연 괴를 막기 해 개발을 반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자치구 간 마찰이 시작되었고, 세타가

야구는 타 으로 수복형 마치즈쿠리, 주민참여 마치즈쿠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 이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는 마치즈쿠리 조례 제정, 마치즈쿠리 센터  펀드 

설치 등 주민 주도의 마치즈쿠리를 지원하기 한 체계를 구축하며 발 해왔다.

구분 내용

1970년대 세타가야구 자치와 마치즈쿠리의 시작

1980년대
주민참여 실험
 - 마치즈쿠리 조례 제정 및 전문가 파견
 - 아이디어 공모, 마치즈쿠리 경연대회 개최

1990년대
주민 주도의 마치즈쿠리 추진
 - 마치즈쿠리 센터 및 펀드 설치

2000년대
연계·협력을 통한 마치즈쿠리의 확산
 - 지원제도의 다양화
 - NPO 등 지역주민조직과 연계

자료 : 浅海義治(世田谷トラストまちづくり), 2012, “まちづくり支援の手法 - 世田谷からの報告”, 서울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3쪽 재구성

<표 4-10>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전개과정

- 1982년 세타가야구는 마치즈쿠리를 실 하기 해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 다.19) 기의 조례는 자치구 내 특정지구만을 상으로 했으나, 더 넓은 범

의 마치즈쿠리를 지원하고, 마치즈쿠리에 한 각종 방침과 계획의 상을 체계

으로 설정하기 해 조례를 개선해왔다.

- 세타가야구의 첫 번째 마치즈쿠리는 1975년 타이시도(太子 )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세타가야구는 지역의 재정비사업을 반 하는 주민들에게 스스로 재정비안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하고 문가를 견하여 주민들이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하에서 스스로 계획안을 작성했고, 자치구가 이에 동의

19) 197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구청장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도시계획 결정권이 도쿄도에서 특별구로 

이 되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24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일본의 주민주도 마치즈쿠리 사

업의 효시가 되어 구 체, 나아가 일본 체로 확산되었다.

- 세타가야구는 재 89개 지구에서 마치즈쿠리계획을 수립하여 운  이다.

자료 : 世田谷區, 2011, ｢세타가구야구 마치즈쿠리 가이드북｣, 9~10쪽

<그림 4-12>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추진 목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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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치즈쿠리 조례와 지구 마치즈쿠리계획20)

●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조례

-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조례는 1982년 제정되었으며, 총 6장 51조로 구성되어 있

다. 1장 총칙은 마치즈쿠리의 목 , 용어의 정의, 구민의 책임의식 등을 다루고 있으

며, 2장부터 5장까지는 각각 마치즈쿠리 방침, 마치즈쿠리 추진, 양호한 건축구상 유

도, 마치즈쿠리 지원에 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방침은 도시정비방침(자치구 기본계획)–지구 마치즈쿠

리 계획–지구계획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지구 마치즈쿠리 계획이 국내의 마을

단 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지구 마치즈쿠리계획

-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은 자치구 기본계획인 도시정비방침21)을 실 하기 해 수립

된다. 주민들이 직  지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한 다양한 사

항들을 다룰 수 있다. 

-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은 법  기 에 의해 작성되는 지구계획과 달리, 지역의 미래상

과 과제를 설정하거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구계획은 상지의 면 , 주민동의율 등이 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물의 

도, 높이 등 법 으로 정해진 사항들만을 다룰 수 있다. 

- 이러한 차이로 의해 각 지역은 법  규제가 필요한 경우 지구계획을, 법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0) 김용성, 2012, “상향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 세타가야

구와 주 북구의 비교를 심으로”,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22~23쪽 재구성

21) 도시정비방침은 구 내 도시계획  마치즈쿠리의 목표  실 을 한 기본 인 내용들 주로 수립되며,
도시계획법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과 동일한 계획으로 통합되어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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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규제가 필요한 항목에 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계획을 먼  수립한 후 포 인 계획이 필요한 경우 지구 마치즈

쿠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한다.

