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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포용도시는 세계 대도시의 도시발전 비전

서울시, 미래서울 시정비전으로 채택해야

새로운 변곡점 맞은 서울시, 포용도시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안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서의 서울의 지위는 약화되고, 청년실업의 문제, 가계 부채 등은 일촉즉발이라고 할 정도

이다. 고령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향후 다양한 이슈들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내재화하고 있

으며,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정도도 글로벌 도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이

다. 서울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서울의 세계도시로의 발전 과정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지금까지의 도시발전 궤적과는 상이한 새로운 국면(변곡점, 

Turning Point)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거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사회·경

제적 위기의 발생은 도시 사회의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포용도시 개념의 핵심은 불평등·불균형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

이러한 흐름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도시 역시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의 결

과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적으로 배제되는 집단 현상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성찰적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세계도시에서 ‘포용도시’ 패러다임이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 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나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도시’ 논의는 ‘사회적 배제’와 함께 고려할 때 

그 개념이나 의미가 분명해진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에서 참여나 이익의 결핍을 다루기 

위한 규범적 개념이다. 이는 개인적 배제,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배제 등의 차원에서 논의

되는 것으로 특정한 관심이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참여를 배제하는 것부터 경제적 성

장의 결과물인 이윤의 분배과정에서 이익이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게 배제되거나 배제시

키는 현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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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의 부재나 제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인 빈곤

을 구조화시킨다. 

국제기구·세계 주요도시, 포용도시 논의 활발…정책어젠다로 제시

국제기구 및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포용도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포용적 성장

과 포용도시 등 도시의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논의에서 포용도시의 개념과 해석의 폭은 

다양하다. 포용도시의 개념은 1990년대 후반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2006년 이후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책 어젠다로 부각하였다. 

국제기구의 포용도시 논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존의 소득분배 중심

의 공유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에서의 포용

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OECD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성 성장’ 이슈

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발전이 역설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지

적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성장의 성과를 포용적으

로 배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1999년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에서 ‘포용도시(Inclusive City)’를 기본 주제로 제시한 이후 2016

년에는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의 주요 어젠다로 ‘포용도시’를 제안한다. 유럽연합 차원에

서 제기하는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빈곤과 분배를 주목한다. 

EU는 빈곤의 측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취약 집단을 밝혀 도시의 빈곤

퇴치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도 포용도시 패러다임이 도시발전의 비전으로 설정되고 있다. 뉴욕

은 새로운 도시계획에서 성장, 지속가능성, 회복력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뉴욕 

OneNYC’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뉴욕’은 기존의 불평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배제 및 

지역의 중요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뉴욕은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을 갖추

고 있으며, 공평한 도시임을 강조한다. 보스턴市는 포용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4대 목표로

서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포용적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 문화․오픈스페이스․인프라 투자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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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사람·공간·거버넌스 포용성 3개 부문 34개 지표

우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포용도시 논의를 서울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

기 위해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 과정은 

먼저, 연구진의 지표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 과정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때 전체적으로는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의 맥락을 수용하고 메가시티와의 비교가 가능한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료의 유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개발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대해 서울시민 서

베이를 통해 지표체계, 개별 지표의 적정성과 중요성 평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서

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3개 부문 6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된다. 【사람 포용성】 , 【공간 

포용성】 , 【거버넌스 포용성】의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을 구성하는 6개 영역은 

【사람 포용성】의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웰빙> 영역, 【공간 포용성】 부문은 <공공서비

스의 접근성>과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은 <시민참여>와 <투

명성과 책임>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웰빙> 영역은 인적자원의 역

량과 분배를 다루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은 지역

적 형평성과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포용도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참

여>와 <투명성과 책임> 영역은 참여와 투명성이라는 제도와 절차의 문제에서 포용도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진단결과 “서울 포용성, 많은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근거해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OECD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표별 OECD 평균값과 서울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서울

의 포용성 정도는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포용성 정도가 어떠하다라고 통합적으로 서울의 포용성을 진단하기에는 데이터 한

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비교가능한 지표값들이 일부 영역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서울은 사람 포용성 부문의 <경제적 역량> 영역

에서만 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포용성 정도를 보였지만 그 이외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포용성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포용성】 

부문의 <경제적 역량>에서 높은 편이고 <사회적 웰빙>의 구성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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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정도를 보였다. 【공간 포용성】 부문의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접근

성>에서는 OECD 자료와 비교가능한 지표가 세 개뿐이어서 전체적인 포용성 정도를 판단

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의 <시민참여>에서는 비교적 낮은 포

용성을 나타냈다. 

서울시민들도 서울시 포용성 정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내려

서울시민 스스로는 서울시가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포용성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포용성 정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절반가량(49%)은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5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생

각했으며, 이는 감소했다는 응답률(16.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서울시가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대해서는 시민의 

절반정도(49.8%)는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견해를, 또 다른 절반 정도(50.2%)는 ‘노력하

지 않는 편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은 서울시의 포용도시로 나아가

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서울을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정책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24.5%)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기 정책’(18.0%), ‘저소득층과 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16.7%), ‘생활 인프

라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16.3%), ‘공공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정책’(15.9%), ‘공공정책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8.7%) 순으로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시, 발전 패러다임을 ‘포용도시’·‘포용적 성장’ 틀로 전환해야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의 눈부신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면서 서울은 글로벌 세계도

시로 도약하였다. 한국 사회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서울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집적된 

곳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며 ‘아파트’와 ‘마이카 시대’는 성

장의 징표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성장의 이면에 잠재해 있던 계층과 지역의 불평

등, 양극화, 사회적 투명성과 신뢰 부재 등의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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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살률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등 서울이 풀어야 할 문제 중심에 불평

등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리라는 낙관적 희망은 

현실화되지 않은 채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헬조선’을 떠올리고 있다. 이제 서

울은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포용도시’와 ‘포용적 성장’의 틀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

렀다. 

서울이 포용적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려면 인적 역량의 불평등과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확산해 사람 포용성을 제고해야 하며, 주거와 위험의 공간 불평등 완화를 통

해 도시 공간의 포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시간 불평등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

성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포용도시로의 서울의 방향 전환은 보

다 나은 사회와 시민행복을 위해 미래서울의 시정비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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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왜 포용도시인가?

1_포용도시 패러다임의 부각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안 징후(성장 저하, 청년실업, 가계부채, 세대 갈등, 외국인과 

소수자에 대한 배타성 등)들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

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은 지금까지의 선형적 도시발전 과정과는 상이

한 새로운 국면(변곡점, Turning Point)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거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의 발생은 도시 사회의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국제사회와 세계도시에서는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는 

2014년에 유럽연합 차원의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오늘날의 도시

는 도시의 사회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자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의 중심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하에,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쟁점

을 논의하고 있다.1) 첫째, 도시는 도시의 창의성과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하면서 동시

에 도시에 만연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가? 둘째, 도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을 위협하는 도시의 빈곤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유럽연합의 문제의식은 도시 개발

의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과 다차원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좋은 도시 거버넌스 

(good urban governance)’의 원칙에 따른 포괄적 접근법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담

고 있다. 

2016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의 포용도시를 향하여’라는 심포지엄

1) 유럽연합 도시지식 네트워크(EU Urban Knowledge Network, EU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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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아시아 지역 8개 국가와 도시, 시민사회, 지역 대표, 민간 등이 함께 참여해 ‘포

용도시’ 구축의 제한 요소로서의 아시아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을 공유하였다. 이 회의는 도시연합(Cities Alliance)이 주최하였다.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는 세계 발전과 진보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선진국가의 경제협력기구로서 OECD는 지금까지의 선진국가들의 번영

과 발전과정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OECD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단지 3년 동안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 지난 12년 동안 일어난 경제적 불평등보다 

훨씬 컸다”(OECD, 2014)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포착하였다. 이에 

OECD는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을 국가나 도시발전의 주요 어젠다로 구축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점 영역과 포용성 진단을 위한 지표구축, 그리고 정책 개발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포용적 도시 캠페인’(Inclusive Growth in 

Cities Campaign) 프로젝트를 출발시키면서 도시 단위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를 구체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챔피언 시장 Champion Mayor’이라 명명한 OECD 주도 대도시 중심의 포용적 성

장 프로그램은 2016년 뉴욕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뉴욕시장, 서울시장, 

포드재단, OECD 포용적 성장 태스크포스팀 등이 참석하였다. 여기서 세계의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의 결과가 도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으며, 교육, 의료서비스, 사회보장, 고용, 주거, 지역재생 및 교통 등 포용적 성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행위 주체는 바로 도시이기 때문이다

(OECD, 2016). 

록펠러 재단의 ‘100개 도시 회복탄력성 프로젝트’(100 Cities Resilience) 역시 포

용도시를 위한 전 세계 도시의 회복탄력성 정책을 컨설팅하고 있는 과제이다.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사회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일상화된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본래 탄력성이란 생태계가 외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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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으로부터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건강함을 의미하며, 이를 사회

적 맥락에 적용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전략을 구

체화하는 시도가 사회의 회복탄력성 담론이다. 급변하는 환경과 일상적인 사회·경제

적 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복원력을 가진 사회, 즉, 대응 능력(coping 

capacities),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ies), 변환 능력(transformative 

capacities)이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갖춰질 때 지속가능하고 포용

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20년 주기로 열리는 유엔의 해비타트 회의에서는 2016년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포용도시를 핵심 어젠다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날 도시 발전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위

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어젠다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도시 

프레임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전국가의 

성과를 누적하면서 세계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양극화, 지

역 격차, 계층이동 가능성의 제한과 기회구조의 박탈 등 사회적 배제 현상이 더욱 심

화되는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오늘날 사회문제를 해결

할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포용도시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고찰하고 서울시가 

포용도시 패러다임을 시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이후 개발된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서울시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 분석한다. 서울의 포용도시 진단에 기반하여 향후 서울시가 포용도시로 나아가

기 위해 어떤 정책방향과 정책영역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

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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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틀과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연구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틀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는 포용도시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도시차원의 포용사회를 지

향하는 포용도시가 등장하는 맥락과 함께 선행연구들을 통해 포용도시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기구, 유럽연합, 대도시 등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포

용도시론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포용도시론을 정립

하고 서울시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포용도시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전문

가들의 브레인스토밍과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안에 대해 시민 조사를 거쳐 포용도시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는 개

발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서울시에 적용하여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할 

것이다. 서울시의 포용성 정도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포용도시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결론에서 제시한다. 

오늘날 도시를 둘러싼 포용도시, 포용적 성장에 관한 개념, 이론적 논의와 개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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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용성 진단 등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이 정립된 것이 아

니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 포용도시 개념과 포용도시 등장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 국제기구, 유럽연합, 세계 대도시의 포용도시 논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서울의 포용도시 정도를 진단할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에 근거한 서울시의 포용성 정도는 어떤 상황인가? 

◦ 서울이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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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적 검토

1_포용성과 사회적 배제 

포용도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포용성 개념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포용성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의 포용

정책과 관련한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일상적인 용어에서 포용(包容)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를 영

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외래어처럼 사용하는 똘레랑스라는 의미인 ‘tolerance’가 된

다. 그런데 포용도시에서 사용하는 포용성(inclusiveness)은 똘레랑스의 의미보다는 

포괄성 개념에 더 가까우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개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에서 참여나 이익의 결핍을 다루기 위한 규범적 개념이다. 이는 

개인적 배제,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배제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특정한 관심

이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참여를 배제하는 것부터 경제적 성장의 결과물인 이윤

의 분배과정에서 이익이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게 배제되거나 배제시키는 현상과 과

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빈곤층이 형성된다면 이는 경제

적 성과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념적으로 이중화(duality), 주변화

(marginalization), 파편화(fragmentation), 분리(segregation) 등의 개념과 혼재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에서 감소되거나 

완화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켜 사회적 포용을 높

이려면 포용성 개념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고 사회적 배제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의 부재나 제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는 주

로 특정 집단과 관련해서 진행된다. 인종이나 성별, 장애 여부에 따라 특정한 정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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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나 종교집단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공평함과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는 특정 사회집단의 기회에 대

한 제약이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은 다양한 기회나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즉,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사람들이 향

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또는 노력의 현실을 말한다. 포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주류사회로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로 인한 기회

의 제약을 보정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을 추구하는 과정이 포용의 과정이다.

2_불평등과 불균등: 빈곤과 격차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둘러싼 논의와 분배의 불평등 문제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인 사회적 격차로 구조화된다. 포용사회에 대한 유럽사회의 논의는 사회

적 배제에서 출발하여, 빈곤을 둘러싼 논쟁에서 출발하여 분배에서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적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의 초점은 처음에는 하층 계급의 빈곤, 저소득층의 가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

여 재분배, 참여, 시민의 권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소외, 양극화, 분열, 격

리, 실업의 이중성 등이 사회적 배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 노동, 정치참여, 

공공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유대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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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분화된 영역 

자원(Resources)

물적 경제적 자원

공공서비스/사적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자원

참여(Participation)

경제적 참여

사회적 참여

문화, 교육, 기술 역량

정치적 시민 참여

삶의 질(Quality of Life)

건강과 주관적 안녕

생활 환경

범죄와 안전

자료: http://www.poverty.ac.uk/definitions-poverty/social-exclusion 참조 

[표 2-1]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즉,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난다. 사회구성원의 차원에서 물적 경제적 자원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 불

평등으로 귀결된다. 교육 기회의 제약과 교육성과의 차이는 일자리 경쟁에서 직업과 

수입의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

회적 지위의 불평등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위의 불평등이 세대로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는 인생의 출발점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시작하게 된다. 불평등의 구조화는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고, 차별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면서 다시 불평등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격차

사회이다. 

빈곤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결핍인데 이는 사회 불평등이 특정 계층과 집단에 심

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배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빈곤층에 대한 접근에서 빈곤

의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지만 빈곤의 결과는 빈곤층의 사회적 기회와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빈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착화된 배제는 다시 빈곤

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만든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계층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의 제약으로 빈곤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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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는 이들을 빈곤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리고 빈

곤 상황에 처한 이들은 빈곤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다시 부과된다. 외모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 출신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은 사회적 과정에서 차별과 배

제 현상으로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빈곤을 초래하게 한다. 

Barry 등은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이것이 

사회적 정의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리고 소득분배의 문제 등이 참여의 배제를 통해 

고착화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Barry, 1998).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향은 사

회적 부조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에서 추구하여 왔다. 빈곤 상태에서 단순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정책은 때때로 빈곤을 

유지하게 한다. 사회적 포용성을 제기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

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지원을 의미하는 포용정책은 주류사회로의 통합정책의 특성을 갖는다. 

포용성의 논의에서 불평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 내에 격차, 차별, 박탈, 배제, 

빈곤의 악순환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Levitas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계층적 

접근, 빈곤 접근, 통합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Levitas, 2005). 빈곤의 접근에서 배제

의 원인은 낮은 소득과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일차적으

로 빈곤과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지만 이러한 물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과정과 역동성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배제를 초

래한 다양한 요소들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부적당한 사회 

참여, 사회적 통합의 부족 그리고 권력의 부족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논의의 중심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되는 불평

등의 악화 현상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글로벌화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

루게 하였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개별 사회 내에서 불평

등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불평등의 구조가 족쇄가 되어 경제성

장의 잠재력을 훼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한 현실은 인구의 많은 

부분을 교육과 일자리에서 배제하고 저임금으로 고착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떨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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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효 수요 창출을 제한한다. 불평등은 경제 주체들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한다. 

기존의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하였다면 이제 그 불평등한 구조는 경제성장을 제약

하고 있다.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성

장 또는 경제성장을 이용한 불평등의 해소를 추구하는 전략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성

장과 함께 자원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하며 재분배된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유효수요

를 창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을 추구한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의 형평

성 제고를 경제성장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배제가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은 도시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포용도시’ 논의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빈곤과 파편화, 한계화

(marginalization)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도시화는 단순하게 인구가 도시

공간에 집중과 집적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층 또

는 지역의 빈곤화와 특정 계층의 배제,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공간 발전의 문제가 제

기된다. Murie 등(2011)은 사회적 배제와 불균등성에 관한 문제를 도시와 지역 맥락

에서 제기한다. 그는 우리가 이중도시, 내부도시 등의 논의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지역의 공간적 성격 자체가 기회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회가 박탈된 가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것인가?” 혹은 “지역이나 도시는 거주자들이 갖는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다. 그러면서 유럽의 도시

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고용, 사회복지체계, 호혜성 등을 중심 주제

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도시는 공간 차원에서 사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포용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포용

도시에서는 보다 구체화된다. 특정 지역으로 빈곤이 집중되는 현상, 도시 내 공공시설

에 대한 접근의 제한,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약과 자원 활용에서의 배제 등이 

포용도시론이 제기하는 주요 이슈이다. 포용도시는 지역 불균형과 빈곤에 대하여 사

회적 형평성과 함께 공간적 형평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페이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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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의 하나인 ‘공평성’의 논의와 닿아있다. 그녀에 따르면 도시의 

발전은 ‘정의로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의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

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여러 결들이 공존하는 다양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공평함’

이 정의로운 도시의 3가지 기본 원칙인데, 특히 공평함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원

칙임을 강조한다(S. Fainstein, 2011). 

3_참여와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과 사회적 배제의 대비를 통해 포용사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사회의 

맥락에서 참여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포용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은 빈곤과 불평등 현상이 가져온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이며, 특히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유럽의 사회정책에서 제시하는 ‘포용사회’는 이민자들이나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서 주류사회 과정으로의 포용을 강조한다. 사회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포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사회적 연대에서 사회의 통합적인 질서

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치적 과정, 정책 형성의 과정에서 시민과 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정책의 성과를 좌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는 특정 사

회집단의 이해에 편향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이해를 배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회집단의 목소리가 정치적 과정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의 과정이 참여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거버

넌스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전자민주주의의 실험, 다

양한 시민 공론장의 운영, 시민사회와의 협치, 정책결정자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드

는 노력과 시도는 포용적 거버넌스의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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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참여

는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참여로 이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자원배분의 결정으로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각 영역의 기회구조에서 특히 복지, 교육, 일자

리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포용하고, 자원배분과 재분배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포용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연

대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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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용도시론 비교 분석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포용도시 개념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 즉 국제기구와 도시에 

따라 개념과 해석의 폭이 다양하다. ‘포용도시’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부분적으

로 나타나다가 2006년 이후 UN HABITAT, OEC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들의 정책 어젠다로 명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포용도시’는 최근에는 보

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국제기구와 대도

시에서의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1_국제기구와 EU의 포용도시 논의

1)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포용도시 개념의 도입

UN HABITAT는 1999년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에서 ‘포용도시(Inclusive City)’를 기본 주제

로 제시하였다. 이 캠페인에서 포용도시를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

소”라고 정의하였다(UN HABITAT, 2002). 그리고 포용도시의 원칙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보완성(subsidiarity),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과 

책임(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시민참여와 시민의식(civic engagement 

and citizenship), 안전성(security)으로 구성되어 있다(UN HABITAT, 2002). 그

러나 이 개념은 아직 민주적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을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주로 정치적 거버넌스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박인권, 2015a; 박인권, 

2015b). 이후 UN HABITAT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HABITAT III 어젠다에 포용도시 개념을 명시적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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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 Ⅲ에서의 포용도시

UN HABITAT는 1976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년마다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를 개최하고 있으며, 3차 회의(HABITAT Ⅲ)는 2016년 10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90여 개 회원국의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도시 어젠다(New Urban Agenda)’를 제

안했다. 여기에서 포용도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HABITAT Ⅲ 회의 

준비를 위해 유엔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엔 특별팀(UN Task Force Team 

on Habitat III)을 구성하여 회의 관련 연구 영역들을 확인하고, 기존의 핵심적 발견

들을 요약 정리한 ‘UN HABITAT III 이슈 보고서(Issue Papers)’를 발간하였다. 이 

이슈 보고서는 총 6개 영역의 22개 주제로 마련되었고, 포용도시는 첫 번째 영역인 

‘사회통합과 형평성-살만한 도시’의 첫 번째 주제이다. 현재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16년 4월부터 10개의 정책 유닛(Policy Unit)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

인 정책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정책 보고서(Policy paper)가 발간되었다. 

