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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표되는 기존 정비사업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시범사업이었다. 양호한 저

층주거지와 주민공동체를 보전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두 사업은 주민, 정부, 전문

가가 협력하여 수립한 공간환경 개선계획을 토 로 공공영역(길, 공원)은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민간영역(주택, 필지)은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량하

는 방식을 취했다. 서울시가 두 사업에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이라는 법

정 도시설계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주민조직의 설

립을 의무화했던 것은 이러한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 두 사

업은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노력으로도 이어져 최근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에서 뉴타운사업 해제 지역의 안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신설과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상지에서는 사업 과정 중에 등장한 개발사업 기회를 더 선호한 주민들의 반

로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완

료된 이후 공간환경의 개선과 주민조직의 활동이 지속되지 않은 곳들도 적지 않

았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사업 기간 내에 주민참여와 공간환경 개선이 이루어

졌더라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두 사업에 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두 사업의 제도적 특성,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 등 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는 데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적합한 쟁점에 착안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접근이 분절적

으로 이루어져 서로 간의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해석이 어려운 구도였

다. 그리고 부분의 연구들은 사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업의 한계와 그 원인의 분석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휴먼타

운과 디자인빌리지를 별도로 다루고 있어 두 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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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두 사업이 갖는 의미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실제 상지 가운데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선유골 휴

먼타운과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례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된 현

상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과 양상을 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그것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두 사업에 각각 도

입된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를 여타의 유사한 

사업들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실제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되었

던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의 영향과 의미에 주목하려

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

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선행연구의 분절적인 구도를 통합하는 것

과 함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매개로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사업이 무산된 원인과 의미를 도시설계 제도 및 

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 운용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도시계획 및 설계에 접목한 협력적 

계획이론을 고찰하여 사례 분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는 거시

적 차원의 맥락 분석으로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천과 위기, 이에 

한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응을 살펴봄으로써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중간적 차원의 제도 분석으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서울시 담당부서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두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제도적 특성과 쟁점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서울시의 사업 기획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설계로 간주하였

고, 분석 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에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

다. 셋째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분석으로 맥락과 제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선유골과 용마마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상

지의 공간적 및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을 발의단계, 계획단

계, 결정단계, 무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일어났던 주민, 정부, 전문가 

간의 주요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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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한 우리 사회의 선호와 관행은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제약으로 작

용했다. 1982년 합동재개발 사업이 등장한 이래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은 우리

나라 정비사업의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과정에서 견고한 사회적 

선호와 관행이 형성되었다. 2008년 뉴타운 사업의 위기와 사회문제 심화는 새로

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식과 관행

이 일시에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부, 시장과 건설업계가 모두 기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조적으로 서울시 주택도시관련 부서가 사

회적 맥락에 능동적으로 응하여 두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했던 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던 곳이 서울시였던 것과 과거

부터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부적 경험과 역

량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련 법제와 

절차를 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 

부서의 소관 법령과 행정적 수단을 결합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새

로운 사업을 기획하였다. 요컨  두 사업은 새로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제도설계

의 측면에서 “단절적 균형”이 아닌 “제도의 재배열”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두 사업의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이

고 원칙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를 갖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발사업과 효용을 비교해 자신의 선호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다. 

  둘째, 두 사업에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도입한 것은 사업 이후 지속되는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가 두 사업을 기획하면서 당

면했던 계획적 과제는 저층주거지의 공간변화 특성을 전제로 한 효과적인 민간

영역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사회적 맥락에서 기

존 정비사업의 강점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저층주거지

의 민간영역은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다양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사업 기간에 한정된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에 그

치지 않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민간영역 개선이 지속적이

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 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두 사업에 도입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이러한 계획적 과제에 응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조치였다. 디자인 유도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민간영역 개선 행

위를 공동의 규칙을 통해 더 나은 디자인 결과로 이끄는 수단이고, 주민조직은 

이러한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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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의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근린공간 거버넌스라고 규정하였으며, 두 사업의 

관건은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사업 과정에서 얼마나 제 로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지만 두 사업은 제도설계 방식과 각각이 채택한 구체적인 제도적 수

단의 특성으로 인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제 로 형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

하고 있었다. 이론적 검토에 따르면 디자인 유도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계획 내

용을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선호가 충

실하게 반영되고 조정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주민조직은 디자인 유도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휴먼타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공적 규제인 디

자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만 수립 및 결정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한 임의적인 주민조직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힘들었다. 주민협의체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조적으로 도입된 주민협정의 

체결과 준수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디자인빌리지의 경우 경관협정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사적 계약인 디자인 규

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하지만, 이 때문에 계획 상과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경관협정운영회는 제반 규정이 경관법에 명시되어 있

어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필요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실행하도록 되

어 있었는데, 이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런

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비해 이러한 공공영역 개선의 효

용이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체감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역전될 가능성

이 있었다.

  넷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이러한 맥락과 제도의 

영향과 함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단계에서 두 곳의 주민들은 상지의 열악한 환경과 개

발사업에 한 선호로 인해 사업을 반 하였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설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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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절충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변화하였다. 미래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두 사업의 목적과 효용이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민간영역 개선을 위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보다는, 공공예산을 투입

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영역 개선에 더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는 공공영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해 민간영역에 관한 

디자인 유도가 상 적으로 부차적이고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디자인 

유도의 내용과 이에 한 주민동의에 있어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디

자인 유도의 수립 과정은 주민들의 선호와 이익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생

략하고, 디자인 유도를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감수해야 할 규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발성에 근거한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안에서도 용마마을이 선유골에 비해 민간영역에 한 

디자인 유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은, 주민조직에 

한 제도적 규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유사한 조건에서 선유골의 

임의적인 주민협의체가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데 반해,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표성과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주민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

할 수 있었고, 체결자 전원 합의 요건으로 인해 디자인 유도는 물론 사업계획 

전반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정한 방 한 결과물을 단기간에 생산해야 하는 조건에서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

회 역시 많은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에서 사업이 무산된 데에는 이러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의 한계가 작용한 바가 컸다. 새로운 개발사업 기회가 등장함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과 두 사업 중 택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두 곳의 개발사업이 모두 사업성이 낮고 불확실했지

만,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단기간의 민간영역 개선을 기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디자인 유도가 이에 응하는 장기적인 민간영역 개선의 비전과 효용을 제시하

기보다는, 적은 금액의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규제로 인식됨에 따라 두 사

업에서 주민들이 기 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

민조직은 무산단계의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협의체에 실

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선유골에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주도했고, 주

민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발사업을 수용하고 절충하여 휴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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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 완전한 무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반면에 용마마을 경

관협정운영회는 무산단계 초기에 문제 해결을 주도했지만 전문가의 공백, 주민

과 자치구의 신뢰 악화로 인해 나중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자치구의 뒤늦

은 사태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찬성하거나 주민갈등을 싫어한 주

민들의 요구로 경관협정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디자인빌리지가 무산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된 원인을 그간의 일반

적인 진단처럼 개발이익을 좇은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이 

현상에 한 충분하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사

업은 성공적인 과정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등장이라는 악재에 의해 

좌초되었다기보다는, 사업 내부의 제도적 한계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제 로 구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 정비사

업에 비견할만한 충분한 비전과 효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 또한 중요한 한 축의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결과는 특정 상지의 이례적인 경우라기보다는, 부분의 상지에 잠재해 있

던 문제점이 개발사업의 등장을 계기로 수면 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다른 상지들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타난 문제들, 곧 지구단위계획이 

과거의 하향적이고 규제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경관협정이 사문화되거나 주민

조직의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 역시 같은 원인과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결국 두 사업과 이를 계승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기존 정비사업과 마을만

들기 사업과 차별화된 주거지정비 방식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안착하기 위해서

는, 근린공간 거버넌스 구축이 제 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스스로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한다.

주요어 : 주거지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휴먼타운, 디자인빌리지, 근린공간 

거버넌스, 제도주의, 디자인 유도, 주민조직

학  번 : 2007-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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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1)는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서울시가 실험적으로 추진한 저층주거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뉴타운사업의 주요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환

경관리사업’의 원형(原型)이라 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저층주거지와 주민공동체를 

“보전”하겠다는 공통된 도입 취지에 따라 주민, 정부, 계획전문가가 함께 공간환

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길과 공원 등의 ‘공공영역’은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개

별 주택과 마당 등의 ‘민간영역’은 정부의 지원 속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량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저층주거지가 갖고 있는 물리적 

및 사회적 차원의 고유한 ‘다양성’과 ‘복잡성’을(스콧, 2010: 537) 기존 정비사

업 방식처럼 제거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 한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공간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적 접근 태도의 변화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적 접근 태도가 두 사업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기존 ‘마

을만들기 사업’ 역시 같은 태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

업은 공간환경 중 공공영역에 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개선 방식과 관행을 이

미 어느 정도 정립하고 확산시킨 반면, 민간영역은 거의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

었다(김고은 외, 2014: 227).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많은 부분을 전승(傳承)

한 두 사업에는 ‘의도하는 계획적 접근 태도에 걸맞은 민간영역 개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계획적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민간영역, 즉 개별 주택의 효

과적인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  

1)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두 사업의 원래 명칭은 각각 “살고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사
업”과 “서울시 경관협정 사업”이었다. 하지만 두 사업을 다룬 정부 문서,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신문기사 등에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
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제도’와 ‘사업’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자 이 명칭들을 채택했음을 밝힌다.  



2

저층주거지의 민간영역은 개별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개선 수준과 시점, 관련 행위자의 수와 종류, 참여 및 퇴장 시점이 매우 다양하

고 세분화되는 양상을 띤다(박인석, 2013). 이는 두 사업이 민간영역은 물론 이

와 맞닿은 공공영역까지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

진다고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민간영역은 사유재산이기 때

문에 공공영역을 다룰 때보다 주민(소유자)의 이해관계가 훨씬 민감하고 복잡해

진다. 이로 인해 두 사업의 체계와 수단은 기존 정비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한층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을 포함한 관련 행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

는 것과 함께 논의와 합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계획 실현 수단은 공간환경에 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개선 방향과 내

용을 제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개선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갖

추어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적 과제 및 쟁점에 한 서울시의 인식과 응은, 다른 

무엇보다 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어떤 제도와 자원들로 구성했는지를 통해 이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시가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중심적인 근

거제도로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채택하고. 이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의무화한 것은 이런 맥락

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일련의 공동 규칙을 통해 

공간환경 디자인을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에 전달하는 계획 수단인 “디자인 유

도”(design guidance)에 해당하며(Carmona, 2011), 주민조직은 주민들이 개개

인일 때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참여와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으로 볼 수 있다(Berry et al., 1993: 95).

저층주거지 공간환경의 개선 양상, 그리고 두 사업의 계획적 접근 태도와 주

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매개로 두 사업의 목표와 의미는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

게 해석될 수 있다. 공간환경 개선 양상을 고려한다면, 두 사업의 목표는 정해진 

사업 기간 안에 주민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 공간환경 개선을 완결 짓는 것에 머

무를 수 없다.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한 공간을 개선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촉매’ 

(catalyst)일 뿐, 더 중요한 목표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어떻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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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맞춰지게 된다. 이 같은 목표

를 실현하려면 주민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Healey, 1998), 이 시스템은 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저층주거지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공간 거버넌

스’(neighborhood governance)라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근린

공간 거버넌스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다. 주민조직이 디자인 유도를 이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근린공간 거

버넌스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력 역시 

이것들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는 사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

어야 하는 의제가 된다. 요컨  참여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공간환경과 더불어 미

래에 쓰일 ‘제도’(institution)를 설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에서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구현된 모습을 확인하기

는 쉽지 않다. 성북구 선유골과 광진구 용마마을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

관협정을 결정하는 시점에 재건축사업과 인근 역세권개발 등 새로운 개발사업 

제안이 등장했고, 이에 호응한 주민들의 반 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가 결국 

중단되었다. 용마마을은 디자인빌리지 상지 중 사업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받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 성공사례로 널리 평가받

는 강동구 서원마을과 강북구 진달래마을2)도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두 곳은 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기존 주거지 형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공간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으

며, 사업을 계기로 구성된 주민조직이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양재섭 외, 2012: 36-66). 하지만 이러한 서원마을도 계획 과정에서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3), 공간환경의 개선과 관리가 각

2) 서원마을과 진달래마을은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서수
정 외, 2010: 100-116; 양재섭 외, 2012)들에서 참고할만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견학을 다녀가기도 했다. 그리고 강동구는 서원마을을 계기로 
2013년 제5회 다산목민대상 봉공분야를, 진달래마을은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
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 휴먼타운의 주요 참여자들은 주민합의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협정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체결되었
다고 말한다. 서원마을의 주민대표인 정OO씨는 사업 평가를 위한 인터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합의)도장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계획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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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정으로 분리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당국에 의한 

하향적이고 규제적인 과거의 방식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진달래마을의 

경관협정은 공간환경의 개선과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체결되었지만 사업

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진달래마을 PM 박OO씨 인

터뷰, 2013.12.6). 이러한 현상들은 후속 사업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

다.(김미경, 2013; 온수동 PM 장OO씨 인터뷰, 2013.10.12.).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의문을 갖는 한편, 

두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한다. 선행연구들은 근거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사업규정을 분석한 ‘제도’

적 차원, 실제 사례를 주민참여 행사를 통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해

석하는 ‘행위’적 차원, 사업의 성과로서 주민 만족도와 사회자본 변화를 측정한 

‘문화적’ 차원으로 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두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하고 적절한 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접근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도에서는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기 힘들다

는 한계가 있있다.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사업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며, 관련된 사회자본의 형성 

여하로부터 실효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유도

와 주민조직의 형성 과정은 제도-행위-사회자본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세 가지 차원에서 디자인 유도 및 주민

조직과 결부된 구체적인 상과 쟁점을 특정하고 이를 통해 형성 과정에서 영향

을 준 요인을 도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부분 두 사업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두 사업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를 확장시키기 어려운 

구도이기도 했다. 두 사업의 근거제도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둘 다 디자

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협정 서약해서 도장 찍으라 하면 이건 정말 어려워요...협정 같은 건 
사업 다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기 전에 하니까 힘든데..”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 2011: 307). 주민투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3층에서 2층으로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성북구 담
당공무원 K씨는 처음부터 주민들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주민협정은 사업 결과에서 제외
해달라고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는데, 계획단계 막바지에 다시 서울시가 주민협
정 체결을 요구해서 형식적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인터뷰, 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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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규칙의 속성에 있어서 각각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와 ‘사적 계약’(private contract)이라는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두 계획 수단은 다룰 수 있는 공간환경의 범위, 결정 

절차, 적용 방식,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의 성격과 위상, 권한과 책임 등에서

도 차이가 생긴다. 이는 두 사업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서

는 같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서로에게 유의미한 비교점을 제

공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저층주거지의 여건에 적합한 공간환경 개선 방식을 

폭넓게 탐색해보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근

린공간 거버넌스의 정착과 확산을 정비사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기존 

관행(practice)이 ‘직접적인 공간환경 개선’에서 ‘지속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Healey, 1998), 두 사업의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의 변화를 시도하는 서로 다른 경로를 

이해하는 차원의 의미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제도-행위-사회자본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실제 사례에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이 

형성된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두 사업의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갖는 구체적인 속

성과 그것이 제 로 구현되지 못했던 현상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

석 과정에서 두 사업의 제도적 특성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정비사업을 포함한 우

리나라 도시설계의 관행의 변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절적인 구도를 통합하는 것과 

함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매개로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사업이 무산된 원인과 의미를 도시설계 제도 및 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 운

용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대상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case-oriented institutional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한다. 먼저 제도분석은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한 연구방법이다(하연섭, 2011). 어떤 현상은 

그것과 관련된 제도와 행위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둘 

간의 긴밀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인 것이다. 또한 연구

의 상을 특정 제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어떤 모습(configuration)으로 형성 및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법으로 쓰인다(Alexander, 2005). 

이러한 제도분석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연구전략을 달리 하는데, 여

러 사회현상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려는 

입장, 일반화보다는 특정 현상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력하는 입

장, 앞선 두 입장이 갖는 각각의 한계를 수용하여 특정한 역사와 공간 등의 맥

락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립하는 인과법칙, 즉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발견하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연섭, 2011).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 연구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입장인 해석주의를 기반으

로 사회현상이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수의 사례를 상으

로 내재하는 인과관계를 변수화하고 일반화하기보다는, 특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agin, 2000). 

이에 따라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 연구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연구 상으로 설정한 사례를 둘러싼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해당 사례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사전적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맥

락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준 ‘제도’와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

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된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난 과정과 양상, 의미 등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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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분석은 본 연구가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이것들이 사업규정

에 따른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해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로부터 일

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두 사업의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갖는 독특한 속

성과 의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을 채택하였다. 

2. 연구의 상과 자료

본 연구의 상은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휴먼타운’ 사업과 ‘디자인서

울빌리지’ 사업이다. 연구 상으로 두 사업을 함께 선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로에게 유의

미한 비교점을 제공하는 한편, 정비사업과 도시설계의 차원으로 확장된 의미까지 

탐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은 그 안에 근거법령, 사업 방식과 절차, 실행 과정 및 결과 등 

서로 연결된 여러 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분석 상으로 하는지

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접근 유형을 참고하

여 제도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분석 상을 구분한다. 먼저 제도적 차원의 

분석 상은 1)두 사업의 근거제도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2)근거제도를 바

탕으로 서울시가 기획한 사업의 제반 규정, 3)계획전문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보

완된 사항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은 근거제도에 의해 결정되지

만,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업 기획 과정에서 서울시가 조

정한다는 점에서 근거제도와 사업규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법

적 규정에는 없지만 서울시의 사업 규정으로 의무화된 휴먼타운의 주민협의체가 

표적인 예다. 계획전문가 역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에

게 주어진 사업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하게 된다. 따라서 두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형성하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사업규정

의 전체적인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분석 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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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차원의 분석 상은 곧 사업의 실제 사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북구 선유골 휴먼타운 사례와 광진구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사례를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진행 중에 등장

한 개발사업 제안으로 인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되었다는 공통점 때문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영역의 효과적인 개선

은 두 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

는 일종의 바로미터였다. 따라서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사업 참여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개발사업 제안을 인식하고 응한 과정과 결과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례는 상

지의 규모와 지형, 주택의 유형과 상태, 거주자의 사회인구적 속성 등 제반 조건

이 유사해서 두 사업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례의 진행 과정에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이

해와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자료는 크게 연구 상에 관한 문서 자료와 주요 행위자들

에 한 심층 면접 자료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얻은 상지 및 주민 관련 정보, 도면과 이미지, 참여자들의 일지 및 

화기록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문서 자료에서 우선 제도적 차원의 분석 상에 관한 것으로는 두 사업의 근

거제도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의 법령과 서울시 조례,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관련 행정지침, 서울시의 사업기획과 관련된 행정문서와 공문을 주요한 자료로 

활용했다. 행위적 차원의 분석 상에 관한 것으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회의문서와 속기록, 서울시에 정기적으로 제출된 사업 진행 경과보고 문서, 

상지별로 주민들을 상으로 발행된 소식지, 그 외 발행물 등을 검토하였다. 

심층 면접은 선유골 휴먼타운과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에 참여한 공무원, 전

문가, 주민별로 주요한 인물들을 최소 1명씩을 선정해 총 9명을 상으로 진행

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업의 

초기 기획과정을 주도했던 전 서울시 과장 윤OO씨를 포함했다. 면접 질문은 연

구설계와 문서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같은 사례에 참여했던 공무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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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문가에게는 경우에 따라 동일한 질문을 던져 사실관계의 교차 확인 및 의

견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면접은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했고, 녹취록

을 작성해 인터뷰 상자에게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답변 중 재확인과 추가 질

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과 추가 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구분 인터뷰 대상자 일시 비고

휴먼
타운

공무원
서울시 윤OO씨(담당 과장) 2013.12.1 디자인빌리지 담당 과장

성북구 강OO씨(담당 주임) 2013.1.8

전문가
MP 박OO씨(건축학과 교수) 2013.1.22 디자인빌리지 PM 겸함

계획업체 유OO씨(계획업체 소장) 2013.3.14

주민 이OO씨(주민대표) 2013.12.2

디자인
빌리지

공무원 광진구 도OO씨(담당 직원) 2013.2.21

전문가

PM 박OO씨(시민단체 활동가) 2013.12.6 진달래마을 담당

PM 장OO씨(공공미술가) 2013.10.12
신월동 PM팀원/ 
온수동(2차 사업) PM

주민 배OO씨(운영위원) 2013.12.2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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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제 1 절 연구 대상의 제도적 특성과 근린공간 거버넌스

1.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개관

가. 서울 휴먼타운사업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저층주택지 관리를 통해 다양한 주택유형을 보전하고, 적

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어울려 사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4)하는 것을 목적

으로, 2008년 8월 서울시 도시관리과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전체 지역의 일부를 지구(地區)로 지정하

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5)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도시관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구의 여건과 특성을 토 로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

설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형태, 외관, 부속물

(주차장, 담장, 간판)의 설치 등 민간영역에 해서도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의 건축행위를 규제 및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법정계획인 만큼 지구 지정,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침의 적용에 이르는 

제반 절차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분히 하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6). 이러한 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은 휴먼타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먼타운

4)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381호, 2008.8.8., pp.1-2
5) 국계법 제2조 5항
6) 이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민의견청취, 주민제안 등 상향적 절차를 일부 도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서울시, 2010b: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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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구단위계획을 있는 그 로 준용(遵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과 보완을 통해 만들어졌다.  