- 지구 마치즈쿠리계획과 지구계획은 지구 내 주민들과 마치즈쿠리 의회가 제안하

고,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공공이 지구 마치즈쿠리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치즈쿠리 유도지구를 지정하여 주민

들의 건축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3>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방침

● 마치즈쿠리 지원

- 세타가야구는 주민들이 설립한 마치즈쿠리 의회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 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마을 내 마치즈쿠리 의회  지원단체의 활동경비, 문가 견,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활동경비는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의 원안 작성을 한 조사  연구활동, 연구회, 견

학 등의 학습활동, 책자 발행 등의 홍보 활동, 의회의 사무 운   연락 조정 등에 

한해 정해진 범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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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를 견하는 경우, 1  건축사 등 마치즈쿠리 문가가 마치즈쿠리 의체의 

설립 비, 계획 수립  도면 작성, 사업 진행, 정 체결 활동 등의 반 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世田谷區, 2011, ｢세타가구야구 마치즈쿠리 가이드북｣, 30쪽

<그림 4-14> 주민협의회 활동과 구의 지원내용

3.3 마치즈쿠리 지원조직 및 예산22)

- 도쿄 세타가야가구의 행정조직은 구청– 종합출장소– 마치즈쿠리센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직은 역할을 분담해 서로 제휴하면서 구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치즈쿠리를 진행하고 있다.

● 구청과 종합출장소

- 세타가야구청에서는 도시정비부 도시계획과, 지역정비과가 마치즈쿠리 업무를 맡아 

도쿄도와의 조율, 구 차원에서의 정책결정, 각 종합출장소의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을 담당하고 있다.

- 종합출장소는 세타가야(世田谷), 키타자와(北沢), 타마카와(玉川), 키 타(砧), 카라

스야마(烏山)의 5개 지역에서 운 되고 있으며, 지역진흥과, 복지보건과, 마치즈쿠

22) 서울시, 201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본보고서｣, 68~69, 96, 192~195쪽   김용성, 2012, “상향  도시계획

의 실효성 제고를 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37~51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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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마치즈쿠리과는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에 련된 

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포 으로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로, 지구계획과 지구 마

치즈쿠리 계획의 결정, 건축 련 조례 운 , 지역정비방침 등을 담당한다.

- 세타가야구는 련부서 간, 종합출장소 간 연계  력을 도모하기 해 종합출장

소의 마치즈쿠리과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월 1회)를 개최하며, 이 정례회의

를 통해 각 종합출장소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마치즈쿠리센터

- 종합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에는 지역을 세분하여 총 20개소의 ‘마치즈쿠

리센터’23)가 운 되고 있다.

- 마치즈쿠리센터는 주민ㆍ행정ㆍ기업의 트 십에 의해 조직된 기구로, 1992년 구

가 출연 (4억엔)을 출자하여 설립한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내에 설치

되어 있다. 마치즈쿠리센터는 구에서 견한 공무원,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에서 견한 직원과 지역 내 단체들의 력으로 운 된다.

- 마치즈쿠리센터는 구의 보조 과 마치즈쿠리센터의 활동 수입, 그리고 ‘세타가야 마

치즈쿠리 펀드’를 조성하여 산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기관 범위 역할

구청 구
기본계획 수립, 중요시책 결정, 구차원에서의 계획 및 관리,
종합지소에 대한 통일기준 설정, 종합지소 간 조정, 
전문성이 높은 사무나 지역 간 연계 이익이 있는 사무 등을 구청에서 담당

종합출장소 지역
방재ㆍ방범대책과 사전보건복지시책의 추진,
마치즈쿠리 협의회에 대한 지원, 지역차원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지구차원의 지원과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마치즈쿠리센터 지구
지역활동단체의 지원, 마치즈쿠리 추진협의회 등과 연계한 지역진흥활동 
추진, 지구의 공고ㆍ공람, 방재활동의 지원 등 
주민과 착한 지구 마치즈쿠리 거점 기능 담당

자료 : 김용성, 2012, “상향적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 4-11> 세타가야구 구청-종합출장소-마치즈쿠리센터 간 역할

23) 최  명칭은 ‘출장소’로 27개소가 설치되었고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러나 2004년 7개 출장소를 

제외한 20개소를 ‘마치즈쿠리센터’로 변경하여 마치즈쿠리 업무에 집 하도록 하 다(최  명칭은 ‘마치

즈쿠리 출장소’ 으나 2009년 ‘마치즈쿠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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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世田谷区, 2011, 世田谷区全体
<그림 4-15> 세타가야구의 지역생활권 구분 및 마치즈쿠리 조직 위치