UN HABITAT Ⅲ의 주제영역과 쟁점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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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Areas) 이슈 정책 단위

1. 사회 통합과 형평성
- 살기좋은 도시

(Livable Cities)

1. 포용도시
2. 도시 지역의 이주와 난민
3. 안전한 도시 
4. 도시 문화와 유산

1. 도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
2. 사회문화적 도시 기본틀

2. 도시 기본틀
5. 도시 규칙 및 입법
6. 도시 거버넌스
7. 자치 재정

3. 국가 도시 정책
4. 도시 거버넌스, 역량, 제도 개발
5. 지방 재정과 지방재정시스템

3. 공간 개발

8. 도시 및 공간 계획과 설계
9. 도시 토지
10. 도시-농촌 연계
11. 공공 공간

6. 도시 공간 전략: 토지 시장과 분리

4. 도시 경제
12. 지역 경제 개발
13. 일자리와 생계 
14. 비공식 부문

7. 도시 경제 발전 전략

5. 도시 생태 및 환경
15. 도시 회복력(Resilience)
16. 도시 생태계와 자원 관리
17. 도시와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

8. 도시 생태계와 회복력

6. 도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18. 도시 인프라 및 기본 서비스
(에너지 포함)

19. 교통과 이동성
20. 주택
21. 스마트 도시
22. 비공식 거주지

9. 도시 서비스와 기술
10. 주택 정책

자료: https://www2.habitat3.org/the-new-urban-agenda/documents/issue_papers를 재구성

[표 3-1] HABITAT III의 주요 도시 어젠다 특성 

포용도시 이슈페이퍼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제 관련 키워드, 주요 

특징, 이슈, 동인, 플랫폼(도구, 제도, 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과 배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잠재

력을 도시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동인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해당

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포용적 도시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

(commitment)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수립, 실행, 평가과정에서의 참여와 사회혁

신, 기본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 인식,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절한 책임과 역할분담 

등 포용도시를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다(UN-HABITA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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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 III의 사회통합과 형평성 영역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와 ‘사회문화적 도시 기본틀

(Sociocultural urban frameworks)’의 2가지 정책 유닛으로 구분되어 보고서가 발

표되었다. 이 두 보고서에서는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 어젠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포용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

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UN-HABITAT, 2016b). 해비타트 III 정책 유닛1

은 「도시」를 도시거주민이 양질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공공

재로 보고 있으며, 「도시에 대한 권리」란 공공재로서의 도시(공간)를 생산하고 변화시

킬 수 있는 집합적인 권리로 정의한다. 유엔 해비타트가 보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

원배분에서의 공간적 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추구해야하며, 접근성 측면에서는 1)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인 도시공간전략, 2)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성, 3) 경제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 4) 사회적 측면으로서 안전, 보안, 복리에 관한 접근성, 5) 양질

의 도시환경 차원인 회복력 있는 도시에 관한 접근성 등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UN-HABITAT, 2016a). 

2) OECD의 포용도시

OECD에서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대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존 OECD의 정책목표가 친성

장(pro-growth)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틀을 발표하였다. 포용

적 성장이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와 같은 비소득 기반의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방식으로 빈곤감

소,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4). 이러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성장 견인을 위

한 구조적 변화, 조세정책의 개혁, 사회적 보호, 사회적 포용과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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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OECD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 

OECD(2016b)는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국가 내 지

역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산성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포용성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생산성 증

가와 포용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배경하에 OECD에서 매

년 개최하는 각료이사회(MCM)의 2016년 주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

(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로 선정되었고, 다각적인 전략 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포괄하는 각료 성명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2016년 도시 차원에서의 포용도시와 포용적 성장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뉴

욕에서 제1차 도시 내 풍요적 성장에 관한 뉴욕선언을 선포하였다. 전 세계 시장들이 

사회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시 내 포용적 성장 New York Proposal’

에 서명했으며 포드 재단과의 협업과 브루킹스 연구소, 도시연맹, C40 기후리더십 

그룹, 이클레이, 전국시연맹,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공동모임회의 후원으로 개시되

었다. 이는 도시, 국가,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에 접근하고 정책들을 공유하며 정책 

로드맵 구체화를 통해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제안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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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4가지 정책 영역을 포용적 교육시스템, 포용적 노동시장, 포용

적 주거와 도시환경, 포용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뉴욕선언

은 2016년 11월 파리에서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OECD 제2차 포용적 성장 파리 회의 내용 

제2차 포용적 성장 파리 회의에서는 구체적 액션플랜까지 제시되었으며 주요한 내용

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도시정부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도시 내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정책사례와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위

해 도시 불균등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솔루션을 구축

하며, OECD는 도시들이 포용적 성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였다(OECD, 2016). 

3) World Bank의 포용도시

World Bank(2009)는 기존의 소득분배 중심의 ‘공유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 감소와 균등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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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세계은행은 취약지역을 위한 지원보

다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경제개발을 견인한 뒤 발생한 이득을 배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2009년에 제시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그

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개념은 2015년 선언한 포용도시에서 변화하였다. World Bank(2015)는 사

회적·경제적·공간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인 포용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포용

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경제적 포용은 일자리 창출

과 경제성장에 의한 이득분배, 공간적 포용은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다차원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방안과 예방적-치료적 해결책의 조합을 강조하고, 더불어 공동체

의 참여 확대, 지역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3-3] 월드뱅크의 포용도시 프레임 

이상 월드뱅크의 ‘포용적 성장’ 개념은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나 불균등한 소득배

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분배의 균등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각 영역

에서 어떤 실천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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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의 포용도시론 

유럽에서의 포용도시 논의는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진행된다. 앞서 우리가 포용성의 

개념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배제의 핵심은 빈곤과 분배의 문제가 핵심이다. 

유럽사회는 각 국가나 도시의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빈곤측정의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가장 취약한 빈곤집단을 밝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

하고 있다. 

빈곤의 측정

빈곤은 EU 회원국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으로 허용되는 (물질적, 문화적, 사회

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가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의 가장 큰 특징

은 서로 다른 배제와 불평등의 축적된 형태(Vranken, 1992)이다. 일반적으로 배제

는 (인종) 차별, 시민 및 사회권의 부재,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 제도적 보장의 어려움, 

장기 실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Vranken, 1995; Vranken, 2001), Kronauer(1998)

에 따르면, 사회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고립, 공간적 배제, 제도적 배제로 구분된다. 

빈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과거, 빈곤

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소득(income)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의 측

정이 다차원적인 접근방식(multidimensional approach)2)으로 대체되고 있다. 소

득을 보완하는 요소로는 물질적 결핍, AROPE3), 그리고 주관적 빈곤이 있다. 빈곤에

서 소득의 정의는 국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빈곤임계치 

이하의 가처분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은 9가지 항목4)에서 

최소 3가지가 ‘나쁨(badly)’의 점수를 받은 가구를 의미하며, 4개 이상이 부족한 가구

2)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은 이미 유럽의 빈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1984년 12월 19일 위원회의 
결정에 포함되었다. 

3) the AROPE(at risk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rate

4) ① 저당 또는 임대료 지불, 공공요금, 할부, 다른 대출 비용의 연체, ② 매년 일주일 정도의 휴가, ③ 이틀에 한 번 고기, 
치킨, 생선(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을 곁들인 식사, ④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⑤ 전화(휴대전화 포함), ⑥ 컬러 
TV, ⑦ 세탁기, ⑧ 자동차, ⑨ 가정 내에서의 적당한 온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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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가진 가구이다. 물질적 결핍은 소득과 상당히 관련을 가지

고 있지만, 소득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ROPE는 EU 2020 전략의 

빈곤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이다. AROPE 지표는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로 정의되며, 다음의 3가지 상황, ① 위험 수준의 빈곤(소

득 빈곤선 또는 AROP), ② 심각한 물질적 결핍(SMD), ③ 매우 낮은 노동강도로 생활

하고 있는 가구에서의 생활(LWI)에서 최소 1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빈곤과 배제를 보여주는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 유럽인구의 

1/4은 빈곤과 배제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위험에 있는 가구는 2005

년 16.4%에서 2011년 16.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빈곤과 배제 위험 25.6 25.2 24.4 23.5 23.1 23.4 24.2

빈곤 위험 16.4 16.5 16.5 16.4 16.3 16.4 16.9

매우 낮은 노동 강도
(0-59세 인구)

10.3 10.5 9.6 9.0 9.0 10.0 10.0

심각한 물질적 결핍 10.7 9.8 9.1 8.4 8.1 8.1 8.8

자료: EU, 2013

[표 3-2] 유럽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005-2011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

EU에 따르면,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에 따라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집단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 및 배제 위험이 높다. EU의 빈곤 및 사회배제 위험에서 여성은 

25.3%, 남성은 23.1%로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전체 국가에서 여성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럽 21개 회원국의 아동(0-17세)은 2008년 이래로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의 빈곤위험은 대체로 그들 부모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청년층(18-24세)의 경우 남녀 모두 동일한 위험에 노

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2005-2010년 사이에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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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20.4%(남성 17.0%, 여성 23.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구의 약 50%가 빈곤이나 사

회적 배제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34.4%)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보다 약 3배 이상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수준이 반드시 위기에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은 아니다. 다섯째, 실업은 빈곤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현재 유

럽에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NEETs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럽 

2020전략에서는 20-64세의 고용률을 69%에서 7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의 중퇴자 비율 감소 및 30-34세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빈곤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하는 것은 아니

다. 여섯째, 이민자들은 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위험

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 18세 이상 외국인의 32.8%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장애인, 노숙인, 불법 이민자, 소수 민족 등이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해있다. 

정책적 함의 

도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정책은 도시 경계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도시와 지

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에서부터 유럽 전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전체

수준은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rter)과 톨레도 선언(Toledo Declaration)

의 원칙에 따라 다층위적 도시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 

2. 도시의 빈곤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의 다층위적 조정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 명확한 목표 그리고 실천 계

획을 가지고 국가,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국가 정책

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성공적인 도시의 빈곤정책은 참여적인 ‘상향식’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시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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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니터링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빈곤자 및 기타 소수민족들에 대한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도시의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빈곤퇴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파트너는 지역의 ‘거버넌스 체제’의 일부

가 되어야 한다. 특히 (로컬)비즈니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만이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책임을 가진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도

시생활의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의 수용, 기업 활동을 처

음 시작하는 스타터들에게 기회를 촉진, 그리고 윤리적 기업가 정신과 다양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도시생활에 기여하고 도시문제(충돌하는 생활습관, 인종 차별 등)를 해결하는 측면

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의 다양성을 보는 관점에서 정책과 합의

의 수용성(receptivity)은 사회통합, 사회 이동성 및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

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 

6. 유럽차원에서의 국가정책 및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유럽 2020 전략의 5가지 

목표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구 수준

에서 도시의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일관된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7. 수평적 차원은 빈곤에 관한 도시의 다차원적인 거버넌스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존의 모범사례에 기반하여 좋은 도시 거버넌스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동력, 활동,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상호학습, 지식공유, 정책과 실행의 연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8. 도시 이용에 대한 ‘적극적 포용(active inclusion)’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스마트

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 모델이라는 3가지 핵심요소를 통합함으로써 

고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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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및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가진 인재육성에 투자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수요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장함

으로써 SIP(Social Investment Package)의 도시 형태를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

킬 수 있다.

10. 도시이민자를 위한 ‘사회화 지역’이자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토대로서 작용

하는 일부 ‘결핍지역(deprived neighborhoods)’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인식하

고 촉진해야 한다. 

11. 장소기반의 지역 커뮤니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

역을 지향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과 초국가적 활동들은 근린주구의 매일의 삶에

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관계적이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확인 

및 활동은 다양성의 새로운 형태와 관련된 거버넌스 과제 중의 하나이다. 

12. 모든 시민들이 이동성과 접근성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저렴한 

대중교통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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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세계 대도시 계획의 포용도시론

1) 뉴욕 2015 도시 계획에서의 포용도시론 

뉴욕의 현재와 미래

현재 뉴욕은 뉴욕기본계획(PlaNYC)이 처음 발표된 2007년과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뉴욕은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며 허리케인 샌디로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를 겪었

다. 그리고 뉴욕은 현재 높은 주거비, 소득 불평등의 증가,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 저

렴한 주택 공급의 부족, 공원 및 공공 공간의 접근성 부족, 기후변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취임한 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새로운 장기 어젠다이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

를 위해 ‘하나의 뉴욕’(OneNYC)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

은 뉴욕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며, 계획에서부터 정

책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렌즈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하나의 뉴욕’ 계획은 약 70개의 도시 내 주요 기관, 지역 파트너와 협업하

여 진행하였으며, 뉴욕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 OneNYC은 블룸버그 

시장 때 발간된 PlaNYC와 일부 차이를 보인다. 2007년 뉴욕기본계획이 성장, 지속

가능성, 회복력이라는 3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5년 ‘하나의 뉴욕’ 계획에

서는 〔그림 3-4〕와 같이 기존의 3가지 목표와 더불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형평성을 

주요 원칙으로 한다. 즉, 뉴욕은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평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3-4] OneNYC의 새로운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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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뉴욕’ 계획의 네 가지 비전과 달성 목표

OneNYC에서 뉴욕은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각각의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① 성장, 번성하는 도시(Our Growing, Thriving City)

뉴욕시는 지금처럼 가족,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번성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경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성장, 번성하는 도시」를 첫 번째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 3-3]과 같이 8개 영역(산업 확장 및 구축, 인적

자원 육성, 주거, 근린주구, 문화, 교통, 인프라계획 및 관리, 인터넷)별로 달성 목표

를 제시하였다. 뉴욕시는 2025년까지 80만 명의 뉴욕시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는 목표하에, 최저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 및 고용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뉴욕시민들이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유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가족 정의 센터(Family Justice Centers)를 확대하고, 정부 서비스, 정보 및 

커뮤니티 데이터의 도시 간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비전 영역 달성 목표

성장, 
번성하는 도시

(Our 
Growing, 
Thriving 

City)

산업 확장 및 
구축

- 2040년까지 4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2040년까지 혁신 산업의 민간영역 일자리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
- 평균 가계 소득 증가
-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능가

인적자원 
육성

- 현재 61%인 근로인력 참여율의 증가
- 2020년까지 산업중심 교육을 받는 시민 수 증가
-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 졸업생 수 증가

주거

- 2040년까지 지역 내에 840만 가구 수용
- 2024년까지 12만 채의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유지,

8만 채의 저렴한 주택에 신규 건설 자금 조달
- 2024년까지 24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2040년까지 25~30만 채의 

주택 추가 공급
근린주구의 

활성화
- 구체적 목표 제시하지 않음

자료: NYC, 2015

[표 3-3] 성장, 번성하는 도시를 위한 영역과 달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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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영역 달성 목표

성장, 
번성하는 도시

(Our 
Growing, 
Thriving 

City)
(계속)

문화 - 공공 문화 및 시민 이벤트 수 증가

교통

- 2040년까지 20%가 8~9시 사이에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 철도 운송량 증가

- 2020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2배로 증가
- 철도와 수로를 통해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화물 점유율 증가

인프라계획 
및 관리

없음

광대역

- 뉴욕시민들이 집에서 저렴하고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는 
비율 증가

- 무료 공공와이파이 접속 비율 증가
- 1gbps 또는 그 이상의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연결에 대한 접근성 

증가

[표 3-3 계속] 성장, 번성하는 도시를 위한 영역과 달성목표

②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Our Just and Equitable City)

뉴욕시는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

하여, 통합적이고 공평한 경제 수준을 구축하고자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를 두 번

째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 3-4]와 같이 6개 영역(유아, 통합적 정부와 사

회서비스, 건강한 이웃/적극적 생활, 건강한 생활, 형사사법 개혁, 비전 제로)별로 

달성목표를 제시하였다. CEO Poverty Measure(2013)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45.1%(거의 빈곤 23.6% + 빈곤 15.8% + 극도로 빈곤 5.7%)가 빈곤층이다. 이에 

뉴욕시는 2025년까지 빈곤층에 속해 있는 약 800,000명의 뉴욕시민이 빈곤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상향 조정(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9달러 

증가 등) 및 빈곤 퇴치 전략을 실시하고,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신 및 물리

적 건강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서 뉴욕이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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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영역 달성 목표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

(Our 
Just and 
Equitable 

City)

유아
- 2040년까지 인구 천 명당 3.7명의 유아사망률 20% 감소, 인종/민족 

간 격차 감소
- 4세 아동 무상 유치원

통합적 
정부와 

사회서비스
- 없음

건강한 
이웃, 

적극적 생활

- 2035년까지 과일 및 야채 섭취율 증가
- 2035년까지 신체 활동 권장사항을 충족하는 뉴욕시민 비율 증가(67→

80%)
- 2035년까지 고등학생의 유산소 활동수준 증가(19→30%)
- 2035년까지 천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수 감소(인구 만 명당 

299명→인구 만 명당 224명)

건강한 생활
- 지난 1년간 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는 뉴욕시민(성인) 

비율 증가
-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상담 및 약물 치료 비율 증가

형사사법 
개혁

- 범죄율 감소
- 교도소 내 평균 수감인원수 감소
- 가정 폭력 피해자 수 감소

비전 제로
- 교통사고 사망자 수 0으로 줄이기
- 공중충돌(traffic collisions)로 인한 부상자 수 0으로 줄이기

자료: NYC, 2015

[표 3-4]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를 위한 영역과 달성목표

③ 지속가능한 도시(Our Sustainable City)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뉴욕

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뉴욕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세 번째 비전으로 설정하고, [표 3-5]와 같이 6가

지 영역(80×50, 폐기물 제로, 대기질, 브라운 필즈, 수질관리, 공원 및 자연자원)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다. 뉴욕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뉴욕

시는 오염된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소외된 뉴욕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32�/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비전 영역 달성 목표

지속
가능한 도시

(Our 
Sustainable 

City)

80×50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2005년 기준)

폐기물 제로
- 2005년 기준 3.6M톤의 쓰레기를 90% 감축
- curbside와 containerized diversion 증가(2014년 현재 15.4%) 
- 도시 전환율 증가(2014년 현재 52%)

대기질
- 2030년까지 미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 달성(PM2.5)
- 2013년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도시 간 SO2 격차 감소
- 2013년 비교하여 2030년까지 도시 간 PM2.5 격차 감소

브라운필즈
(Brownfields)5)

- 2014년 시작된 Tax lot(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끔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변경)을 2019년에 750건으로 증가

수질 관리
- 식수안전법의 철저한 준수
- 홍수 대비를 위한 용수처리량 개선
- 하수 처리율 개선(2014년 기준 78%)

공원 및 자연
자원

- 2030년까지 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 뉴욕시
민 비율을 79.5%에서 85%로 증가

자료: NYC, 2015

[표 3-5]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영역과 달성목표

④ 회복력 있는 도시(Our Resilient City)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덮쳐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공공서비스는 중

단되었으며, 인프라는 손상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

고, 도시는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했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뉴욕은 이러한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상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를 네 번째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 3-6]과 같이 

4가지 영역(지역, 건물, 인프라, 해안방어)별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뉴욕은 회복

력 있는 도시를 위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민간 

및 공공건물을 업그레이드하며,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인프라(교통, 통신 등)를 적

용하고,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해안선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뉴욕시는 파괴

5) 브라운필즈(brownfields)는 재개발이 환경오염의 존재나 지각에 의해서 방해받는,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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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영역 달성 목표

회복력 있는 
도시(Our 
Resilient 

City)

지역
- 접근 가능한 비상대피소 증가
- 2020년까지 자원봉사율 증가

건물
- 홍수보험정책의 100년 범람원에 있는 가구 비율 증가
- 홍수 위험에 대비하여 건물의 평방피트 증가
- Build it Back program을 통해 상승된 주택 수 증가

인프라
- 운영중단 최소화 등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 병상환자 침대 비율 및 장기요양시설 증대

해안방어
- 해안 생태계 복원 증가
- 해안방어 및 복원된 생태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민 수 증가

자료: NYC, 2015

[표 3-6]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영역과 달성목표

적인 사건의 영향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 기업, 지역사회 기반 

조직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2) 보스턴市의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미국의 대표적 창조도시이자 ‘미국의 정신’이라 불리는 보스턴市에서도 포용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지역공동체(neighborhood)의 목표: 접근성 높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제고 

보스턴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주거지의 특징은 저렴한 주거비용, 응집

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커뮤니티, 양질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실행방안

- 다양한 소득수준의 보스턴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주거지 제공

- 보스턴 시민들에게 안전한 근린 지역, 편리한 대중교통, 활기찬 도심, 커뮤니티 공

간과 같은 좋은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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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배경

보스턴은 성숙하고 활기찬 이웃관계를 기반으로 강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보스턴의 이웃관계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유인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부족한 주거공급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는 보스턴 

시민들이 이웃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보스턴의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응집성 높은 이웃관계를 위해서 모든 보스턴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

는 주거지 개발이 필요하다. 

(2) 경제를 위한 목표: 포용적 경제성장으로의 인도

유능한 인재(talent)가 중심인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야 한다. 보스턴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기업과 인재들을 유인해야 

하고, 보스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행방안

- 직업훈련, 교육, 기술을 통해 양질의 직업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인재유치, 공간확충,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분야 확장

- 거주자들에게 양질의 직업제공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관계 구성

- 저임금 커뮤니티와 고임금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 확충

- 유능한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 문화, 개방성, 활력 강화

목표 설정 배경

보스턴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경제의 중심지이다. 특히 유능한 인재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인하는 지식기반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보스턴 사람들에게 직

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그러나 지속적인 빈곤, 사람들 특히 

인종 간의 교육격차는 보스턴 시민의 경제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포용성장

을 위해서 보스턴市는 격차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직업에 접근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와 비즈니스가 유입되도록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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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을 위한 목표: 건강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

보스턴市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증가하는 기후 위험에도 불구하고 번창할 수 있고, 건

강한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공 영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21세기 워터프론트를 만들

고자 한다.