휴먼타운의 추진절차는 준비단계, 계획단계, 실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서울시, 2011; 이주원, 2013: 74). 준비단계에서는 상지 선정, 주민참여자 모

집, 계획업체 및 총괄계획가(master plan ner/이하 MP) 선정이 이루어진다. 사

업의 공간적 범위와 참여자가 확정되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주민을 표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

간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정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 서울시는 계획과정에 주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업체에

게 주민협의체의 설립, 디자인워크숍과 주민설명회와 같은 참여행사 개최를 의무

화했다. 

실행단계에서는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주

민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실행한다. 

계획 실행은 정부가 공공영역을 직접 정비하고 주민들이 민간영역을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담장, 마당, 주차장 등 공공영역과 맞닿은 

민간영역 요소들은 가능한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공공예산으로 함께 정비한다. 

이러한 실행이 끝나면 사실상 사업도 종료된다. 그러므로 관리단계는 사업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사업 이후의 주거지 관리 절차에 한 구상에 가깝다. 관리단

계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손보지 못한 공공영역을 관련 행정부서(도로과, 공원녹

지과 등)의 정례적인 업무 및 예산을 연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주택의 개

보수 및 신축과 같은 민간영역 개선은 개별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

하여 진행한다. 주민협의체는 공공영역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고, 민간영

역을 개선하려는 소유자에게 사전 협의와 자문을 제공하며, 주민협정의 이행을 

관리하는 등 이 단계의 주거환경 개선의 중심적인 주체로 활동한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제안

서를 공모한 후 총 4곳의 사업 상지7)를 선정했다. 계획단계인 2009년 4월부터 

7) 4곳의 사업대상지 중 강서구 내촌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2009년 7월 전체 주
민설명회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에 대한 가부를 방문 설문조사로 확인
하기로 결정되었고, 확인 결과 약 5개월 간 진행되었던 휴먼타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자세
한 내용은 서울시(2010a: 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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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휴먼타운의 사업 구성 

2010년 3월까지는 각 상지별로 주민참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을 작성했다. 2010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밟았으며, 201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일부를 실행했다. 그리고 1차 사업이 완료된 2011년부터는 사업을 주택국으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서울휴먼타운”(이하 휴먼타운)으로 변경하여 후속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부터는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라는 명칭으로 후속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강동구 서원마을 강북구 능안골 성북구 선유골

강동구 암사동 102-4일대 강북구 인수동 532-55 일대 성북구 성북동 300 일대

32,882㎡ / 총 64동 43,475㎡ / 총 85동 45,781㎡ / 총 107동

156세대 / 345명 219세대 / 672명 198세대 / 474명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표 2> 휴먼타운 1차 사업(2009-2010) 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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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날짜 주요 내용

준비
단계

2008
8.8 정책 수립 및 사업 본격화(행정부시장 방침 제381호)

10.31 자치구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11.20 4개 지역 선정) 

2009

4.23 기술용역사 선정 및 실무협의체 구성(5.4 총괄계획가(MP) 위촉)

6월 대상지별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단계

8월~ 대상지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워크숍 개최

9.30 서울시 마을만들기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0

1월~ 대상지별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3.12 서울시 시장 보고

실행
단계

5.28 주민열람 공고(5.29~6.13)

7.13 시범사업 통합발주 공고

7.28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10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사 선정

8.20 주민 재열람 공고(8.21~9.3): 서원마을, 선유골

10.21 결정고시(서고 제2010-362,363,364호)

2011
4월~ 시범사업 시설공사 착공

8월~ 시범사업 실행 완료

<표 3> 휴먼타운 1차 사업의 주요 추진 경위

나. 디자인서울빌리지사업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사라져 가는 단독주택지와 지역커뮤니티를 보

호하고 지원”8)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서울형 마을가꾸기 사업”9)으로, 2008년 9월 서울시 도시

경관담당관이 경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협정을 바탕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10)하면, ‘국가가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협정의 체결

8) 서울시(2009)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p.13
9) 서울시 보도자료 2009년 5월 28일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가꾸는 “디자인빌리지” 사업 추진’
10) 경관법 제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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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자가 되고, 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해 체결될 수 있으

며, 협정의 준수와 관리 역시 체결자들의 조직인 경관협정운영회가 주도하고 국

가는 이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향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

면에 근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자율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공간환경 중 공공영역

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1). 이러한 점에서 경관협정도 디자인

빌리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빌리지 역시 경관협정을 있는 그 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

라 사업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과 보완을 거쳐 만들어졌다. 

사업의 기획 배경과 시기, 주체의 공통점으로 인해 디자인빌리지의 추진절차

는 휴먼타운과 거의 흡사하다12). 준비단계에서는 상지 선정, 계획전문가

(project manager/이하 PM)의 선정, 체결자의 모집이 이루어진다. 체결자가 

될지 여부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주민에 의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체결자들의 조직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

로 기본계획과 경관협정을 작성한다. 경관법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이 사실

상 의무화되어 있고 설립 요건과 절차 또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

울시는 PM에게 디자인워크숍과 주민설명회와 같은 참여행사 개최만을 의무화해

도 되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경관협정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공공영역을 계획하

고 향후 공공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실행단계에서는 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해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서울시의 심의 

및 인가를 받은 다음 기본계획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실행한다. 디자인빌

리지에서도 공공영역은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민간영역은 체결자들이 자율적으

로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협정으로 정한 민간영역 요소 가운데 

개선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것에 한해서는 가능한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공공

11)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12) 참고로 국토부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2008)에서는 추진절차를 유도단계, 기획단계, 체결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관협정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디자인빌리지처럼 
공공예산을 투입해 단기간에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 더해진다면, 휴먼타운의 추진절차와 
각각을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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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함께 정비한다. 

이 사업도 실행단계와 함께 사실상 종료되므로, 관리단계는 사업 이후 주거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한다. 실행단계에 손보지 못한 공공영역은 관

련 행정부서의 정례적인 업무와 절차를 연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과 같은 민간영역 개선은 개별 소유자가 경관협정을 준수하여 진

행한다. 그런데 이 때 경관협정운영회는, 경관협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휴먼타운의 주민협의체보다 이 단계에서의 

권한 및 활동 폭이 더 크다고 하겠다.  

광진구 중곡4동(용마마을) 강북구 진달래마을 양천구 신월2동

광진구 중곡4동 176 일대 강북구 우이동 584 일대 양천구 신월2동 451 일대

약 33,000㎡ / 총 48동 약 29,000㎡ / 총 76동 약 123,000㎡ / 총 273동

154세대(부재지주 포함) 134세대 2,324세대

제1종일반주거 제1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표 4> 디자인빌리지 1차 사업(2009-2010) 대상지 개요 

<그림 2> 디자인빌리지의 사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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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날짜 주요 내용

준비
단계

2007 5.17 경관법 제정

2008
1월 국토해양부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작성

10.6 자치구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12.22 3개 지역 선정)

2009

1.15 서울시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3.24 경관협정 시범사업 착수

4.30 3개 지역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단계

10.20 3개 지역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11.24 3개 지역 경관협정 체결 및 기본계획 결정

실행
단계

12.2 서울시 경관위원회 심의

12.15 서울시 최종보고

12.24 경관협정 인가(12.31 인가 공고)

2010
2월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

12월 경관협정 기본계획 실행 완료(광진구 용마마을 제외)

<표 5> 디자인빌리지 1차 사업의 주요 추진 경위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제안서를 공모하여 총 3곳의 사업 상지를 선정했다. 계획단계인 2009년 3월부

터 11월까지는 각 상지별로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

획과 경관협정을 작성했다. 2009년 12월까지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인가 절차를 

밟았으며, 2010년 12월까지 공공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기본계획의 

일부를 실행했다.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부

서의 핵심사업인 “디자인서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사업명칭을 “디자인서울빌리

지”로 변경했다13). 그리고 1차 사업이 완료된 2011년부터는 서울시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경관담당관이 문화관광디자인과로 옮겨갔고, 이때부터는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14). 

13) 서울시 보도자료 2009년 5월 28일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가꾸는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 
추진”

14) 2차 사업은 2013년에 관악구 서림동, 구로구 온수동 2곳에서 진행되었고, 3차 사업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신월동 PM팀원 장OO씨 인터뷰,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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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도입과 추진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지방정부의 시범적인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노력으로 이어져,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거환

경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사

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토지소

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으로15), 기본적인 사업 상과 추

진방식에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취지와 목적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도정

법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지침에서

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요건을 차용한 공식적인 주민조직으로서 ‘주민공동체운영위

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 두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서울시, 2013b). 

특히 서울시는 휴먼타운의 후속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를 주거환

경관리사업에 맞춰 설정하고 있고, 사업 상지를 단독주택지, 다세 주택밀집지

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으로 확 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업 추진 결과로 주거

환경관리사업이 뉴타운사업의 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뉴타윤사업 해제구역을 상으로 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5) 도정법 제2조 2항, 제6조 5항



18

자치구 공사완료
사업 진행 중 주민의견

수렴
합계

공사 중 실시설계 계획수립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2 2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1 1 1 3

7 중랑구

8 성북구 2 1 2 1 6

9 강북구 1 2 3

10 도봉구 2 2

11 노원구 1 1

12 은평구 1 1 1 1 4

13 서대문구 1 3 4

14 마포구 1 1 2

15 양천구 2 2

16 강서구

17 구로구 3 1 4

18 금천구 1 1 1 3

19 영등포구 1 2 3

20 동작구 1 1 1 3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1 1

25 강동구 2 2

합계 6 7 4 6 22 45

<표 6> 자치구별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2014년 5월 현재, 휴먼타운 포함)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사업관리자문단 2차 회의, 2014.5.12., p.8, [첨부 3]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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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사업의 계획적 과제와 이에 따른 제도적 특성

가.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과의 비교

이 절에서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문

제의식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그 중에서도 두 사업과 같이 저층주거지를 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과 현지개

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현지개량방식)이다16)(최성태, 2012: 18-21). 휴먼

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비록 기존 정비사업들처럼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저층주거지에 한 계획적 접근 태도, 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양상,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 및 실행 체계와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정비사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층주거지는 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

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들은 도시형태의 근간인 

가로의 체계와 필지의 형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그 경계 또한 명료하지 않다. 이

와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가로와 필지가 질서정연하

게 조성된 곳에서도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유형, 규모와 배치, 형태와 외관, 건

축연도 등은 꽤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까지 다양해지면서 

거주자의 경제력, 가족 구성, 연령, 거주기간 등도 더불어 다양하고 복합적이게 

된다. 스콧(2010)은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간이 오래 살아 온 모든 장소는 물리

적․사회적 구성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다양성과 복잡성이 매우 높고 고유한데, 이

것을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독일의 

과학적 삼림개발, 소련의 집단농장, 르 꼬르뷔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브라질리아 

개발 등 다양성과 복잡성을 단순화, 표준화하고자 했던 이른바 ‘하이모더니즘’17) 

16)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형 및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사업 건수가 미미하고, 
재개발사업과 현지개량방식을 통해 함께 설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17) 하이모더니즘 정의 or 개략 설명



20

계획의 실패와 한계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지배적인 

방식인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공간환경을 전면 철거함으로써 고유한 다양성과 복

잡성을 제거하고, 여기에 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보다 동질화․표준화된 공

간과 거주자로 체한다고 볼 수 있다(박인석, 2013). 스콧이 비판했던 하이모더

니즘 계획의 하나인 미국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

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주거지를 상으로 하는 현지개

량방식은 정부가 기반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소유자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

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층주거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

는다. 하지만 사업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incentive)으로 인해 자율적인 개

량은 실제로 부분 단독주택을 허물고 필지를 합쳐 다세 주택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결과 거주자도 이전보다 동질한 사람들로 체된다(윤일성, 2001: 

136).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지개량방식에서도 저층주거지의 다양성

과 복잡성은 단순화되고 훼손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저층주거지와 주민공동

체를 ‘보전’하겠다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공통된 목표는 평범한 저층주거

지를 역사지구나 유적처럼 간주해 특유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최 한 존중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

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적 접근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하이

모더니즘 계획의 과신과 한계를 비판했던 스콧은 앞으로는 계획들이 “삶에 한 

조금 더 많은 배려, 미래에 한 약간은 헐거운 기 , 예상할 수 없는 것에 한 

조금 더 많은 관용과 더불어 약간 더 적은 희망적 사고”(Hirshman, 1970: 

338)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1)계획의 보폭을 작게 할 

것, 2)가역성에 유념해 가급적 역행할 수 없는 개입을 삼갈 것, 3)놀라움에 비

해 유연성 있는 설계를 할 것, 4)인간의 창의성에 입각해 현재와 미래의 많은 사

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스콧, 2010: 523-524). 스콧

의 제언을 수용한다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계획적 접근

은 전체적이고 집합적인 차원에서 개선 방향과 원칙을 고려하되, 미래의 결과를 

지나치게 멀리까지 확정적으로 결정해 두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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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주거지가 형성되고 변화해 온 경로를 거울삼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

부분씩 개선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해당 주거지에 

한 고유한 정보와 지식, 이른바 “메티스(Metis)”18)를 보유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가 기존 정비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근

본적인 특징은 주거환경 개선의 물리적 결과 이전에, 바로 이러한 계획적 접근 

태도를 의도했다는 데 있다.   

계획적 접근 태도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양상

도 달라진다. 재개발사업과 현지개량방식은 토지소유자조합과 건설업체, 계획당

국 등 핵심 행위자들의 주도로 비교적 짧게 정해져 있는 사업 기간 내에 공간환

경 개선을 완결 짓는 방식이었다. 특히 주택의 개선은 사업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은 아파트를, 현지개량방식은 다세 주택을 일률적으로 새로 짓

는 게 거의 유일한 방편이다시피 했다. 그 결과 사업구역 안에 다양한 필지와 

주택이 유지되거나 혼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가 상정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의 양상은 이

와 확연하게 다르다. 우선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공영역은 현지개량

방식처럼 정부가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선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때에 완결 짓기보다는 결정해 둔 계획내용에 따라 사업이 끝난 이

후에도 다른 행정당국(도로과, 공원과, 주차관리과 등)의 정례적인 사업과 예산을 

연결시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영역은 

개별 주택과 필지의 상태, 소유자의 여건과 의도에 따라 개선의 종류와 시점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의 주택을 그 로 유지할 수도 있

고, 외관과 조경 정도만 손보는 것부터 지붕을 교체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까지 

폭넓은 범위의 개보수가 일어나기도 하며, 아예 기존 건물을 헐고 단독주택이나 

다세 주택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건축행위들이 사업 기간 내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주거환경의 개선 범위와 수준, 시점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지면, 여기에 

관련된 행위자의 수와 종류, 참여 및 퇴장 시점도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훨씬 

18) 메티스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현장에서 실용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로(스콧, 2010: 
469-503), 지역지(local knowledge)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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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세분화되며 복잡해진다. 박인석(2013: 44)은 2011년 한 해 자료를 바

탕으로 분양 실적 상위 10개 형 건설업체들이 공급한 아파트단지의 주택물량

이 중소 건설업체 7,800곳의 일거리와 맞먹는다고 계산했다. 그리고 단독주택 

시장이 발달한 일본을 예로 들어, 소필지 단위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 관련 행

위자들, 좁게 보아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만 해도 규모, 전문 분야, 사업 방식, 활

동 범위 등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양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 체계

와 수단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기존 정비사업에서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특정 

행위자가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의사결정 체계는 더 이상 제 로 작동

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복잡다단하고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

시키고 통합하는 체계가 요구될 것이다. 이 점에서 두 사업은 각각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주민조직을 설립하고, 이들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

께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

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은 상지의 공간환경을 전반적이고 통합적으

로 고려한 개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적이고 다양한 개선을 보장

하는 유연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들고 나는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과 현지개량방식의 

사업 체계와 수단은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사업에 관한 제반 

규정이 처음부터 앞서 말한 계획적 접근 태도에 맞추어 설정되었고 계속 다듬어

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국가법령인 도정법의 조

항들을 독자적으로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새로운 주거환

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비사업과 직적 관련된 법령과 제도 신에, 특정한 

상지의 공간환경 디자인 방향과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 관련 행위자들을 규제 

또는 유도하는 범용적인 수단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선택한 데에는 이러

한 제도적 차원의 판단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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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을만들기 사업19)은 주거지의 고유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존중하고 주

민의 참여와 활동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두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도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인 국토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하 살도만 사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20), 법

정 도시계획 및 설계 제도를 결합하여 “마을만들기를 제도화”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서울시, 2010b; 박민정 외, 2010).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사

업의 상이 되는 공간환경의 범위, 이에 따른 주민의 입장과 이해관계, 주요한 

실행수단의 법적 효력과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간환경 중에서도 모두가 공유하는 공원, 놀이터, 

길, 가로시설물, 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 등의 공공영역에 주로 집중한 반면에 

개인의 주택과 필지 등의 민간영역에는 상 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김고은 외(2014: 227)는 살도만 사업의 전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간환경 분야가 “주로 공용의 재산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

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수준은 매우 

낮아, 마을만들기가 사유재산권 제약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도시계

획의 기능까지 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개개인이 소유한 필지와 주택까

지도 주요한 사업 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 상의 확장은 두 사업이 기

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차별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주민(住民)은 문자 그 로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소유자’이기

도 하다. 사유재산인 민간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다루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

에서는, 공유재인 공공영역을 주로 다뤘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와 다르게, 

주민들이 거주자보다는 소유자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판단을 

19) 본 연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마을만들
기’와 구별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공공계획 및 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로 한정한
다(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375).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성미산마을이나 도시연대 한평공원 
만들기라면,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2007년 국토부가 추진했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20) 전 서울시 과장 윤OO씨(2013.11.26.), 성북구 담당 공무원 강OO씨(2013.1.8.)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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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동네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계획적 조치이지만 그것이 나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 정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첨예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을 계획 과제 측면에서 부연하자면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인

의 소유가 아닌 공공영역을 어떻게 함께 만들고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했다면, 두 

사업은 여기에 더해 개인의 소유이지만 공공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간영역을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와 선호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관계와 영향

을 고려해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새로 조성했거나 개선한 공간환경을 주민

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인지를 일종의 ‘주민약속’으로 정하고 명

문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약속은 ‘마을만들기규약’, ‘주민협정’, ‘마을협약’ 등 

그 명칭과 내용, 형식이 제각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실효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결국 부분 사문화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목정훈 외, 2006).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공간환경 디자인에 관한 규칙, 즉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민약속과 유사한 면이 있다. 경관협정은 주민과 주

민 관계에서 맺고 서로가 동등하게 준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약속과 거의 

흡사하고, 한층 더 발전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것들이 임의적이고 실

효성이 낮은 형태였던 것과 다르게 경관협정은 국가법령을 근거로 분명한 법적 

효력과 위상, 운영체계와 수단 등을 갖춘 ‘제도화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국가와 개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으로, 준수의 의무 역시 국가

보다는 개인에게로 훨씬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약속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다. 휴먼타운에서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경관협정의 법적 절차와 

효력을 차용한 ‘주민협정’을 도입한 것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보완하려는 의도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통한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 

이처럼 두 사업은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어느 하나의 연장선상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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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는 힘든 복합적인 특성과 차별점을 갖고 있다. 특히 두 사업의 의미와 

특징을 기존 정비사업과의 비교 구도에서 ‘단독주택지의 보전과 주민공동체의 참

여’로 한정짓거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비교 구도에서 ‘법정 도시계획 수

단에 의한 제도화’만을 부각시키는 통설은 다소 단편적인 평가로서 그 외의 중요

한 특성들을 놓치게 된다.

유사 사업들과의 비교에서 드러난 차별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두 

사업의 구체적인 수단인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 

주거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존중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적 접근 

태도에서 두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두 사업

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은 공간과 주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여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사업이 다루는 공간적 상에 민간

영역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핵심 주체인 주민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중 한 차

이가 있다. 그 결과 두 사업의 체계와 수단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정교하

고 복잡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두 사업에 법적 근

거를 갖춘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도입하고, 주민조직의 설립을 의무화하며, 

이 주민조직이 사업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 사업이 끝난 이후 지구단위계

획과 경관협정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두 사업에 요구되

는 이러한 과제들에 응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업에 한 논의가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 자체에만 국한되어서

는 곤란하다. 주거환경개선 더 나아가 도시설계 차원에서 이것들이 갖는 보다 심

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의 계획적 

접근 태도 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응해가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의 목표 역시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 사업 기간 내에 공간환경 개선

을 완결 짓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사업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더 큰 목표는 사업이 끝난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이

고 효과적으로 공간환경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된다. 이 시스템은 공간적 범위, 다루는 상,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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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간 거버넌스(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라고 개념화할 수 있

다. 유사 사업들과 조금씩 공통점과 중복점이 있던 두 사업의 가장 결정적인 차

별점이 바로 이 근린공간 거버넌스일 것이다. 유사 사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

축하려고 시도하지 않거나, 시도했더라도 그 기반이 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는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사업에 도입된 모든 체계와 수단, 주

체들은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업이 끝난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자인 유

도와 주민조직이다. 주민조직이 디자인 유도를 준수하고 활용해 공간환경을 개선

하는 것이 곧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외부로

부터의 지원과 개입 역시 이것들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

각하면 사업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할 

상은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일 수 있다.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

는가에 직접적인 공간환경 개선 뿐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자 역량인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성패까지 좌우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이러한 공통점 안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차이점을 갖고 있기도 하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둘 다 디자인 유도에 해당하

면서도 공적 규제와 사적 계약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이 

다룰 수 있는 공간환경의 범위, 수립 및 결정 절차, 적용되는 방식 등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각각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와 경

관협정운영회의 성격과 위상, 권한과 책임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즉 두 사업은 

거의 동일한 배경과 문제인식, 발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등장했고 많은 부분이 

유사한 형태로 기획된 사업이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에서 차이가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업을 마치 똑같거나 혹은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치부

하기보다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

이 우리나라 저층주거지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모

색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에서는 두 사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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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에 관한 선행 연구의 범위는 두 사업과 해당 사례들

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사업은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주요한 제도적 근거로 삼고 있고, 여기서 비롯

되는 독특하고 중요한 사업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제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 가운데 두 사업의 근린공간 거버넌

스의 쟁점과 연관된 것들을 검토 범위에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라 추려진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상과 주안점에 따라 1)근거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사업규정을 

분석하는 ‘제도’적 차원의 연구, 2)실제 사례를 주민참여 행사를 통한 참여자들

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해석한 ‘행위’적 차원의 연구, 3)사업의 성과로서 주민

의 만족도, 친밀감과 신뢰도, 활동의지 등을 측정한 ‘문화’21)적 차원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도적 차원 : 사업의 근거법령과 행정지침의 제도적 특성 분석 

이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근거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두 사업의 규정이 주민참

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적합한지에 주목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기존 절차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상향적으로 보완할 것

인지가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부터 논의되어 왔고(김세용, 2002; 강명섭 외, 

2002), 경관협정에서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인 협정을 통한 공간환경 관리의 가

능성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이헌석, 2010; 오승종, 2011; 전해림 외, 2011). 