●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예산

- 세타가야가구는 1992년 설립된 주민참여형 펀드인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단계  사업기획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

- 공익신탁제도는 국가 행정기 이나 민간기업 등의 특정한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립  입장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재정 , 기술 으로 지원하기 해 

도입되었다. 구는 기 보조 신청과정에 감시감독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참여를 유도

하는 등 기 을 투명하게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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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모키타자와(下北沢)역 주변 지역 마치즈쿠리 사례

● 지역의 개요

- 시모키타자와(下北沢)역은 세타가야구 키타자와(北沢)지역에 치한 역으로, 도시정

비방침상 역거 에 해당한다. 상업, 문화 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자연발생 으

로 형성되어 교통, 방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 : 키타자와 종합출장소 마치즈쿠리과, 2005, “키타자와 마치즈쿠리 뉴스레터 13호” 
<그림 4-16>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역의 장래 이미지

● 시모키타자와역 주변지역의 마치즈쿠리 전개과정

- 시모키타자와역 주변의 마치즈쿠리는 1984년 12월 시모키타자와 마을간담회 활동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간담회는 지역 내 오다큐선( 田急線) 확폭입체화계획을 

계기로 구성된 주민조직으로, 지역 내 2개의 거리모임과 5개의 상 회로 구성되었다. 

- 마을간담회는 지역의 발 을 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모임을 개최했고, 1997

년 50회의 간담회 개최를 기념으로 1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제안서를 작성하 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첫 번째 제안서인 ‘그랜드 디자인’을, 2000년 3월에는 ‘그랜

드 디자인’을 구체화한 ‘그랜드 디자인 구상도’를 구청장에게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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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세타가야구는 주민들이 제안한 그랜드 디자인을 토 로 ‘역 주변 지구 마치

즈쿠리 계획’을 수립하 고,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요한 사항들을 2006

년 지구계획으로 결정하 다. 2012년 재 마치즈쿠리 내 다양한 사업들이 구-민 

력으로 추진 이다.

자료 : 世田谷区, 2005, 世田谷区都市整備方針

<그림 4-17> 지역별 정비방침 상 시모키타자와역의 위상

자료 : 키타자와 종합출장소 마치즈쿠리과, 2004, “키타자와 마치즈쿠리 뉴스레터 8호” 
<그림 4-18>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역의 마치즈쿠리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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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치즈쿠리 수립 과정에서의 자치구의 역할

-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역의 마치즈쿠리는 주민들의 제안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세타가야구는 주민들의 제안을 토 로 ‘지구 마치즈쿠리 계획’과 ‘지구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 세타가야구는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역만을 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이 에, 먼  

시모키타자와역 인근의 히가시키타자와역, 세타가야다이타역 주변을 아우르는 ‘역 

주변 마치즈쿠리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 다.

- 이후 세타가야구는 주민들이 제안한 ‘시모키타자와 그랜드 디자인 구상도’와 구 차

원에서 수립한 ‘역 주변 마치즈쿠리 정비계획’을 기 로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역

의 지구 마치즈쿠리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타가야구는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설

명회, 주민 설문조사, 블록별 의견교환회, 화  서면의견 수 등을 통해 주민들

이 극 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특히, 직 인 지원 역할

을 담당한 키타자와 종합출장소는 마치즈

쿠리 뉴스 터를 15회 발행하여 해당 지역 

내외의 주민들에게 마치즈쿠리 계획 수립 

과정을 홍보하 다.

- 세타가야구는 안(2004년 1월), 계획안(2004

년 4월)을 작성하여 설명회, 정보지 발행, 종

합지소에서의 열람 등으로 계획안을 홍보하

고, 화, 의견서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하 다. 이를 통해 2004년 5월 지구 마치즈

쿠리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  일부의 내

용들은 지구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운  이다.