실행방안

- 재활성화된 지역, 상업 센터, 중요한 산업 용도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공공장소가 

있는 워터프론트 조성

- 건물환경, 에너지, 수송, 폐기물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글로벌 리더 역할 유지

- 기후 관련 사건으로 영향을 받고 파괴되는 중요한 인프라와 경제 자산 보호

- 개선된 대기질과 수질, 브라운필드 재개발, 그린인프라를 통한 지역 삶의 질과 기후 

회복탄력성 향상

목표 설정 배경

보스턴의 약 550억 달러 규모 자산이 100년 빈도 홍수에 노출(보스턴은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노출된 도시)되어 있고, 보스턴의 해수면은 1920년 이후로 10인치

(25.4cm) 상승하였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을 감

소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4) 투자 가이드를 위한 목표: 인프라, 오픈스페이스, 문화에 투자

보스턴市는 안전한 교통수단, 전통과 미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공원을 가진 보스턴을 지향한다. 보스턴의 공원, 

문화 기관 및 기반 시설은 오랫동안 도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거

주자 및 직업을 유치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

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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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 안전한 다용도 거리(multi-model streets), 새로운 이동 옵션, 고용센터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21

세기 이동 인프라 제공

- 보스턴의 모든 지역에서 깨끗하고 활기찬 공공영역 확보

-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 조성과 향상

- 다양한 인구를 반영하고 인재와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 상품 개발과 강화

목표 설정 배경

보스턴 도시 지역의 16%는 공공 오픈스페이스이고, 보스턴 시민의 95%는 공원과 오

픈스페이스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공간의 질은 차이가 난다. 또

한 교통, 공공영역, 공원을 포함한 중요한 자산은 유지 보수,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스턴 사람들(Bostonians)이 역동적인 도시 지역

에 살도록 보장하고 사업체와 기관들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오

픈스페이스 및 문화에 투자해야 한다.

3) 세계도시 포럼(World Urban ForumⅢ)

제3차 세계도시 포럼(World Urban ForumⅢ) 개요

2006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World Urban ForumⅢ는 100여 개 국가의 정부, 비정

부기구, 도시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UN기구에서 만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1976년 밴쿠버 HABITATⅠ컨퍼런스에서 국가적 어젠다로서의 ‘지역공동체와 포용

성’을 강조하였고, 30년 후 World Urban ForumⅢ에서는 위 개념들을 실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사회적 포용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불법 거주민이 도시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거주민들은 노동을 통해 도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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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들은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치안 등의 기본적인 도시의 서비스도 제공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 속에서 발생한 경제·정치·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결국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World Urban ForumⅢ의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도시는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가?, 둘째, 

새로운 빈민촌의 형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셋째, 좋은 도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국가·국제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넷째, 지방

자치단체가 ‘사회적 포용도시’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이다. 

World Urban ForumⅢ은 도시 내의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서 새롭게 나타나는 전략들을 검토하였고, 이는 지역공동체의 참여, 정부·민간의 합

작,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 거버넌스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도시의 사례 1: 이집트, 참여를 통한 생활기회(life chances)6) 향상

이집트의 도시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카이로 인

구의 절반은 도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빈민촌에 살고 있었다. 불법적인 

거주로 인해 발생한 인구문제는 엄청난 실업문제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포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참여’라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였다. Sameh Abdallah El Alaily7)는 이

집트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종합하여, [표 3-7]과 같이 5가지 질문에 기반한 

달성방법(tool)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5가지 달성방법은 이집트 내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카이로가 모든 불법주거지역을 포함한 도시 전역에 도시개

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집단이나 계급의 구성원이 특정한 사회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물질적 이익이나 불이익(예, 물질적 보상, 사회적 물질적 
기회나 기회의 결여)을 의미한다.

7) 카이로대학의 도시재생 교수로, 현재 카이로 주지사의 도시계획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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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달성방법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은 
무엇인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여, 지역공동체 알기

어떻게 빠르고 확실한 성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

지역단위 계획을 세우고, 가시적인 결과에 우선순위를 둠.
프로젝트들은 공공과 민간, 민간 부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이동
성과 소유권을 관리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주목적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GIS가 도입되었고, 이것은 모두에게 적합한 시각화 도구로 인정

어떻게 공공, 민간, 
지역공동체의 투자가 계획되고 

합의를 얻는가?

참여의 지역행동계획 접근방법
공공계획 워크숍과 지방자치단체와 거주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행사를 
개최하여, 계획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 

공공, 민간, 시민 파트너 간의 
모니터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참여 예산과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지역계획 실행
과 그들의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사항 보고

자료: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표 3-7] Sameh Abdallah El Alaily가 제시한 5가지 방법

사회적 포용도시의 사례 2: 독일, 지역단위 해결방안

산업화된 유럽국가에서 대도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에

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로는 양극화, 이중도시(dual city), 도시의 분절화가 있다. 이

러한 도시 문제는 독일연방도시개발프로그램이 제시한 “사회적 포용도시” 프로그램

의 극복대상이기도 하다. 

사회적 포용도시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3가지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형태의 첫 번째 특징은 민간기업과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간의 새로운 협

업의 실현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 도시정책을 초월하여 도시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아

우르는 지역기반의 발전전략이다. 이는 네이버후드에 의한 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참여와 권한부여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사회적 포용

도시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도시재생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물리적 이슈보다는 사회

적 중재에 초점을 맞추며, 중재를 통한 접근방식은 컨테이너 이론에서 맥락이론8)으

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도시 프로그램은 맥락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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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한 거주자들의 공간적 집중과 도시 내 분리로 인한 네이버후드 간의 사회적 자본

의 부족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맥락이론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공

동체의 개발, 권한부여, 시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맥락이론으로의 변화는 사회

적 포용도시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Hartmut Häußermann9)은 2003년 사회적 포용도시 프로그램 중간평가에서 실패의 

원인을 협업의 부재와 부적절한 접근법으로 지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중재와 협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정부와 연방정부 단위에서는 협업이 없었

고, 지역 단위에서의 시도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맥락이론이 아닌, 컨테이너 이론

으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던 것도 실패의 원인

이었다. Hartmut Häußermann은 궁핍한 지역 주민들 및 네이버후드의 정체성을 강

화하는 데 성공한 두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베를린의 네이버후드 예산이다. 네

이버후드 예산은 약 50만 유로로, 네이버후드 내의 공동체에 제공되었다.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예산과 집행권한을 결정할 수 있고, 네이버후드 예산은 사회·문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모든 목적에 사용가능하며, 즉시 집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두 번

째 사례는 지역사회자본(LOS)이다. 지역사회자본이란 가족, 노인, 여성, 어린이를 위한 

연방프로그램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중재, 참가,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되었

다. 지역사회자본은 마이크로 프로젝트로 불리며 성장하였고, 평균 보조금은 약 6,500

유로이다. Hartmut Häußermann은 사회적 포용도시 프로그램이 이미 수행된 개발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집합행동과 소통,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네이버후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프로젝트를 가능케 하며, 

이웃 간 고립과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 생각해

야 할 것은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전체의 경제발전과 도시공간도 고려해야 한다. 

8) 컨테이너 이론은 많은 도시계획자들이 사용한 전통적인 이론으로 도시재개발전략의 주된 역할을 해왔다. 이는 도시 문제의 
원인을 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건축조건의 등급하락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도시재개발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사회학자들이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항상 반대한다. 사회-정치적 이론은 지역 문제의 원인을 낮은 수준의 교육이나 
실업으로 인한 거주자들의 줄어든 생활기회로 진단한다. 그래서 사회-정치적 이론은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하거나 재교육,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9) 베를린 대학 도시사회학과의 교수로, 최근 독일 연방정부프로그램 “사회적 포용도시”의 평가와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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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

World Urban ForumⅢ에 참여한 청중들은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기

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Duma Nkosi10)는 지방자치단체가 네이버후드와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은 지역 간 공동체들과 연계되어 있는 위원

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금광

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이주시킬 지역을 확보해야 하고, 잘 조직

된 지역공동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 단위에서도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 협

업이 중요하다. 국가는 일방적인 정책제공자가 아닌 하나의 참여자로서 지역공동체와 

협업해야 하고, 모든 정책은 지역 단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역 

개발정책의 공식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상호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Hartmut Häußermann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해 지역사회자본예산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정부가 사회구

성원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의 대상이 중산층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참여는 중산층의 영

역으로, 그 외의 소외계층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 정책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

해 거주자 간의 사회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지역이 각 지역의 실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특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illiam Cobbett는 지방자치

단체와 관할권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관할권

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주변부는 소외되거나, 인접지

역에서는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중재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1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Ekurhuleni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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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기 프로젝트에 의존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개발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환경문제, 이민, 사회통합과 

같은 큰 이슈도 지역 단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3_회복탄력성(Resilience) 도시와 포용도시의 연관성  

1) 회복탄력성 도시 논의 

최근 사회의 질적 발전을 논의하는 포용도시론과 함께 부각되는 논의가 회복탄력성 

도시 논의이다. 앞서 살펴본 뉴욕의 도시계획에서도 중요한 한 영역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회복탄력성 도시론이 포용도시 논의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집단 또는 지

역 사회가 사회,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및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eck and Sakdapolrak(2013), Béné et al.(2012), Lorenz(2013)11)는 

회복탄력성을 대처 역량, 적응 역량, 전화·참여 역량의 세 가지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대처 역량(coping capacity)

대처 능력은 어떤 역경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처 능력의 특징은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사후 대응력이라는 것이고,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 위기로부터 이전 수준의 안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처 

능력의 초점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수준이다. Bourdieu(1986)의 ‘유형

화(typolog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세 가지 자원인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따라 관심 집단의 대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Obrist, Pfeiffer and 

Henley, 2010). 여기에 Cacioppo, Reis and Zautra(2011)가 제시한 9가지 인적 

역량을 접목시키면 사람들이 소유한 대처 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측정 가능(중복되

는 역량도 존재)하다. Cacioppo, Reis and Zautra(2011)의 9가지 인적 역량은 

11) Lorenz는 transformative capacity라는 용어 대신 participative capacity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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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dieu(1986)의 사회, 문화 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

적응 능력은 과거로부터 학습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다. 적응 능

력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현재의 생활 방식을 미

래 생존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사후 대응 역량이 강조되는 ‘대처 능

력’과 달리 ‘적응 능력’은 사전 대비 역량을 강조한다. 적응 능력의 목표는 미래의 안

녕을 확보하는 것이고, 적응 능력의 초점은 과거로부터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의 잠정적 위기에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역량을 핵심 목표로 집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리더십과 비전이다

(Abesamis et al., 2006). Abesamis et al.(2006)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리더십은 

다원화될수록 유리하다. 

우리 사회는 혈연에 기초한 유대형 네트워크가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지만 비혈연, 

즉 외부 집단에 대한 가교형 네트워크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네트워크가 복

원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Tompkins and Adger, 2004)이 있지만 

Newman and Dale(2005)은 오히려 유대형 네트워크로만 구성된 집단은 획일화를 

가져와 복원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리더십 역시 마찬가지로 리

더십의 근원이 단일 개인보다 다원화돼 있을 때 복원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Walker 

et al., 2006). 종합하면 적응 능력에서 중요한 두 요인은 다원화된 네트워크와 리더

십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적응 능력의 구분 수준이 탐색 가능하다. 대처 능력

은 현재 당면한 위기에 대한 단기적 사후 대처 역량이며, 반대로 적응 능력은 미래의 

위기에 대한 장기적 대처 역량이다.

전환·참여 역량(transformative·participative capacity)

전환·참여 능력은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전환 능력의 초점은 참여적 협치

(participatory governance) 또는 참여 역량(participative capacity)(Lorenz, 

2013; Voss, 2008)이다. 이것은 정부 조직은 물론 시민 사회 모두로부터 필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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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자원을 끌어 쓰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모두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가장 적극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 능력은 적응 능력보다 더 급진적 변화(radical shift)이다. 전환 능

력의 목표는 사람들의 안녕을 확보(secure)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

이 있다. 즉 사회의 혁신적(progressive) 변화와 발전이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협

치의 발달 수준에 따라 해당 공동체의 전환 능력이 결정된다.

이상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는 원칙, 그 원칙을 측정하는 변수와 

그 변수들이 가진 특징으로 구분한 것이 〔그림 3-5〕이다. 

[그림 3-5] 회복탄력성 논의의 주요 원칙과 변수들 

2)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적용 사례 

최근 OECD의 포용적 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개념을 살펴보면 포용도시와 도시의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OECD는 도시 사회의 경

제, 사회, 제도, 환경의 네 가지 영역을 구분한 다음 각 영역에서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그리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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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그러한 진단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단 목표를 명시

하고 있다.

[그림 3-6] OECD의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프레임 

경제영역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복원력을 구

축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진단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영역에

서는 교육과 기술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하고,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과 건강과 

영양상태의 복원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 웰빙을 구축하는 것이 이 진단의 목표이다. 

이러한 OECD의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지표와 목표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포용도시론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Institute)에서도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5가지 핵심요

소와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3-7〕 참

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핵심요소는 5가지이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육체적, 신체적 건강, 둘째,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웰빙, 셋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 넷째, 자원 교류, 통

합, 대응,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계, 다섯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대 및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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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5가지 핵심요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지렛대는 다음과 같

다. 첫째는 건강함(wellness)이다. 평상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잘 관리하여 공중 보

건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접근성(access)이다. 양질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건강

함’과 ‘접근성’은 지역 주민들의 육체적, 신체적 건강 및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셋째, 교육(education)이다. 교육을 통해 위기 발생 전, 

중간, 후 위험에 대한 준비 정도, 위험, 가용 자원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지속적

으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위기에 대해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

다. 넷째, 참여(engagement)이다. 계획, 대응, 회복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립(self-sufficiency)이다. 개

인, 공동체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갖고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참여’와 ‘자립’은 자원의 교류나 통합,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동반자 관계(partnership)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강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질(quality)이다. 양질의 자료 수집과 분석, 사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성(efficiency)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투자

와 활용이 필요하다. 

[그림 3-7] 랜드연구소의 도시의 회복탄력성 요소들



46�/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영국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Community 

Economic Resilience Index, CERI)는 경제, 사회, 노동시장의 3개 영역 18개 지

표로 구성되었다(〔표 3-8〕 참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ERI의 프레임은 

크게 3개 영역, 18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영역은 해당 지역 경제가 치약 

산업에 의존하는 정도를 거주 인구에 대비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시장 영역은 지역 노동력이 현재와 미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영

역은 지역 거주민들의 경제 활동 배제 정도 및 취업 기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 지표

경제

- 인구당 총부가가치
- 신규 사업체 등록비율
- 지역 내 행정(공공) 부문의 창출 일자리 비율
- 지역 내 민간 부문 및 지식 집약형 부문의 창출 일자리 비율
- 지역 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비율
- 지역 내 일자리에서 받는 주간 총수입

노동시장

- ILO 기준 실업률
-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률
- 12개월 이상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 비율
- 생산가능인구 중 학력 미소지자 비율
- 생산가능인구 중 대학교 학위 이상의 취득자 비율 
- 지식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거주자 비율 

사회

- 지역 거주자 주간 총수입
- 지역거주자 기준 주간 총수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준 주간 총수입의 차이
-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연금의 수혜를 받는 인구의 비율
- 거주 지역에서 일하는 거주민의 비율
- 직업밀집도(지역 내 총 직업수/지역 내 생산 가능 총 인구수) 
- 총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고 싶지만 비취업 상태인 인구 비율 

자료: Advantage West Midlands, Community Economic Resilience Index

[표 3-8] 영국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회복탄력성 프레임

미국 록펠러재단과 컨설팅 회사인 ARUP가 개발한 도시 복원력 측정 지표(City 

Resilience Index: CRI)는 4개 영역, 12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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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도시가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즉 복원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야만 하는 필수 조건들을 보여준다. 

영역 지표

건강과 웰빙
- 기초수요 충족
- 생계 및 고용지원
- 공공보건 서비스 보장

경제와 사회
- 화합 및 참여 공동체 촉진
- 사회안정성과 정의 보장
- 경제적 번영 촉진

인프라와 환경
- 자연 및 인공자산의 제공 및 향상
- 핵심서비스 지속보장
- 신뢰할만한 공동체와 이동성 제공

리더십과 전략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촉진
- 이해당사자 참여 강화
- 리더십과 효과적인 관리 촉진

자료: Rockefeller Foundation·Arup, City Resilience Index

[표 3-9] 미국 록펠러재단의 회복탄력성 도시 프레임

이상 우리는 포용도시를 향한 회복탄력성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여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회복탄력성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회

복탄력성 지표를 종합하면 〔표 3-10〕과 같다. 회복탄력성 지표는 지역경제 역량, 사

회인구 역량, 공동체 역량, 장소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경제 역량은 소득 및 

일자리의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영역으로 12개의 하위지

표로 구성된다. 사회인구 역량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도시

와 소통 및 조정이 가능한 인재양성 및 건강한 도시를 위한 지표들로 15개의 하위지

표로 구성된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모

든 시민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영역으

로 24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장소 역량이다.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과 

자연환경의 중심에는 장소가 있다. 장소는 사람을 이어주고, 보호하는 기반시설과 자

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점이 된다. 장소 역량은 안전한 도시 공간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영역으로 26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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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지표

지역경제 
역량

- 소득불평등
- 경제다양성
- 지역주택 구입능력자 수
- 사업환경
- 인구당 총 부가가치
- 신규 사업체 등록비율

-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률
- 지식 집약형 창출 일자리 비율
- 제조업 부문 일자리 비율
- 산업별 고용비율
- 지난 5년간 1인당 평균 GDP 변화 비율
- 1인당 GDP

사회인구 
역량

- 학력수준
- 비장애인구
- 탈빈곤인구
- 건강보험인구
- 실업률
- 취업률
- 전문직 종사자율
- 단순업무 종사자율

- 12개월 이상 실업수당 청구인 비율
- 대졸 이상 학력자
- 지식 관련 직업 종사자 비율
- 생산가능인구 비율
- 생산가능인구 중 대학학력자
-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16~64세)
- 인구센서스 자료 중 미래인구

공동체 
역량

- 시민단체
- 대도시 안전성
- 주택자가비율
- 투표참여율
- 주간 총수입
- 정주율
- 지역내 직업밀집도
- 지역자부심
- 실업률
- 길거리 아동비율
- 가족지원
- 이웃인지도

- 인구 십만 명당 증오 범죄 건수
-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
- 청년실업률
- 시의원 선거 투표율
-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가구 비율
- 장기간 실업에 취약한 가구 비율
- 구직 수당을 받는 사람 비율
- 이웃 돌봄 비율
- 남녀 예상수명
- WIMD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구 비율
- 도시 GDP 중 기업 자선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 인구 십만 명당 자선단체 수

장소 
역량

- 안전하고 이용가능한 주택
- 적절한 에너지 공급
- 안전한 식수
- 효과적인 위생시설
- 충분한 식량공급
- 인터넷 이용자 수
- 주택가격
- 인구 십만 명당 연간 살인건수
- 청소년 재범비율
- 밤거리 안전도
- 연간 살인범죄자 검거비율
- 범죄율
- 교통 예산 비중

- 도시내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택 비율
- 지난 5년간 위기대응훈련을 받은 경찰인력 비율
- 위급경보채널 수
- 유휴지 비율
- GCSE 후보(주요 4단계의 마지막) 비율
- 사무용 공간 시세
- 도시내 자연지역 중 도시 보호기능에 대한 생태

학적 평가가 진행된 지역 비율
- 녹지율/지방정부에서 녹지로 분류한 공간 비율
- 그린벨트 비율
- PM10 농도
- 토종 개체수의 백분율 변화
- 신규 개발 건축물

[표 3-10] 회복탄력성 도시의 영역과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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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논의의 의미 

위기의 불확실성과 복합성이 커질수록 예측과 매뉴얼에 기초한 위기 대응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5년 810억 달러의 금전적 손실과 150만 명의 이재민을 초

래한 미국의 카트리나 재해,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혼란을 초래한 

2007년의 국제 금융 위기, 2015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지난 10년 새 

우리가 경험한 재앙·위기들은 위기의 사전 예측과 사후 통제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예측과 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로 인해 개인, 지역 사회, 국가의 안전과 안녕이 상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위험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울리히 벡(1992)은 ‘위험사회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

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고(manufactured)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과학과 기술의 

남용이 위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그 결과 위기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배

태됐다는 것이다. Beck의 주장처럼 위기가 일상화된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

대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생존 전략은 위기에 대한 적응과 사후 회복력이다. 이는 과

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위기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적 사고 방식

(Bernstein, 1996)에 대한 반성이자 대안인 셈이다. 대비하지 못한 위기의 파괴력을 

최소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원래의 아니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키우는 것이 현대 위험 사회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도시 논의가 국제 사회에서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홀링(Holling, 1973)은 회복탄력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회복탄력성은 시스템 내 관계의 존속을 결정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상태변수, 구동변

수, 그리고 매개변수의 변화를 흡수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시스템의 속성이며 시스템의 존폐는 회복탄력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안정성

(stability)은 일시적인 소란 뒤 시스템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

복 속도가 빠를수록, 변동의 폭이 작을수록 안정성은 높다. 안정성은 시스템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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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동의 폭은 안정성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의 정의에 비춰보면 회복탄력성은 안정성과 상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안정성을 가진 시스템일수록 항상성은 높지만 그만

큼 자극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 즉 회복탄력성은 떨어진다. 반대로 안정성이 떨어

지는 시스템은 항상성은 낮지만 그만큼 자극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은 일종의 제로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회복탄력성

과 안정성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다양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체들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일수록 안정성은 높지

만 회복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하위 개체들의 다양성이 높은 시스템일수록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자극에 대한 회복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외부 자극의 빈도와 강도가 변화

무쌍한 불안정한 환경에 처한 시스템일수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하위 개체들의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과 회복력을 강화시

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생물 개체가 생태계라는 거대 시스템을 형성하며 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듯이 인간 역시 가족, 지

역 공동체, 도시, 사회, 국가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내·외부의 위

기에 대응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에 초점을 둔 사회 회복력(social 

resilience)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개체들-개인, 조직, 공동체 등-이 다양한 종류의 

사회·환경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관용(tolerate), 흡수(absorb), 대응(cope), 적응

(adjust)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존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회복탄력성 개념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는 회복탄력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multi-dimensionality), 추상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를 위협

하는 위험 요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하는 위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복력의 속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위기에 필요한 회복력이 다른 위기에 필요한 회복력 습득 및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강화 및 회복력 논의 대상은 크게 개인, 가족·지역공동체, 국가(세

계)로 구분된다. 지역 및 국가와 같이 거시 수준에서 진행되는 회복탄력성 담론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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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총생산, 산업구조, 분배 불평등, 사회 간접 자본 등 주로 경제적이고 물리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사회가 가진 인적 자본(교육), 경제 자본, 사회 자본(신뢰)의 수

준이 높을수록 잠재적 복원력의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이 거시 수준에서 진행되는 회복

탄력성 논의의 공통된 특징이다. 한편 이러한 거시 담론에서는 인적 역량(human 

agency)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사회적 수준의 복원력을 개인 수준으로 환원할 수

는 없다.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며 개인을 초월하는 독립적 주체(sui generis)로 

고유의 영향력(social facts)을 행사한다는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의 주장(1982)에 비춰볼 때 거시적 수준에서 다뤄지는 사회의 회복탄력

성 논의와 미시적 수준인 개인 수준에서 다뤄지는 회복탄력성 논의를 구분될 필요가 

있다.