그리고 휴먼타운의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한 

연구들은 사업규정을 통해 도입된 주민조직과 주민약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21) 여기서 문화는 어떤 특정한 거버넌스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을 의미한다(Healey, 1998: 1535). 즉 정책 및 계획 관행(planning practice), 관련 주체들
의 조직문화, 기풍(ethos)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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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했고(배웅규 외, 2005; 목정훈 외, 2006) 디자인빌리지에 한 연구들은 경

관협정운영회의 권한과 책임, 체결자 전원 합의 요건의 현실적 타당성 여부를 중

심적인 논의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윤혁경, 2009; 이창호 외, 2011). 

이 가운데 법학 분야에 속한 연구들은 주로 근거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인 입

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지구단위계획의 상향적 보완책으로 도입된 주

민제안이 사실상 민간이 고층․고밀개발을 추구하는 통로로 쓰이고 있고(민태욱, 

2012), 경관협정을 체결할 권한은 체결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이행에 필요한 권한

과 자원은 여전히 국가가 쥐고 있어 주민자율적인 경관관리가 법리적으로 제약

되어 있다는 것이다(오승종, 2011; 이광윤, 2012). 이는 국가법령과 같은 위계

가 높고 중요한 제도이더라도 자기모순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적 보완책이 실제로는 원래 의도 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들이 현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거나, 반 로 국가의 고유한 권한과 자원을 주민들

에게 더욱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정부 통제’와 ‘입법 취지와 정책적 목표에 맞는 주민 자율

성의 신장’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오승종, 2011).

반면에 주로 사업규정을 많이 다루고 있는 도시․건축․조경 분야에 속한 연구들

은 법학 분야에 비해 주민들을 여전히 ‘행정 객체’로 보는 경향이 남아 있다. 주

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의 역량, 전문성, 참여의지 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가 유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동원’에 가까

운 입장도 존재한다(유인철 외, 2011). 이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부

여되는 권한에 있어서도 참여권과 발언권에 비해 계획 결정권이나 최소한의 ‘거

부권’(right to veto)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에 해서는 다소 인색하다(배웅규, 

2005; 이창호, 2013). 경관협정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자 전원 

합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윤혁경, 2009; 이헌석, 2010).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자율성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업 결과물로 볼 수 있는 휴먼타운

의 주민협정과 디자인빌리지의 경관협정 역시 주민자치보다는 정부의 행정행위

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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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유형의 연구들에게 확인되는 가장 큰 맹점은 근거제도와 사업규정,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의 제도적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업의 규정이 부분 근거제도에서 비롯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서울시 기획 단계에서 변경 또는 보

완한 것들도 적지 않다. 휴먼타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

울시가 사업규정으로 주민협의체의 설립을 의무화한 것, 디자인빌리지의 경우 경

관협정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공공영역 개선을 서울시가 사업규정을 기본계획

과 공공사업을 결합해서 보완한 것이 표적인 예다. 즉 사업규정은 그거제도에 

완전히 종속된 각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업규정이라도 법령에 

근거를 둔 것과 서울시가 행정지침으로 정한 것은 제도적 위계와 구속력에 중

한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섬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령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약속이 임의적이라는 문제는 많이들 지적하지만, 그 안으로 국계법에 근거

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리고 논의의 배경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비교하면서도 두 제도의 우열을 단순 비교하거나 체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국토부, 2008; 이창호, 2013).

2. 행위적 차원 : 실제 사업과정에서의 참여자 간 상호작용 해석 

두 사업에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유형은 행정학과 

도시건축 분야에서 예전부터 수행되어 온 거버넌스 또는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의 연장선상에서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해석하고 평가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참여와 이를 지원하는 계획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연

속된 사업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디자인워크숍, 주민설명회와 같이 계획전문가가 

기획한 참여 행사 및 회의들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점

으로 설정한다(김미선, 2010; 이용성, 2010; 박내규, 2012; 김미경, 2013; 김지

유, 2013).  

이를 통해 이 유형의 연구들은 실제 사례의 진행 과정과 양상을 매우 구체적



30

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

를 갖고 있다. 먼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획가들이 기

획한 참여 행사 및 도구로 지나치게 협소화시켜 이보다 더 위계가 높고 근본적

인 사업규정과 근거제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 , 전문

성과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월하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

을 돕는 디자인 도구와 게임의 역할을 분명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계획 결정 

권한이 없다면, 어렵게 표출되고 합의된 의견이 계획안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장

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실제 이해관계를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두 사업은 공간환경 중 민간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관계가 단히 첨예하고 복잡해진다. 이해관계는 주민들이 사업 참여 

여부, 계획 내용에 한 입장,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

인이 된다. 하지만 소수(김지현, 2010; 이용성, 2010; 신중진 외, 2012)를 제외

하고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주민들의 무관심, 전문성 부족, 다른 행위

자에 한 통상적인 불신 등이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더 주목한

다(김지현, 2010; 박민정 외, 2010; 박내규, 2012; 김미경, 2013). 이와 함께 

상 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상인 정부와 전문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중립

적이거나 공익적인 행위자인 것처럼 흔히 간주된다. 

3. 문화적 차원 : 사업을 통한 사회자본 변화 측정

이 유형의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된 것들로 주민 설문과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사업 만족도, 공무원과 전문가에 한 신뢰도, 주민 간 친밀도

과 신뢰도, 참여 및 활동의지 등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 변화를 정량

적으로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김우락 외, 2011; 문경환, 2011; 최동

욱, 2011; 원준혁, 2012; 방성원,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두 사업의 양  

목표 중 하나가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점과 함께 최근 도시계획 및 설계에

서 사회적 성과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사업 평가 방

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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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자본은 다분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

준의 것들로 두 사업의 구체적인 속성 및 쟁점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  추상적인 수준에서 참여 및 활동의지, 주민 개개인 간의 신

뢰 연결망을 묻는 신 이를 구체화시켜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협정을 수용하고 

준수할 의사 여부나 주민조직의 역량과 권위에 한 인정 정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의 태도 및 행동 등의 행위적 차원이나(최동욱, 2011; 방성원, 2013) 사업 이전

의 주민관계, 계획 과정, 계획 결과와 같은 략적인 구조적 차원(김우락 외, 

2011)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만, 근거제도와 사업규정이 미치는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영향력까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4.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

선행 연구들이 각각 다루고 있는 제도, 행위, 사회자본은 두 사업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차원의 접

근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

직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는 데 각각의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한편, 더 중요

하게는 각각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는 구도였다. 제도적 차원의 연구가 ‘최소한의 통치와 주민의 자율성 신장’을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 구체화하지 못한 것, 행위적 차원의 연구가 

근거제도와 사업규정이 행위자들의 실제적인 입장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형성하

는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 사회자본 차원의 연구가 근거제도와 사업규정, 참여자

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주민 만족도와 사회자본 변화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요

인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이러한 분절된 접근으로 인한 탓이 적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제도, 행위, 사회자본을 다루면서도 그 중심에 디자인 유

도와 주민조직을 두지 못한 공통의 한계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사업 

이후에도 마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공공의 손’에서 ‘주민의 손’으로”(서울시, 

2011; 277) 넘기는 것이 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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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근린공간 거버넌스’로 구체화하고 사업 

과정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지는 못했다. 휴먼타운에서 주민협의체의 설립 요

건, 권한과 책임에 한 규정이 없다는 점, 계획 과정의 주된 논의가 민간영역보

다는 공공영역, 근린공간 거버넌스보다는 직접적인 공간환경 설계 위주로 이루어

졌다는 것에 해 문제제기를 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부분 두 사업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두 사업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를 확장시키기 어려운 

구도이기도 했다. 두 사업의 근거제도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둘 다 디자

인 유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규칙의 속성에 있어서 각각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와 ‘사적 계약’(private contract)이라는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두 계획 수단은 다룰 수 있는 공간환경의 범위, 결정 

절차, 적용 방식,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의 성격과 위상, 권한과 책임 등에서

도 차이가 생긴다. 이는 두 사업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에서

는 같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서로에게 유의미한 비교점을 제

공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저층주거지의 여건에 적합한 공간환경 개선 방식을 

폭넓게 탐색해보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근

린공간 거버넌스의 정착과 확산을 정비사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기존 

관행(practice)이 ‘직접적인 공간환경 개선’에서 ‘지속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Healey, 1998), 두 사업의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의 변화를 시도하는 서로 다른 경로를 

이해하는 차원의 의미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제도-행위-사회자본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는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현상

을 해석하고자 하는 신제도주의 이론과 이를 수용하고 접목한 도시계획 분야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제도-행위-사회자본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구체화한 

해석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근린계획 수단으로서 디자인 유도, 근린공간 거

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주민조직의 특성과 쟁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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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도주의적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 고찰

1. 협력적 계획이론과 제도설계

가.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22)는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흐름23)을 말한다(하연섭, 2011: 3). 개인의 행

위, 즉 어떤 사안에 한 선택과 행동은 자신의 이익(interests)과 선호

(preferences)를 바탕으로 한다.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개인의 이익과 선호가 원

래부터 주어지는 것도, 완전한 합리성과 자유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

다. 그보다는 개인의 인식과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

적 구조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행위는 무작위적이기보다

는 안정성과 규칙성을 띠게 된다(Katznelson, 1992).

제도는 이와 같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형성하는 구조적 요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률이나 규칙과 같은 공식적인 것부터 규범이나 가치와 같은 비공식

적인 것 외에도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공유하는 문화적이고 상징적

인 의미체계까지도 포함된다(Hall&Taylor, 1996). 이런 점에서 신제도주의는 제

도를 어떤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와 범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주목

22)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도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다소 경직되고 정형화된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행위자)
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제도의 역할(구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신
제도주의는 행위자와 구조를 모두 강조하는데, 특히 제도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
는 역할에 주목한다.”(존 허드슨 외, 2013: 241).

23) 초기의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대전제에 대해 합의할 뿐 제도의 범주
와 속성,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 제도가 형성 및 변화하는 기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이론 내지는 학파로 보기 어려웠다(하연섭, 
2011: 363). 일반적으로는 홀과 테일러(Hall&Taylor, 1996)가 제시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
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분류가 통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로 
간의 이론적 논쟁과 상호교류를 통해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졌고,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
는 관점이 보편화되면서 신제도주의를 곧 역사적 제도주의로 등치하기도 한다(전상인, 2011). 
본 연구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형성을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제도변화를 통해 설명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였고, 편의상 ‘신제도주의’로 용어를 통일해 서술했
음을 밝힌다. 



34

하는 사회현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도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Liberman, 2001). 그렇지만 사회현상은 개인의 단독 행위보다는 다

수가 각자의 선호와 이익을 토 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

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절차, 규칙, 조직구조, 관행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

도로 개념화하려는 경향은 뚜렷하다24)(Hall, 1992: 113). 집단적 의사결정은 개

인의 선호와 이익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한 제도적 규칙과 

과정을 통해 재형성하기도 하고, 심지어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mmergut, 1998). 

신제도주의는 이 점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 및 집단 간의 권력

관계에 주목한다. 한 사회에서의 권력관계는 부분 불평등하기 마련인데, 제도

가 이를 구조화한다고 보는 것이다(North, 1990). 즉 제도는 구성원 공동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인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

개인의 다양한 이익이 표되는 과정인 의사결정이 제도에 의해 왜곡되며, 그 의

사결정이 공공정책에 관한 것일 때 정책 결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후생이 증

가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구조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제도와 그 안에 함축된 권력관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굴절시키기는 

하지만, 그 결과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Thelen&Steinmo, 1992: 13). 모든 

결과가 제도가 의도한 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완벽하게 제한되고 고정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

한 범위 내에서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도는 

‘행위에 한 제약’인 동시에 ‘행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며(Lecourse, 2000: 

517), 개인은 제도의 구조적 제약 하에서도 완전히 자율성을 잃지는 않는다. 이

러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전략, 여기서 비롯되는 갈등에 의해 집단적 의사결

정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적 제약 요인이었던 제도 

24) 대표적으로 홀(Hall, 1992: 90-113)은 제도를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인 
규칙, 순응절차, 표준화된 관행”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제도를 가장 광의적인 수준에서는 
(국가를 초월하는)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 조직구조, 중범위 수준에서는 국가
와 사회의 기본 조직구조, 가장 협의적인 수준에서는 공공조직의 표준화된 관행과 규칙 및 일
상적 절차로 구분한다(하연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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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바뀔 수 있다.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와 행위의 관계는 일방향적이

고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변증법적이다(Skocpol, 1984: 4). 

나. 협력적 계획이론 : 도시계획에 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신제도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은 ‘특정한 제도적 맥락 안에서 다양

한 행위자들이 공간환경에 관련된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Healey, 2003). 이러한 접근은 도시

계획이 더 이상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기능적이지도 않

으며, 계획의 결과보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

환을 불러온다. 도시계획에 신도제도주의를 접목하는 이러한 이론적 시도는 영국

의 계획이론가인 힐리(Healey, 1998)가 주창한 협력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 theory)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Alexander, 2005: 213).

1) 계획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도시계획

모든 도시계획은 그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력적 계획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

에 주목한다. 계획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그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상호관계

를 갖는지에 따라 계획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일찍부터 도시

계획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사회 각계로 분산되었던 유럽에서는, 협력적 계획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정부와 계획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Healey, 1998: 1532-1535). 그렇지만 이때까지의 거버넌스는 계획의 수립이 

아닌 실행에 국한되어 있었고, 참여자들의 수와 관계도 비교적 간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버넌스를, 고정된 입장과 이익을 가진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경쟁하는, 그래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Healey, 1998: 1538). 

반면에 협력적 계획이론은 그간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집단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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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확정하기 이전인 계획 수립 과

정에서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5). 그리고 계획과정에서 서로에 

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숙의(deliberation)와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면 참여자들의 입장과 이익이 재형성되고, 승패보다는 합의에 다다르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결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신동

진, 2005: 167). 이는 화와 토론을 통한 공적 부문의 재구성을 주장한 하버마

스(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전상인, 2007) 계획과정에

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계획이론의 시초이자 지배적인 사조였던 합리적․종합계획이론이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속성을 띠었다면, 이에 비해 협

력적 계획이론은 상 적으로 상향적 혹은 쌍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전상인, 

2011: 157-158).  

2) 계획 제도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그렇다면 행위자들의 의사소통적이고 협력적인 계획과정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 목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은 신제도주의를 수용하고 의사소통행위이

론과 결합시킨다. 즉 거버넌스를 계획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행위인 동시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한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다(신동

진, 2005: 168). 이렇게 봤을 때 의사소통적이고 협력적인 계획과정이 참여자들

의 각성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구조화하고, 경우에 따라 거버넌스에 착근해 있는 기존의 사

회적 맥락과 권력관계가 그들의 각성과 의지를 오히려 제약하고 억압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바는 이러

한 구조적 제약이 “고정변수”(fixed parameter)가 아니라는 것이다(Healey, 

25) 폭넓은 참여는 기능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우선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점, 정보, 지식이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특히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한 실천적 지식인 ‘지역지’(local knowledge)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식적인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긴요하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참여는 계획과정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자
들의 적극성이 더해진다면 참여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게 된다(Healey, 
1998: 153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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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543). 거버넌스의 제도적 영향 아래에서도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율성과 

능동성을 갖는 행위자이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와 전략을 통해 거버넌스를 

재구축한다. 이와 같은 제도와 행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는 고

정된 현상이 아니라 점차 진화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신동진, 2005: 168). 

3) 협력적 도시계획의 과제로서 제도적 역량

그런데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제도로서의 거버넌스를 섬세하게 설계하

고 변화시키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협력적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하기 어렵다. 제도로서의 거버넌스와 이를 둘러싼 계획 문화26) 및 관행

(practice)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협력적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Healey, 1998: 

1531). 유럽의 성공 사례들은 협력적 도시계획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참

여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로 표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ealey, 1998: 1541). 하지만 사람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 네트워크

의 범위와 밀도 등의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수준의 사회자본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이와 함께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련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tial)

이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과 지적자본

이 필요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도 있어

야 한다. 힐리(Healey, 1998: 1540-1542)는 이러한 사회자본, 지적자본, 동원

역량을 아울러 ‘제도자본’ 혹은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이하 IC)

으로 개념화했다.27) 협력적 도시계획은 기존의 제도적 역량(ICt) 위에서 이루어

지고, 계획과정을 통해 지적자본(K), 사회자본(R), 동원역량(M)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제도적 역량의 변화(ICt+1)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26) 힐리(Healey, 1998: 1535)는 어떤 거버넌스가 협력적 도시계획을 실현할 역량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정책 또는 계획 문화(local policy/planning culture)를 꼽는다. 여
기서 문화는 어떤 특정한 거버넌스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책 및 계획문화에는 조직문화, 기풍(ethos)과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27) 1990년대 후반 당시 관련 학계에서는 사회자본이 제도자본과 혼용되거나 더 많이 쓰이고 있
었는데, 힐리는 사회자본이 ‘신뢰관계’(relation of trust)의 형성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는 데 초
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여( Putnam, 1993; Innes et al., 1994) 제도자본을 별도로 개
념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자본과 제도적 역량은 그의 논문에서 별다른 구별없이 혼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ealey(199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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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의 구성 요소  (Healey, 1998; 1542) 

제도적 역량은 행위자들이 협력적 도시계획을 통해 장소의 중요한 질적 차이

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제도적 역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계획과정에

서의 화와 토론이 적 적이고 계산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계획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응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호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수월할 수 있

다. 무엇보다 제도적 역량은 그것이 형성된 특정 사업이나 정책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업과 분야로 전이되고 복제될(replicate) 수 있다. 어떤 장소에서 

협력적 도시계획을 통해 제도적 역량이 증진되었다면, 이것은 다른 도시계획 사

업은 물론 경제, 복지, 교육 등 다른 정책 분야의 사업과 활동까지도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soil)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Healey, 1998: 

1542). 협력적 계획이론이 제도적 역량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고, 그러므로 제도적 역량은 협력적 도시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인 동시에 중

요하게 추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럽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공적 부문이 점차 퇴조하는 상황은 협력

적 도시계획이 기존의 제도적 역량에 의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제도적 

역량의 변화와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적 도시계획의 역할은 더욱 중차 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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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목표(target) 자체를 제도적 역량 증진에 맞출 필요도 있

다(Wilson, 1997). 다시 말해 오늘날 도시계획의 과제(task)는 ‘장소를 건설하는 

것’(place-building)으로부터, 영역화된(territorial) 정치공동체가 장소만들기

(place-making)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증진하는 것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Healey, 1998: 1531). 

다. 제도설계 : 단절적 균형과 제도의 재배열

제도적 역량의 증진은 협력적 도시계획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수행

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은 계획가에게 있다고 하겠다. 신제

도주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연구한 학자들 역시 이러한 계획가의 임무와 역

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래서 계획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해서는 학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 크게는 주어진 제도적 제약에 슬기

롭게 처하는 소극적인 입장과 제도 자체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뉜다. 이 논의는 계획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도시계획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개입하

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해석하는 틀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1) 제도분석을 통한 전략적 행위

개발도상국의 공공계획을 주로 연구한 산얄(Sanyal, 2006: 225-245)은 

1950년 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세계사적인 변화와 맞물려 계획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냉전체제의 경쟁구도, 전 지구적인 신자

유주의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힘들이 서구의 계획이론을 개발도상국들로 확산시

키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  초반 미국에

서 들여온 차관으로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공재원을 보충했던 이른바 ‘차관

재개발’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철거재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참여 하에 소단

위로 점진적으로 개량”하라는 계획적 차원의 융자조건이 붙어 있었다(김광중, 

1996: 95)28). 그런데 개발도상국과 서구 선진국은 사회적 제반 환경이 확연하

28)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57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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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 이를 무시한 채 서구의 계획 양식(style)이 이

식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상향적 계획과 신자유주의 계획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정부 주도 계획‘(planning at the top)은 맹목적

으로 축소하고 배척했는데, 그 결과는 부분 실패로 끝났다. 계획은 그 계획이 

형성된 사회, 즉 특정하고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유리될 수 없고, 따라서 보편적

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인 계획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재확

인된 것이다(Sanyal, 2005: 225).