- 세타가야구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지구 마치즈쿠리 계획’

으로 공식화하 으며, 종합출장소와 마치즈쿠리센터 등의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주

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의견 교환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하여 계획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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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키타자와 종합출장소 마치즈쿠리과, 2005, “키타자와 마치즈쿠리 뉴스레터 12호”
<그림 4-20> 시모키타자와역 주변 지구계획(안) 설명 자료

자료 : 키타자와 종합출장소 마치즈쿠리과, 2003, “키타자와 마치즈쿠리 뉴스레터 4호”
<그림 4-19> 키타자와지역 ‘역 주변 마치즈쿠리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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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사점

● 자치구 조례 제정을 통한 마치즈쿠리 체계 구축 

- 세타가야구는 1982년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까지 6차례의 개정작업

을 거치면서 마치즈쿠리 운 시스템을 체계 으로 구축하 다. 자치구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방침을 통해 도시계획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지구 마치즈쿠리계획, 지구계획 등을 선택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행정과 분리된 독립적인 펀드 운영

- 세타가야구는 마치즈쿠리 추진을 해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를 운

하고 있다. ‘공익신탁’이라는 독립 인 형태의 펀드를 통해 세타가야구와 계없

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치즈쿠리 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구ㆍ지역ㆍ지구, 3개 위계로 세분화된 지원조직 운영

- 세타가야구는 구청 – 5개의 종합출장소 – 마치즈쿠리센터가 주민들의 마치즈쿠리

를 지원하고 있다. 종합출장소 내 마치즈쿠리과는 지역에 착된 행정서비스와 지구 

마치즈쿠리  지구계획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마치즈쿠리센터는 행정과 독립 으로 행정ㆍ주민ㆍ기업이 결합된 조직으로, 지역 

내 마치즈쿠리 의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마치즈쿠리의 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주민 주도의 지구 마치즈쿠리 계획 수립ㆍ운영

- 세타가야구는 도시정비방침의 하  계획으로 ‘지구 마치즈쿠리 계획’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법  규제사항 이외에 지역에서 필요

한 항목들을 계획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

에서는 지구 마치즈쿠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두 계획을 상호 보완 으로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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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종합

- 지 까지 살펴본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 베를린의 마을만들기,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의 계획 수립  지원 방식에 한 공통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단위계획

- 시애틀과 도쿄 세타가야구는 마을단 계획을 도시계획체계와 연계하여 지자체 도시

기본계획의 하 계획으로 운 하고 있다.

- 시애틀의 근린지역계획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하 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 운 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근린지역계획의 범 와 목표,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있

다. 세타가야구는 마치즈쿠리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정비방

침(자치구 기본계획)을 마치즈쿠리계획의 상 계획으로 운 하고 있다.

● 마을단위계획 수립 및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

- 시애틀과 세타가야구는 마을단 계획을 해 행정부서를 별도로 조직하거나 행정과 

별개의 지원센터를 통해 계획 수립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근린

지역계획의 수립  실 을 해 시청 내 마을과(Department of Neighbor- hood)와 

지역단 의 마을만들기서비스센터를 운 하고 있다.

- 세타가야구 역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의 마치즈쿠리를 리하고, 5개 종합출

장소에서는 지역 내 마치즈쿠리계획 수립  지원을 담당한다. 한 마치즈쿠리센

터는 지구 차원에서 지역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지자체 차원의 전문가 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 시애틀, 베를린, 세타가야구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가 풀을 운 하여 지역의 

마을단 계획을 지원한다. 시애틀은 지역계획 문가, 2개 국어 가능자 등을 모집하

여 POEL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운 하고 있으며, 베를린시는 지역계획 문가들

을 QM매니 로 채용하여 상지에 상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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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가야구 역시 구 내 마치즈쿠리 문가들을 모집하여 주민조직 결성  계획 수

립을 지원하는 문가 견제도를 운 하고 있다.

● 마을단위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 시애틀은 마을의 안문제 해결과 주민활동 지원을 해 마을기 (Neighborhood 

Match Fund)를 운 하며, 이를 통해 근린지역계획을 실 하기 한 주민주도의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세타가야구 역시 ‘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치즈쿠리 펀드’를 설립하여 공공의 재정과 

별도의 기 으로 운 하고 있다. 독립 인 기 운 방식을 통해 자치구와 계없이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계획의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일부 주민조직에게 위임

- 베를린은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만들기 로그램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

에 한해 지원 액, 세부 인 로그램 운 에 한 사항들을 주민과 문가들이 함께 

조직한 심의 원회, 마을 의회 등에서 자체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임하

고 있다.