4_소결 

우리는 지금까지 포용도시 개념을 포용적 성장, 포용도시, 포용발전과 사회적 회복탄

력성 개념 프레임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월드뱅

크는 기존의 소득분배 중심의 공유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사

회적 포용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경제적 포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의한 이득의 분배를 의미하면서 최근 사회적, 경제적, 공간

적 측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OECD의 포용적 성장 개념은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가 핵심 이슈이다. UN HABITAT II의 포용도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포용도시로의 개념 전환을 촉구하면서 공간계획 수립

과 시행과정에서 참여 확대와 사회적 혁신 제고를 강조하고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면서 2016 HABITAT III의 어젠다로 포용도시를 채택하

고 각 도시에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포용도시 논

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 무게중심은 생태학적 항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회

복탄력성 역시 사회를 좀 더 포용적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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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포용도시 논의는 빈곤과 참여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빈곤에 취약한 

계층을 구분하고, 이들이 도시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도시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과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

며, 이것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보스턴시는 포용도시를 위한 4가지 목표(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포용도시를 위한 회복탄력성 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의 변화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적이고 참여적 능력을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 논의는 사회의 제반 영역인 경제, 사회, 

노동시장, 제도 등의 영역별로 지표를 구성하기도 하고 회복탄력성 사회를 만들기 위

한 핵심요소들인 건강과 웰빙, 인프라, 리더십 등의 주제별로 지표를 구성하기도 한

다. 회복탄력성 논의의 핵심은 사회 각 부문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이며 이를 

경제, 사회인구, 공동체, 장소(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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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구축 

1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 과정 

서울형 포용도시 정의 

3장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세계도시에 논의되는 포용도시론을 개괄하였다. 이 논의

들을 종합하고 서울이 당면한 과제들을 포괄하여 서울형 포용도시 개념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구성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의하는 포용

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장의 소결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포용도시 논의, 세계도시의 포용도시 정립 과정과 포용도시 구

현을 위한 회복탄력성 논의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도시문제 해결의 프레임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사람영역으로 경제적 분배와 인적자원 역량인데 이는 사람

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어떻게 질적으로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둘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도시나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는 공간 영역으로 이 영

역에서는 인프라 부문의 접근성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해 공간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영역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협력체계나 참여의 문제를 다루는 거버넌스 영역으로 이는 구조적이고 실질적

인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형 포용도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포용도시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 받

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

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실현하는 도시이다”

우리의 위와 같은 서울형 포용도시 정의는 OECD의 포용적 성장 논의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역량강화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포용적 교육시스템, 포용적 노동시

장 지향과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유엔 해비타트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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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시 이슈와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정책단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서울

형 포용도시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림 4-1〕과 같은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포용도시 프레임은 사람, 공간, 거버넌스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도시정책은 ‘사람(人)’ 중심의 정책, 배제에서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수용, 관용과 배려, 다양성의 

인정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포용도시를 위해서는 사람(시민)들의 경제적 역량을 제고

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간’ 측면에서, 도시는 

도시기반(공간과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며, 보편적 접근성(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성장의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격차 해소에 따른 지역 형평

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관리 차원의 ‘거버넌스’ 접근으로서의 협치

와 (시민의) 참여, 투명성과 책임이 중요하다. 

[그림 4-1] 포용도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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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포용지표 개발 과정 

앞서 우리는 포용도시를 둘러싼 개념들을 리뷰하고, 이러한 포용도시 개념이 도시 단

위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서울의 포용성을 진단하

고 향후 서울이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의 근거로 삼기 위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양극화, 지

역 간 격차 등 오늘날 서울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사

회적 포용성’ 개념에 근거해 극복,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 과정은 3단계로 이뤄졌다. 

1단계: 연구팀의 서울형 포용도시에 대한 정의와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 설정에  

       근거하여 포용도시 지표체계(안) 작성

2단계: 전문가들의 포용도시 지표체계의 적합도와 중요도 평가 

3단계: 시민들의 포용도시 지표체계의 중요도 평가 

이상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각 단계별로 좀 

더 설명해보자. 연구진은 기존 국내외 논의와 세계 대도시의 포용도시 지표 체계 등

을 검토(3장)하여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을 포괄하여 서울형 포

용도시를 정의하였다(4장 첫 단락). 서울형 포용도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포용도시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포용도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4장 두 번째 단락).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을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역

적으로 개발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가 제시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체계는 〔그림 4-2〕와 같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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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포용도시 지표체계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 두 번째 단계는 연구팀이 연역적으로 개발한 포용도시 지

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적합도 평가와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과 연구소의 교

수, 연구원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8일간 

서울형 포용지표를 구성하는 3개 영역 6개의 구성요소, 그리고 각 구성요소를 포괄하

는 32개 세부 지표들에 대해 적합도와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지표체계에 대한 영역 

적합도, 구성요소에 대한 적합도,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개별 지표가 각 구성요소

에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별 지표별 적합도와 개별 지표별 중요도 평가 

등이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이다. 영역 적합도는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그 이외의 

구성요소 적합도와 중요도, 지표별 적합도와 중요도 등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표 

4-2> 참조). 뒤에서 좀 더 상술하겠지만 영역 적합도와 구성요소 적합도 평가는 지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서울형 포용

도시 지표체계는 영역 적합도와 구성요소 적합도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성요소 중요도와 지표별 중요도 평가는 서울형 포용도시 수준 진단에서 영역 가중

치나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성영역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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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중요도만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지표를 지수화하는 2차 연구에서 활용할 예정이

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요내용 척도 

영역 적합도
- 포용도시 지표의 3영역(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에 대한 적합도 평가
4점척도

구성요소 
적합도

- 3영역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에 대한 적합도 평가
· 경제적 역량 · 사회적 웰빙
· 생활인프라 접근성 · 공공서비스 접근성
· 시민참여 · 투명성과 책임

5점척도

구성요소 
중요도

- 3영역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
· 경제적 역량 · 사회적 웰빙
· 생활인프라 접근성 · 공공서비스 접근성
· 시민참여 · 투명성과 책임

5점척도

지표 적합도
-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세부지표에 대한 적합도 평가
  6개 요소, 32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

5점척도

지표 중요도
-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세부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6개 요소, 32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

5점척도

[표 4-1] 전문가 대상 주요 조사내용

전문가들의 포용지표체계 리뷰 

영역 적합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구성하는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적합한 편이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75.0%를 차지하였고, ‘아주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5.0%를 차지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공간·거버넌스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서울형 포용도시를 측

정하는 것이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 적합도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의 세 영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 대체로 6개의 구성요소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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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의 적합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해보면, 생활인프라 접근성

(4.17점), 공공서비스 접근성(4.21점)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간 포용성 영역이 세 영역 중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시민참여

(4.21점), 사회적 웰빙(4.17점), 경제적 역량(4.08점), 투명성과 책임(3.92점)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구성요소 적합도

구분
매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적합+
매우 
적합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경제적 역량 4.2 - 16.7 41.7 37.5 79.2 4.08 5

사회적 웰빙 4.2 - 8.3 50.0 37.5 87.5 4.17 4

생활인프라 접근성 - 4.2 4.2 33.3 58.3 91.6 4.46 1

공공서비스 접근성 - 4.2 8.3 50.0 37.5 87.5 4.21 2

시민참여 - 8.3 12.5 29.2 50.0 79.2 4.21 3

투명성과 책임 - 8.3 33.3 16.7 41.7 58.4 3.92 6

주: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 적합하다의 비율로 우선순위 산정 

[표 4-2] 구성요소 적합도
(단위: %, 점)

구성요소 중요도

포용성 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개별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평가

로 나타났다. 중요도 순위를 보면 ‘사람 포용성’ 영역의 사회적 웰빙(4.77점)과 경제



60�/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적 역량(4.68점) 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인프라 

접근성(4.43점), 공공서비스 접근성(4.30점)의 공간 포용성, 시민참여(4.13점), 투명

성과 책임(4.09점)의 거버넌스 포용성 순으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그림 4-4] 구성요소 중요도

지표별 적합도와 중요도

전문가들이 평가한 세부지표별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역량 지표 중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세 지표는 지니계수(4.38점), 장애인 고용률(4.26점), 비정규직 비율

(4.13점)이다. 포용성이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를 측정하기에는 지니계수 또는 빈곤율, 사회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장애인 고용률이나 

비정규직 비율 지표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

자 비율(2.83점) 지표는 가장 적합도가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사회적 웰빙의 세부지

표 적합도 결과를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4.35점),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4.17점)이 가

장 높았고, 그 뒤를 주관적 건강만족도(3.96점), 기대수명 격차(3.96점), 문화서비스 

만족도(3.75점), 공공문화 예산비(3.64점)가 차지하였다. 위의 경제적 역량과 마찬가

지로 사회적 웰빙 요소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의 포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적합한 지표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에 있어

서는 그 사람의 국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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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또는 국적을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 지표들 외에도 공공의

료서비스나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건강수명, 생활만족도, 이혼·재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도 등이 추가적 지표로 제안되었다. 

생활인프라 접근성 요소를 보면, 적합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주거비 분담률(4.38점), 

주거환경 만족도(4.29점), 공공임대주택(4.25점)이다. 뒤를 이어서 교통환경 만족도

(4.17점), 이동권(4.13점)의 지표들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은 지표는 녹지환경 만족도(4.04점), 녹시율(3.88점) 지표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세부지표 적합도 결과, 응급대응서비스(4.46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안전서비스(4.33점), 밤거리안전 만족도(4.29점), 공공인터넷(3.75점) 지표순으로 나

타났다. 거버넌스 포용성의 시민참여 세부지표 적합도를 보면, 지역사회 참여율(4.33

점)과 이웃 신뢰도(4.08점), 자원봉사율(4.04점)이 높은 적합도를 보인 반면에, 투표

율(3.83점), 사회단체 수(3.50점), 지역 자부심(3.50점)은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다

는 평가를 받았다. 투명성과 책임 요소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의 적합도를 보면, 공공

기관 신뢰도(4.25점)가 가장 높고, 공무원 중 여성비율(3.50점)이나 사회단체 지원예

산(3.38점)은 공공기관 신뢰도 지표에 비해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중요도

전문가들이 평가한 세부지표별 중요도는 지표의 적합도 평가와 유사했다. 경제역량에

서는 지니계수(4.38점), 장애인 고용률(4.33점), 비정규직 비율(4.33점)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웰빙 영역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4.29점),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4.21점) 지표가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의 지표에서

는 주거비 부담률(4.43점), 주거환경 만족도(4.38점), 교통환경 만족도(4.29점), 공공

임대주택(4.25점) 등이 4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평가되었다. 공

공서비스 접근성 영역에서도 지표의 적합도 정도와 중요도 정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났다. 다만, 시민참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낸 ‘사회단체 

수’는 우리나라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지표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투명성과 

책임 영역에서는 ‘공공기관 신뢰도’(4.08점) 지표가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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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지표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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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안을 확정하였

다.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 과정의 다음 단계는 시민들의 눈으로 지표체계 영역 적

합도와 지표별 중요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관한 시민 조사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관한 시민 조사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총 

5일간)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구성하는 6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문항, 그리고 6개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33개의 세부지표들

의 중요도 문항이다. 조사과정에서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중요도 1: 각 구성요소별 세부지표의 중요도 평가 개별 문항의 응답 값(5점 만점)

중요도 2: 각 구성요소별 세부지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두 가지를 선택

하는 문항으로, 중복응답 값을 100% 비율로 환산한 값

중요도 3: 포용도시 지표체계의 6개 구성요소별 중요도 평가 개별 문항과 6개 구성요

소별 세부지표의 중요도 평가 개별 문항 간의 상관계수 값을 100% 비율로 환산한 값

전문가 조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구성요소별, 지표별 

중요도 평가는 향후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활용한 서울의 포용성 지수에서 활용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관한 

중요도 정도를 파악하고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는 목적으

로 사용할 것이다. 포용도시 지표체계 관한 시민 조사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28일

까지(총 5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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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완료
사례수

목표할당
사례수

%

전체 514 500 100.0

성별
남자 253 245 49.0

여자 261 255 51.0

연령

19~29세 100 95 19.0

30대 101 97 19.4

40대 105 101 20.2

50대 97 94 18.8

60세 이상 111 113 22.6

지역

서울 강북서권 89 87 17.4

서울 강북동권 162 158 31.6

서울 강남서권 155 151 30.2

서울 강남동권 108 104 20.8

직업

자영업 44 43 8.6

블루칼라 39 38 7.6

화이트칼라 293 283 56.6

가정주부 82 82 16.5

학생 29 28 5.6

무직/기타 27 26 5.3

학력

고졸 이하 85 83 16.6

전문대학 55 54 10.7

4년제 대학 310 302 60.3

대학원 석사 이상 64 62 12.4

혼인
상태

미혼 182 175 34.9

기혼 309 303 60.5

기타 23 23 4.6

주거
유형

단독주택 68 67 13.3

아파트 279 271 54.2

다세대/연립 138 133 26.6

기타 29 29 5.8

소득

200만 원 미만 50 49 9.8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60 156 31.3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8 164 32.7

600만 원 이상 136 131 26.2

이념
성향

진보 169 163 32.7

중도 186 181 36.2

보수 159 156 31.1

[표 4-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성, 연령, 권역을 기준으로 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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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포용도시 체계의 구성영역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구성하는 6개 구성요소 - 경제적 역량, 사

회적 웰빙, 생활인프라 접근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시민참여, 투명성과 책임 - 의 중요

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투명성과 책임이 4.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역량(4.09점), 공공서비스 접근성(4.08점), 사회적 웰빙(4.03

점), 생활인프라 접근성(4.02점)의 순이었으며, 시민참여가 3.95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4-6] 구성요소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경제적 역량 1.2 2.2 11.9 55.8 29.0 84.8 4.09 2
사회적 웰빙 1.6 2.3 17.3 49.5 29.3 78.8 4.03 4

생활인프라 접근성 1.0 1.6 14.5 60.1 22.9 83.0 4.02 5
공공서비스 접근성 0.8 2.0 13.1 56.6 27.5 84.1 4.08 3

시민참여 1.0 1.2 22.4 52.6 22.8 75.4 3.95 6
투명성과 책임 1.0 0.8 8.5 38.0 51.7 89.7 4.39 1

[표 4-4] 구성요소 중요도
(단위: %, 점)

중요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보인 ‘투명성과 책임’ 요소의 중요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50대, 서울 강북서권, 화이트칼라, 대학원 석사 이상,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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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거주,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진보 계층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

답되었다.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역량

사회적 
웰빙

생활
인프라 
접근성

공공
서비스 
접근성

시민참여
투명성과 

책임

전체 500 4.09 4.03 4.02 4.08 3.95 4.39

성별
남자 245 4.03 3.97 3.96 4.02 3.92 4.35

여자 255 4.15 4.08 4.08 4.14 3.98 4.42

연령

19~29세 95 4.08 4.06 4.06 4.18 4.11 4.43

30대 97 3.94 3.98 3.98 4.03 3.98 4.30

40대 101 4.20 4.04 3.96 4.10 3.98 4.43

50대 94 4.24 4.06 4.08 4.13 3.94 4.49

60세 이상 113 4.01 4.00 4.04 3.98 3.78 4.30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4.07 4.09 4.01 4.01 3.90 4.37

서울 강북동권 158 4.15 4.09 4.02 4.08 4.01 4.42

서울 강남서권 151 4.02 3.92 3.99 4.06 3.92 4.29

서울 강남동권 104 4.13 4.03 4.08 4.17 3.95 4.49

직업

자영업 43 4.03 3.73 3.97 3.95 3.88 4.29

블루칼라 38 4.03 4.07 4.01 4.05 3.84 4.38

화이트칼라 283 4.13 4.06 4.00 4.05 3.96 4.41

가정주부 82 4.04 4.02 4.10 4.14 3.95 4.28

학생 28 3.90 4.00 4.14 4.36 4.07 4.38

무직/기타 26 4.22 4.14 4.01 4.22 4.00 4.63

학력

고졸 이하 83 4.09 4.09 3.99 3.93 3.82 4.29

전문대학 54 4.07 3.90 3.89 3.96 3.98 4.25

4년제 대학 302 4.07 4.02 4.03 4.13 3.98 4.41

대학원 석사 이상 62 4.22 4.07 4.15 4.16 3.99 4.54

혼인
상태

미혼 175 4.12 4.07 4.05 4.12 4.10 4.46

기혼 303 4.07 4.00 4.01 4.06 3.88 4.35

기타 23 4.18 4.00 4.00 4.04 3.82 4.34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3.94 3.90 3.90 3.96 3.84 4.22

아파트 271 4.07 4.02 4.04 4.10 3.94 4.39

다세대/연립 133 4.20 4.08 4.08 4.12 4.02 4.49

기타 29 4.10 4.08 3.91 3.96 4.00 4.24

소득

200만 원 미만 49 4.20 4.23 4.07 4.24 4.20 4.54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4.16 4.05 3.96 4.00 3.89 4.33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4.05 3.95 4.02 4.06 3.93 4.39

600만 원 이상 131 4.03 4.03 4.08 4.14 3.96 4.39

이념
성향

진보 163 4.14 4.13 4.07 4.10 4.09 4.50

중도 181 4.06 3.96 4.02 4.11 3.93 4.32

보수 156 4.08 3.99 3.97 4.02 3.82 4.36

[표 4-5] 서울형 포용도시 영역별 구성요소 중요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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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중요도 

시민들이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4-7〕과 같

다. 경제역량에서는 실업률과 취업률이 각각 4.06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사회적 웰빙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만족도(3.93점)와 사회보험 가입률(3.92

점) 지표가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의 지표에서는 교통환

경만족도(4.21점), 주거환경만족도(4.20점), 주거비 부담률(4.16점)이 4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평가되었다. 공공서비스 접근성 영역에서는 투표

율이 4.02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 신뢰도가 3.94점으로 그 뒤

를 이었다. 투명성과 책임 영역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4.50점으로 가장 높은 중

요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신뢰도(4.29점), 행정정보 공개율(4.08점)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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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표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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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포용도시 세부지표별 중요도

A. 사람 포용성

경제적 역량 부문 지표의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역량>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즉 지니계수, 생산가

능 인구 중 대졸자 비율, 실업률, 취업률,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의 중요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실업률과 취업률이 각각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니계수(3.98점), 비정규직 비율(3.91점), 장애인 고용률(3.68점) 

순이었고, 생산가능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3.12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4-8] <경제적 역량>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지니계수 0.6 2.5 17.9 56.0 22.9 79.0 3.98 3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2.1 20.6 46.5 24.5 6.2 30.7 3.12 6