산얄은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맥락에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을 배척하기보다 그

것이 갖고 있는 역량과 효용을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

다고 해서 기존 방식과 관행을 그 로 답습하거나 용인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계획가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수행하는 계획의 구

체적인 방식과 관행, 이를 둘러싼 사회적 제반 환경을 면밀히 이해할 것을 요청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 과정에서 부딪힐 저항들을 미리 예상하고, 여기에 정

면으로 응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슬기롭고’(astute) 전

략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위해 어느 특정한 계획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인 사안과 저항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것을 당

부한다. 요컨 , 산얄은 계획가에게 제도의 구조적인 제약을 수용하되 그 안에서 

허용된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계획 과정과 결과를 

바꿔내는 행위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29). 

2) 제도변화에 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서의 제도설계

이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도시계획 연구자 겸 실천가인 알렉산더(Alexander, 

2005: 209-223)는 산얄의 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계획가는 제도를 변화시

키는 의도적이고 신중한 개입, 즉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까지 수행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은 부분 크고 작은 제도변화를 수반한다. 도시계

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련된 법령, 사업, 조직 등의 제도는 일시적으로는 고정된 

29) 산얄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는 계획가의 노력으로 제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더 
근본적으로 산얄이 기초하고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인위적인 제도개선, 즉 제도설계의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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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이지만 계획 과정과 결과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

기도 한다. 어차피 일어나는 제도변화에 해 계획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문인 것이다. 

계획가가 이러한 제도변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알렉산더는 실증적인 차원과 규

범적인 차원으로 구분한다. 실증적인 접근은 주어진 제도적 맥락 안에서 보다 효

과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 제도변화, 즉 “살아있는 제도”(living 

institutions)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Raadschnelders, 

1998: 568; Alexander, 2005: 210에서 재인용). 개발도상국 계획가들을 위한 

산얄의 제언은 이러한 실증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규범적인 

접근은 의도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만들며,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맥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도변화에 개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을 말한

다. 이 두 가지 접근은 곧 ‘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과 ‘제도설계’를 의

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없다. (계획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제도는 결코 자연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변화하는 법이 없는, 관련 행위자들의 의도적인 결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Scharpf, 2000: 49).) 

알렉산더(Alexander, 2005: 216-217)에 따르면 제도설계의 중심에는 제도

와 행위의 상호작용이 놓여야 하고, 이 때 가장 표적인 제도는 ‘법’(law)과 ‘조

직’(organization)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형성하는 표적인 수단으로 규제나 기준(standards)과 같은 

제반의 규칙을 포함한다. 조직은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틀로서 정부조

직은 물론 시장(market),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까지 포

괄한다. 법과 조직은 구조적이고 공공적이며 공식적이라는 점에서 제도설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상이자 산물이라 하겠다.   

제도설계는 상으로 삼는 제도의 위계와 중심적인 주체에 따라 세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제도설계는 헌법, 무역협정 등 국가 또는 초국

가적인 범위로 적용되는 거시적인 제도와 과정을 다룬다. 이 수준의 제도설계는 

주로 정치인(statesman)들이 수행하고 행정가와 법률가들이 이들을 지원한다. 

중간 단계는 기반시설 공급, 토지개발, 환경관리 등의 정책 및 계획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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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다루는데, 이 점에서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된 제도설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운영하기 위해 법, 규제, 자원 등의 유인과 제약을 개발하

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선출 또는 임명된 결정권자들이 주도적

인 역할을 맡지만 계획가를 포함한 다방면의 관료와 전문가들도 중요한 행위자

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도설계는 위원회, TF팀 등 특정 조직의 내부 

구조와 규칙 등을 다룬다. 이 단계의 제도설계는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효과적이

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례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논란이 큰 사업에 공식적인 중재 및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한 예다. 여기에서는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무원과 계획가의 역할이 상위 단계의 제도설계에서보다 훨씬 커진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는 제도설계의 개념과 성격, 상과 수준을 규정하고 체계

화했지만 제도설계의 기제, 곧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해서는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제도설계를 수행하는 계획가가 의지할 수 있는 

지적 배경으로 거버넌스 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정(coordination) 이론30), 리

인(agency) 이론31) 등을 제시했을 뿐이다(Alexander, 2005: 217-219). 그가 

제시한 이론들은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왔지만 이해관

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알렉

30) 조정이론 혹은 조정게임(한병진, 2011: 268)은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습, 행위자의 주관적 믿음 
등을 통해 특정한 균형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이론을 (거시적인) 제도에 적용하
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한 균형점에 귀착하는가를 통해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규정할 수 있다.

31) 대리인 이론은 시장경제를 주인(소유자)과 대리인(근로자)이라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계약관계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로 확장해서 국민과 
정부, 유권자과 정치인, 공기업과 정부 등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기본 
전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
(대리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리손실에는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한 대리인의 도덕
적 해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격한 대리인을 선택하게 되는 역선택이 있다. 대리
인 이론은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목적을 극대화한
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Jensen&Meckling, 197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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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가 이러한 이론들을 선별한 것은 제도설계의 이론적 바탕으로 신제도주의 

가운데서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즉 효

율성의 논리에 입각해 제도의 출현과 변화에 있어서 행위자의 자율적인 행동과 

전략적인 합의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Hall&Talyor, 1996)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Alexander, 2005: 212).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개인이 의도적

으로 제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

의를 선택한 것은 필연에 가깝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도변화를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오늘날 신제도주의 이론의 공통된 인식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간

과할 순 없다. 다시 말해 제도설계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제도

분석, 즉 제도변화에 한 실증적인 이해와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

리는 제도설계 과정에서 계획가의 의도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맞물려 제도변화

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제도설계의 효과가 낮아질 것은 어렵지 않

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서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는 전제 하에 제도변화의 기제에 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외부적․급진적 제도변화 : 단절적 균형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입장은 “단절적 균

형”(punctuated equilibrium)이었다(Krasner, 1988: 73-74). 제도는 합리적이

고 기능적인 과정이 아니라 복잡성, 비효율성, 우연성 등이 작용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Ethington&McDonagh, 1995: 467).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제도는 관련된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자

동적으로 반응하여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Ikenberry, 1988: 1-14). 이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주변의 다른 제도 및 조직 

환경이 이 제도의 자유로운 변화나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는 강력한 ‘경로의존성’ (path-dependenc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Hall&Taylor, 1996: 941). 그러므로 어떤 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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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제도와 권력관계를 뒤흔드는 혁명, 전쟁, 경제공황, 참사 등 외부로부터의 

심 한 충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양상으로 변화가 일어

나지만 이렇게 변화한 제도는 다시 새로운 경로를 따라서 지속하는데, 이와 같은 

외부적․급진적 제도변화를 가리켜 단절적 균형이라고 부른다.

단절적 균형은 제도의 변화보다는 지속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제도의 등장은 오로지 상당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의 자

율적인 행위는 주로 제도를 유지하고 고착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절적 균형 하에서는 제도설계의 가능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절적 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진적

인 제도변화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한 신제도주의 내부의 이

론적 논쟁과 자기혁신을 거쳐 1990년  후반부터는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를 통

해 제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제도변화 논의에서 

외부적 충격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의 중요성에도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했다. 

4) 내부적․점진적 제도변화 : 제도의 재배열과 정교화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일으키는 내부의 원인을 찾는 일은 제도에 한 관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과거에는 제도를 하나의 단일체(monolithic 

entity)로 보았다면 새로운 인식에서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

체’(complex)로 본다(Lowndes, 2002: 100). 제도는 응당 통합적인 전체를 이

루고 있거나 논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자기완결적인 상태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이 없더라도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

소들이 본래 갖고 있는 갈등과 모순이 심해지면 이로부터 제도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Lieberman, 2002).

제도와 제도변화 원인에 한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제도변화의 양상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단절적 균형에서는 제도변화가 거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과 같은 적인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내부적 요인에 의한 제도

변화에서는, 어떤 제도에 새로운 구성요소가 도입되어 기존의 구성요소들과 새로

운 방식으로 결합되고 재배치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즉, 제도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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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 체”(replacement)가 아니라 제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재배열” 

(reconfiguration)이라는 것이다. 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그리프(Greif, 

2006: 194) 또한 어떤 제도가 실패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보

다는 기존 제도의 구성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변경 혹은 재결합하거나, 아니면 새

로운 요소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응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도의 정교

화”(institutional refinement)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제도의 재배열과 정교화가 

관련 행위자들이 서로 순응하는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도설계와 다름이 없다. 

내부적․점진적 제도변화는 외부적․급진적 제도변화가 포괄하지 못했던 제도변

화 사례를 설명하고, 제도설계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견해이

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내부적․점진적 

제도변화 역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권력관계와 경로의존성이 여기서도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성요소를 새롭게 도입할 것인지, 어떻

게 재배열할 것인지는 실권을 쥔 행위자의 이익과 선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기존 요소들은 새로운 요소의 도입과 결합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

교하게 제도를 재배열했을지라도 변화 과정의 복잡성, 비효율성, 우연성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의도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부적․점진적 제

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는 물론 제도변화와 관계된 행위자들에 

해서도 외부적․급진적 제도변화에서보다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2. 디자인 유도 : 근린공간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규칙

이 절에서는 규칙의 형태로 도시공간 디자인을 제어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칭

하는 “디자인 유도”(design guidance)에 한 제도주의적 논의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과 경관협정이 갖는 제도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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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자인 유도의 제도적 특성

주거지의 공간환경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즉 도시설계는 다층적인 소유관계

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고도의 사

회적 과정이다(Adams et al., 2011). 이러한 도시설계는 건축이나 조경설계처럼 

의도하는 공간환경의 최종 상태를 완벽하게 확정해놓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복잡다양한 상황에 응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간환경을 조

정해 나가는 것이 도시설계의 실현 과정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건축과 조경

설계의 표적인 실현 수단인 청사진(blueprint)으로 도시설계를 표현하고 전달

고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디자인 유도는 공간환경 디자인에 한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허용되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자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어떤 원칙에 따

라 좁힐 뿐이다. 즉 디자인 유도는 관련 행위자에게 “구조 안에서의 자유” 

(structured freedom)를 제공한다(Adams et al., 2011).

나. 디자인 유도에 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응

디자인유도를 수립하는 데 관계된 행위자들은 디자인 요소(parameter)과 규

범화 수준(강제성, 상세함)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조정한다(Carmona, 2011). 

즉 어떤 요소를 선정하거나 제외할 것인지, 선정된 요소에 한 규칙을 어느 정

도로 강제적이고 상세하게 정할 것인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각자가 노력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유도의 내용과 규범성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유도를 적용받는, 즉 자신의 ‘자유가 구조화’되는 행위자들은 부분의 

경우 디자인 유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어떤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거나 더욱 커진다면 디자인 유도의 내용과 체계

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설정되었더라도, 행위자들의 저항과 회피로 디자

인 유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 점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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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도의 내용과 규범성뿐만 아니라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유도는 용도지역제와 같은 일반적 규제에 비해 강제와 금지의 성격보

다는 권장과 유도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디자인 유도

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부는 권장과 유도보다는 강제와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imperatives)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공적 권위와 절차의 훼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Carmona, 

2009). 

따라서 디자인 유도에 한 행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

적인 방법은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이 디자인 유도의 결과물로부

터 실제적인 효용을 얻거나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Adams et al., 

2011). 요컨 , “채찍”보다는 “당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디자인 

유도에서 실제 효용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인식이 바뀔 수 있고, 여기서부터 디자

인 유도의 수용과 헌신,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신뢰, 기존 문화와 관행의 근

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디자인 유도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맺

은 공동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는 ‘뜨거운 소수의 열광’보다는 

‘조용한 다수의 동의’의 양태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Adams et 

al., 2011). 

다. 디자인 지침과 디자인 규약

이러한 디자인 유도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것

들이 포함된다(Carmona, 2011). 하지만 그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각각이 해당하는 디자인 지침(design 

code)과 디자인 규약(design covenant)이다. 

디자인 지침이 다른 디자인 유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별점은 특정한 장소를 

상으로(site-specific) 마스터플랜과 같은 입체적인 공간설계를 바탕으로 작성

되며, 그것을 관련 행위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Carmona, 2011). 

즉 디자인 지침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분명한 공간적 비전 및 설

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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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도시설계를 먼저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와도 일치한다(한국도시설계

학회, 2005). 

그리고 부분의 디자인 지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부에 의

해 운용되는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의 성격을 갖는다(Adams et al., 

2011). 즉 디자인 지침은 국가가 민간 행위자의 자유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자인 유도는 주로 국가가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디자

이너 등 도시설계와 관련된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카모나(2011)는 다양한 디자인 유도 중 즉지적이고 상세하며 권

장과 유도의 성격이 강한 디자인 지침은, 제 로 수립하고 운용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면서 디자인의 창의성과 개발의 수익성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디자인 지침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정부와 그 외 행위자들이 상호작

용하는 ‘경기장’ (playground)을 보다 편평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사업의 절차

와 단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Carmona, 2009). 개발계획

을 인허가할 때 만약 디자인 지침이 없다면 계획당국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일반

적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데, 여기서 종종 개

발업자와 디자이너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만약 디자인 

지침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디자인 지침의 수립 과정에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했

다면) 인허가 신청 이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이를 참고하여 계획 수정의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는 디자인 지침이 계획당국의 재량 

범위 자체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사업의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진다는 것

이다. 이는 디자인 지침이 개발업자를 포함한 민간 행위자들은 물론 디자인 지침

을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인 계획당국까지도 준수해야 하는 공동의 규칙으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32).

하지만 디자인 지침의 이러한 효과에도 한계는 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 지

침을 수립하고 잘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그 외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기장이 완벽하게 편평해질 수는 없다. 디자인 지침 또한 일반적 규제와 마찬가

지로 그 본질은 국가의 ‘공적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지침을 새롭

32) 즉, 디자인 지침은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
하는 ‘제도’(institution)이다. 



49

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시도는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체계를 보다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바꿔내는 데 분명히 기여를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국가

의 통치에 의해 작동한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

종의 자기 조정 또는 자기 쇄신의 노력인 것이지,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치

와 자율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반면에 규약(covenants)은 민간 주체들끼리 맺는 ‘사적 계약’(private 

contract)으로,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해서 

“민간이 직접 통치하고 관리하는”(privately govern and control) 자치로 볼 

수 있다(Ben-Joseph, 2004). 그런데 영미권의 맥락에서 이러한 규약은 개발업

자, 주거지 관리업체, 토지소유자 등 시장(market) 행위자들이 민간 단독주택단

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현상을 많은 도시 

및 사회학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주거지 규약의 실상은 많은 경우 

개발 수익이나 부동산 가치와 같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

할 뿐이고, 주거지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거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Barton&Silverman, 1994).

이런 점에서 어떤 규약이 디자인 지침처럼 도시공간의 디자인에 관해 즉지적

이고 상세하며 유도와 권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사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적 규제를 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디자인 지침에 한 교본처럼 통용되는 ‘뉴어바니즘 헌장’에서도 도

시설계 규정은 법규와 조례 등의 공적 규제를 통해, 건축 규정은 “규약과 제한이 

결합된(CC&Rs/Combined Covenants and Restrictions) 개인적인 협약”을 

통해 함께 다루는 것을 바람직한 디자인 유도의 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뉴어바니

즘협회, 2001: 141). 

하지만 ‘공동소유주거단지개발’(CIDs/Common Interest Developments)을 

상으로 정부의 획지분할 규제(subdivision regulation)와 민간의 디자인 및 

규약 간의 상호 영향을 연구한 벤-조셉(Ben-Joseph, 2004)에 따르면 일반적 규

제와 사적인 규약의 중간에 디자인 지침과 같은 즉지적이고 상세한 공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둘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자극을 통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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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면서도 탈규제 또는 특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주거지의 디자인과 관리를 

기약할 수 있다. 사적 규약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 지침과 같은 공적 규제를 

신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 규제가 존재하고 그것과의 긴밀하고 상보적인 관계

를 형성했을 때에는 사적 규약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존 통치체계에 자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Ben-Joseph, 

2004). 이와 같은 상태의 규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온전히 유지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계획 영역으로 전략적으로 접속되고 심지어는 포섭

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중 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관협정은 공공계획 제도와 긴밀하게 접속된 사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협정은 원칙적으로 체결자들의 자율적인 약속으로 체결 여부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

립 인가, 체결된 경관협정에 한 심의 및 인가 등은 공공계획 제도와의 접속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사적 규약인 경관협정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거

나, 지역 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관협정은 다른 임의적인 주민약속보다 높은 법적 

권위와 실효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주민조직 : 디자인 유도의 수립과 이행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제

가. 주민조직의 제도적 특성

공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주민, 기업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는 주민과 정부의 수평적이고 등한 관계를 기초로 한다(Healey, 2003). 하지

만 이러한 수평적 관계는 새로운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쪽으로 기

울어진 기존의 불균형한 관계가 반영된 채 나타날 수밖에 없다(박주형, 2013). 

특히 주민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 중 자신이 보유한 배타적인 자원과 여

기서 비롯되는 권한이 가장 작다(Mcgylnn, 1994: 316). 그러므로 이러한 불균

형한 권력관계를 보정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그저 의사결정에 한 참여권과 

발언권 정도만 주어져서는 “허울뿐인 요식행위”(empty ritual)에 그칠 공산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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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rnstein, 1969). 근린 단위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국가의 권한과 

자원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이양하고 공유하며, 이렇게 재구성된 권력관계를 제

도화해서 안착하는 것에 주목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Davoudi& Healey, 

1995; Fung, 2001; Fagotto&Fung, 2006).

그런데 특정 개인, 소수 이익집단이 이러한 공적 권한을 부여받기는 힘들다. 

영미권의 경험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도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 주민조직을 

그 로 사업 파트너로 “손쉽게” 참여시켰을 때 그 조직과 연결관계가 없는 주민

들이 배제되는 한계도 있었기 때문이다(Fung, 2001; Davodi&Healey, 1995). 

이에 따라 거버넌스에 내재한 권력관계의 보정과 제도화에 관한 논의들은, 주민

들이 공적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잘못 행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로서 주민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해 주목하게 되었다. 

나. 주민조직의 구성 요건과 절차, 권한과 책임

주민조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성하고, 또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펑(Fung, 2001)의 “책임이 따르는 자율”(Accountable 

autonomy) 모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것은 “권한이 뒷받침된 숙의(empowered deliberation)”이다(Fung, 

2001: 76). 근린 단위에서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려면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숙의 기구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주민조직에 일정한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이다. 다만 이러한 자율적인 숙의 활동이 지역 이기주의나 유력주민의 지배와 같

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참여자들의 갈등과 무능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으

로 관리하고 개입하는, 일종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을 

통치의 상으로만 간주했던 ‘오래된 정부’(old center)와 구별되는 이러한 ‘새

로운 정부’(new center)의 역할은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인정하더라도 

주민조직의 자율성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러한 자율성이 마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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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방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다(Fung, 2001). 

펑은 자율과 책임이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절충될 때 ‘현실적으로 실

현가능한 근린 숙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린 

숙의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행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위계의 법과 규칙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러한 펑의 입장은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주민의 의식과 역

량에서 찾으려는 행위 차원의 접근과 다르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운영되는 

방식과 절차에서 찾으려는 제도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이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

렇다고 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제도의 변화가 수반

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식과 역량 변화를 기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

다 정책 및 사업을 발의하는 정부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는 제도설계라는 점

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분석의 틀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념적 분석 상과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신제도주의 이론과 이를 도시계획에 접목한 협력적 계획이론,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에 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업규정(제도)과 

참여자(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계획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협력적 계획이론의 

주요한 주장을 수용했을 때, 두 사업의 근린공간 거버넌스는 디자인 유도와 주민

조직 뿐 아니라 이와 결부된 주요한 제도적 역량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디자인 유도의 제도설계 쟁점은 디자인 요소의 선정과 

규범화 수준이며, 실효성과 결부된 제도적 역량은 디자인 유도에 한 행위자들

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주민조직의 제도설계 쟁점은 표성, 자율성, 책임성으

로 구체적으로는 각각 설립요건, 권한,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민조직과 결

부된 제도적 역량은 조직의 역량과 내외적 권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방법인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의 구성에 따라 정리하여 분석의 구조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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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두 사업이 등장하게 된 ‘맥락’의 이해다. 이를 위해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는 1960년  불량주거지 정비에서부터 2008년 뉴타운사업의 위기에 이

르는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는 2008년 뉴타운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한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응

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영향을 미친 구체

적인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두 사업에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 요

인으로서 ‘제도’와 ‘행위자’의 특정이다. 먼저 제도의 특정을 위해서 사업규정의 

제도적 구성과 특징을 분석한다. 서울시가 사업의 취지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근

거제도 외에도 다른 제도와 수단을 결합해서 사업규정을 기획했던 것은 신제도

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설계, 그 중에서도 제도의 재배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Alexander, 2005; Grief, 2006: 194). 이에 따르면 사업규정을 기획하는 

과정 및 결과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갈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주요한 분석 상은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주민협의

체와 경관협정운영회로 설정하며, 이것들이 어떤 제도적 특성을 갖고, 그것이 어

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분석하는 데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에 한 이론

적 검토를 활용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두 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을 의미하

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사업규정에 의해 갖

게 되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이해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사업규정의 영향 하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자인 유도

와 주민조직이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사업규정과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계획과정을 통해 두 사업의 근린공간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형성

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사업규정의 제도적 영향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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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사업 목적의 역전이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 즉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

축보다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이 더 중요해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디

자인유도와 주민조직이 상 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이로 인해 디자인 유

도에 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주민조직의 역량과 내외적 권위가 충분

히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네 번째는 제도적 역량은 더 큰 사회변화, 즉 기존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 연

결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현상, 즉 두 사업에서 새로운 개발사업 기

회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사업의 무산을 좌우한 주체인 주

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행과 문화(두 사업)와 기존의 그것(개발사업 기회)을 놓

고 비교판단을 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업이 무산된 

원인과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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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

제 1 절 맥락분석: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등장 배경

1.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천과 위기 

가. 합동재개발 방식의 형성과 정착

주거환경정비는 도시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개선하고 유지하려는 공

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시 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방식 하에 이

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서울을 비롯한 도시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유입됐던 반면에 이들을 위한 주택과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결과로 도

시 안팎의 빈 땅에 무허가 불량주택지가 거 형성되었다33). 1960년 에 본격

적으로 시작된 주거환경정비는 이러한 현상을 ‘공중보건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병리’로 보는 시각에서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단속․철거하여 불법행위

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그 자리에 양호한 기반시설과 주택을 새롭게 조성해

서 도시화 및 산업화를 뒷받침하고자 했다34).