- 세타가야구는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먼  지구 마치즈쿠리계획  지구계획의 입안 

는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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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

제1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 재정립

- 지 까지 시행된 마을단 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자치구는 이를 실행하거나 지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 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그간의 휴먼타운과 경 정사업은 ‘주민참

여형 지구단 계획’을 정착시키기 한 서울시 차원의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

의가 있다.

- 이들 시범사업은 기존 지구단 계획과 비교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

되었고, 자치구의 역할도 기존 지구단 계획과정과 비교해 볼 때 극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기본계획이 수

립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여하는 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개선 요구를 반 한 마을단 계획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과 주민 의견을 실질 으로 악하고 있

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마을단 계획이 서울시 차원에서 일

부 지역에만 용되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25개 자치구로 확 되어 추진될 경우에 

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모델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다.

- 이를 해서는 지 과 같이 자치구가 서울시 사업을 집행하는 실행자가 아니라 서울

시의 실질 인 력자, 주민들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마을단 계획을 추진할 때 서울시는 산을 지원하되 계획수

립 지침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자치구는 주민참여와 의를 통해 자율 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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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서울시와 자치구의 새로운 역할모델 설정 

-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계획역량은 구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체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계획  련 문가들(103명)에게 자치구의 계획역량

이 어떤지를 물어본 결과1), 문가의 반이 넘는 56.3%가 ‘역량이 부족한 편’이라

고 응답했고, ‘역량이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은 17.5%에 불과하다. 자치구마다 여건

과 상황은 다르지만, 문가들은 재 자치구의 계획역량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하

고 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충분하다. 1 (1,0) 1 (1.8) 0 (0.0)

② 충분한 편이다. 17 (16.5) 15 (26.3) 2 (4.3)

③ 보통이다. 27 (26.2) 15 (26.3) 12 (26.1)

④ 부족한 편이다. 45 (43.7) 18 (31.6) 27 (58.7)

⑤ 매우 부족하다. 13 (12.6) 8 (14.0) 5 (10.9)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5-1> 자치구 계획역량의 평가
(단위: 건, %)

   자료: 양재섭ㆍ김인희, 2011,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1쪽

1) 설문조사는 2012년 2월 1일부터 10일간 도시계획 련분야 문가(교수, 연구원, ENG 등) 480명을 상으

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3명의 응답(응답률 21.5%) 결과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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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마을단 계획을 해 자치구의 역할을 개선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역

량 강화가 필수 이다. 문가들 역시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하기 해 가장 먼

 ‘계획 련 문인력과 조직의 보강’(76.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주민과 지역단체에 한 의견수렴 강화’(48.5%)라고 응답하 다. 즉, 자치구 내 계

획 련 문인력의 확보와 지역주민에 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계획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의 보강 79 (76.7) 44 (77.2) 35 (76.1)

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 24 (23.3) 15 (26.3) 9 (19.6)

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50 (48.5) 25 (43.9) 25 (54.3)

④ 계획의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 29 (28.2) 15 (26.3) 14 (30.4)

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 23 (22.3) 15 (26.3) 8 (17.4)

⑥ 기타 1 (1,0) 0 (0.0) 1 (2.2)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5-2>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방안(복수응답)
(단위: 건, %)

   자료: 양재섭ㆍ김인희, 2011,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2쪽

- 이 듯 마을단 계획 수립  운 과정에서 자치구가 보다 극 인 역할을 수행하

기 해서는 ① 자치구의 마을단 계획 수립권한 강화, ② 서울시가 산을 지원하

되 매칭방식으로 자치구 산 확보, ③ 자치구의 문인력 확보와 지원체계 마련 ④ 

마을단 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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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

2.1 자치구의 계획권한 강화

-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수립  운 과정에서 자치구의 계획권한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서울

시 25개 자치구는 도시 리계획에 한 입안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일정 규모 이하의 

자치구 할 도시계획시설과 경미한 변경사항 외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 일반 시ㆍ군은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에 한 입안권이 있으며, 지구단 계획에 해

서는 입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한 입안권은 물론, 도시 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 계획 포함)에 한 입

안  결정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서울의 25개 자치구들은 평균 인구가 40만을 상회하는 기 자치단체이고, 인구가 

50만을 넘는 자치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제도화되어 있

지 않아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구단 계획에 해서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한편, 지 까지 시행된 휴먼타운이나 경 정 등 마을단 계획을 통해 체결된 주민