실업률 0.4 2.1 15.5 55.4 26.6 82.1 4.06 1

취업률 0.2 2.4 18.3 49.3 29.8 79.1 4.06 1

비정규직 비율 0.2 3.2 22.5 54.2 20.0 74.1 3.91 4

장애인 고용률 0.6 3.9 35.7 46.8 13.1 59.8 3.68 5

[표 4-6] <경제적 역량>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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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역량> 요소의 중요도를 계층별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실업률과 취업률 

지표의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실업률은 월평균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 취업률은 

50대 계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지니
계수

생산가능
인구 중 
대졸자 
비율

실업률 취업률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전체 500 3.98 3.12 4.06 4.06 3.91 3.68

성별
남자 245 3.98 3.06 4.01 4.04 3.86 3.63

여자 255 3.99 3.18 4.10 4.09 3.95 3.72

연령

19~29세 95 3.87 3.08 4.09 4.07 4.02 3.78

30대 97 3.86 3.00 3.88 3.95 3.80 3.68

40대 101 4.10 3.10 4.08 4.14 3.91 3.68

50대 94 4.09 3.25 4.18 4.21 3.94 3.65

60세 이상 113 3.99 3.18 4.07 3.96 3.86 3.61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95 2.98 4.05 4.02 3.87 3.72

서울 강북동권 158 4.03 3.15 4.11 4.10 3.93 3.73

서울 강남서권 151 3.93 3.17 4.00 4.04 3.89 3.65

서울 강남동권 104 4.01 3.11 4.07 4.06 3.91 3.62

직업

자영업 43 3.91 3.07 3.93 4.14 4.07 3.68

블루칼라 38 3.87 3.20 4.18 4.13 3.90 3.62

화이트칼라 283 4.02 3.10 4.06 4.07 3.92 3.71

가정주부 82 3.96 3.25 4.07 4.00 3.77 3.56

학생 28 3.75 2.93 4.00 3.96 3.79 3.62

무직/기타 26 4.12 3.08 4.11 4.09 4.00 3.87

학력

고졸 이하 83 3.94 3.13 4.07 3.92 3.89 3.63

전문대학 54 3.75 3.10 3.87 3.96 3.86 3.58

4년제 대학 302 4.04 3.08 4.08 4.11 3.92 3.66

대학원 석사 이상 62 3.97 3.33 4.11 4.11 3.87 3.94

혼인
상태

미혼 175 3.94 3.00 4.04 4.09 3.95 3.72

기혼 303 3.99 3.19 4.06 4.03 3.88 3.66

기타 23 4.26 3.18 4.14 4.27 3.88 3.61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3.90 2.87 4.02 3.93 3.81 3.66

아파트 271 3.97 3.22 4.06 4.08 3.88 3.62

다세대/연립 133 4.07 3.09 4.08 4.10 4.02 3.79

기타 29 3.83 2.85 3.97 4.04 3.82 3.71

소득

200만 원 미만 49 4.18 3.04 4.20 4.08 3.96 3.71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4.02 3.07 3.97 4.01 3.91 3.6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3.94 3.17 4.05 4.05 3.91 3.68

600만 원 이상 131 3.92 3.15 4.12 4.13 3.88 3.71

이념
성향

진보 163 4.12 3.11 4.14 4.08 4.05 3.78

중도 181 3.89 3.13 4.04 4.02 3.86 3.66

보수 156 3.94 3.12 4.00 4.09 3.80 3.60

[표 4-7] 계층별 <경제적 역량> 지표 중요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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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적 역량 부문의 지표 중요도를 2가지 방법으로 평가했는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역량> 요소의 중요도와 <경제적 역량>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지니계수가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률이 20.3%, 실업률이 18.4%로 응답되었다. 이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16.0%, 장애인 

고용률이 13.2%였고,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7.2%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지표 지니계수
생산가능
인구 중 

대졸자 비율
실업률 취업률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경제적 역량 25.0 7.2 18.4 20.3 16.0 13.2 

[표 4-8] 경제적 역량 지표별 중요도
(단위: %)

사회적 웰빙 부문 지표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웰빙>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 사회보험 가입률, 

기대수명 격차, 공공문화예산비, 문화서비스 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외국인에 대

한 개방성 - 의 중요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주관적 건강 만족도

(3.93점), 사회보험 가입률(3.92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서

비스 만족도(3.59점), 공공문화예산비(3.49점), 기대수명 격차(3.47점), 외국인에 대

한 개방성(3.35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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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회적 웰빙>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사회보험 가입률 0.4 1.7 21.3 59.1 17.5 76.6 3.92 2

기대수명 격차 0.2 6.1 46.5 41.0 6.2 47.2 3.47 5

공공문화예산비 1.2 5.1 44.5 42.4 6.9 49.3 3.49 4

문화서비스 만족도 1.0 4.5 38.2 47.0 9.3 56.3 3.59 3

주관적 건강만족도 0.4 2.8 22.3 52.4 22.1 74.5 3.93 1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1.1 8.1 51.5 33.6 5.7 39.3 3.35 6

[표 4-9] <사회적 웰빙>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계층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여성, 60세 이상, 서울 강남서권, 고졸 이하,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40대, 서울 강북동권, 가정주부, 

단독주택 거주, 진보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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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사회
보험 

가입률

기대
수명 
격차

공공
문화

예산비

문화
서비스 
만족도

주관적 
건강

만족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전체 500 3.92 3.47 3.49 3.59 3.93 3.35

성별
남자 245 3.87 3.42 3.38 3.51 3.84 3.27

여자 255 3.96 3.51 3.59 3.67 4.02 3.42

연령

19~29세 95 3.79 3.38 3.65 3.89 4.08 3.43

30대 97 3.77 3.40 3.46 3.59 3.76 3.25

40대 101 4.02 3.55 3.44 3.53 3.79 3.33

50대 94 3.97 3.46 3.46 3.42 3.84 3.33

60세 이상 113 4.01 3.53 3.43 3.54 4.15 3.39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83 3.47 3.47 3.54 3.88 3.26

서울 강북동권 158 4.04 3.50 3.49 3.63 3.96 3.41

서울 강남서권 151 3.87 3.50 3.51 3.63 4.01 3.38

서울 강남동권 104 3.86 3.38 3.46 3.52 3.82 3.28

직업

자영업 43 3.91 3.50 3.43 3.57 3.89 3.21

블루칼라 38 3.83 3.59 3.47 3.62 3.90 3.39

화이트칼라 283 3.91 3.46 3.50 3.59 3.90 3.35

가정주부 82 4.01 3.51 3.46 3.50 3.99 3.32

학생 28 3.77 3.28 3.51 3.86 4.00 3.28

무직/기타 26 4.01 3.38 3.52 3.60 4.12 3.56

학력

고졸 이하 83 3.84 3.39 3.32 3.38 4.04 3.25

전문대학 54 3.76 3.34 3.48 3.54 3.84 3.54

4년제 대학 302 3.96 3.48 3.50 3.63 3.92 3.32

대학원 석사 이상 62 3.95 3.63 3.65 3.73 3.93 3.45

혼인
상태

미혼 175 3.86 3.43 3.49 3.69 3.92 3.38

기혼 303 3.94 3.49 3.49 3.55 3.93 3.32

기타 23 4.05 3.47 3.39 3.43 4.00 3.39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4.02 3.35 3.45 3.57 3.83 3.37

아파트 271 3.91 3.49 3.53 3.60 3.93 3.36

다세대/연립 133 3.90 3.54 3.43 3.60 3.98 3.33

기타 29 3.76 3.24 3.45 3.51 4.00 3.24

소득

200만 원 미만 49 3.95 3.45 3.38 3.52 4.05 3.41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3.89 3.44 3.44 3.56 3.88 3.34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3.92 3.46 3.52 3.59 3.91 3.33

600만 원 이상 131 3.93 3.52 3.54 3.66 3.97 3.35

이념
성향

진보 163 4.00 3.55 3.59 3.70 3.92 3.33

중도 181 3.83 3.39 3.44 3.58 3.90 3.29

보수 156 3.93 3.47 3.44 3.50 3.99 3.43

[표 4-10] 계층별 <사회적 웰빙> 지표 중요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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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웰빙> 요소의 중요도와 <사회적 웰빙>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간의 상관

계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24.5%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만족도(20.4%), 문화서비스 만족도(16.8%) 순으로 나타났다. 

지표
사회보험 
가입률

기대수명 
격차

공공문화
예산비

문화서비스 
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사회적 웰빙 24.5 12.9 14.0 16.8 20.4 11.4 

[표 4-11] 사회적 웰빙 지표별 중요도
(단위: %)

B. 공간 포용성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문 지표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웰빙>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 공공임대주택, 주

거비 부담률, 이동권, 녹지환경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 의 중요

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교통환경 만족도가 4.21점, 주거환경 만족

도가 4.20점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률(4.16점), 이동권(3.91점), 녹지환

경 만족도(3.89점), 공공임대 주택(3.8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생활인프라 접근성>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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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공공임대주택 1.0 2.9 23.0 52.6 20.5 73.1 3.89 5

주거비 부담률 0.4 1.4 13.4 51.7 33.1 84.8 4.16 3

이동권 0.2 2.0 24.2 54.1 19.5 73.6 3.91 4

녹지환경 만족도 0.0　 2.5 25.3 52.5 19.7 72.2 3.89 5

교통환경 만족도 0.0 1.8 11.9 50.1 36.2 86.3 4.21 1

주거환경 만족도 0.2 0.4 12.6 52.7 34.1 86.7 4.20 2

[표 4-12]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계층별로 보면, 교통환경 만족도는 40대, 서울 강북동권, 학생, 4년제 대학 계층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여성, 가정주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률은 

화이트칼라, 미혼, 진보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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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공공
임대
주택

주거비 
부담률

이동권
녹지
환경 

만족도

교통
환경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전체 500 3.89 4.16 3.91 3.89 4.21 4.20

성별
남자 245 3.87 4.07 3.83 3.80 4.15 4.11

여자 255 3.90 4.24 3.98 3.98 4.26 4.29

연령

19~29세 95 3.95 4.22 3.95 4.00 4.27 4.21

30대 97 3.81 4.13 3.93 3.71 4.03 4.05

40대 101 3.89 4.26 3.98 3.84 4.29 4.29

50대 94 3.77 4.05 3.89 3.97 4.25 4.23

60세 이상 113 3.99 4.11 3.80 3.94 4.19 4.21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87 4.11 3.80 3.83 4.13 4.12

서울 강북동권 158 3.95 4.15 3.89 3.92 4.31 4.27

서울 강남서권 151 3.90 4.19 3.95 3.84 4.14 4.17

서울 강남동권 104 3.77 4.15 3.95 3.98 4.23 4.20

직업

자영업 43 4.00 4.12 3.89 3.70 4.16 4.14

블루칼라 38 3.85 4.05 3.74 3.75 4.16 4.10

화이트칼라 283 3.89 4.23 3.97 3.91 4.22 4.21

가정주부 82 3.81 4.01 3.79 3.96 4.21 4.26

학생 28 3.69 4.07 3.86 3.94 4.28 4.11

무직/기타 26 4.15 4.18 3.92 3.99 4.19 4.23

학력

고졸 이하 83 3.95 4.01 3.73 3.69 4.00 4.15

전문대학 54 3.68 4.02 3.88 3.86 4.11 4.01

4년제 대학 302 3.90 4.19 3.93 3.93 4.28 4.24

대학원 석사 이상 62 3.92 4.29 4.04 4.00 4.23 4.23

혼인
상태

미혼 175 3.94 4.26 3.93 3.86 4.23 4.21

기혼 303 3.84 4.10 3.89 3.91 4.21 4.18

기타 23 4.09 4.10 3.91 3.92 4.04 4.35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3.84 4.15 3.87 3.78 4.18 4.14

아파트 271 3.86 4.11 3.92 3.93 4.24 4.22

다세대/연립 133 3.97 4.24 3.91 3.90 4.20 4.24

기타 29 3.85 4.17 3.82 3.77 3.96 3.93

소득

200만 원 미만 49 4.09 4.25 3.95 3.81 4.21 4.33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3.93 4.19 3.85 3.81 4.13 4.17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3.83 4.18 3.96 3.93 4.25 4.19

600만 원 이상 131 3.83 4.05 3.89 3.97 4.25 4.19

이념
성향

진보 163 4.01 4.28 4.03 3.95 4.26 4.24

중도 181 3.81 4.11 3.88 3.89 4.16 4.15

보수 156 3.84 4.09 3.81 3.84 4.21 4.22

[표 4-13] 계층별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 중요도
(단위: 점)

<생활인프라> 요소의 중요도와 <생활인프라>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간의 상

관계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20.3%로 가장 높았고, 교통환경

만족도(19.8%), 이동권(19.2%), 녹지환경만족도(18.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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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공공임대

주택
주거비 
부담률

이동권
녹지환경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생활인프라 접근성 9.2 12.7 19.2 18.7 19.8 20.3 

[표 4-14]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별 중요도
(단위: %)

공공서비스 접근성 부문 지표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요소를 구성하는 4개 세부지표 - 공공인터

넷, 안전서비스, 응급대응서비스, 밤거리안전만족도 - 의 중요도를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로 환산한 결과, 응급대응서비스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밤거리안

전만족도(4.26점), 안전서비스(4.13점), 공공인터넷(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공공서비스 접근성>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공공인터넷 0.6 4.5 32.6 48.0 14.3 62.3 3.71 4

안전서비스 0.0　 2.7 14.4 49.9 32.9 82.9 4.13 3

응급대응서비스 0.0 1.0 9.6 39.4 50.0 89.4 4.38 1

밤거리안전만족도 0.0 0.4 13.4 45.9 40.3 86.2 4.26 2

[표 4-15]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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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응급대응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서

울 강북동권, 학생,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진보 계층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구분 사례수
공공

인터넷
안전

서비스
응급대응
서비스

밤거리
안전

만족도

전체 500 3.71 4.13 4.38 4.26

성별
남자 245 3.71 4.03 4.32 4.18

여자 255 3.70 4.23 4.44 4.33

연령

19~29세 95 3.79 4.36 4.45 4.37

30대 97 3.45 4.08 4.29 4.22

40대 101 3.76 4.08 4.40 4.27

50대 94 3.79 4.05 4.40 4.27

60세 이상 113 3.75 4.10 4.37 4.18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57 4.01 4.36 4.11

서울 강북동권 158 3.71 4.17 4.49 4.32

서울 강남서권 151 3.79 4.09 4.27 4.29

서울 강남동권 104 3.70 4.22 4.40 4.25

직업

자영업 43 3.72 4.07 4.40 4.32

블루칼라 38 3.57 3.95 4.18 4.10

화이트칼라 283 3.71 4.16 4.38 4.28

가정주부 82 3.65 4.05 4.40 4.22

학생 28 3.93 4.35 4.56 4.36

무직/기타 26 3.79 4.22 4.45 4.19

학력

고졸 이하 83 3.52 4.01 4.38 4.14

전문대학 54 3.51 4.10 4.26 4.19

4년제 대학 302 3.80 4.14 4.41 4.31

대학원 석사 이상 62 3.69 4.28 4.36 4.22

혼인
상태

미혼 175 3.72 4.26 4.46 4.31

기혼 303 3.72 4.06 4.34 4.24

기타 23 3.52 4.00 4.31 4.13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3.66 4.11 4.39 4.20

아파트 271 3.76 4.13 4.40 4.27

다세대/연립 133 3.65 4.16 4.39 4.27

기타 29 3.65 4.04 4.21 4.28

소득

200만 원 미만 49 3.63 4.10 4.48 4.24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3.71 4.15 4.34 4.23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3.75 4.13 4.38 4.28

600만 원 이상 131 3.67 4.12 4.39 4.28

이념
성향

진보 163 3.85 4.20 4.50 4.39

중도 181 3.65 4.06 4.28 4.19

보수 156 3.63 4.14 4.38 4.21

[표 4-16] 계층별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표 중요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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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접근성> 요소의 중요도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요소를 구성하는 4개 세

부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응급대응서비스가 28.9%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밤거리 안전 만족도(27.6%), 안전서비스(25.5%), 공공인터넷(18.0%) 

순으로 나타났다.

지표 공공인터넷 안전서비스 응급대응서비스
밤거리

안전 만족도

공공서비스 접근성 18.0 25.5 28.9 27.6 

[표 4-17]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표별 중요도
(단위: %)

C. 거버넌스 포용성

시민참여 부문 지표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 투표율, 사회단체 

수, 지역사회 참여율, 이웃 신뢰도, 지역 자부심, 자원봉사율 – 의 중요도를 5점 만점

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투표율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웃 신뢰

도가 3.94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지역사회 참여율(3.63점), 지역 자부심(3.59

점), 자원봉사율(3.57점) 순이었으며, 사회단체 수가 3.25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4-12] <시민참여>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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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투표율 0.4 3.4 18.0 50.5 27.7 78.2 4.02 1

사회단체 수 1.8 11.9 51.5 29.0 5.8 34.8 3.25 6

지역사회참여율 0.8 4.3 36.9 47.1 10.8 57.9 3.63 3

이웃 신뢰도 0.0　 2.5 20.9 56.7 19.9 76.6 3.94 2

지역 자부심 0.6 7.0 39.1 39.3 13.9 53.3 3.59 4

자원봉사율 0.6 5.0 41.6 42.4 10.5 52.9 3.57 5

[표 4-18] <시민참여>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계층별로 보면, 투표율은 20대, 학생, 미혼,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진보 계층에서, 

이웃 신뢰도는 40대, 대학원 석사 이상,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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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투표율
사회

단체 수

지역
사회

참여율

이웃 
신뢰도

지역 
자부심

자원
봉사율

전체 500 4.02 3.25 3.63 3.94 3.59 3.57

성별
남자 245 3.94 3.14 3.58 3.89 3.57 3.49

여자 255 4.09 3.36 3.68 3.98 3.61 3.65

연령

19~29세 95 4.29 3.38 3.77 3.95 3.51 3.57

30대 97 4.03 3.21 3.68 3.82 3.48 3.40

40대 101 4.01 3.26 3.65 4.01 3.63 3.63

50대 94 3.81 3.18 3.56 3.94 3.58 3.52

60세 이상 113 3.95 3.23 3.50 3.97 3.72 3.71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95 3.22 3.59 3.93 3.58 3.50

서울 강북동권 158 4.09 3.35 3.68 4.03 3.70 3.64

서울 강남서권 151 4.00 3.25 3.64 3.88 3.51 3.56

서울 강남동권 104 3.99 3.12 3.55 3.89 3.54 3.54

직업

자영업 43 3.93 3.16 3.66 3.89 3.61 3.52

블루칼라 38 3.88 3.41 3.57 3.78 3.50 3.44

화이트칼라 283 4.04 3.23 3.64 3.98 3.59 3.56

가정주부 82 3.96 3.35 3.57 3.93 3.66 3.68

학생 28 4.25 3.28 3.79 3.83 3.63 3.63

무직/기타 26 4.06 3.02 3.52 3.93 3.42 3.63

학력

고졸 이하 83 3.95 3.28 3.56 3.86 3.48 3.50

전문대학 54 3.95 3.25 3.57 3.83 3.55 3.47

4년제 대학 302 4.05 3.20 3.60 3.96 3.59 3.58

대학원 석사 이상 62 4.01 3.43 3.92 4.05 3.79 3.74

혼인
상태

미혼 175 4.19 3.33 3.72 3.92 3.49 3.52

기혼 303 3.91 3.19 3.59 3.96 3.66 3.61

기타 23 4.04 3.47 3.48 3.84 3.35 3.45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4.09 3.24 3.73 3.84 3.57 3.58

아파트 271 3.99 3.21 3.61 3.96 3.63 3.59

다세대/연립 133 4.03 3.34 3.64 3.98 3.53 3.55

기타 29 4.06 3.20 3.47 3.76 3.54 3.49

소득

200만 원 미만 49 4.10 3.42 3.53 3.88 3.51 3.59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4.02 3.18 3.55 3.91 3.55 3.53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4.01 3.31 3.66 3.94 3.62 3.52

600만 원 이상 131 3.99 3.20 3.72 4.00 3.63 3.67

이념
성향

진보 163 4.23 3.39 3.79 4.02 3.61 3.65

중도 181 3.88 3.17 3.51 3.88 3.49 3.46

보수 156 3.96 3.20 3.59 3.92 3.69 3.62

[표 4-19] 계층별 <시민참여> 지표 중요도
(단위: 점)

<시민참여> 요소의 중요도와 <시민참여> 요소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간의 상관계

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율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투표율(19.5%), 이웃신뢰도(16.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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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투표율 사회단체수
지역사회
참여율

이웃 신뢰도 지역 자부심 자원봉사율

시민참여 19.5 14.9 20.5 16.6 12.6 15.9 

[표 4-20] 시민참여 지표별 중요도
(단위: %)

투명성과 책임 부문 지표 중요도 평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명성과 책임> 요소를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신뢰도, 행정정보공개율, 공공기관 청렴도 - 의 

중요도를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한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기관 신뢰도가 4.29점, 행정정보공개율이 4.08점으로 뒤를 이

었다. 그 외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3.59점이었고,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1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4-13] <투명성과 책임>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 
중요

평균
(5점 만점)