33) 조선 후기 동안 약 20~30만을 유지했던 서울 인구는 일제 강점기 동안 약 5배로 성장하여 1
백만 명을 넘어섰고, 휴전으로부터 2년 뒤인 1955년에는 150만 명, 1960년에는 약 240만 
명, 1970년에는 약 540만 명, 1980년에는 약 840만 명, 1990년에는 1천만 명에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서울의 무허가 불량주택 역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1939년에 약 4천 채로 
확인되었고, 1960년에는 약 4만채, 1970년에는 약 20만 채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고, 1990
년에는 9만5천 채로 크게 감소했다. 1970년대 이후 인구증가는 여전함에도 불량주택이 감소
한 것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재개발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61-564).

34)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거환경정
비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최성태, 2012: 14), 서울시
는 자체적으로 일련의 시책들을 실행하게 되었다. 자체적인 시책은 ‘단속과 철거’, ‘재정착’, 
‘지구수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속과 철거’는 무허가 주택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새로 지어지는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철거했던 시책이다. 실제 철거는 엄격하고 대대적
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 또한 격렬했다. ‘재정착’은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
하고 주민들을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시키는 시책이었다. 그러나 재정착지는 대부분 서울 외곽
에 위치한 국공유지인데다가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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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들은 다양한 방식과 공공지원

을 도입하고 엄청난 면적의 사업지구를 지정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곳은 소수에 

불과했는데35), 가장 큰 이유는 기반시설을 직접 정비해야 하는 지방정부와 주택

을 스스로 개량해야 하는 주민 모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1: 569-572; 박인석, 2013: 20-21).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도입한 방식이 바로, 건설업체의 재원으로 기반시설과 주택을 짓는 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해 주는 이른바 ‘합동재개발’이었다(장옥연, 

2012: 21; 배웅규 외, 2012: 5). 합동재개발은 사업방식의 특성, 공공의 역할 

축소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공공 재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

이 퇴색되고 민간주도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해”지는(Kim, 1999) 중요

한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합동재개발은 당시 미집행 상태였던 재개발사업 지구들

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1983년 이후로는 거의 모든 사업지구가 이 방식을 채택

함에 따라36)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의 가장 지배적인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최성태, 2012: 18).

  합동재개발은 사업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지분 청산과 주택 매각이 편리하

도록 하기 위해 예외 없이 불량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후 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했다.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1980년 에 성장한 중산층의 주택수요와 맞

물려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물론 사회문화적 인식도 좋아지면서 합동재개발의 

사업성은 더욱 높아졌고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이 과정에서 합동재개발로 표

되는 주거환경정비 정책은 애초 목표였던 무허가 불량주택지의 개선과 산업화의 

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무허가 불량주택지”일 뿐이었다. ‘지구수복’은 재정착지가 부족해지자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주민 스스로 
불량주택지를 개량하도록 촉진한 시책이었다. 그러나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1971년 광주
대단지 사태로 대표되듯이 이러한 시책들은 이내 한계에 부딪혔고 처음에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67-578).         

35)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1973년 서울시는 1981년까지 모든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하겠다는 
목표 하에 약 446만 평에 이르는 196곳의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그 가운
데 26곳만 사업이 추진되었고 일부 지구는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그 결과 1982년 말까지 
약 276만 평에 달하는 123개 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69-571).

36) 합동재개발은 1983년 천호1구역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8개 지구, 1985년 9개 지
구, 1986년에는 무려 24개 지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15개 지구 이상에 대해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6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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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을 1990년 에 들어 거의 달성한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정책, 주

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

성장과 자산증식 등 새로운 과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서울시정개

발연구원, 2001: 573; 박인석, 2013: 20-2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에 한 인정과 함께 합동재개발에 한 비판도 

만만찮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578-585)에 따르면 합동재개발에 한 

비판은 크게 사회적 정당성 차원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합동재개발은 공공사업임에도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돌아가

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량주택의 멸실로 저소득층 주택재고가 폭 감소했고, 부

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해 여과 효과(filtering effect)37)도 일어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투기적인 부재

지주들의 이익은 보장된 데 반해 저소득층과 세입자에 한 지원은 매우 부족했

으며,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패와 갈등, 원주민의 거 이주 등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비화되고 유 관계가 붕괴되는 경우도 잦았다. 합동재개발의 결과가 도시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밀개발

에서 주로 기인했다38). 합동재개발에 한 규제 완화는 도시 전체 차원의 밀도 

및 높이 관리를 무색하게 했고, 그 결과 각종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

원 등)의 부담을 증가시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하기도 했

다. 그리고 용적률을 최 한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아파트단지 내 공공

환경이 부차적으로 처리되어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도 배타적으로 이용되

어 주변 지역을 단절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나. 주거환경정비 법제 및 사업 유형의 개편

37) 코넬대 다니엘 콴 교수의 이론으로, 좋은 주택을 많이 지어 고소득층이 그리로 옮겨가면, 중산
층은 고소득층이 있던 곳으로, 저소득층은 중산층이 있던 곳으로 옮겨가면서 주거 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굳이 고급주택은 아니더라도, 신규주택을 많이 지어
도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38) 합동재개발을 창안한 서울시는 도입 당시 180%였던 용적률을 1985년 250%로 상향조정했
고, 1990년에는 최대 400%까지 완화되었다. 용적률 완화는 층수제한, 인동간격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로 이어졌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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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인식과 함께 그 동안 각각의 다른 법39)과 그에 따른 사업으로 분

리되어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생긴 혼란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제정하여 관련법들을 통합하

고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모두 편입하는 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과

정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의 폐지도 단행되었다. 합동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조합이지만 실제로는 참여 조합원의 하나에 불과한 건설업체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으로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었는데40), 도정법을 제정하면

서 건설업체의 지위를 단순 시공자로 바꾸고 시공사의 선정 시기도 사업시행인

가 이후로 늦추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에 편입된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

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은 토지소유자조합에 

의한 전면철거 후 아파트단지 건설 방식을 여전히 취하고 있어 단기간에 규모

의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음성적이고 관행적으로 합동재개발 방

식과 유사하게 추진되었다(최성태, 2012: 33).

합동재개발 사업으로부터 이어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절정에 다다른 것은 

2002년부터 서울시가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조례를 근거로 추진하

던 뉴타운사업을, 전국으로 확 적용하기 위해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

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뉴타운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적 비전에 의해서만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개별 정비사업 단위로 개발이익의 일

부를 환수해서 기반시설 공급에 투입하던 기존 정비사업 체계에서는 개별 정비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기반시설을 제 로 확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

는 계획적 의도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뉴타운사업은 규모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세

부 구역별로 주거환경 상태에 따라 기존 정비사업을 적용하며, 여기서 환수한 개

발이익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일종의 ‘패키지’

사업인 것이다. 도촉법은 광역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39)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40) 최성태(2012: 122)에 의하면 합동재개발 방식에서 건설업체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거주자 

보호와는 관계없이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기 호황기에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에 침체기에는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며, 이 때문
에 발생한 비용은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등 주택수급 측면이나 조합원 이익 측면이 경시된 채
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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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정비사업에 한해서 지구지정 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및 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41). 하지만 이러

한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될 경우 기존 정비사업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치권과 지자체에 한 

압박과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지정

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42)(조상규 외, 2011: 18; 최성태, 2012: 103-106).

다. 뉴타운사업의 확산과 위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최성태, 2012: 107)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서

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0곳이었고 그 가운데 뉴타운사업구역은 305곳

이었다.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4년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건

수는 이전 7년 평균에 비해 이후 7년 평균이 5.7배 증가했고, 사업시행인가 건

수는 1.9배 증가했다43). 사업추진 상황은 전체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사업이 완

료된 곳은 434곳에 불과하고, 439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고, 374곳

이 예정구역 상태로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동재개발사업이 도정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관행적으로

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이어졌고, 뉴타운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패키지화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뉴타운사업이 불러온 사회적 문제들은 새롭게 나타난 것

41) 도촉법 제9조 4항(지구지정 요건의 완화),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 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제23조(과 부담금의 면제), 제24
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42) 서울시 주택국 공무원인 최성태(2012: 103~106)에 따르면, 2002년에 처음 추진한 1차 뉴타
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셌으나, 사업 추진 이후 뉴타운사업 시범지구
와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3년 2차 뉴타운사업지구는 애초 계획했던 3~4곳
의 4배에 달하는 12곳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민원과 정치적 압박이 들어와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뉴타운사
업의 정치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2005년 12월에는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11곳을 지정하였
고,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지구지정 유보의사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뉴타운
사업 추가지정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43) 정책자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서울시에는 26개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152개 구역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3년부터 2008년
까지 36년 동안 지정한 재개발 구역면적인 19㎢의 66%에 달하며, 연평균 재개발구역 지정면
적인 0.53㎢의 24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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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합동재개발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만성

적인 문제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조상규 외, 2011: 18; 배웅규 외, 2012). 다

만 뉴타운사업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더욱 두드러지

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는 뉴타운사

업을 포함한 기존 정비사업 전반에 심각하고도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다. “자산주

도의 부동산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던 기존 정

비사업의 가장 큰 추동력인 사업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정비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소유자들마저 상당한 개발분담금

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한 민사 및 행정소송이 급격하게 늘어

났으며44), 사업이 지체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

었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소유권을 이미 시행사로 넘겨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투입한 막 한 비용이 매몰되어 상당한 피해

와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공통된 기조는 부동산 경기 부양

과 뉴타운사업의 활성화였다45). 기존 정책을 정리 및 축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

적으로, 특히 주거환경 개선의 당사자들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뉴타운사업

의 미래를 불안하고 어둡게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가져왔던 

기 와 열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채 앞으로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2.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정책적 응

44) 201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는 뉴타운 밑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지자체 간의 행정소송
이 총 331건, 주민 간의 민사소송도 약 2,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이낸셜 뉴
스 2014년 2월 17일자 1면 기사, “자자체 42% ‘쇠퇴의 길’ 도시재생이 ‘부활의 길’”

45) 2008년 정부는 ‘8.21 대책’, ‘9.1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과 양도세 완화를, 9월 19일에는 ‘도
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에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을, 23일에는 부동산 수요 진
작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겨레 2008년 9월 22일자 기사, “한
국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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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출범과 제안

뉴타운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서울시는 2008년 5월 

오세훈 시장의 지시46)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정책을 재

검토하고, 서울시 주택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환경개

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47). 8개월간의 연구 및 

토론 결과로 정책자문위원회(2009)48)는 서울시 주거환경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

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5가지 이슈로 분류했고, 각각에 해 기존 방식을 보

완하고 되살리는 것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체하는 것에 이르는 방 한 

책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책인 ‘주거지 변화관리에 응할 수 있는 제도 개편 

추진’에 제시된 ‘5-2.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 제도 확립’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세부 방안으로 첫째 전면정비가 아닌 보전관리, 자율정비, 부분정비 방식을 

도입할 것, 둘째 주민참여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 주민협정, 마을만

들기 사업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 사례인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가 등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배

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46) 오세훈 시장은 2008년 4월 21일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주거환경개
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47) 자문위원회는 하성규 위원장(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및 연
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었고, 8
개월 동안 총 자문위원회 7회, 실무추진단 팀별 주간회의 등 총 70여 차례의 토론을 거쳤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2009년 1월 15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활동 결과 발표”를 참고할 것.  

48)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공청회안,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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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1.소형저가주택감소
2.전월세가 상승
3.주거부담능력격차
4.거주민(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5.1~2인/고령자가구 증가

▶
대책 

1

서민주거불안 해소방안 추진
1.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2. 주거부담능력 지원방안

이슈 
2

1.뉴타운사업 추진 전망
2.2010~11년 이주수요 집중
3.지역별 주택수급 불균형

▶
대책 

2

정비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이슈 
3

1.주택유형 선호 편중
2.아파트 공급 위주 정비사업
3.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

▶
대책 

3

주거유형 다양화방안 추진

이슈 
4

1.공공/공익시설 확보(부담)
2.정비사업 자금조달 문제점
3. 정비사업 관리제도 미흡
4.경기호황기 정비사업 집중

▶
대책 

4

정비사업 공공역할 확대 추진
1.정비사업 시행방식 개선
2.공공의 역할 및 지원 확대
3.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확대
4.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

이슈 
5

1.양호한 주거지역의 정비구역화
2.정비예정구역의 역기능
3.도시정비/개발 관련법제

▶
대책 

5

주거지 변화관리 대응 제도개편 추진
1.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
2.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3.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4.도시정비/개발 관련법제 통합 개편

<그림 5>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보완발전방안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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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관리 방식

보전 관리 지역 자율 정비 지역 부분 정비 지역

지역
 한옥 집 지역
 역사적 시설물 주변지역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개별주
택 개량이 가능한 지역

 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

공공
지원

 한옥 보수비 융자 지원 (한옥
지원조례)

 문화지구 지정 관리(융자 및 
세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 지원

 커뮤니티시설 등 공익(공동이
용)시설 확보 지원

 주택개량 자금 보조 및 융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블록형 정비수법 보급 확대

 

 주민참여 지원제도 활성화 

경관협정(경관법) 주민협정(건축기본법) 마을만들기(문광부 지원)

사업
내용

 건축물의 의장, 색채, 옥외광
고물 등 개량 관리

 건축물 및 외부공간 관리 
 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환경 개선

▲ ▲ ▲

공공
지원

서울시 경관조례(시행규칙) 건축기본조례/건축기본계획 문화관광부 자체사업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방안 제시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그림 6> 5-2.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 32)

나. 서울시 주택도시관련부서의 문제인식과 응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는 서울시의 판

단에 달려있었다49). 실제로 세부방안 중에는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도 있었다. 그러므로 두 사업의 등장은 서울시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그저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목적과 의도를 투영한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 배경에는 서울시, 특히 주택도시관련 부서들이, 부동산 경

기 악화로 정비사업을 더 이상 예전처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 뿐 아니라 그 

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로서 서울시 주거지와 주택이 처한 상황 자체에

도 중 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49) 서울시 2009년 1월 15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활동 결과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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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인식이었죠. 왜냐면 그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유형 비율에서) 아파트가 66%까지 올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였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필요하다, 왜냐면 계층이 다양한데 단독주택 멸실로 

인해서 그 계층의 사람들을 내보낼 때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준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서울시 내에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었죠.”(전 서울시 과장 윤OO씨 인터뷰, 2013.11.26.). 

서울시 주택도시관련부서들의 이러한 문제인식을 뒷받침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의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호한 저층주거지의 과도한 소실

2003년 도정법 개정을 통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도입, 2005년 도촉법 제

정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는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

은 양호한 저층주거지50)까지 과도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

은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총 80㎢로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305㎢)의 약 26%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불량주거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이미 아파트단지로 체되었

다. 여기에 현재 지정된 모든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을 더하게 되

면, 앞으로 서울시에는 저층주거지라는 것 자체가 전체 주거지의 1/3도 채 남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마저도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비구역 지정에 필

요한 주택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정비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와 예측을 토 로 양호한 저층주거지의 감소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2) 소형저가주택의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 초래

저층주거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소형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은 1980

년부터 2005년까지 재개발사업에 의해 총 65,998호(137,532세 )가 멸실되었

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재개발사업 전후의 주

50) 정책자문위원회는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를 제외한 택지개발사업
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이하의 저층주거지로 도시계획시
설,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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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상태를 비교했을 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비율은 63%에서 30%로, 전세

가 4천만 원 이하 주택 비율은 83%에서 0%로 크게 줄었다51). 뿐만 아니라 정

비사업은 주변 지역의 전월세가격을 서울시 평균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52),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전에 비해 평균 주택규모는 1.3

배, 주택가격은 1.4배, 요구소득수준53)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54). 즉 기존 정

비사업은 양질의 주거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주거부담도 함께 높이는데, 이

것이 특히 서민주거불안을 키우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그 결과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고55) 주민공동체는 적인 변화와 

교체를 겪게 된다.

3) 주택유형의 편중과 획일화

주택유형의 측면에서 정비사업의 확산은 단독, 다가구, 다세 , 연립 등 다양

한 종류의 주택들을 아파트로 체하고56) 획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 

전체 주택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1980년에는 

각각 70.7%와 19.0%였던 것이 2010년에는 16.2%와 58.7%로 크게 역전되었다

(최성태, 2012: 127). 같은 해 서울시 순수 주거지 면적 중 약 30%가 아파트단

지인 반면에 그 외의 주택유형들이 입지할 수 있는 소필지 주거지의 면적은 

1970년 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박인석, 2013: 38). 물론 아파트가 급증

한 원인은 주택공급자가 선택한 정비사업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주택소비자의 

선호와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함께 맞아떨어진 탓이 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73; 박인석, 2013: 20-22). 시장실패 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수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주택유형으로의 과도한 편중

51) 정책자문위원회, p.4
52)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구역지정단계(06.8~07.3)에 3.6%, 

사업시행단계(07.3~07.9)에 5.2%, 관리처분단계(07.9-08.4)에서는 무려 13.5%가 상승했다. 
관리처분단계에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급증한 이주민들이 인근 전월세
주택으로 옮겨간 탓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2009: 
5)를 참고할 것    

53)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수준
54) 서울시 (2008)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사업 구역 내 주거실태조사’
55) 한 가지 사례로, 길음뉴타운 4구역의 조합원 재정착률은 재정착의 공간 범위를 사업구역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15.4%, 성북구로 넓혔을 때에도 37%에 불과했다(정책자문위원회, 2009: 7).  
56)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99%는 아파트다(정책자문위원회,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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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획일화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응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림 7] 서울시 주택유형 변화: 1980-2010 (서울시 내부자료, 최성태(2012: 127) 재작성) 

 4)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

2009년 현재까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인 총 985ha 가운데 

47.4%,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인 총 1,257ha 가운데 30.7%가 표고 

40m 이상의 구릉지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조

치로 이런 곳들에도 평균 18층, 용적률 249%의 고층․고밀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지역과 지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개발은 자연경관의 훼손과 함께 교통, 

급수, 재해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간접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57).

서울시 주택도시관련 부서들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서들이 기

57) 정책자문위원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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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정비방식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

적 개입과 그러한 개입의 한 가지 방편으로서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실험할 필요

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

아야 할 지역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조금만 정비가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재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재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상황

은 아니었는데도 서울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

히 획기적으로 생각을 전환한 거죠.”(전 서울시 과장 윤OO씨 인터뷰, 

2013.11. 26.)

이럴 때 가장 시급하면서도 정책효과를 크게 기 할 수 있는 상은 양호한 

저층주거지였다.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그 방식

이 반드시 재개발사업, 즉 기존 공간환경을 전면 철거한 후 기반시설과 주택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이어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유형들로 

채워져 있고 소형저가주택들도 많으며, 많은 경우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

서 양호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상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해결되는 효

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택도시관련 부서들은 각자의 소관 법령과 업무의 범위 안

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구상했다. 그 가운데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하 서울시 도시관리과) 과장 윤OO씨는 과거에 주민참여를 통해 상업지역을 

정비하는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58)을 직접 추진하고, 경관법 제정 논의

58)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약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환경정비를 공공예산으로 실행하는 사업으로, 2000년 광진구 노유거리를 시
작으로 이화여대 앞, 숙명여대 앞 등 주로 대학가 상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에 적용되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근거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이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다. 즉,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와 수단을 결합해서 서
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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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었다.