정은 지구단 계획이라는 도시계획수단을 통해 결정되지만, 여기에는 용도지역ㆍ

지구의 변경이나 규모 시설의 결정ㆍ변경과 같은 도시 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

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 따라서 서울시가 마을단  지구단 계획에 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치구는 해당 범  내에서 서울시  지역주민들과 의하면서 마을단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계획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기 으로는 일반 시ㆍ군과 같이 자치구 차원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의 승인을 받아 운 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지침

하에서 마을단 계획의 입안  결정권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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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모방식의 정례화와 매칭펀드 활용

- 마을단 계획을 제도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상지를 공정하게 선정하

고, 사업에 필요한 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 방식은 휴먼타운, 경 정 등 각

각의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의 상지 조건을 마련하고, 산 범 하에서 공모를 통

해 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 방식은 해당 지역만

을 상으로 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 마을단 계획은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산이 투입

되는 사업이므로, 공공이 산을 지원하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도시계획 규제나 재해 등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 마을단 계획이 일회성 공모 방식으로 그치지 않기 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

의 사  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마을단 계획에 필요한 산을 

통합 으로 확보하고, 공모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한 휴먼타운, 경 정,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 등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유사 마을단 계

획을 통합하여 운 할 필요도 있다.

- 자치구 차원에서는 부서별 혹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이슈가 있거나 리가 필요한 지

역을 미리 선정하고, 지역별로 주민들의 생활개선과제를 악하여 공모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차원의 계획

을 사 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을단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치구 차원의 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을단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

선비용을 자치구 차원에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산은 서

울시 차원에서 마련하여 지원하되, 가  서울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방식을 통해 자치구 자체도 산 확보를 해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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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치구 내 전담팀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 휴먼타운, 경 정 등 시범사업을 한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외부 용역사와 계약하

여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으로 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구단 계획구역은 체로 약 50㎡ 규모로 

지정되지만, 주민참여형 지구단 계획은 교통 향평가 상이 아닌 5만㎡ 미만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재 마을단 계획은 일부 지역을 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므로, 상지역

이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고 진 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서울에서는 

규모 개발계획이나 면 철거재개발보다 동네 혹은 지역생활권 차원의 도시계획 이

슈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은 단 의 도

시계획이 활발하게 운 될 것으로 망된다.

- 마을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참여와 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다.  특

히, 마을단 계획은 상지 규모가 작고 주민과의 의를 토 로 수립되기 때문에 

계획수립기간이 당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 정 로 운 되고 있는지를 일정 기간 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러한 유형의 도시계획을 외부 용역사가 담당하여 주민들과 지속 으로 의하면

서 수립하기에는 계획 산과 기간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 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자치구 내 마을단 계획을 한 담 을 구성하고, 문인력을 

확보하여 운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휴먼타운과 경 정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부서 이동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형성  일 성있는 사업추진을 해한다. 따라서 자치구  

마을단 계획을 한 문인력을 확보하여 오랜 숙련기간을 거치면서 지역 황과 

주민특성을 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특히, 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에서 상임기획단을 운 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구에 불과하고, 도시계획 련 분야의 문직 한 제한 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문 인력을 확보하여 자치구 계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개선방향  145

2.4 마을단위계획의 제도화 추진

- 그동안 규모 개발과 정비사업 주로 진행되었던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2000년 이후 마을단 계획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되고 있다. 아직은 서울시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휴먼타운, 경 정과 같은 마을단 계획은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환경을 개선하기 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 의의가 있다.

- 이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 각지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단 계획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가장 선도 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하

고 있다. 성북구는 민선 5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성북구의 사례를 여타 자치구에 용하기 해서는 마을단 계획을 제도화

하여 지속 으로 운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단

계획이 특정지역을 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도시계획  과제를 도

출하는 계획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앞서 도쿄의 세타가야구 사례를 보면, 자치구 차원의 도시정비방침(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지구 마치즈쿠리계획–지구계획의 체계로 도시계획을 수립ㆍ운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자치구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 하기 해 특정지역

을 상으로 마을단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사업을 시행

하는 방식으로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을단 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마을단 계획 수립  

운 에 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 하거나, 마을단 계획 수립  운 에 

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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