우선
순위

공무원 중 여성비율 4.0 16.8 40.9 32.7 5.5 38.3 3.19 5
사회단체 지원예산 2.2 5.7 34.1 46.5 11.5 58.0 3.59 4
공공기관 신뢰도 0.6 1.2 9.8 45.3 43.1 88.4 4.29 2
행정정보공개율 0.2 1.8 19.4 46.9 31.7 78.6 4.08 3
공공기관 청렴도 0.2 1.0 8.4 29.3 61.1 90.4 4.50 1

[표 4-21] <투명성과 책임> 지표 중요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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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로 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공공기관 청렴도의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 대학원 석사 이상, 진보 계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신뢰도 또한 40대, 학생, 미혼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구분 사례수
공무원 중 
여성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신뢰도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 
청렴도

전체 500 3.19 3.59 4.29 4.08 4.50

성별
남자 245 2.95 3.34 4.24 4.01 4.48

여자 255 3.42 3.84 4.34 4.15 4.53

연령

19~29세 95 3.20 3.84 4.30 4.23 4.52

30대 97 3.11 3.64 4.32 4.12 4.35

40대 101 3.21 3.54 4.43 4.17 4.61

50대 94 3.14 3.49 4.15 3.94 4.46

60세 이상 113 3.27 3.48 4.26 3.97 4.55

지역

서울 강북서권 87 3.08 3.52 4.30 4.04 4.36

서울 강북동권 158 3.26 3.69 4.27 4.06 4.56

서울 강남서권 151 3.23 3.64 4.28 4.09 4.51

서울 강남동권 104 3.11 3.45 4.33 4.14 4.51

직업

자영업 43 3.02 3.52 4.18 4.02 4.52

블루칼라 38 3.26 3.83 4.23 4.00 4.31

화이트칼라 283 3.15 3.57 4.33 4.13 4.53

가정주부 82 3.32 3.65 4.20 3.89 4.39

학생 28 3.32 3.87 4.45 4.14 4.54

무직/기타 26 3.22 3.18 4.27 4.30 4.77

학력

고졸 이하 83 3.23 3.66 4.14 3.86 4.38

전문대학 54 3.29 3.70 4.03 3.96 4.38

4년제 대학 302 3.10 3.52 4.33 4.11 4.54

대학원 석사 이상 62 3.47 3.79 4.50 4.34 4.60

혼인
상태

미혼 175 3.15 3.73 4.37 4.22 4.57

기혼 303 3.20 3.51 4.26 4.01 4.46

기타 23 3.39 3.62 4.09 4.00 4.57

주거
유형

단독주택 67 3.08 3.68 4.26 4.07 4.54

아파트 271 3.23 3.53 4.27 4.05 4.51

다세대/연립 133 3.18 3.68 4.35 4.15 4.52

기타 29 3.10 3.65 4.31 4.10 4.27

소득

200만 원 미만 49 3.19 3.61 4.28 4.06 4.55

200만 원~400만 원 미만 156 3.20 3.61 4.29 4.05 4.52

400만 원~600만 원 미만 164 3.22 3.60 4.28 4.06 4.52

600만 원 이상 131 3.14 3.57 4.32 4.15 4.44

이념
성향

진보 163 3.23 3.76 4.42 4.27 4.60

중도 181 3.14 3.58 4.22 4.00 4.47

보수 156 3.20 3.45 4.23 3.98 4.43

[표 4-22] 계층별 <투명성과 책임> 지표 중요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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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책임> 요소의 중요도와 <투명성과 책임> 요소를 구성하는 5개 세부지표 

간의 상관계수를 100%로 환산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공

공기관 청렴도(26.9%), 공공기관 신뢰도(26.1%)가 그 뒤를 이었다. 

지표
공무원 중 
여성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신뢰도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 
청렴도

투명성과 책임 3.8 12.2 26.1 31.0 26.9 

[표 4-23] 투명성과 책임 지표별 중요도
(단위: %)

3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우리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연구진과 전문가들을 통한 지표체

계의 적합성 조사를 거치고, 구성영역별, 구성지표별 중요도를 전문가와 시민 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전문가의 적합도 검토를 통해 지표체계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문가들이 기존 지표 이외에 추가로 제안한 지표들은 미혼모,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성소수자, 탈북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세분화

한 지표들과 사회적 연결망(사회단체들 간의 연계 등) 및 지역사회 친숙도 등의 지표

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세분화하여 그 사회에서 사회적 약

자에 대한 포용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나 세분화한 개별 지표를 반영할 경우 

지표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지표, 예를 들어 비정규직 비율 등 

인적역량 지표를 데이터로 도출할 경우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현

황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지표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조사를 통해 구성영역별, 지표별 중요도를 평

가하였으며 서울의 포용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진단을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들의 지표별 중요도 평가는 향후 지표의 지수화 작업 등의 향후 연구에

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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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사람
포용성

경제적 
역량

지니계수
(or 빈곤율)

* 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
  (완전평등: 0, 완전불평등: 1)
* 상대적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15~64세 인구 중에서 대졸자의 비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의 비율

장애인 고용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사회적
웰빙

사회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자의 비율

기대수명 격차
연령 0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
연수의 지역 간 차이

공공문화예산 비율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문화서비스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서비스 등 전반적인 문화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건강 만족도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을 나의 가족,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주관적 인지율

공간
포용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 비율

주거비부담률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동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녹시율
지역 내 가로면적 중 살아있는 식물 잎의 영상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녹지환경 만족도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숲, 공원)에 대한 만족도

교통환경 만족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등)에 대한 만족도

공공
서비스
접근성

공공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경험률

안전서비스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응급대응 서비스 119구조 처리건수 및 119 구조활동의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밤거리 안전 만족도 서울시민의 야간보행환경 만족도

[표 4-24]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_ 영역과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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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계속]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_ 영역과 지표들 

구분 개념

거버
넌스

포용성

시민
참여

투표율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사회단체 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지역사회 참여율 지역사회 모임 또는 단체활동 참여율

이웃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지역 자부심 본인이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정도 

자원봉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투명성과 
책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서울시 예산 중 사회단체 지원예산액

공공기관 신뢰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신뢰 정도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 중 비공개 결정된 건을 제외
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의 비율

공공기관 청렴도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포용도시 논의를 서울시의 시정에 구체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

표체계 개발 과정은 먼저, 연구진의 지표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브레인스토

밍 과정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때 

전체적으로는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의 맥락을 수용하고 메가시티와의 비

교가 가능한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료의 유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개발된 서울

형 포용도시 지표체계에 대해 서울시민 서베이를 통해 지표체계, 개별 지표의 적정성

과 중요성 평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는 3개 부문 6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된다.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의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을 구성하는 

6개 영역은 【사람 포용성】의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웰빙> 영역, 【공간 포용성】 부



04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구축 / 87

문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

은 <시민참여>와 <투명성과 책임>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웰

빙> 영역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분배의 포용성을 다루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접근

성>과 <생활인프라 접근성> 영역은 지역적 형평성과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 포용도

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투명성과 책임> 영역은 참여와 투

명성이라는 제도와 절차의 문제에서 포용도시를 파악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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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이번 장에서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분석을 통해 현재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4장에서 우리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는 3개 부문 6개 영역 34개 지표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

다.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축된 각각의 지표들에 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로 설명될 수 없는 지표들은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표 5-1]은 서울의 포용지표들을 기반으로 서울

의 포용성 정도를 분석할 때 동원 가능한 데이터 출처를 명시한 것이다. 우리는 개별 

지표들의 개념들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 지표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

를 사용하였는지를 정리하였다. 

구분 개념 출처

사
람

포
용
성

경
제
적 

역
량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 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 (완전평등: 0, 완전불평등: 1)
* 상대적 빈곤율: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15~64세 인구 중에서 대졸자의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취업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정규직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의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장애인 고용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률

[표 5-1]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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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출처

사
람
 
포
용
성(

계
속)

사
회
적
 
웰
빙

사회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
조사

기대수명 
격차

연령 0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의 지역 간 차이

통계청: 생명표

공공문화 예산 
비율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시 예산담당관

문화서비스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서비스 등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서울서베이

주관적 건강
만족도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건강조사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을 나의 가족,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주관적 인지율

서울서베이

공
간

포
용
성

생
활
인
프
라

접
근
성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 
비율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재고현황

주거비 부담률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동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서울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녹시율
지역 내 가로면적 중 살아있는 식물 잎의 영상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서울시 조경과

녹지환경 만족도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숲, 공원)에 대한 만족도 서울서베이

교통환경 만족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에 대한 만족도 서울서베이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등)에 대한 만족도 서울서베이

공
공
서
비
스

접
근
성

공공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경험률 서울서베이

안전서비스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

응급대응 서비스
119 구조 처리건수 및 119 구조활동의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

서울소방재난본부

밤거리 안전
만족도

서울시민의 야간보행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표 5-1 계속]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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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출처

거
버
넌
스

포
용
성

시
민
참
여

투표율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사회단체 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행정자치부: 비영
리민간단체등록
현황

지역사회 참여율 지역사회 모임 또는 단체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

이웃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서울서베이

지역 자부심 본인이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정도 서울서베이

자원봉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

투
명
성
과
 
책
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시 인사과

사회단체
지원예산

서울시 예산 중 사회단체 지원예산액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신뢰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 대한 신뢰 정도 서울서베이

행정정보 공개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 중 비공개 
결정된 건을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의 비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

공공기관 청렴도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표 5-1 계속]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

1_사람 포용성

1) 경제적 역량

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완전평등한 상태(0점)에서부

터 완전불평등 상태(1점) 사이에 분포하는 점수이다. 서울은 지난 10년 동안 지니계

수가 0.27~0.28점 사이(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소득 기준한 점수)에 분포해 있다. 

지표상으로 보면 2007년 한국사회의 경제위기 전후로 지니계수가 0.3 이상을 나타내

다가 2015년에는 0.3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최근 5년 동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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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전체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2인 이상

전체가구
도시 

2인 이상

2005 -　 0.287 0.281 -　 11.9

2006 0.306 0.291 0.285 14.3 11.9

2007 0.312 0.295 0.292 14.8 12.6

2008 0.314 0.296 0.294 15.2 12.5

2009 0.314 0.294 0.295 15.3 13.1

2010 0.310 0.288 0.289 14.9 12.5

2011 0.311 0.288 0.289 15.2 12.4

2012 0.307 0.285 0.285 14.6 12.1

2013 0.302 0.280 0.280 14.6 11.8

2014 0.302 0.278 0.277 14.4 10.8

2015 0.295 0.270 0.269 13.8 10.4

주 1)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임.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주 2) 가계동향조사는 2001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03년부터는 2인 
이상 비농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5-2]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전국)
(단위: %)

[그림 5-1] 지니계수(전국)



94�/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그림 5-2] 상대적 빈곤율(전국)

아래 표는 한국 사회 전체와 OECD 국가의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한 표이

다. 지니계수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지니계수

OECD 평균 0.318

한국 0.302

일본 0.330

호주 0.337

캐나다 0.322

미국 0.394

영국 0.358

프랑스 0.294

이탈리아 0.325

스페인 0.346

주: 완전평등: 0, 완전불평등: 1

자료: OECD Statistics

[표 5-3]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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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대적 빈곤율

한국 14.6

일본 9.9

호주 12.8

캐나다 12.6

미국 17.5

영국 10.4

프랑스 8.0

이탈리아 13.3

스페인 15.9

자료: OECD Statistics

[표 5-4]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 생산가능인구 중 4년제 미만 대졸 이

상 학력 비율은 49.0%, 4년제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은 38.1%이다. OECD 국

가들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서울의 생산가능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생산가능

인구
(15~64세)

학력
4년제 

미만 대졸 
이상 비율

대졸 
이상 
비율

4년제 
미만 
졸업

대학교 
졸업

석사과정 박사과정

2005 7,432,406 686,964 1,764,613 314,643 74,516 38.2 29.0 

2010 7,347,223 783,294 1,875,985 404,564 106,232 43.1 32.5 

2015 7,193,411 790,463 2,124,260 476,533 136,512 49.0 38.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5-5]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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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자 비율

2015년 대졸 이상 비율

OECD 평균 35.0

일본 49.5

호주 42.9

캐나다 55.2

미국 44.6

영국 43.5

이탈리아 17.5

스페인 35.1

자료: OECD Statistics

[표 5-6] OECD 주요 국가의 대졸 이상 비율 
(단위: %)

실업률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3.9%에서 4.8% 사

이에서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의 실업자는 22만 7천 명으로 

실업률은 4.2%였다.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

람을 의미한다. 



05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 97

연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2005 5,135 4,890 246 2,980 4.8 
2006 5,138 4,906 232 3,023 4.5 
2007 5,148 4,940 207 3,040 4.0 
2008 5,122 4,922 201 3,136 3.9 
2009 5,064 4,835 228 3,259 4.5 
2010 5,180 4,936 244 3,205 4.7 
2011 5,252 5,012 239 3,147 4.6 
2012 5,258 5,036 222 3,184 4.2 
2013  5,307 5,097 210 3,213 4.0
2014 5,386 5,146 241 3,132 4.5
2015 5,362 5,135 227 3,199 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7] 실업률 
(단위: 천 명, %)

[그림 5-4] 실업률

2015년 실업률

OECD 평균 7.0

일본 3.8

호주 6.2

캐나다 7.0

미국 5.4

영국 5.7

프랑스 10.1

이탈리아 12.1

스페인 22.2

자료: OECD Statistics

[표 5-8]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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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58.1%에서 60.4%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의 취업자는 513만 5천 명으

로 취업률은 60.0%로 조사되었다.

연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률

2005 5,135 4,890 246 2,980 60.3 

2006 5,138 4,906 232 3,023 60.1 

2007 5,148 4,940 207 3,040 60.4 

2008 5,122 4,922 201 3,136 59.6 

2009 5,064 4,835 228 3,259 58.1 

2010 5,180 4,936 244 3,205 58.9 

2011 5,252 5,012 239 3,147 59.7 

2012 5,258 5,036 222 3,184 59.7 

2013 5,307 5,097 210 3,213 59.8 

2014 5,386 5,146 241 3,132 60.4 

2015 5,362 5,135 227 3,199 6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9] 취업률 
(단위: 천 명, %)

[그림 5-5]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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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취업률

OECD 평균 66.4

일본 73.3

호주 72.2

캐나다 72.5

미국 68.7

영국 73.2

프랑스 64.3

이탈리아 57.1

스페인 58.7

자료: OECD Statistics

[표 5-10] OECD 주요 국가 취업률 
(단위: %)

비정규직 비율

서울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어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등으로 분류)의 비율은 2006년 42.0%를 나타낸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1.6%로 조사되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

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

해진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 동일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를 의미한다. 

최근 서울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

해 서울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의 불안정

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구조화되게 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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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2005 3,491 2,097 1,394 39.9 

2006 3,536 2,051 1,486 42.0

2007 3,642 2,174 1,469 40.3

2008 3,641 2,250 1,391 38.2

2009 3,588 2,324 1,263 35.2

2010 3,786 2,484 1,303 34.4

2011 3,876 2,571 1,306 33.7

2012 3,890 2,579 1,311 33.7

2013 3,994 2,697 1,297 32.5

2014 3,990 2,701 1,289 32.3

2015 4,041 2,764 1,277 3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11] 비정규직 비율 
(단위: 천 명, %)

[그림 5-6] 비정규직 비율

2015년 비정규직 비율

OECD 평균 20.3

일본 22.7

호주 30.9

캐나다 18.9

미국 18.4

영국 26.7

프랑스 18.8

이탈리아 18.5

스페인 15.7

자료: OECD Statistics

[표 5-12] OECD 주요 국가 비정규직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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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서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7년 1.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적

용대상 상시근로자 수 중 장애인 근로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연도 서울 전국

2007 1.31 1.53

2008 1.48 1.72

2009 1.60 1.86

2010 1.97 2.22

2011 1.97 2.25

2012 2.06 2.32

2013 2.22 2.46

2014 2.26 2.53

2015 2.31 2.59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률

[표 5-13] 장애인 고용률 
(단위: %)

[그림 5-7] 장애인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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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웰빙 

사회보험 가입률

2015년 서울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국민연금 67.0%, 건

강보험 69.7%, 고용보험 67.2%로, 3개의 사회보험 가입률 모두 2013년 이후 감소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12 3,943 67.2 69.8 65.2 

2013 4,057 68.9 71.8 68.3 

2014 4,035 68.4 71.4 67.8 

2015 3,985 67.0 69.7 67.2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표 5-14]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천 명, %)

[그림 5-8] 사회보험 가입률

기대수명 격차

0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기대수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2014년 기대수명은 83.6세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긴 수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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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2005 2008 2011 2014

전국 78.2 79.6 80.6 81.8 

서울특별시 80.4 81.7 82.7 83.6 

부산광역시 77.8 78.8 80.2 81.6 

대구광역시 78.5 79.6 80.7 82.0 

인천광역시 78.5 80.1 80.7 82.0 

광주광역시 79.1 80.0 80.8 82.0 

대전광역시 79.2 80.3 81.3 82.6 

울산광역시 77.7 79.2 80.2 81.3 

세종특별자치시 - - - 81.8 

경기도 79.2 80.7 81.7 82.9 

강원도 77.6 79.0 80.7 81.4 

충청북도 77.6 79.1 80.1 81.7 

충청남도 78.0 79.7 81.1 81.8 

전라북도 78.2 79.2 80.7 82.0 

전라남도 77.8 79.1 80.2 81.7 

경상북도 77.7 79.0 80.2 81.8 

경상남도 77.5 79.0 80.3 81.6 

제주특별자치도 79.3 81.4 82.2 82.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과(생명표)

[표 5-15] 시도별 기대수명
(단위: 세)

[그림 5-9] 전국과 서울의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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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예산 비율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77%에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3.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전체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예산 비율

2008 22,334,166 841,359 3.77 

2009 26,298,492 989,160 3.76 

2010 23,973,185 852,032 3.55 

2011 22,568,725 634,738 2.81 

2012 24,206,530 734,504 3.03 

2013 25,498,860 803,588 3.15 

2014 27,713,431 774,564 2.79 

2015 30,473,715 918,282 3.01 

주: 예산 항목 중 ‘문화 및 관광’

자료: 서울시, 예산담당관

[표 5-16] 공공문화예산 비율
(단위: 백만 원, %)

[그림 5-10] 공공문화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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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앙정부 문화예산 비율

OECD 2.80

한국 2.49

일본 0.33

미국 0.81

영국 2.29

프랑스 2.89

이탈리아 1.72

스페인 4.12

출처: 양혜원 외, 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표 5-17] OECD 주요 국가 중앙정부 문화예산 비율
(단위: %)

 

문화서비스 만족도

서울시민의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2006년 5.18점부터 2013년 6.41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5년 5.63점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문화서비스 만족 비율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2006 12.9 67.2 19.8 5.18

2007 12.0 60.4 27.6 5.37

2008 10.0 57.7 32.3 5.56

2009 8.8 61.2 30.0 5.54

2010 7.2 50.9 41.9 5.93

2011 6.6 49.7 43.7 6.02

2012 6.2 45.1 48.7 6.38 

2013 5.5 37.1 57.3 6.41

2014 12.6 42.9 44.4 5.91

2015 13.3 48.1 38.5 5.63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18] 문화서비스 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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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문화서비스 만족도

주관적 건강만족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5년 47.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좋음/매우 좋음 

2008 50.9

2009 49.5

2010 49.4

2011 46.1

2012 46.1

2013 45.9

2014 46.1

2015 47.5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표 5-19] 주관적 건강만족도
(단위: %)

 



05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 107

[그림 5-12] 주관적 건강만족도

2015년 주관적 건강만족도

OECD 평균 68.0

한국 35.0

일본 30.0

호주 85.0

캐나다 89.0

미국 88.0

영국 74.0

프랑스 67.0

이탈리아 66.0

스페인 72.0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2015

[표 5-20] OECD 주요 국가의 주관적 건강만족도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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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정도(종합)는 2015년에 10점 만점 기준 6.03점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6.31

점), ‘외국인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6.17점)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공감이 높은 

반면, ‘본인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5.62점)는 인

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도 종합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10 5.90 5.42 6.03 6.25 

2011 5.98 5.52 6.13 6.29 

2013 6.04 5.62 6.19 6.32

2015 6.03 5.62 6.17 6.31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21]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10점 만점)

[그림 5-13]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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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공간 포용성

1) 생활인프라 접근성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

택비율은 2009년 4.4%에서 2014년 6.1%로 증가하였다. 

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 수 주택 수(등록센서스) 공공임대주택 비율

2005 - 3,102.2 - -
2006 - 3,151.1 - -
2007 - 3,172.3 - -
2008 - 3,231.7 - -
2009 142,900 3,258.4 - 4.4 
2010 159,611 3,399.8 3,442.1 4.7 
2011 176,088 3,449.2 3,477.8 5.1 
2012 187,657 3,498.0 3,509.8 5.4 
2013 212,644 3,547.7 3,546.4 6.0 
2014 219,919 3,603.8 3,607.6 6.1 
2015 235,451 - 3,633.0 -　

[표 5-22]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단위: 호, 천 호, %)

[그림 5-14] 공공임대주택 비율



110�/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2013년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 10.4

한국 7.1

일본 3.8

호주 5.6

캐나다 4.1

미국 4.8

영국 17.8

프랑스 18.7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표 5-23] OECD 주요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주거비 부담률

전국 도시지역 1인 이상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50%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9%로 나타

났다. 