“(과거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랑 북촌마을 가꾸기 지구단위계획도 네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죠...(중략)...2004년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있으면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60억 원이 들어간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주민참여를 전제로 했던 거예요. 저는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해

왔던 철학은 아무리 내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고 지속성도 없다는 거였죠. 그 때까지는 (나도) 커뮤니

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도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그 뒤에 

2006년쯤에 경관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부터예요.) 환경개선이 결과물이지

만 결과물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그 마을이 살

아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죠.”(전 서울

시 과장 윤OO씨 인터뷰)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과의 주요한 소관 제도이자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해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휴먼타

운’을 기획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서울시정의 핵심정책이었던 ‘디

자인서울’을 담당하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도시경관담당관(이하 서울시 도시경

관담당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여기서도 부서의 소관 제도이자 민간

의 자율적인 경관관리 수단인 경관협정을 활용해 디자인빌리지를 기획했다. 그러

므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라는 새로운 사업이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수많

은 법령과 제도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토 로 만들어진 것은 제도

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소관 법령과 업무 범위라는 구조적 요인, 사

업을 구상한 중심 행위자의 경험과 선호라는 개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뭔지를 찾아보고 그

걸 가지고 주민과 같이 가는 사업을 한 번 해 본 거죠. 그게 북촌, 인사동, 대

학가 환경정비, 종로 업그레이드로 계속 이어졌고,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까

타운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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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온 거죠.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의) 특장점에 착안한 것도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

한 수단이잖아요. 그걸 쓰면 저 사람들(공무원과 주민)을 설득하는 게 가능하니

까.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할 수도 있지만 두 개(경제적 지원과 제도)

를 동시에 쓰면 더 효과적이고 설득도 더 가능하죠.”((전 서울시 과장 윤OO씨 

인터뷰)

제 2 절 제도분석: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제도설계

1. 서울시의 사업 기획 의도와 제도설계

가.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통한 근린공간 거버넌스 구축

저층주거지의 기존 형태와 주민공동체를 보전하면서 공간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 마을만들기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

다. 하지만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영역에 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개선 방식과 관행을 어느 정도 정립하고 확산시킨 반면, 주택과 필

지 등의 민간영역에 해서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기존 정비사업에 한 

사회적 선호가 컸던 중요한 이유에는 아파트로 표되는 개발이익을 통한 민간

영역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영역을 효과적으로 개

선하는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의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의 고유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전제한다면 민간영역의 개선

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영

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을 국가가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에서의 민간영역 개선은 주민들의 개별적이

고 다양한 개선을 허용하면서도 그것이 주거지 전체의 통합적인 개선과도 연결

되는 계획적 접근과 이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계획 내용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반

영하고 조정하는 과정과 분명한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될 때 실효성을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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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울시가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을 결합하고,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휴먼타운과 디

자인빌리지를 기획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은 다양한 행위자의 공간환경 개선 행위를 공동의 규칙을 통해 더 나은 

디자인 결과로 이끄는 수단인 디자인 유도(Design guidance)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의 표적인 제도적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와 같은 

주민조직은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개개인일 때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행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가 된

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 과정에서부터 주민조직이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사업 이후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민간영역 개선이 개별 주택은 물론 주거지 전체의 주거환경과 경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다.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이러한 방식의 민간영역 개선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

받침하는 일종의 제도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연구는 이를 ‘근린공간 

거버넌스’로 규정했다.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비사업은 물론 마

을만들기 사업과도 차별되는 두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

사업은 참여자들의 선호와 이익, 이에 따른 행위와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제

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사업 기획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설계, 그 중에서도 제도의 재배열 또는 정교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

업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및 변화하는 산물이고, 이럴 때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를 설계

한 주체의 의도와 예상과는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요하게 기본계획(masterplan),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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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사업예산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 과정에서 구성된 주민조직

이 주로 공공영역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이를 보통 정부가 투

입하는 공공예산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은 어떤 법적 위상과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사업이 끝나면 이

내 실효성을 잃곤 했다. 주민조직 역시 부분 구성 요건과 절차, 권한과 책임 

등에 한 분명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이러한 주민조직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민간영역에 해 논의하

고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다. 공공예산 역시 해당 사업에 한정해서 정부가 확보

한 일시적인 것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공공예산을 민간영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의 정당성과 형평성도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는 담장과 문처럼 공공영역과 

맞닿은 이른바 ‘공적 민간영역’에 한해서는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같은 

공익적 기여를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

들기 사업의 주요한 제도적 한계는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공공영역 개선에 비해 사업 이후의 장기적인 민간영역 개선을 거의 다

루지 못했던 것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2. 휴먼타운의 제도설계 및 특성 :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

가.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의 도입

휴먼타운은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을 결합하고 주민협의체의 

설립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주민협의체가 공공영역과 민

간영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공공영역과 공적 민간영역

에 한 기본계획은 공공예산으로 사업 기간 내에 개선하며, 민간영역에 한 기

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환하여(coding)59) 사업 이후 주민협의체와 짝을 

59) 휴먼타운에서는 공공영역의 기본계획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환되어 사업 기간 동안 실행되지 
못한 내용을 사업 이후 다른 행정당국이 추진할 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먼타운과 디자
인빌리지의 비교사례연구로서 디자인 유도를 통한 민간영역 개선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기 위
해 공공영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연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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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 주민들의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 사업 기간 동

안의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은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휴먼타운에서는 그보다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유도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민협정을 도입

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을 주민협의체가 자율적으

로 준수하거나 공간환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당국이 민간의 다양한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유도

하는 법정 도시관리계획으로, 디자인 유도 가운데서도 디자인 지침(design 

code)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개인의 공간환경 개선 행위를 규칙을 통해 구조화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건축행위

를 비해 민간영역의 거의 모든 요소를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상세

한 내용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의 작성에서부터 입안, 결정, 적용에 이르는 전 

단계의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는 주민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

다. 공적 규제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60).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지침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와 과

업지시서 상에 주민협의체의 설립을 의무화했을 뿐 주민조직의 구성과 운영, 권

한과 책임 등에 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휴먼타운의 주

민협의체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임의적인 주민

조직이 존속된 것과 같다. 

60)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입안하기 전에 14일 동안 주민들이 계획 내용을 열람하고 이
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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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역
지정

지정
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대상

1. 용도지구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제3조)
4. 주거환경정비구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5.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6.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법 제16조)
7.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항) 
8.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67조)

9.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화조성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의무
수립
대상

지정대상 중 4와 6의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예외조항 : 관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정대상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계획
작성

제안 주민제안 가능
입안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

내용

1. 용도지역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화 및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획지(劃地/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증진에 필요한 사항

완화
조항

다음 조항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해서 적용 가능

국계법 제76,78조
건축법 제32,33,51,53,67조
주차장법 제19조

계획
결정

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수립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결정 
절차

기초조사(시장․군수․구청장)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인구․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심의 또는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시장․도지사) → 
일반열람(시장․군수․구청장)

계획
운영

공공영역
계획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영역 
계획을 실현 

민간영역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신축, 용도 변경 신청의 검토 및 허가 기준으로 적용

<표 7>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규정 내용 (한국도시설계학회, 20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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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먼타운의 제도적 특성과 쟁점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휴먼타운의 사업규

정이 참여자들에게 미칠 제도적 영향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협의체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작성부터 적용까지의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게 있는 반

면에 주민협의체에 한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마을만

들기 사업의 임의적인 주민조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민간영역에 

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내부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에 따라 계획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다루지 않은 민간영역 요소, 동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강제성도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요건과 계획적 필요에 의해 지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기간 동안의 공간환경 개선은 주민들이 그 

효용을 비교적 빨리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반면에, 근린공간 거버넌스는 사

업이 끝난 이후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효용을 실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 

과정에서의 논의가 오히려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한 주민협의체의 논의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효과적인 논의 방법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단

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요구되는 행정 

절차와 요건에 의해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넷째, 부수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주민협정 역시 주민협의체가 분명한 체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체결과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

휴먼타운 사업규정의 이러한 제도적 쟁점들은 결국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분명한 

합의와 긍정적인 인식을 창출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주민협의체가 사업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와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린

공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즉 힐리

(Healey, 1998)가 말한 계획 과정을 통한 “제도적 역량”의 증진이 미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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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빌리지의 제도설계 및 특성 :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

가.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의 도입

디자인빌리지 역시 휴먼타운과 유사하게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경관협정을 

결합하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경관협정운영회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영

역과 공적 민간영역에 한 기본계획은 공공예산으로 사업 기간 내에 개선하고, 

민간영역에 한 기본계획은 경관협정으로 변환해서 체결하여 사업 이후 경관협

정운영회와 짝을 이뤄 주민들의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여

기서도 사업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은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

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민간영역을 상으로 자율적으로 

체결하여 준수하는 사적 계약으로, 디자인 유도 가운데서도 디자인 규약(design 

covenant)에 해당한다. 즉 개인이 개인의, 또는 개인 스스로의 공간환경 개선 

행위를 규칙을 통해 구조화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경관협정은 협정의 체

결에 동의한 사람, 즉 체결자에게만 적용되고 체결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체결될 수 있으며 합의 가능한 상과 내용에 한해서만 다루게 된다.

기본항목 (경관법) 세부항목

1.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입면디자인,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시설, 담장, 울타리, 대문, 부지경계공간

5.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획지·건축물의 규모, 부지의 용도

6.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아간조명,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 및 구조물

<표 2> 경관협정 대상 분류 (출처: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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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는 이러한 경관협정의 체결과 준수가 용이하도

록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조직에 한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경

관협정운영회의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경관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체결자로 하고, 

경관협정운영회는 이러한 체결자들의 과반수 동의로 설립되며, 이 때 직접 표

를 선출하고 운영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제 로 밟은 경관협정운

영회는 정부로부터 법적 인가를 받아 체결자들을 표해 경관협정의 작성과 인

가 신청,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부 지원의 신청과 수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경관협정의 사문화와 경관협정운영회의 

방종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협정에는 협정의 유효기간, 부동산 매매시 승계 여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빌리지에서는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임의적인 주민조직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협정운영회로 

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경관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시장 등에 신고

2. 경관협정서 작성․ 인가신청
 협정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협정내용, 유효기간,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체결자 전원합의

3. 경관위원회 심의  협정안 타당성 검토

4. 경관협정 인가․공고  인가 즉시 공고

5. 경관협정 발효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 시 준수

6.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폐지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그림 8> 경관협정의 법적절차 (출처: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나. 디자인빌리지의 제도적 특성과 쟁점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디자인빌리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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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정이 참여자들에게 미칠 제도적 영향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협정은 체결자들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하지만, 이 때문에 계획의 상과 내용이 계획적 필요

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었다. 예컨  계획적 필요와 효과를 고려하여 주

택의 지붕의 형태와 색채에 한 조항을 정하고자 할 때 한 명의 체결자라도 이

를 반 한다면 조정 및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관협정운영회는 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경관협정은 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체결될 수 있고, 이러한 경관협정의 체

결 없이 기본계획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결자들은 기본계획에 

해서도 정부와 전문가로부터 독립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디자인빌

리지의 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디자인빌리지 역시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효용은 사업이 끝난 이후 장기

적이고 점진적으로 실감된다는 점에서 계획 과정에서의 논의가 오히려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관협정에 한 체결자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효과적인 

논의 방안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에도 휴먼타운과 마찬가지로 단

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요구되는 행정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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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행위분석 :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실제 형성 과정

1. 선유골 휴먼타운의 진행 과정

가. 선유골의 개요 및 상지 특성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일대(45,781㎡)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건물 및 세대수 건물 95개동 / 총 198세대

주요 시설 성북구립미술관, 상허 이태준고택, OO대학원대학교 등

<표 9> 선유골 개요 

<그림 9> 선유골 위치(위)와 전경(아래) (출처: 서울시, 2010a: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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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유골의 전체 배치도 (출처: 서울시, 2010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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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유골의 개요

선유골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일 의 주거지를 말한다. 성북동은 

지명의 연원이 조선시  도성수비 기관이었던 어영청의 북둔(北屯)으로까지 거슬

러 올라가고, 동 내에 간송미술관과 심우장 등 근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할 만큼 

서울의 오래된 주거지이다. 이러한 성북동 안에서 선유골은 성북천의 지류가 흐

르던 북악산 남사면의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었는데, 1978년에 성북동을 관통

하는 ‘성북동길’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및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독

립적인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원래 마을의 이름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으나, 

2009년 휴먼타운 사업 상지로 선정되면서 마을 내 가장 오래된 길인 ‘선유길’

을 따라 ‘선유골’로 부르게 되었다.  

2) 선유골의 공간환경 특성

선유골의 공간환경은 주요 진입로인 선유길과 이태준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남동 방향 경사를 따라 자연발생적인 선형으로 성북동길에 나란히 접속하

고 있는 두 길은, 그 사이에 약 6m 가량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가로변

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택들이 입지하고 있다. 선유(仙遊)길은 신선과 관련

된 옛 전설을 따라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오래된 길이고, 이태준길은 1970년  

초 이 지역에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부족하자 성북천의 지류 일부를 복

개한 것으로, 길 초입에 있는 근 문학가 상허 이태준 고택을 따라 이름을 붙였

다고 한다. 이러한 선유길과 이태준길은 일부 구간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차

량통행과 노상주차가 원활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리고 남북과 동서 양축으로 경

사가 심한데다가 성북천을 복개하면서 마을 내 공공용지가 매우 부족해졌고, 이

로 인해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일반적인 주민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

이었다. 

자연발생적인 형성 과정으로 인해 선유골의 필지는 부분 규모가 작고 형태

가 불규칙하며 경계가 서로 겹치거나 부정확하기도 했다. 예컨 , 개발이 불가능

한 맹지(3필지)가 남아 있기도 했고, 이태준길변에는 도로와 지가 서로를 침범

하거나 뒤바뀐 경우(4필지)도 있었다. 특히 마을 가장 위쪽에 위치한 OO연립은 

공동주택임에도 필지가 분할되어 있고 내부에 단독주택 4채가 포함되어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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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특이한 필지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사업 당시 선유골의 주택은 총 83채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단독주택(62채)

은 부분 지어진지 2~30년이 경과한 소규모의 노후한 것들이었다. 공동주택(12

채)은 지어진지 30년(1978년 사용승인)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던 OO연립을 제

외하면 나머지는 1990년  전후로 지어진 양호한 다세 주택들이었다. 한편 이

태준길의 서측과 선유길의 동측, 즉 선유골의 주변부에는 규모 고급 단독주택

(660㎡~990㎡) 3채와 빌라(990㎡ 이상) 1채가 있었는데, 이 건물들은 성북구가 

선유골을 휴먼타운 상지로 신청할 때에는 빠져 있었지만 상지 규모가 작다

고 서울시가 판단하면서 뒤늦게 포함된 경우였다.

“성북구에서는 처음에 이태준길 양쪽으로 한 켜만 대상지로 설정했어요. 선유

길과 그 너머의 고급주택들은 제외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4, 50세대 밖

에 되지 않아서 공모 요건에 한참 모자랐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조율을 했더니 

너무 적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까지 포함시킨 것이죠. 실제로 그쪽은 다 

담장이 높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도 참여를 안 하셨

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

씨 인터뷰, 2013.1.8.)

이와 같은 선유골의 공간환경에 해 주민들은 양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선유골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개발밀

도를 상향시키고자 노력했고, 특히 OO연립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희망했던 것

은 이러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체적인 경사지에 다

양한 형태와 규모의 주택들이 입지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경관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선유골에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동네에 한 애착

과 결부된 것이기도 했다. OO연립 주민들은 전자의 입장에, 단독주택 소유자들

은 후자의 입장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어느 한 쪽만을 고

수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입장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

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다른 참

여자들과의 논의에 따라 원래의 편향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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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선유골의 민간영역 : 토지 지목(위)과 용도(아래) (출처: 서울시, 2010a: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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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선유골의 민간영역 : 필지 면적(위)과 건축연도(아래) (출처: 서울시, 2010a: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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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유골의 사회적 특성

선유골에는 2009년 현재 총 198세 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계획업체의 조사

에 따르면 이 중에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민들이 많았고, 마을에 한 애

착과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돈독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편이었다(서울

시, 2010a: 34).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

았는데, 그 범위가 선유골 전체에 걸쳐 있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성북동길, 이태

준길, OO연립과 인근 다세 주택 등 선유골 안에서도 국지적인 장소에 따라 주

민들은 소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네트워크는 일상적이고 잦은 교류에 의해 형성된 것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생활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바도 컸다. 예컨  성북동길에 

가깝게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로변 상점과 식당을 방문하는 외부인과 차량으로 

주말이면 주변이 혼잡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OO연립과 주변 다세

주택들은 인접한 OO 학교와 고급빌라를 드나드는 차량의 잦은 통행과 주차

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상의 문제는 선유골 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외부인과 차량을 마을로 끌어들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환경을 훼손하는 식당, 상점, OO 학교 등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다. 주민 

내부에서도 선유길과 이태준길을 주로 보행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주로 자가용

으로 이용하는 고급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이는 경제적인 여건 

차이와 맞물려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OO대학교에 대한 인식도 안 좋은데다가 그 옆에 OOO라는 고급주택단지

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길이 이태준길을 관통해서 OO연립 옆쪽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중략)...그 주민들이 되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

기를 쌩쌩 달리고....그러니까 이분들(OO연립 주민)은...(중략)...위험하고 안 좋

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주민이고 그분들

도 주민인데, 그게 제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선유골이 실패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랄까...연

령이나 주민들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극명하게 달랐어요. 부자들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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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주민 반대가 있었다. 주변 고급

주택 주민들이 OO연립이 지저분하니 재개발․재건축하라는 민원을 넣어서 이 

사업(휴먼타운)을 하게 되었다는 오해에 의한 것이었다.”(계획업체 소장  유OO

씨 인터뷰, 2013.3.15)

4) 휴먼타운 이전의 공간환경 개선 노력

성북동은 전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오래된 주거지였던 만큼 재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았다. 당시 선유골 인근에도 성북2, 성북4 재개발사업구역

이 지정되어 있었고, 서측에는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민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

기도 했다.  

선유골 주민들도 열악하고 부족한 공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

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마을 규모가 작고 경사가 심해 사업성이 낮았다. 무엇

보다 선유골은 용도지구상 풍치지구61)(이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개발사업은 물론 개별적인 주택 신축도 제도적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구분 10년 미만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년 이상 정보누락 계

건축물 수 2 8 15 47 23 95

비율(%) 2.1 8.4 15.8 49.5 24.2 100

<표 10> 선유골 건축물 경과연수(2009년 5월 기준) (서울시, 2010a: 31)

이에 따라 선유골 주민들은 성북동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70년  말, 80년

 초부터 서울시에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하지만 선유골 

주민들은 공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또는 그 안에서의 부

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성북구 도시개발과가 

휴먼타운을 처음 제안했을 때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하였다.

61)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거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즉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풍치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크게 제한된
다. 2008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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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려웠던 게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계속 회의를 할 때

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 그거였어요. 그거는 

우리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인식시키는 데 꽤 오래 걸렸어

요.”(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나. 발의단계 : 상지 공모 - 1차 주민설명회

1) 서울시의 상지 선정 공모 

휴먼타운은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한 사업 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발의되

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2008년 9월 29일 자치구 관련부서에 사업추진계획

을 알리는 공문62)을 발송해 사업제안서 제출을 권고했고, 11월 21일에는 접수

된 제안서를 심사하는 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지로 강동구 암사동, 

강북구 인수동, 강서구 개화동, 금천구 독산동, 성북구 성북동을 선정했다. 이 때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상세한 상지 선정 기준과 배점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

치구에 제시하였다.

휴먼타운 상지 선정 기준을 통해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

존 정비사업의 맥락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 즉 “주민들의 정비 사업 요구

와 개발업자들의 개입”63)을 최 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지 신청 권한을 공공인 자치구에 부여했고, ‘개발계

획이 당분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반  세력이 없는 곳’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둘째, 새로운 공간환경 개선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복잡한 민간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업에 한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 의지가 높을 뿐 아니라 참여자의 규모 역시 

가급적 작게(50~100세 )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높은 자가

62) 서울시 공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자치구 통보용)”, 
도시관리과-11706호, 2008.9.29

63)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실행계획서”, 도시관리과-9611, 2008 
.8.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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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민간영역 개선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를 얻고 

개선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임 료 상승)을 제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

로 보인다. 

구분 선정 기준 비고

원칙
(필수
사항)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타 용도지역일 
경우 심사위원회가 
판단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할 것

약 50~100세대 이내(또는 100동 내외)의 소규모 단독주택지

향후 5년 이내 당해 지역과 인접지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것

우선
선정
기준
(추가
사항)

주민참여율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지역
기존 주민공동체의 
결성 및 활동여부 

자가소유자 비율이 높은 지역
사업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 
최소화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한 자치구(전체 소요예산 의 50% 이내)
자치구의 추진의지 
확인

기타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사업구상안을 작성하고 제출할 것
현장심사 때 직접 
설명

주민이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도로 개설 및 시설사업은 감점처리 -10점 이내 

적극적인 반대세력(예. 재개발사업 추진 등)이 있는 경우 명시할 것

심사
배점

서
면
평
가

합목적성
사업의 목표와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의 부합성 5

10

70

사업주체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주민참여

계획 및 사업과정에의 주민 참여도 10

20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5

다양한 마을 구성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 계획 5

실현가능
성

사업대상지 내 자가소유자 비율 5

30사업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10

자치구 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의 적절성 15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5

10
사업의 공헌도 5

현
지
심
사

주민참여 10

30실현가능성 10

자치구 추진의지 10

<표 11> 휴먼타운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배점 (출처: 서울시 공문, 도시관리과-11706,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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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면밀한 선정 기준을 정했던 것은 여전히 강고했던 기존 정비사업의 

맥락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

업이 새로운 저층주거지 공간환경 개선 방식을 실험하는 시범사업인 동시에 이

를 위해 민간영역에까지 공공예산이 투입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한 세간의 관

심, 사업의 성과에 한 부담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조건과 역량이 잘 갖춰진 

곳을 선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정책집행자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고려해서 쉽게 티가 탁 

날 수 있는 동네를 일부러 선정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선유골을 선정해놓고 와 보니까 그게(OO연립)이 제일 걸리는 

것이죠. 그 주변이 정말 황폐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지원하라고 했고...”(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2) 성북구의 선유골 자체 선정 및 사업 신청

한편 성북구 도시개발과가 사업 상지 공모에 선유골을 신청했던 동기와 입

장은 서울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북구 도시개발과가 휴먼타운을 처

음 주목했던 이유는 사업에 배정된 서울시 예산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휴

먼타운의 사업규정에는 자치구가 실행단계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북구 도

시개발과는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에 비추어 민간영역 개선에 

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공영역 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관

내에서 상지를 물색했다. 이러한 입장과 의도는 상지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 계획내용 가운데 개별주택의 마당을 활용해 

주차장을 증설하는 ‘그린파킹’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공영역의 개선과 미관 

향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북구의) 처음 목적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나 그런 (참여적) 방식보다는 예

산 10억 가져온다는 게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주민대표 1~2명, 동

장이나 반장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지, 전체 주민설명회

를 열거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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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사업을 그 전에 대략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사업비를 

받아서 공공사업을 하게 됐을 때 개인 사유지를 손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꽤 힘들어요. 그러면 구유지나 시유지, 그런 땅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지역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선유골을 

결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게 이태준길에 실개천을 조성하는 

거였어요. 거기가 원래 하천부지거든요.”(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사업 목표 계획 내용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유지
관리

마을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장소성 복원

자연형 실개천 조성(이태준길) ●
폭포광장 및 진입마당 조성(폭포발원지 및 주민센터 앞) ●
벽면녹화 및 아트갤러리 월(폭포발원진 옹벽) ●

주민참여형 
공간계획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쌈지공원(대상지 내 잔여공지 활용) ●
건강마당(이태준길변) ●
전통문화쉼터(대상지 내 잔여공지 활용) ●
그린파킹 시스템 도입 ●

<표 12> 휴먼타운 성북구 사업제안 내용 및 유형 구분
(출처: 성북구청 제안서 “역사문화와 생태되살림을 통한 마을만들기” 재정리)

<그림 13> 성북구 대상지 공모제안서 중 실개천 조성(왼쪽)과 그린파킹(오른쪽) 계획 내용 

 

3) 총괄계획가(MP)와 계획업체의 선정

앞서 사업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휴먼타운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Master planner)와 계획업체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먼저 계획업체

는 법정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자격과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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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업체 중에서 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는 계획업체의 업무를 지도․지원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가로서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서울시, 2011: 63)를 상지별로 1명씩 선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

시관리과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자문과 지원을 얻어 

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선정된 5개 상지를 2

곳과 3곳으로 구분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찰을 

공고했는데, “응모한 업체가 적고 상지 중 1곳(금천구)이 주민반 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4월 23일에 1개 계획업체가 상지 4곳의 계획을 일괄 수립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선유골을 담당한 총괄계획가는 S 학 건축학과 교수로, 용마마을 디자인빌리

지의 PM과 동일인물이었다64). 그리고 계획업체는 ‘명동 관광특구 제1종지구단

위계획’(2006),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2008) 등 서울시가 과거에 추진했던 

실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주로 맡아 왔던 곳이었다. 총괄계획가와 계

획업체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사업추진체계와 계약관계에 의해 서울시 도시관리

과로부터 구조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지구단위계획과 이에 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그에 못지않

았다. 

“이전에 행정자치부가 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도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정 도시계획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제도화한다는 데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영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물리적 환경 뿐 아

니라 사회적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궁금했고

요.”(총괄계획가 박OO씨 인터뷰, 2013.1.22)

 

“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람’이지, ‘마을만들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마을만들기 ‘수법’을 활용한다고 생각

64) 본 연구자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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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할 건 없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우리가 ‘마을만들기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더

라. 그 역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

고, 전화가 오면 성의껏 응대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봤고, 그

건 (일반적인) 계획을 할 때도 늘상 있는 일이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

터뷰) 

    

4) 기초조사 및 1차 주민설명회 : 주민의 반  입장 표출

계획업체의 선정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작

업은 상지에 한 기초조사였다. 기초조사 기간 동안 계획업체는 각종 공부(公

簿)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상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작업과 

별개로 마을 내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였고, 6월 5일과 24일에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주민, 담당 공무원, 총괄계획가와 함께 상지를 

답사하는 “마을 돌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함께 상지 조사를 수행하

는 이러한 방식은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흔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계획업체와 총괄계획가가 주민면담과 간담회, 마을 돌아보기를 적극적

으로 추진했던 데에는 “소득 격차와 지형적 차이까지 더해져 애초부터 상지 

내부의 공통된 커뮤니티를 기 하기 어려운” 상지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서울

시, 2011: 118).

제 2차 실무협의체 회의(2009.5.29)

● 주민접촉 방안 마련

선유골은 200평대에 사는 사람부터 20평대에 사는 사람, 까페를 하는 사람부

터 돈까스집을 하는 사람까지 소득계층과 주택유형, 용도분포가 혼재되어 있

음. 때문에 전략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총괄

계획가 박OO씨)

큰 평수에 살고 있는 주민과, OO연립 및 작은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크

게 두 그룹의 성격으로 나누어진 것 같음. 각 집단의 대표성격을 갖는 키(key) 

멤버와 만나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6월 한 달 

만큼은 키가 되는 주민과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음(총괄계

획가 박O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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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성향을 파악해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계획업체 소장 유OO씨)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 중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으며, 성북동에 유지로서 과

거의 마을부터 현재까지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찾고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함(서울시 주임 이OO씨)

(‘2차 실무워크숍 결과 보고’를 일부 발췌해서 재정리)

6월 한 달간 진행된 주민면담과 간담회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

지 주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첫 번째는 노후한 주택들, 특히 OO

연립의 주택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주민들

의 좌절감과 소외감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1차 주민간담회에서 확인된 주민 의견(2009.6.5.)

● 주변은 다 잘사는 동네인데, 우리 동네(OO연립 주변)만 특히 허술하고 지

저분해서 위화감을 느낌(다세대주택 거주자 문OO씨)

● 주택이 너무 노후해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옴(18만원 정도-도시가스). 상

하수도, 전기누전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단독주택(111-20) 거주자 임OO씨)

● 재건축을 위해 구청과 사업자 등과 많은 상담을 해보았지만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음. 여

러 가지 상황에서 재건축도 안 되고 안전위험으로 쉽게 보수를 손댈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함(OO연립 주민 4인) 

선유골의 물리적 현황과 도시계획적 규제를 생각하면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선호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성북구, 총괄계획가와 계획업체가 

이 사업에서 의도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전문

가들도 이 사업을 통해 민간영역을 다루어보려는 의향이 있었지만 주택성능 개

선은 사업 범위 밖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들 또한 주

택성능 개선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그 

외 참여자의 이해관계에는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했다. 6월 5일에 열린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주택의 노후가 심각하여 외부공간에 한 개선으로 주민

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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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한 주민들의 잠재된 요구와 지구단위계획에 

한 기존의 인식이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발생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상으로 도시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지역지구제를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지구제의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상지의 특성과 향후 계획방향에 따라 지역지구제의 세부 규제들을 

일부 완화 또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한편

으로는 민간개발사업에서 개발밀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다른 한편

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건축행위를 추가로 규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양면성이 

있었다(민태욱, 2012). 

선유골 주민들 역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한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는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궁금해 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

던 것이다. 그런데 기초조사와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 사업은 

규제 완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주민들은 이 사업이 추

가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주민들에게 처음

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기초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논의하

고자 했던 1차 주민설명회(2009.7.17.)는 주민들의 반 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에 해 해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예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받아가지

고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추후에 재개발을 못하거나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죠.) 그 때만 해도 2008년 말, 2009년이었으니까 아직까지 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한창이었으니까요...(중략)...재개발만 되면 다 이득을 봤다, 이런 식이

었죠.”(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1차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내용(2009.7.17.)

● 주민 반대 의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 실제 주

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거주환경에 대한 부분은 언급된 바가 없는 것 

같다. 성북동이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되지 못하였는데,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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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라는 것도 우리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규제이다. 재개

발이 진척이 없이 유보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다.

OO연립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어도 개보수를 못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일부 보조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논의하면, 개별적인 거주환경도 일부는 고려되어야 한

다고 본다. 마을환경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집이 무너질 상황이라면 그것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진OO씨, 300-8 OO연립 단독주택 2

호 거주)

“서울시가 지원하는 10억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

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더 어려워진다든가, 혹은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

인가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서울시가 10억을 들여서 마을을 가꿔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연경관지구가 해

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문OO씨, 300-5 

OO연립 단독1호 거주)

“성북구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건폐율 기준을 좀 늘려줄 수

는 없는가?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땅을 50평이나 가지고 있는데 집을 15평 밖

에 못 짓는 것은 억울하다.

서울시내 군부지 주변 등 왠만한 곳은 다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지에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임시주민대표 

이OO씨, 단독주택 거주)

● 공무원 및 전문가 답변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사업은 별개의 문제다. 재개발․재건축은 별개로 추진하

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업이 그것에 규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입장이다. 공공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서도 내부가 아닌 외부의 경관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이

다.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

시고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개발사업이 제한된) 박탈감

들이 이 사업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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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총

괄계획가 박OO씨)

“(이 사업으로)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을에 10억이 투자되는구나, 라고 생

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른 계획을 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하는 계획 내용에는 도시계획(규제)을 해제하는 사안은 들어있지 않

다...(중략)...그러한 사안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별도의 민원으로 말씀

하셔야 할 내용이다.”(서울시 팀장 박OO씨)

5) 정부와 전문가의 주민설득 : 이해관계의 절충과 사업목적의 역전

1차 주민설명회에서 기존 정비사업의 맥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반 가 

강력하게 제기되기는 했지만, 사업이 중단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주민 간담회

와 1차 주민설명회에서 이뤄진 전문가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반

 주민들의 입장이 상당히 누그러들었고, 사업을 찬성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

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신주를 지하화하는 계획도 포함되는가? 전체를 지하화하지는 못하더라도 

OO교회 앞 도로 중간에 있는 전신주는 옮겨주는 것은 반영해주면 좋겠다.”(한

OO씨, 297-1 단독주택 거주)

“298-1 필지 내에 (이태준길과 선유길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된 샛길이 있는

데 유지관리가 안되어 굉장히 위험하다. 도로로 수용해 주시든가, 유지관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세금공제라도 해주든가 했으면 좋겠다. 난간도 내가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OO씨, 298-1 단독주택 거주)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진OO씨, 300-8 OO연립 단독주택 2호 거주)

(1차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중 사업 찬성 및 수용 의견 발췌)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휴먼타운은 자연경관지구 해

제 및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고, 2)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억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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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불편한 공간환경

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자신들의 가장 긴요한 요구인 주택성능 개선이 어렵다면, 사업에 배

정된 공공예산으로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공공영역과 사업에서 허용되는 민간

영역인 주택외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변경하고 절충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선유골 휴먼타운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의 실질적인 목적에 변화가 생겼고, 주민들의 불만과 반 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

은 채 남아 있었다.  

다. 계획단계 1 :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임시주민 표의 선정

선유골의 주민조직 구성은 상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임시주민 표를 선정했

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북구 도시개발과는 휴먼타운 상지 공모에 선유골

을 신청하기 위해 성북동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당시 통반장이었던 임OO씨, 

권OO씨 부부를 임시주민 표로 선정했다(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서면 보

완) 인터뷰, 2013.3.7). 이는 서울시의 상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

적인 의미가 컸고, 비자발적인 선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민 표들의 사업 참여 동

기와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사업 상지를 선정한 이후 각 자치구 “관계공무원 및 주민 표가 참

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

다65).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주민조직에 해 이와 같은 주민 표의 선정 외에는 

별다르게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이 점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조직을 설립하

고, 어떤 절차를 통해 주민 표를 선출할 것인가에 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임시주민 표들이 부부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성북구 도시

개발과는 기존 임시주민 표와의 상의를 거쳐 임OO씨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65) 서울시 공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실무협의체 구성 협조요청”, 
서울시 도시관리과-3811호, 2009.3.17



97

이OO씨를 소개받았다. 20년 넘게 거주하면서 선유골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

던 이OO씨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를 확인한 성북구 도시개

발과는 그를 새로운 임시주민 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주민간담회

(2009.6.5.)부터는 이OO씨, 권OO씨가 임시주민 표로 활동했는데, 자발적인 

의사로 표를 맡은 게 아니었던 권OO씨는 점차 활동이 줄어들어 이OO씨가 

유일한 임시주민 표가 되었다. 

2) 주민협의체의 구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이후 계획업체와 총괄계획가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했다. 지구단위계획에 근거를 둔 휴

먼타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지의 모든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이들 모두가 주민협의체의 잠정적인 구성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참여와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

에 따라 주민 표들을 선출해서 사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휴먼타운 사업규정에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의무화

되어 있었지만, 구성 및 운영 요건과 방식에 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계획업체는 사업규정에 주민협의체에 한 제반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체

적으로 “적극적인 주민 표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확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전략’을 수립했다66). 구체적으로 이 전략은 ‘통반모임,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기존 주민모임에 따라 주민들을 소그룹으로 분류하고, 소그룹

마다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들을 표로 선출’67)하여 주민참여의 효율

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이 사업을 위해 공식적이

고 체계적인 형태로 새롭게 주민조직의 구성원을 특정하고 그들이 주민 표를 

선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주민 네트워크와 그 안에 존재하는 특정 주민들의 권위

와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66) 서울시 착수보고 발표문, 2009.5.3., p.16
67)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 2009.5.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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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주민대표 선출 : 임시주민대표에 대한 합의 형성

Step2 기존의 커뮤니티(골목커뮤니티, 연령대별 커뮤니티, 기존 주민협의체 등)를 반영하여 

소그룹을 분류

Step3 각 소그룹의 대표 선출 :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층을 

대표

▶ ▶

∙ 마을 전체의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추진(기존협의체 활용)

∙ 사전 교육된 마을의 리더로서 마을
만들기를 리드하고 주민 참여유도

∙ 주요 협정사안의 합의유도를 위한 
주민 소그룹 분류(골목, 연령대 등)

∙ 각 소그룹별로 마을의 주민을 발굴, 
소그룹 대표 선정

∙ 소그룹 대표를 중심으로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 소극적인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
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림 14> 휴먼타운 주민협의체 구성 프로세스

(출처: 제1차 실무협의체회의, 2009.5.15, p.9) 

주민협의체 구성 전략에 따라 계획업체는 기초조사 기간 동안 선유골의 기존 

주민조직과 접촉을 시도했고, 주민간담회와 마을 돌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

민들에게 주민협의체 참여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협

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은 많지 않았고, 더욱이 그들이 기존 주민공동체의 

일부분을 표하는 특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계획업체의 주민협의체 구성 전략이 제 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선유골은 부녀회, 노인회 등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주민조직이 

없었다68). 둘째, 행정말단조직인 통반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다. 30년간 

통반이 4번 변경 및 통폐합되었고, 반상회도 반상회보 배포로 체되면서 주민

들의 통반에 한 소속감과 활동이 약해졌다69). 이에 따라 통반장의 활동력과 

영향력도 높지 않았다70). 셋째, 무엇보다 많은 주민들은 이 사업에 해 신중하

68) 서울시, 2010a, p.16
69)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 2009.6.24., p.2 
70) 제6차 실무협의체 회의, 2009.7.2., p.2



99

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참여할 동기가 부족했다. 예컨  OO연립 주민들

은 재건축사업에 한 기 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록 정부의 결정에 의해 사업 

상자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여

할 동기를 갖지 못했다. 

결국 1차 주민설명회(2009.7.17.)때까지 모집된 주민협의체 참가신청자는 총 

14명이었다. 그 중 9명이 OO연립(7명)과 인근 다세 주택 거주자(2명)들이었는

데, 이들은 주민간담회와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설명과 설

득을 수용해 사업에 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한 주민들이었다. 즉 OO연립 

주변의 차량 통행 및 불법주차, OO연립 옥외공간과 주택외관 일부를 개선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할 

동기와 의사가 강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

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참여가 상 적으로 지나치게 과소했고, 그

들을 사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결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선유골의 주민협의체는 특정 주민과 특정 계획문제에 편중되는 한

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유골의) 서측 동네 일부는 동일한 이슈로 논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역

계에는 포함하되, 참여형 설계에는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

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2차 전체MP회의, 2009.7.7)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선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주민 표 역시 공식적이고 체계

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기 어려웠다. 선유골에서는 이OO 임시주민 표가 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23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 표로 선정되었다(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하지만 주민조직의 구성 및 표 선출 과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민협의체 표는 실질적인 표성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약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 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업체와 협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지만, 

“그 범위가 개인적인 범주 내에 머물렀고 상지 전체로 확 되지 못했다.”(서울

시, 201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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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잘 모이지 않는 거. 이럴 때는 좀 힘들었지. 한 30명 모일 줄 알았

는데 10명밖에 안 오면 김빠지고 그렇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

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 혼자 하면서 애로가 있었지.”(주민대표 

이OO씨 인터뷰, 2013.11.27)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업체와 총괄계획가, 성북구 도시개발과는 제7차 실무협

의체 회의를 통해 선유골에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을 특정하거나, 분명한 표

성과 구속력을 갖지 않은 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운

영하기로 결정했다71). 예컨 , 주민워크숍 행사가 있다면 예전에 주민협의체 가

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 주민 표와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별도의 표성과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다. 즉 

선유골 휴먼타운의 주민참여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보다는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서울시, 

2010a: 16). 

“처음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통반장)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민대표 이OO씨 외에는 고문, 총무 등을 뽑지도 않

았고, 추천서 등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오는 

주민 모두를 협의체(구성원)로 봤고, 희망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 때 이 사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협의체 구성

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

뷰)

이러한 결정은 주민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공간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적

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협의체의 실체가 모호

하고 이에 따라 사업에 한 주민들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제한된 면도 

있다. 그 결과 이후 본격적인 계획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될 

71)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 2009.7.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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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고, 그 반작용으로 계획업체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업에 한 평가에서도 선유골 주민협의체의 이러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

하고 있다. 

“공식적인 주민협의체를 발족하지 못했던 선유골은 참석하는 주민들의 지속성

이 결여되어 마을 공통의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데다 회의 때

마다 새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번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서울시, 2011: 119) 

3) 주민협의체의 활동 양상 

(1) 주민워크숍을 통한 계획 수립 참여

주민협의체의 주요한 활동은 계획업체가 마련한 주민워크숍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선유골에서는 총 5번의 워크숍이 열렸다. 1차 워크숍

(2009.8.12.)에서는 마을의 미래상과 계획 방향을 설정했고, 2차(2009.9.3.)에서

는 공공영역의 계획 상과 그 우선순위를 정했다. 3차 워크숍(2009.9.4.)에서는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발전시켰고, 민간영역 기본계획을 위해 4개 소구역(OO연

립 구역, 이태준길변 구역, 선유길변 구역, 성북동길변 구역)을 설정했다. 그 다

음에는 이태준길변 소구역을 상으로 한 소모임(2009.10.29.)을 개최했는데, 소

구역의 민간영역 개선이 아닌 이태준길과 부속 공공용지에 한 기본계획을 심

화 발전시켰다. 마지막인 5차 워크숍(2010.2.2.)에서는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확

정했고, 민간영역에서는 허용 용도를 추가 제한했으며, 주민들에게 민간영역 기

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을 설명했다.