연도 소득 소비 지출: 주거비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06 2,830,296 189,085 6.68 

2007 2,973,003 193,351 6.50 

2008 3,073,383 206,597 6.72 

2009 3,060,891 206,928 6.76 

2010 3,235,990 221,285 6.84 

2011 3,420,963 232,261 6.79 

2012 3,613,322 245,215 6.79 

2013 3,675,004 255,095 6.94 

2014 3,743,156 254,331 6.79 

2015 3,776,796 263,822 6.9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5-24] 주거비 부담률(도시, 1인 이상 가구)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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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주거비 부담률(도시)

2015년 주거비 부담률
OECD 평균 18.0

한국 16.0
일본 22.0
호주 20.0

캐나다 21.0
미국 18.0
영국 23.0

프랑스 21.0
이탈리아 24.0
스페인 22.0

출처: Better Life Index 2015

[표 5-25] OECD 주요 국가의 주거비 부담률 
(단위: %)

서울시 가구의 소득 도시지역 1인 이상 가구의 월소득 대비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97%에서 감소하여 2008년에는 5.76%로 조사되었다. 

연도 소득 소비 지출: 주거비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2005 3,117 186 5.97 
2006 3,205 194 6.05 
2007 3,387 199 5.88 
2008 3,591 207 5.76 

주: 2009년부터 자료생산 어려움으로 생산 중단

자료: 통계청, 서울의 가계수지

[표 5-26] 주거비 부담률(서울)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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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주거비 부담률(서울)

이동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

표적인 시설은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무빙워크)와 저상버스가 있다. 

서울시 지하철역의 자동이동수단 설치율은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하철역 자동이동수단별 설치율은 엘리베이터 96.7%, 

에스컬레이터 86.6%,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2.9%이다. 저상버스는 매년 도입되고 

있으며 2015년 서울시 저상버스 총 누적대수는 2,65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무빙워크)

2005 93.6 63.8 54.0 2.3 
2006 94.0 65.3 54.0 2.3 
2007 94.0 66.8 43.0 2.3 
2008 94.0 67.2 36.6 2.3 
2009 94.2 71.3 31.7 2.7 
2010 95.9 78.2 29.7 2.7 
2011 96.2 81.2 29.7 2.7 
2012 96.4 81.8 28.5 2.6 
2013 96.7 84.1 27.8 2.6 
2014 96.7 85.1 27.8 3.0 
2015 96.7 86.6 27.4 2.9 

[표 5-27] 지하철역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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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지하철역 자동이동수단 설치율

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 누적대수 
2005 51 119
2006 230 349
2007 127 476
2008 265 741
2009 484 1,225 
2010 329 1,554 
2011 203 1,757 
2012 261 2,018 
2013 240 2,258 
2014 238 2,496 
2015 208 2,650 

[표 5-28] 저상버스 도입대수
(단위: 대)

[그림 5-18] 저상버스 도입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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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시율

녹시율은 지역 내 가로경관에서 서있는 사람의 시계 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면적비율이다. 서울시의 녹시율은 2005년 15.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2.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로는 주간선도로 24.1%, 보조간선도로 27.8%, 집산

도로 26.0%, 국지도로 1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전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2005 15.3 18.6 18.6 14.4 9.8
2006 17.4 21.2 19.9 18.2 10.3
2007 17.0 20.6 18.9 18.6 10.1
2008 18.5 21.9 19.8 21.4 10.9
2009 19.3 21.4 23.3 21.6 11.0
2010 20.4 21.5 25.4 23.0 11.6
2011 20.4 20.9 25.0 24.0 11.7
2012 21.0 21.5 25.1 25.4 12.1
2013 21.6 22.3 25.5 25.6 13.1
2014 22.1 23.8 26.4 25.7 12.5
2015 22.6 24.1 27.8 26.0 12.6 

※ 지표 중요도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제외되었던 개념

자료: 서울시 조경과

[표 5-29] 녹시율 
(단위: %)

[그림 5-19] 녹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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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숲 등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 10

점 만점 기준 5.48점으로 조사된 이후 2012년 6.55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4년에는 5.98점으로 하락하였다. 

연도 녹지환경 만족도

2007 5.74

2008 5.48

2009 5.74

2010 6.34

2012 6.55

2014 5.98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30] 녹지환경 만족도 
(10점 만점)

[그림 5-20]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 만족도를 OECD 국가 자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우리는 간접 비교 자료로서 물환경 만족도와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를 참고

하였는데 한국의 물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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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물환경 만족도

OECD 평균 81.0

한국 78.0

일본 85.0

호주 91.0

캐나다 91.0

미국 85.0

영국 88.0

프랑스 82.0

이탈리아 71.0

스페인 71.0

주: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OECD, Gallup world poll

[표 5-31] OECD 주요 국가의 물환경 만족도
(단위: %)

2010~2012년 평균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OECD 평균 12.35

한국 23.83

일본 14.23

호주 3.36

캐나다 7.07

미국 8.26

영국 9.71

프랑스 12.32

이탈리아 16.71

스페인 10.00

출처: OECD, How’s Life? 2015

[표 5-32] OECD 주요 국가의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단위: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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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만족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2005년 10점 만점 기

준 5.52점으로 조사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59점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지하철이 7.01점으로 가장 높고, 버스 6.88점, 택시 

5.88점 순이었다. 택시 만족도는 2014년(5.70점) 대비 0.18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6점 이하의 만족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종합
교통환경 만족도

버스 지하철 택시
2005 5.52 5.61 6.26 4.70 
2006 5.60 5.66 6.30 4.83 
2007 5.75 6.00 6.33 4.92 
2008 5.83 6.00 6.30 5.14 
2009 6.00 6.19 6.52 5.27 
2010 6.19 6.16 6.71 5.67 
2011 6.23 6.28 6.79 5.61
2012 6.31 6.58 6.81 5.54
2013 6.40 6.67 7.03 5.50
2014 6.47 6.78 6.95 5.70
2015 6.59 6.88 7.01 5.88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33] 교통환경 만족도
(10점 만점)

[그림 5-21] 교통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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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는 OECD 국가 자료의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료를 비교했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환

경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평균 5.5

한국 10.1
일본 4.0
호주 5.1

캐나다 5.5
미국 10.3
영국 2.8

프랑스 5.1
이탈리아 5.7
스페인 3.6

자료: OECD Statistics

[표 5-34] OECD 주요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시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등)에 대한 만족도

는 2015년 10점 만점 기준 6.16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2005년

(5.39점)부터 2013년(6.44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 

6.13점, 2015년 6.16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주거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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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거환경 만족도

2005 5.39 

2006 5.78 

2007 5.66 

2008 5.76 

2009 5.81 

2010 5.95 

2011 6.10 

2012 6.25 

2013 6.44 

2014 6.13 

2015 6.16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35] 주거환경 만족도 
(10점 만점)

서울시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는 OECD 국가 자료의 개인당 방의 개수 데이터

를 비교하였는데,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2013년 개인당 방의 개수

OECD 평균 1.70

한국(2010) 1.43

일본(2008) 1.82

호주(2011) 2.33

캐나다(2011) 2.52

미국 2.42

영국 1.90

프랑스 1.80

이탈리아 1.40

스페인 1.90

자료: OECD Statistics

[표 5-36] OECD 주요 국가의 개인당 방의 개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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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접근성

공공인터넷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16년 57.7%로 조사되었다.

연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 없다

2016 52.4 17.3 30.3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37] 공공와이파이 인지도
(단위: %)

연도 있다 없다

2016 57.7 42.3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38] 공공와이파이 이용경험 
(단위: %)

안전서비스

서울시가 공개된 장소에 직접 설치한 CCTV는 2015년 기준 총 56,813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치목적별로는 범죄예방 27,707대, 시설안전 25,249대, 교통단속 

3,586대, 교통정보 수집 27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공공기관

CCTV 합계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2014 47,387 21,295 22,965 2,936 191 

2015 56,813 27,707 25,249 3,586 271 

주: 지자체가 공개된 장소에 직접 설치한 CCTV 대수이며 해당 지자체 CCTV 전체 설치 대수 현황이 
아님

자료: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표 5-39] 공공기관 CCTV 운영현황 
(단위: 대)



05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 121

[그림 5-23] 공공기관 CCTV 운영현황

응급대응 서비스

119 구급대 출동건수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06,546건, 119구

조대 출동건수는 2015년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127,481건으로 조사되었다. 화재

현장 출동건수 또한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921건이었다. 화재현

장 5분내 도착률은 2015년 89.7%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119 구급대 

출동건수
119 구조대 

출동건수

화재현장

화재현장 
출동건수

5분내 도착건수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2011 410,202 97,263  5,526  5,280 95.5 

2012 429,386 124,889  5,724  5,497 96.0 

2013 433,852 128,792  5,471  5,304 96.9 

2014 484,494 131,257  5,815  5,602 96.3 

2015 506,546 127,481  5,921  5,314 89.7 

주: 119구조활동은 동물구조, 위치추적, 승강기 안전조치, 산악구조 등 13개 활동 포함

자료: 서울소방재난본부

[표 5-40] 응급대응 서비스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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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응급대응 서비스

밤거리 안전 만족도

서울시민이 도심에서 밤늦게 걸어다니는 야간보행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10점 만

점 기준 5.72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민이 느끼는 밤늦게 걸어다니는 것에 대

한 위험정도는 2014년 10점 만점 기준 5.53점으로 조사되어 밤거리가 다소 위험하

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밤거리 안전 만족도

2015 5.72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41] 밤거리 안전 만족도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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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밤거리 위험도
2005 5.84 
2006 5.45 
2007 5.69 
2008 5.15 
2009 5.16 
2010 5.23 
2011 5.24 
2012 5.26 
2013 5.17
2014 5.53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42] 밤거리 위험도
(10점 만점)

[그림 5-25] 밤거리 위험도

2014년 ‘밤거리가 안전하다’의 비율
OECD 평균 69.0

한국 61.0
일본 68.0
호주 62.0

캐나다 80.0
미국 73.0
영국 79.0

프랑스 70.0
이탈리아 58.0
스페인 85.0

출처: Gallup world poll

[표 5-43] OECD 주요 국가 밤거리 안전 인지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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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거버넌스 포용성

1) 시민참여

투표율

감소추세이던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2012년 75.1%로 2007년에 비해 12.3%p 상

승하였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4년에는 58.6%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선거에 비해 

9.7%p 상승한 5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다.

선거명 연도 선거인 수 총투표자 투표율

대통령선거

1997 7,358,547 5,926,743 80.5
2002 7,670,682 5,475,715 71.4
2007 8,051,696 5,066,022 62.9
2012 8,393,847 6,307,869 75.1

지방선거

1998 7,377,751 3,459,481 46.9
2002 7,665,343 3,499,524 45.7
2006 7,983,648 3,976,287 49.8
2010 8,211,461 4,426,182 53.9
2014 8,441,594 4,948,897 58.6

국회의원 선거

2000 7,505,246 4,075,201 54.3
2004 7,750,350 4,818,901 62.2
2008 8,078,355 3,701,619 45.8
2012 8,387,222 4,654,423 55.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5-44] 투표율
(단위: 명, %)

[그림 5-26]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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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투표율

OECD 68.4

일본(2014) 52.7

호주(2013) 93.2

캐나다(2011) 61.1

미국(2012) 68.0

영국(2010) 65.8

프랑스(2012) 80.4

이탈리아(2013) 75.2

스페인(2011) 68.9

출처: OECD, How’s Life? 2015

[표 5-45] OECD 주요 국가의 투표율
(단위: %)

사회단체 수

서울시의 비영리 사회단체는 2007년 91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858개로 나타났다. 비영리 사회단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를 의미한다. 

연도
전국 사회단체 수 

(중앙+시도)
전국 사회단체 수

(시도)
서울 소재 사회단체 수

2005 5,953 5,290 -
2006 6,699 5,956 -
2007 7,241 6,451 910
2008 8,175 7,330 965
2009 9,003 8,022 1,052 
2010 9,603 8,511 1,186 
2011 10,209 9,020 1,278 
2012 10,889 9,570 1,404 
2013 11,579 10,166 1,590 
2014 12,252 10,758 1,737
2015 12,894 11,333 1,858 

[표 5-46] 사회단체 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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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사회단체 수

지역사회 참여율

2015년 기준, 서울시민의 77.9%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 참여유형으로는 동창회가 53.2%로 가장 많았고, 친목회(44.1%), 지역모임

(18.6%), 종교단체(17.2%), 동호회(1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

은 친교적 성격의 지역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참여율 친목회 동창회 지역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동호회 종교단체 기타

2008 72.6 41.3 41.1 10.2 6.9 8.4 14.7 5.5

2009 75.2 42.5 44.3 10.1 7.2 8.1 14.4 5.9

2010 75.8 41.4 41.5 9.3 8.2 7.4 16.2 6.4

2011 75.3 41.7 41.5 8.9 7.8 7.6 12.2 3.9

2012 77.7 41.2 45.1 11.7 10.8 8.8 18.1 3.8

2013 78.6 44.3 46.3 12.2 10.0 9.0 17.2 4.1

2014 78.3 43.0 47.0 13.3 9.0 11.1 13.2 3.6

2015 77.9 44.1 53.2 18.6 12.8 16.0 17.2 5.4

주: 기타)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단체, 정당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47] 지역사회 참여율
(단위: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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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지역사회 참여율

[그림 5-29] 참여하는 단체

이웃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2010년 6.07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줄어들어, 2015년 5.5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들의 이웃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지난 6년간 이웃 신뢰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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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웃 신뢰도

2010 6.07

2011 5.81

2012 5.55

2013 5.36

2014 5.54

2015 5.51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48] 이웃 신뢰도
(10점 만점)

[그림 5-30] 이웃 신뢰도

2013년 타인에 대한 신뢰도

OECD 내 EU국가 5.8

영국 6.1

프랑스 5.0

이탈리아 5.7

스페인 6.3

출처: OECD, How’s Life? 2015

[표 5-49] OECD 주요 국가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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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부심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음 조사가 수행되었던 2007년 67.2점에서 2010년 

73.50점으로 상승추세였으나, 그 후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2014년 70.5점으

로 나타났다. 

연도 20점 이하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 평균

2007 2.0 4.1 31.6 50.5 11.8 67.2 

2008 1.7 3.7 26.0 54.9 13.7 69.2 

2009 1.0 2.7 20.5 55.8 20.0 72.4

2010 0.8 1.8 19.3 56.4 21.6 73.5

2011 0.8 2.4 22.8 53.6 20.3 72.2

2012 0.7 1.7 17.3 60.1 20.2 73.3 

2013 - - - - - 75.5 

2014 1.6 2.0 21.5 61.1 13.8 70.6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50] 지역 자부심
(100점 만점)

[그림 5-31] 지역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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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율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15년 12.3%로 2010년 24.6%를 기록한 후 최

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사회참여정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도 자원봉사율

2005 13.4 

2006 12.5 

2007 17.7 

2008 20.0 

2009 20.3 

2010 24.6 

2011 23.0 

2012 22.7 

2013 20.3

2014 13.4

2015 12.3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51] 자원봉사율
(단위: %)

[그림 5-32] 자원봉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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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원봉사 빈도

참여율한 달에 
1회 미만

주 1회 미만, 
한 달 최소 1회

주 최소 1회, 
매일은 아님

매일

OECD 16.4 8.4 7.8 1.6 34.2
한국 14.6 7.8 3.6 0.4 26.4
일본 22.3 7.6 3.0 0.6 33.5
호주 18.7 8.6 10.7 1.5 39.5

캐나다 23.2 11.8 11.7 2.1 48.7
미국 26.2 14.8 12.2 2.5 55.7
영국 13.6 6.8 9.2 1.5 31.1

프랑스 10.6 5.7 7.1 1.9 25.2
이탈리아 9.0 4.5 6.1 1.9 21.6
스페인 8.0 4.3 4.1 1.7 18.1

출처: OECD, How’s Life? 2015

[표 5-52] OECD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 빈도와 참여율
(단위: %)

2) 투명성과 책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8.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고용에 있어 성별 격차가 완화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05 41,076 29,444 11,632 28.3 
2006 41,367 29,017 12,350 29.9 
2007 40,819 27,985 12,834 31.4 
2008 40,539 27,246 13,293 32.8 
2009 41,303 27,184 14,119 34.2 
2010 40,395 26,201 14,194 35.1 
2011 40,218 25,898 14,320 35.6 
2012 40,252 25,392 14,860 36.9 
2013 40,146 25,075 15,071 37.5 
2014 39,649 24,089 15,560 39.2 
2015 40,384 23,871 16,513 40.9 

[표 5-53] 공무원 중 여성 비율
(단위: 명, %)



132�/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그림 5-33] 공무원 중 여성 비율

사회단체 지원예산

행정자치부의 예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액은 2014년 약 132억에서 2015년 90

억으로 감소하였다. 

연도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2014 13,270 

2015 9,000 

자료: 행정자치부

[표 5-54] 사회단체 지원예산(전국)
(단위: 백만 원)

[그림 5-34] 사회단체 지원예산(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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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뢰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0점 만점 기준 5.73점에서 2015년에는 5.05점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

났다. 

연도 공공기관 신뢰도

2010 5.73 

2011 5.14 

2012 5.22 

2013 5.32 

2014 5.08 

2015 5.05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표 5-55] 공공기관 신뢰도
(10점 만점)

[그림 5-35] 공공기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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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율

행정정보 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 중 비공개 결정된 건을 제외

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행정정보 공개율

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94.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시

는 대부분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청구건수
처리건수

기타
정보

공개율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 3,649 2,036 1,666 181 189 1,613 90.7 

2009 4,127 2,540 2,055 274 211 1,587 91.7 

2010 3,746 2,274 1,883 217 174 1,472 92.4 

2011 5,077 2,521 2,153 232 136 2,556 94.6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97.5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97.8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96.2 

2015 8,320 4,332 3,281 823 228 3,988 94.7 

자료: 서울통계

[표 5-56] 행정정보 공개율
(단위: 건, %)

[그림 5-36] 행정정보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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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공공기관(서울시) 청렴도는 2008

년 10점 만점 기준 9.34점으로 측정된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06점으로 측정되었다. 

연도 청렴도지수

2005 8.24

2006 8.29

2007 9.08

2008 9.34

2009 9.09

2010 9.01

2011 8.36

2012 6.96

2013 7.64

2014 6.85

2015 7.06

주: 서울시 청렴도는 본청의 청렴도지수로 해당 자치구 전체 청렴도지수 현황이 아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표 5-57] 공공기관 청렴도(서울시)
(10점 만점)

[그림 5-37] 공공기관 청렴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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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우리는 서울형 포용지표 체계를 기준으로 개별 지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의 포

용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에서 우리는 

서울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OECD 평균 데이터를 병기하였다. 그런 다음 서울의 개별 

지표값이 OECD 값에 비해 평균 정도인지, 아니면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개별 지

표에 대해 표시하였다.

지표별 서울시 현황 OECD 평균 데이터
평균 
정도

평균
이하

평균 
이상

비고

사
람  
 
포
용
성

경
제
적  
 
역
량

지니계수 
0.302(전국) 

Gini coefficient
0.318

∨
2014년 전국

기준

생산가능인구 중 대졸
자 비율 49.0%(서울)

대졸 이상 비율
35.0%

∨
2015년 

기준

실업률 4.2%(서울) 실업률 7.0% ∨
2015년 

기준

취업률 60.0%(서울) 취업률 66.4% ∨
2015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
31.6%(서울)

Part-time 
employment 

20.3%
∨

2015년 기준,
10%p 이상 

높음

장애인 고용률12) - - - - -

사
회
적
 
웰
빙

사회보험 가입률 - - - - -

기대수명 격차
83.6세(서울), 
81.8세(전국)

기대여명 79.9세 ∨ 2013년 기준

공공문화예산 비율
2.49%(전국) 

중앙정부 문화예산 비율 
2.80%

∨
2008년 

중앙정부 기준

문화서비스 만족도 - - - - -

주관적 건강만족도
35.0%(전국)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68.0%

∨
2015년 기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 - - - -

[표 5-58]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와 OECD 지표 비교

12) 데이터가 비어있는 것은 동일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완성되지 못한 데이터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05 서울시 포용도시 수준 진단 / 137

지표별 서울시 현황 OECD 평균 데이터 평균 
정도

평균
이하

평균 
이상 비고

공
간
 
포
용
성

생
활
인
프
라
 
접
근
성

공공임대주택 
6.0%(서울)

social rental 
housing stock

10.4%
∨

2013년
기준

주거비부담률
16.0%(전국)

주거비부담률
18.0% 

∨ ∨
2015년

전국
기준

이동권 - - - - -
녹시율 - - - - -

녹지환경 만족도

물환경만족도 81.0%
(한국 78.0%)

∨ ∨
2014년

기준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12.35

(한국 23.83)
∨

2010년~
2012년 
평균값

교통환경 만족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5.5명
(한국 10.1명)

∨
2013년 기준,

사망자 수
약 2배

주거환경 만족도
1인당 방 개수 1.70개

(한국 1.43개)
∨ ∨

2013년
기준

공
공
서
비
스
 
접
근
성

공공인터넷 - - - - -

안전서비스 - - - - -

응급대응 서비스 - - - - -

밤거리안전 만족도
61.0%(전국)

‘밤거리가 안전하다’의 
비율 69.0%

∨ ∨
2014년

기준

거
버
넌
스
 
포
용
성

시
민
참
여

투표율
(2012년 대선
75.1%-서울)

OECD 68.4% ∨
OECD, 

How’s Life? 
2015 기준

사회단체 수 - - - - -
지역사회 참여율 - - - - -
이웃 신뢰도
5.36(서울)

타인에 대한 신뢰도 5.8
(OECD 내 EU국가)

∨ ∨
2013년 

기준

지역 자부심 - - - - -
자원봉사율
12.3%(서울)

자원봉사 참가율 34.2% - ∨
2012년 

기준

투
명
성
과  
 
책
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 - - -

사회단체 지원예산 - - - - -
공공기관 신뢰도 - - - - -
행정정보 공개율 - - - - -
공공기관 청렴도 - - - - -

[표 5-58 계속]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와 OECD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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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 서울시 현황 OECD 평균 데이터 평균 
정도

평균
이하

평균 
이상 비고

공
간
 
포
용
성

생
활
인
프
라
 
접
근
성

공공임대주택 
6.0%(서울)

social rental 
housing stock

10.4%
∨

2013년
기준

주거비부담률
16.0%(전국)

주거비부담률
18.0% 

∨ ∨
2015년

전국
기준

이동권 - - - - -

녹시율 - - - - -

녹지환경 만족도

물환경만족도 81.0%
(한국 78.0%)

∨ ∨
2014년

기준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12.35

(한국 23.83)
∨

2010년~
2012년 
평균값

교통환경 만족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5.5명
(한국 10.1명)

∨
2013년 기준,

사망자 수
약 2배

주거환경 만족도
1인당 방 개수 1.70개

(한국 1.43개)
∨ ∨

2013년
기준

공
공
서
비
스
 
접
근
성

공공인터넷 - - - - -

안전서비스 - - - - -

응급대응 서비스 - - - - -

밤거리안전 만족도
61.0%(전국)

‘밤거리가 안전하다’의 
비율 69.0%

∨ ∨
2014년

기준

거
버
넌
스
 
포
용
성

시
민
참
여

투표율
(2012년 대선
75.1%-서울)

OECD 68.4% ∨
OECD, 

How’s Life? 
2015 기준

사회단체 수 - - - - -

지역사회 참여율 - - - - -

이웃 신뢰도
5.36(서울)

타인에 대한 신뢰도 5.8
(OECD 내 EU국가)

∨ ∨
2013년 

기준

지역 자부심 - - - - -

자원봉사율
12.3%(서울)

자원봉사 참가율 34.2% - ∨
2012년 

기준

투
명
성
과  
 
책
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 - - -

사회단체 지원예산 - - - - -

공공기관 신뢰도 - - - - -

행정정보 공개율 - - - - -

공공기관 청렴도 - - - - -

[표 5-58 계속]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와 OECD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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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사람 포용성 지표 비교결과

[그림 5-39] 공간 포용성 지표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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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거버넌스 포용성 지표 비교결과



06
포용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1_서울의 포용성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화 

2_인적 역량의 불평등 완화 정책과 방향 

3_공간 포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지속 

4_‘시간 불평등 완화’를 통한 참여의 실질적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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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용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1_서울의 포용성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화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용도시에 관한 이론적 배

경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와 세계 대도시에서 시정 비전이나 사회발전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설정한 ‘포용도시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도시 논의를 서울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포용지표에 

근거해 서울의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데이터에 근거한 서울의 포용성 정도는 영

역별로 상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 정도를 내디뎠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이 포용도시로의 진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서울시민이 느

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5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생각을 

절반가량(49.0%: 아주 25.2% + 약간 23.8%)이 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평등이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16.2%: 아주 2.2% + 어느 정도 14.0%)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소

수에 불과했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생각이 불평등 감소에 대한 인식 비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13).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상

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40대 연령층, 월소득 200~400만 원 소득 계층, 지역적으로 

강북서권 거주자, 고졸자보다는 전문대졸 이상 계층, 주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인지

하는 계층이었다. 

13) 이 조사는 서울의 포용도시 지표체계 구축 조사 시 함께 진행된 것이다. 조사방법, 표본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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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서울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인식 정도

이러한 인식은 전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퓨리

서치의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그 사회의 경제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빈

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은 발전국가보다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높고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선진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모든 국가들에서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부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는 매우 큰 
문제이다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시스템이 
부자에게 우호적이다*

선진국 53 80 74

신흥국가 67 59 70

개발도상국 74 70 70

* 중국의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음

자료: http://www.pewglobal.org/2013/05/23/chapter-3-inequality-and-economic-mobility/

[표 6-1] 미국 퓨리서치 서베이 결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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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들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서울시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대

해서도 시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민 절반 정도는 서

울시가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49.8%: 아주 많이 

4.7% + 어느 정도 45.1%)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절반정도의 시민은 ‘노력

하지 않는 편이다’(50.2%: 전혀 6.9% + 별로 43.2%)라고 인식하고 있어 서울시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40대, 블루칼라, 학생, 고졸 이하, 

전문대학, 월소득이 낮은 계층, 중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는 앞에서 서울의 현재 포용성 정도가 OECD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막 포용

사회로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이 포용도시로의 지

향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포용성 진전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정책은 증거기반(evidence_based)에 입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단 기준으로서의 지표와 지표를 근거로 한 데이터 분석, 그리

고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진단과 평가 등의 순환 고리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서울형 포용지표 체계를 지속화시킬 수 있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미 5장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표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

이터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는 양적 자료를 기반으

로 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양적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보완도 필요하다.

2_인적 역량의 불평등 완화 정책과 방향 

서울의 사람 포용성 정도는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웰빙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에 따라 

상이했다. 지니계수나 학력지표들은 OECD 기준에 비해 좋은 편이었으나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의 지표에서는 포용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웰빙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 중 긍정적 지표는 기대수명 지표뿐 나머지 관련 지표들의 

포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울시가 앞으로 포용도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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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사람 포용성 부문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펴온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 정책이나 비정규직 완화 정책, 노동에서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생활형임금 정책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서울시는 시민 일자리에 대해 “노동에 대한 

투자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지하에 일하는 사람의 권

리는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노동존중 서울시’라는 노동비전을 발표하였다. 또

한 노동행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2012년),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2014년)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다. 특히 서울이 OECD 기준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2년

시범적으로 공공부문의 직접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 1,3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부터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지역

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

적인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서울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과 일자리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면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더욱이 우

리가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노동과 일자리의 불평등을 완화하

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은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별

과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다.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불평등 요인을 발굴

하고 그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나 신체상태의 불평등(예를 들어 저소

득층의 비만 비율이 높다는 점은 불평등한 현상이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 공공

서비스 만족도나 건강만족도, 다양성 사회를 위한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정책들

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사람 중심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중고령자의 노동환경

과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40년 서울 전체 인구 중 278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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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달해 고령화율이 30.4%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

는 상황이다. 인적 역량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사

회적 웰빙 영역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_공간 포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지속 

서울의 공간 포용성 현황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

거부담률, 주거환경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나 교통환경만족도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

영역에서 개선될 영역이 많아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은 메트로폴리스의 특성상 이러

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의 이러한 공간적 배제가 지속되고 구조화되는 것이다. 

서울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 2015년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을 혁신하

기 위한 주거관리 공공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

거안정대책인 권역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유지 등 자투리땅 활용, 서울형 리츠14) 등 새로운 민관협력형 

사업모델 개발과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15), 공공기숙사, 의료안심주택, 공공원룸

주택, 여성안심주택, 쪽방촌리모델링,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

공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개발 중이다. 

14)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8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은평뉴타운 부지를 서울리츠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2016. 제1호 은평뉴타운 서울형 리츠 1,000호 공급).

15) 2012년 1월,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스하우징 사업을 보완한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공급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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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의 포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 중 핵심 정책은 도시재생 정책과 보행도시 관

련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5년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

랜’을 발표하였으며, 보편적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누리는 삶터를 만들기 

위한 ‘주거재생 실행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도시의 

주인이 차가 아닌 사람임을 알리는 보행친화 도시 플랜이나 ‘교통약자16)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도 공간 포용성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노력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정책들

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_‘시간 불평등 완화’를 통한 참여의 실질적 불평등 완화

인적 역량의 불평등, 공간적 불균등과 격차가 지속되고 구조화되면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참여의 배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구축한 거버넌스 포용성 부문의 지표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로서의 참여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우리가 

시간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시간 빈곤’이 다차원적 의미를 내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빈곤층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퍼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난하다는 의미의 하우스푸어족과 전세를 사는 렌트푸어층 등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시간빈곤층이라는 용어가 청년세대와 연관되어 언급되었다. 시

간빈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이 과도하여 일하는 것 이외

에는 그 어떤 시간도 할애할 수 없는 시간 압박을 받는 계층들이 직면한 시간빈곤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지만 임금이 충분하지 못해 끊임없이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계층들인 워킹푸어층의 시간빈곤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전자는 삶

16) 서울시 교통약자는 총인구 대비 22.0% 수준이며, 전체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4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유아동반자
(18.4%), 어린이(17.9%), 장애인(17.8%), 임산부(0.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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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나 노동의 질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자

는 노동 유연성과 노동력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열악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여 참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의 하루 24시간 시간 사용17)

을 보면 일과 학습 중심의 피곤한 하루의 시간들로, 저소득층일수록 이동하는 시간도 

길고, 여성들의 경우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 돌보기 등 가사 관련 업무시간이 많

고, 식사시간은 짧고 여가시간도 짧다.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빈곤에 이미 불평등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 부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몇십여 년 전 유럽의 도시에서 시도되었던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을 모니터링하는 ‘시간부서’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해 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시간 사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민시간 사용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불평등의 다차원

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시간 사용은 

노동조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 시설, 여가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

공 문화자원의 확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선 5, 6기 서울시의 참여와 소통 정책은 거버넌스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2013년에 서울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 공개 시스템인 정보

소통광장을 공개하였다.18) 정보소통광장 개설 이후 정보공개율이 2014년에는 

96.2%까지 상승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정책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17) 2014년 서울시민의 생활시간 사용은 10년 전과 다를까? 단순 비교하면 2004년에 비해 2014년 시민이 여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평균시간이 14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말할 근거는 약하다. 주요 행동별 시간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55분으로 10년 동안 8분 증가하였으며, 이동과 관련하여 취업자들의 출퇴근시간은 
1시간 32분으로 2004년에 비해 6분 증가하였다. 수입이 있는 일하는 시간은 지난 10년 사이 18분 감소하였으며, 이 
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율은 48.1%에서 46.4%로 감소했다. TV시청은 10년 동안 1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참여율은 2004년 80.6%에서 2014년 75.3%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인터넷 행위의 행위자 참여율은 18.4%에서 
2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하루 24시간을 분석한 변미리(2015)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18) 2014년 3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 2015년 3월 서울건설정보 결재문서 공개, 시민이 올린 다양한 콘텐츠 
제공, 2015년 3월 모든 자치구 결재문서 공개, 2015년 10월 17개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공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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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셜방송인 라이브서울, 소셜미디어센터(SMC) 등 쌍방향 매체를 구축하였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청책(廳策)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책토론회는 각

계각층의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이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고찰하면서 어떤 

부분이 지속되어야 하고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보태져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서울

은 한국사회의 발전 맥락과 궤를 같이 하면서 반세기 만에 전쟁으로 폐허화된 도시에

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화려한 성장의 결실은 서울시민들에게 그만큼

의 대가를 요구했다. 성장의 결실이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채로 사람

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천만 인구의 메트로폴리스는 더 이상 ‘우리들의 도시’라

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격차 도시’로 변화하고 있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이 현재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 일자리 만들기 정책’, ‘저소득층과 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울의 포용성을 확장시키려는 노력

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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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ndings

Framework of the Inclusive City Indicators and the Inclusiveness 

of Seoul

Miree ByunㆍKwonjoong ChohㆍMinjin ParkㆍJinah KimㆍYoonseok ChoiㆍJi-Won Choi

Summary 

The Seoul Inclusive City Index is comprised of three areas: Human 

Inclusiveness, Spatial Inclusiveness, and Governance Inclusiveness. 

‘Seoul: An Inclusive City’ should be the city’s vision for the future.

Why has “Inclusive City” emerged?

Seoul has witnessed signs of economic uncertainty and social 

unrest. The city has lost its vigor as the growth engine of Korea. 

Youth unemployment and household debt have escalated to 

detrimental levels. A rapidly‐aging society presents the risk of 

generational conflict over a variety of issues. The openness of 

Seoul to foreigners and minorities is far below the level of the 

city’s global peers, and the city has no clear solutions to its social 

problems. A question has arisen as to whether its strategy for 

development into a global city has made our society “better” in a 

genuine sense. Seoul has entered a new phase, a turning point, 

which is different from its urban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past. In the face of difficult and unpredictable socioeconomic 

issues, the city needs a new action plan.

The Essence of an Inclusive City: Reducing Inequality & Disparity 

while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Seoul is not alone in these trends. Other global cities have f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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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question of whether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have contributed to building a better society. Many cities have 

recognized the increasing wealth inequality and the prevalence of 

social exclusion, and cit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as a solution to today’s social 

problems.

Discussion on the Inclusive City as a way to increase the 

inclusiveness of a nation or a city must also consider “social 

exclusion” to better understand the notion of inclusiveness and its 

meaning. Occurring at both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exclusion is a normative concept referring to a lack of social 

participation or benefit and is regarded as a state or process of 

excluding individuals or groups from participat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or to realize benefits for the 

dominant party. It also means exclusion from the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gains.

Social exclusion is a complicated, multidimensional process. It 

includes insufficient access to resources, rights, and services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ealms, as well as to 

ordinary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vailable to the majority of 

people in a society. It results in structuralized poverty, the cause, 

as well as the result of economic inequality.

The European Union (EU),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ities Joining the Discussion on the Inclusive City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ities are engaged in 

active discussions of the Inclusive City. To be sure,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and its interpretation can vary in debates about 

how to boost inclusive growth and improve the inclusiveness of a 

city. While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first appeared in the 

late 1990s, it has emerged as a policy agenda for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2006.

These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pproach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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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in a variety of ways. The World Bank insists on a transition 

to inclusive growth from shared growth, a concept that places 

emphasis on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It argues that urban 

inclusiveness should be promoted in the spatial,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launched the Inclusive 

Growth Initiative in 2012, pointing out that global economic 

development, ironically, has exacerbated inequalit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social institutions for inclusive 

growth and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growth, because rising 

inequality incurs social costs. The United Nations Habitat (UN‐
Habitat) recommended the Inclusive City as the main theme of the 

1999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In 2016, the idea of 

the Inclusive City was adopted as the main agenda for the Habitat 

III conference. The European Union (EU) calls for inclusiveness to 

reduce social exclusion, focusing on poverty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a way to eradicate urban poverty, the EU has also 

proposed policies to develop standards for measurement of 

poverty and identification of groups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Major global cities have adopted the paradigm of the Inclusive 

City as a vision for the future. The City of New York initiated the 

new urban development plan, OneNYC, placing emphasis on 

growth, sustainability, resilience, and equity. OneNYC is a 

comprehensive plan to address social exclusion resulting from 

rising inequality. It underscores that New York City is a thriving, 

sustainable, resilient, and equitable city. The City of Boston 

suggested four major goals and strategies to build an inclusive city: 

(i)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strengthening community 

ownership; (ii) Drive inclusive economic growth; (iii) Promote a 

healthy environmen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iv) Invest 

in infrastructure, open spac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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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Inclusive City Index Comprises Three Areas: Human 

Inclusiveness, Spatial Inclusiveness, and Governance Inclusiveness, 

Six Dimensions, and 33 Indicators

The Seoul Inclusive City Index Framework was developed by The 

Seoul Institute to reflect the global discussion on the Inclusive City 

in the administration of Seoul. Our research team first prepared 

a draft framework of the indices, which was reviewed by experts 

through brainstorming sessions, and in‐depth interviews to 

confirm its feasibility and propriety. The experts focused on 

whether the index embraced the context of the OECD Inclusive 

Growth Initiative, and whether its framework was comparable to 

other megacities. The potential usefulness of the data was also 

considered. Then, a survey of Seoul citizens was conducted to 

garner opinions on the feasibility and significance of the 

framework, and on individual indicators. After this thorough 

review, the Seoul Inclusive City Index Framework was finally 

confirmed.

The index is comprised of 3 areas, and 6 dimensions with 33 

indicators. The three areas are Human Inclusiveness, Spatial 

Inclusiveness, and Governance Inclusiveness. Each area is 

composed of two dimensions: Economic Competence and Social 

Well‐Being for Human Inclusiveness;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Access to Neighborhood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clusivenes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Responsibility for 

Governance Inclusiveness. The dimensions of Economic 

Competence and Social Well‐Being deal with the human capacity 

and the distribution of human resources.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Access to Neighborhood Infrastructure, deal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levels of inclusiveness in terms of regional 

equity and universal access. Citizen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Responsibility assess inclusiveness in terms of 

institutions 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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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clusive is Seoul,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The level of Seoul’s inclusiveness was assessed based on the Seoul 

Inclusive City Index. If it was possible to compare the data, Seoul 

was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by each indicator. As 

expected, the inclusiveness of Seoul varied by category.

Because there were comparable indicators in only some 

dimensions, there were limitations to fully assessing inclusiveness. 

Nevertheless, Seoul ranked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nly in 

the Economic Competence dimension within the Human 

Inclusiveness area. In all other dimensions, it ranked relatively 

low.

Taking a closer look, at Human Inclusiveness, Seoul showed 

higher inclusiveness in Economic Competence, but lower in 

Social Well‐Being. Spatial Inclusiveness was difficult to assess as 

there were only three indicators comparable to the OECD data, 

which were in the dimensions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and 

Access to Neighborhood Infrastructure.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dimension within the Governance Inclusiveness 

area, Seoul scored rather poorly.

Seoul Inclusiveness Rated as Low by Citizens

Do the citizens of Seoul think their city is on the right path toward 

an inclusive city? We conducted a survey of Seoul citizens on this 

subject, and most rated it relatively poorly. About half (49%) 

responded that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had increased in 

Seoul when compared to five years ago. This figure was more than 

three times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stated the opposite 

(16.2%).

The survey also asked how hard the city strived to reduce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bout half of the citizens (49.8%), 

responded, “the city has made some effort,” while the other half 

(50.2%), responded, “the city has not made sufficient effort.”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citizens think the city of Seoul has not 

worked hard enough to become more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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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Seoul to become more inclusive, people felt that what 

was most needed was, “measure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policy (24.5%)”. This was followed by other 

inclusive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policy to create more 

public service jobs (18.0%); assistance to low income groups and 

minorities (16.7%); better public services through improving 

neighborhood infrastructure (16.3%); policy to reduce regional 

disparity in public facilities (15.9%); and measur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in public policy 

(8.7%).

I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shes Society to be 

Inclusive, It Needs to Adopt “An Inclusive City” as the city’s Vision 

for the Future

Over the past half century, Seoul has grown into a global city 

through rapid economic development, dubb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As the national growth engine, Seoul has been at 

the heart of this economic development. Th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has reached almost 30,000. USD annually. 

Economic growth manifested itself in a boom of apartment 

construction and car ownership. However, Seoul is now 

confronted with problems once‐hidden by the rapid growth, such 

as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regions, social polarization, and 

lack of social transparency and trust. The city needs to tackle a 

range of social problems, such as having the world’s highest 

suicide rate, the world’s lowest birthrate, and a rapidly growing 

aging population. Inequality is at the heart of all of these 

problems. With thwarted expectations of the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gains, a majority of citizens have felt a sense of 

deprivation, envisioning a grim future for themselves as that 

characterized in, “Hell Joseon1)”. It is high time for Seoul to shift 

1) Joseon was a Korean kingdom (1392 to 1892) in which Confucian hierarchies and a feudal system were 
entrenched. “Hell Joseon” is a buzzword used to criticize the unfairness of Korean society where upward 
social mobility is effectively limited. The term was first coined in the early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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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development paradigm towards inclusive growth and 

making itself an inclusive city.

To that end, the city needs to improve this area of Human 

Inclusiveness, through implementing and expanding policies to 

mitigate inequality, and disparity among the population. Spatial 

Inclusiveness also needs to increase, by reducing inequality in 

housing, and reducing unsafe housing and neighborhoods. 

Through alleviating the time inequality among its citizens, the city 

must create an institution where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policy transparency are ensured. It is imperative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adopt this idea of an Inclusive City, 

as future vision for Seoul, if it wishes to build a better society that 

ensures the well‐being of it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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