102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13일 오후 2시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8명, 총괄계획가 외 2명, 계획업체 4명  

주요 내용

가. 주민워크숍 개시(orientation)
 사업 추진경과 보고
 제1차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주민협의체 신청자 명단 공유)
 참석자 자기소개
나. 마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재확인 및 추가 발의
 폭포발원지 부근 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및 개선(OO연립)
 OO연립 외부공간 정비
 저이용 공지의 활용
 덕수교회 주변도로(이태준길) 개선
 교통 및 보행환경(선유길) 개선
 마을입구 공간활용 개선
 기타 마을환경 개선(담장 낮추기, 과실수 심기 등)   
다. 마을의 미래상과 목표 설정 
 목표이미지 게임을 통한 계획 목표 설정
 생활모습 카드를 이용한 마을의 미래상 설정

<표 13> 선유골 휴먼타운 제1차 주민워크숍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일 오후 7시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15명, 총괄계획가, 계획업체 3명, 성북구 공무원 1명  

주요 내용

가. 주민워크숍 개시(orientation)
 사업 추진경과 및 1차 주민워크숍 결과 보고
 워크숍 프로그램(공공공간 디자인이미지 게임) 진행 안내
나. 선유골 공공영역 기본계획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이태준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선유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마을입구 공간 개선사업
 덕수교회 주변공지 개선사업
 선유골 소공원 조성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사업(OO연립 부지 내)
 미활용공지 개선 사업
 공공보행통로(이태준길-선유길) 개설사업
 마을 CCTV 설치 사업 
 자연경관지구 내 주택경관 개선
 그린파킹 사업 
다. 공공영역 기본계획안의 우선순위 설정
 제안된 11개 기본계획안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선정

<표 14> 선유골 휴먼타운 제2차 주민워크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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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18명, 총괄계획가 외 1명, 계획업체 3명, 성북구 공무원 1명  

주요 내용

가. 경과보고
 사업 추진경과 및 2차 주민워크숍 결과 보고
 공공영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추가 확인 및 협의 내용 보고
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준비 
 민간영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구역 설정
 소구역장 선임 및 구역별 모임 일정 논의
다. OO연립 구역 소모임 진행
 그린파킹을 통한 옥외공간 개선 방안 논의
 그 외 미활용공지 활용 방안 논의 

<표 15> 선유골 휴먼타운 제3차 주민워크숍 및 OO연립 구역 소모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9일 오후6시 30분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6명, 총괄계획가, 계획업체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성북구 

공무원 1명

주요 내용

가. 선유골 진입공간 개선
 진입부 보행광장 조성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개선 
 성북동 근대문학 탐방로 조성계획 반영(선유골마당)
나. 안전하고 쾌적한 이태준길 만들기
 차도를 양방통행 최소폭으로 계획하여 보행공간 확보
 보행공간과 정규주차계획을 조합하여 계획적으로 배치
 선유길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

<표 16> 이태준길변 및 성북동길변 구역 소모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일 오후 6시 30분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12명, 총괄계획가, 계획업체 3명, 성북구 공무원 1명  

주요 내용

가. 주요 전달사항 
 공공영역 기본계획 최종안 설명
 지구단위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주민협정에 대한 설명
 민간영역 기본계획(안) 설명
나. 향후 일정 논의
 주민협의체 결성에 대한 사항 및 향후 주민만남 추진
 기본계획 주민 설명자료 사전 배포 및 의견서 접수
 제2차 전체 주민설명회 추진 안내
다. 주민 발의 및 반영 사항
 건축물 용도의 추가 제한 논의
 현재 용도지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 가능성 문의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추가 논의
 OO연립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소유자 설득 방안 논의

<표 17> 선유골 휴먼타운 제4차 주민워크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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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들의 참여 규모와 소구역별 분포

<그림 15> 선유골의 소구역 구분 (서울시, 2010a: 145) 

워크숍을 통한 선유골의 주민참여 양상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에서 기인하는 바

가 많았다. 우선 어떤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민간영역 계획을 위해 설정

한 소구역에 따라 살펴보면, 참여 규모와 수준 모두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OO연립 구역’이었다. 거의 모든 워크숍에서 OO연립 구역 주민들이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했고(37.5~61.1%) 이를 바탕으로 계획 의제의 선정과 결정을 주도

했다.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곳은 ‘이태준길변 구역’이었다. 이 구역은 주민 표

인 이OO씨와 주민 4~5명이 꾸준히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주민

표의 개인적인 노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성북동길변 구역’은 통

반장이자 전 임시주민 표였던 임OO씨, 권OO씨 등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0~2

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 소구역은 가로변 상점과 식당을 방문한 외부인과 자동차

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휴먼타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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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길 확장 사업이 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참여 동기를 크게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지 선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편입된 고급 주택

이 포함된 ‘선유골길변 구역’은 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지 않았고,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포섭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숍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불균형한 분포로 인해 소구역별 모임의 개최에도 차등이 

있었다. 소구역별 모임을 개최한 곳은 주민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의 수가 많고 지

속적이었던 OO연립 구역(2009.9.24.)과 이태준길변 구역(2009.10.26.) 뿐이었

다. 성북동길변 구역은 구역장을 선임했음에도 별도의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고 

이태준길변 구역 소모임에서 함께 논의했고, 선유길변 구역은 구역장을 선임하지

도 못했다. 이로 인해 선유길변 구역 소모임에서 다뤘어야 할 선유길 개선 방안

까지 이태준길변 구역 모임에서 함께 다뤘고, 성북동길변 구역 소모임에서 다뤘

어야 할 성북동길 개선과 마을주차장 설치 방안은 계획업체가 직접 수립하였다. 

선유골 주민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의 전체 수는 8~18명으로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들이 계획의 적용을 받는 주민 전체를 

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참석한 주민들이 상지 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

었다는 점, 사업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하는 기제가 제 로 갖

춰져 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의 규모만으로 충분한 소통

과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분들(OO연립 구역과 이태준길 구역)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사업에 대한 요구도 그쪽으로 편중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해결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되었던 것이다. (선유길은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참여가 일

단 적었고 선유길은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데다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

가 별로 없었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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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O연립

구역
이태준길변

구역
선유골길변 

구역
성북동길변 

구역
구역미상 합계

1차 
주민설명회

11
(47.8%)

7
(30.4%)

0
1

(4.3%)
4

(17.4%)
23

1차 워크숍
3

(37.5%)
5

(62.5%)
0 0 0 8

2차 워크숍
7

(46.7%)
4

(26.7%)
-

2
(13.3%)

2
(13.3%)

15

3차 워크숍
10

(55.6%)
4

(22.2%)
-

1
(5.6%)

3
(16.7%)

18

이태준길변
구역 소모임

해당 없음
4

(66.7%)
해당 없음

1
(16.7%)

1
(16.7%)

6

4차 워크숍
6

(50.0%)
5

(41.7%)
- -

1
(8.3%)

12

2차 
주민설명회

43

[표 18] 선유골 휴먼타운의 주요 회의에 참여한 주민 현황 

(※ 2차 주민설명회는 당시 방명록에 소구역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공란으로 처리함)

(3) 주민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에 관한 규칙 등이 부재함

에 따라 주민들 간의 자율적인 숙의와 결정이 어려웠던 한계도 있었고, 이는 

부분 전문가에 의한 보완되고 조정되었다. 

가장 표적인 예로는 건물 용도의 추가 제한에 한 논의를 들 수 있다. 1

차 워크숍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미래상과 계획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의제에 해서는 주민들 간의 논의

와 결정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마을의 미래상에 

따라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 음식점과 주점 등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건물 용도를 추가로 제안하는 의제를 논의했던 4차 

워크숍에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게 되

었다. 당시 주택을 신축하면서 1층을 음식점으로 임 할 계획이었던 한 주민이 

다른 주민들의 요구와 계획업체의 제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을 내부에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는 쉽게 판

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민감한 의제에 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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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숙의하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의견

의 립과 다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제4차 주민워크숍(2010.2.2.)

● 건축 용도계획 관련

이OO씨(주민대표): 이미 마을 근처에 슈퍼마켓 등이 있어서 소매점이 마을 안

으로까지 들어오기는 힘들기도 하거니와 불필요하다.

한OO씨(297-1 거주): 소유한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더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 아닌가? 이미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더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주민들의 숙원인 개발 도 규제 완화는 없이 용도만 더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살기좋은 마을을 건축용도 제한으로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돈을 

더 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제4차 워크숍 결과보고에서 발췌 및 재정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내부적인 의사결정 규칙이 없고, 실질적인 결

정 권한과 책임이 없다 보니 다수의 의견 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의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고, 신 계획업체가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내놓았다. 마을 내부에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

하되 규모, 위치, 외관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안이었다. 조정된 계획안은 2

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었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들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논의보다는 전문가의 

주도로 해결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주택을 신축하려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분들은 점포주택을 짓기를 원

했는데 나머지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주민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걸 막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류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끔 규제하기를 원했던 건데, 노부부는 굳이 그걸 왜 규제하

느냐, 1종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이미 규제가 되어있는데, 그것보다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양보하셨

죠. 양보했다기보다는 목소리 싸움에서 지셨죠. 왜냐면 나머지 주민분들은 대

부분 연립주택 사는 분들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지에 막 술집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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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어오면 좋을 리가 없죠. 노부부는 그 당시에 술집을 생각한 건 아니고 피

자집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딴 게 될 수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규제

가) 좋을 건 없죠.”(성북구청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건물 용도의 추가 제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면서 워크숍에서

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무리를 한 후 (계획업체가) 주민의견을 다시 구체적

으로 수렴하는...과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대신 세부면적기준, 음식

점 설치 가능 층수, 외관 등 별도의 세부조건을 제시하여 용도에 대한 제한을 

구체화했다. 선유골은 초기 단계 워크숍에서 (정한) 마을의 미래상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는 단계에 와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규범을 요구하게 된 

사례다.”(서울시, 2011: 219)

라. 계획단계 2 :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획의 수립

휴먼타운의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정으로 구성된다. 기본

계획은 선유골 공간환경의 개선 방향, 계획 상, 상별 기획설계(schematic 

design)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법제적 위상을 갖지는 않지만, 지

구단위계획과 주민협정을 수립하고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토 와 기준이 된다. 지

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을 규칙의 형태로 변환하여(coding) 향후 계획당국이 공

공과 민간의 공간환경 개선행위를 장기적으로 유도하고 규제하는 법정 계획을 

말한다. 주민협정은 지구단위계획 민간영역 지침의 권장사항 중 일부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속이다.

1)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계획

주민워크숍과 소구역별 모임을 통해 수립된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계획은 4가

지 영역에 따라 총 10가지 세부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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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공
공
영
역

가로
환경
개선

성북동길 
선유골 구간 

조성

 성북동길 확폭: 12m→30m 
 현재 협소한 성북동길변 보행공간 확보
 가로환경개선으로 마을 인지성 개선 
 버스정류장 및 보행광장을 연계해 접근성 향상 

걷고싶은 
이태준길 

조성

 도로구조 변경: 보차혼용→보차공존(병행)
 교통정온화 시설과 함께 거주자주차공간 확보
 포장 개선 및 바닥표식물 등 마을이야기 공유 장치 설치
 차도: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원 5m 확보
 보도: 최소 0.8m이상 확보(불가능한 구간은 편측 설치)

늘 푸른 
선유길 
조성

 도로구조 변경: 보차혼용→보차병행
 차도: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4.8m 확보
 보도: 도로 동측변에 최소 1m 폭으로 설치
 서측 옹벽구간: 식재공간 확보, 옹벽 50cm 후퇴 유도
 동측 일부구간: 차량출입금지 및 보도설치로 보행공간 

확보, 가변형 볼라드 설치로 노상주차 억제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마을주차장 
조성

 마을입구(성북동길변)에 거주자 우선 공용주차장 설치
 공용주차장, 버스정류장, 보행광장이 집약된 교통거점 형성
 자연친화적이고 활기있는 녹색주차장으로 조성 

선유골 
이야기공원 

조성

 주민체육공간 조성 : 간이 체육시설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 기존 도로의 바닥포장 개선
 어린이놀이터 조성: 놀이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설치 

CCTV 설치  공원, 주차장 주변, 교차로 등 주요지점에 5대 추가 설치

마을
경관
개선

선유골마당 
조성

 이태준길 초입의 보행공간과 성북구립미술관 전면공간을 
통합하여 보행광장 조성 

 이태준 고택 전면 도로부지에 근대문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쌈지공원 조성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친환경 녹색주차공간으로 조성

이태준길변 
쌈지공지 

개선

 OO교회 앞 공터를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
 도로 중간에 있는 전신주 이설

민
간
영
역

그린존 조성 
지원

 그린존: 주택의 전면공지, 대문, 담장, 주차장, 옹벽 등 
가로에 면한 준공공영역

 그린존 개선으로 마을경관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주민협정 체결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공예산 지원

OO연립 공간환경
개선

 주택외관 정비 :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옥외공간 개선 : 그린파킹 적용 및 조경공간 조성 
 저이용 공지 활용 : 이태준길변 유휴공지에 주민휴게쉼터 

조성

<표 19>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계획 내용 (서울시, 2010a: 104-123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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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서울시, 2010b: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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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영역

세부 계획 가운데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8가지인데 크게 가로환경정비, 

주요 공공공간 개선, 공공시설물 설치로 별할 수 있다(서울시, 2010a: 46). 가

로환경정비의 상은 선유골의 주요 도로인 성북동길, 선유길, 이태준길이며, “보

행자를 우선 고려하여 교통체계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별 경관을 특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공공공간 개선의 상은 마을의 입구에 해당하는 

이태준길과 선유길의 초입, 마을 내 2곳의 유휴공지 등 총 4곳으로 “마을 입구

의 경관을 개선해 인지성을 제고하고, 부족했던 주차당, 주민휴게공간, 어린이놀

이터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는 “불법주차

를 단속하고 방범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내 주

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2) 민간영역 

세부 계획 가운데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그린존(Green 

zone) 조성 지원은 개별 주택의 전면공지, 담장과 문, 옹벽, 주차장 등 가로에 

면해 준공공적 성격을 가진 요소들을 묶어 그린존으로 개념화하였고, 가로경관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이것의 디자인과 조성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다. 이 때 공공예산의 지원은 “주민협정을 체결한 주민에 한해서만 사업 기간 내

에 주어지며, 그린존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서울시, 2010a: 92-95). 

그리고 OO연립 공간환경 개선은 마을 내에서 가장 노후하고 열악한 OO연립

을 재건축하지 않는 신 주택외부와 옥외공간을 정비하여 거주자의 편의와 마

을경관을 함께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OO연립에 한 공공예산 

지원은 그린존과 다르게 거주자 모두가 주민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OO연립 역시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조성한 결과물은 5년 

동안 훼손 또는 변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민간영역 

지침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서울시, 2010a: 126). 즉 공공예산을 

지원받을 시에는 5년 동안 재건축사업이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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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린존의 개념(위)과 적용 전후 예시(아래) (서울시, 2010a: 82, 93) 

<그림 18> OO연립 공간환경 개선 기본계획 (서울시, 2010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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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유골 지구단위계획

선유골 지구단위계획은 앞서 살펴본 기본계획을 토 로 작성된 디자인 지침

(design code)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공공영역

공공영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선유골의 공공영역을 상으로 향후 집행될 

국가의 행정행위에 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본계획의 내

용을 글로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68조 (목적 및 정의)

② 본 지침에서는 구역 내 공공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여

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사업 및 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명하는 동

시에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10, p.74에서 발췌)

 

(2) 민간영역

민간영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선유골 내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과 필지를 

상으로 한 민간의 건축행위를 계획당국이 검토하고 인허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지 규모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배치, 형

태와 외관, 필지 내 공지의 처리와 조경 등 민간영역의 거의 모든 것들을 망라

하고 있으며, 이에 한 각각의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사항’과 개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선유골 지구단위계획의 민간

영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구성)

②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구역(선유골)의 고유한 특성유지 및 강화를 위해 반드

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인 「규제사항」과 더 좋은 선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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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항목 세부 계획내용

대지
규모

최대개발규모  개발가능한 대지규모를 90~660㎡로 제한(◆)
획지계획  OO연립은 필지내부 도로를 포함한 획지계획에 따라 건축(◆)

필지교환
가능선

 이태준길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도로선에 저촉되는 3개 
필지는 도로잔여지와 필지교환을 지정(◆)

 지정된 필지는 부지정형화를 위해 향후 건축시 인접필지와 
필지교환을 권장(◈)

<표 20> 선유골 지구단위계획 민간영역 지침(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시, 2010a: 52-81 재정리)

(◆: 규제사항, ◇: 권장사항, ◈: 준수할 경우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권장사항) 

로 가꾸어가기 위해 제안하는 「권장사항」을 포함하며...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10, p.45에서 발췌)

<그림 19> 민간영역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대상 (서울시, 2010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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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같거나 여러 필지가 
모여 이미 공동개발이 된 일단의 대지는 반드시 공동으로 건축(◆)

 지정된 필지는 적정대지규모의 확보 및 부지정형화를 위해 향후 
공동개발을 권장(◈)

건축물 용도 

 일반 용도지역지구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3단계로 구분한 
허용용도에 한해서만 입지가 가능(◆)

 허용용도 1 : 주거용도+주거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 및 
비주거용도 수용

 허용용도 2 : 주거용도+정주환경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지않는 비주거용도 수용, 일반음식점의 층수와 규모 제한

 허용용도 3 : 주거용도+현황용도를 고려해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규모의 비주거용도 허용   

건축물 
규모

용적률  현행 기준 준용(◆)
높이/층수  현행 기준(3층, 12m이하) 준용(◆)

건폐율  현행 기준(30% 이하) 준용(◆)
건폐율 완화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40%이하로 완화 가능(◆)

건축물 
배치

미관지구
건축한계선

 성북동길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3.0m 건축선 후퇴를 
현행 기준대로 적용(◆)

선유골
건축한계선

 이태준길과 선유길변은 그린존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대지경계선에서 0.5m 후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불가(◆)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붕

 경사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40% 이상을 설치하고 
지붕구배는 3/10~1로 지정(◆)

 경사지붕이 전제 지붕면적의 40% 미만일 때 그 외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5% 미만으로 분절하여 설치하고, 각 평지붕의 높이는 
1m 이상 차이가 나도록 조성(◆) 

 주재료로 과도한 반사성 재료, 토속적 재료,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의 사용을 제한(◆)

 지붕 위 물탱크, 안테나,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는 가로에서 
가급적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지분 및 외벽과 어울리는 재료로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 

외벽

 건축물 외벽 주재료로 과도한 반사성 재료, 토속적 재료,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의 사용을 제한(◆)

 모든 방향의 건축물 외벽에 동일한 재료 사용(◈)
 벽돌, 자연석재, 시멘트패널 등 차분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 

권장(◈) 
 가로에 면한 유리면에 시선차폐 및 옥외광고를 위한 시트지 부착을 

지양(◈)
 차폐가 필요할 경우 간유리, 목재 및 철제 루버, 블라인드 등을 

사용(◈)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부착시설물은 가급적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벽 재료 및 색채를 
고려해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

 부착시설물의 설치계획을 건축설계 시 검토하여 도면에 반영(◇)
옹벽 및 담장  옹벽 및 담장의 주재료로 과도한 반사성 재료, 토속적 재료, 



116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의 사용을 제한(◆)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고, 식재로 차폐하며, 그 위 

담장과 재료를 구분하여 단일벽면 넓이를 줄이는 방향을 권장(◈)
 전면도로에 면한 옹벽 높이는 최대 3m 이하로 조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각 3m이하의 2단(전체 5m이하)으로 나누고 상단 옹벽을 
1m이상 후퇴하여 그 공간을 녹화(◆)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담장 하부에 
식재공간을 설치하거나 투시형 담장을 조성할 것을 권장(◈)

 담장 높이는 1.5m이하(옹벽 위 담장은 1.2m 이하)로 조성하며, 그 
윗부분이 투시형일 때는 1.8m(1.5m)까지 허용(◆)  

출입구

 대문은 담장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가급적 일부 투시형이나 
1.5m 이하의 낮은 대문으로 조성(◈)

 대문은 담장에서 0.5~1m 이상 후퇴하여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우편함, 미니화단 등이 일체화된 서비스공간을 조성(◈)

 주차출입구의 경계부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고 부득이하게 
경사면이 형성될 경우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재료로 포장(◈)

 주차출입문은 대문과 유사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며, 가급적 
투시형으로 조성(◈) 

색채

 건축물의 주요 부위에 원색계열의 사용을 지양(◈)
 서울색 중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성북구 색채가이드라인>, 

<디자인성북 공공스페이스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색채 사용을 권장(◈)

간판 및 
야간조명

 모든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 주택의 외벽에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혼합용도주택의 경우 비주거용도가 입지한 층에 한해서 가로변 
외벽면적의 1/6이하 내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옥외광고물의 형태, 색상, 휘도, 조명방식 등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의 내용을 준수(◇)

 야간조명은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2008)>,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

전면
공지

그린존의
조성

 그린존은 보행에 쾌적한 재료로 포장하며, 보도와 유사하거나 
어울리는 재료로 통합적으로 조성(◆)

 그린존에는 차면 및 설비시설의 설치, 적치물의 방치를 금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면한 1m 미만 폭의 그린존에는 0.5m 이하 

높이의 화단 설치 가능(◇) 

전면공지 
관리

 소유자는 그린존이 불법주차, 쓰레기, 개인적치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도록 관리(◇)

 담장을 포함한 그린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사업을 통해 개선 
가능(◇)

대지 
내 

조경

조경면적  현행 기준(대지면적의 30% 이상) 준용(◆)

조경 및 식재 
면적 산정

 현행 기준(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2항) 준용(◆)
 그린존의 식재 및 화단(높이 0.5m 이하)은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식재면적에 포함(◆)
조경기준  현행 기준 준용(◆)
식재 등 
조성방식

 식재 위치, 수목의 종류와 수를 설정하여 녹시율(綠視率/실제 
육안으로 파악되는 식물의 시각적 양)을 높일 것을 권장(◈)



117

옥상조경  옥상조경을 권장하며 조경면적 산정은 현행 기준 준용(◈)

교통
처리
및 

주차

차량출입
금지구간

 성북동길, 선유길, 이태준길 일부 구간을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지정(◆)

주차장 조성
 가급적 옥외주차장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에 옥내주차장(차고)을 설치(◇)
녹색주차장  옥외주차장의 경우 가급적 투수성 바닥재를 사용(◈)

친환경
마을 
조성

자연지반보존  주택 마당은 가급적 잔디조경, 흙마당, 투수성 포장을 권장(◇) 
기존수목

보존/재활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 수목의 보존 및 재활용 방안 마련(◇)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 시 현행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벽면녹화  옹벽, 폐쇄형 담장 벽면, 투시형 담장 하부의 녹화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다양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마당 및 조경공간에 빗물정원 개념 

도입을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 권장(◈)
 건축물 신축 시 설치하는 경우 평지붕 조성면적에서 제외(◈)
 가급적 공공공간에 마을단위로 설치할 것을 권장(◈)

민간영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 개발규모는 660㎡ 이하로 제한되고 허용 용도에서 공동주택을 다세

주택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사실상 선유골의 재개발사업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제한된다. 

둘째, 선유골의 주택에 한 규범적인 상(prototype)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건축행위에 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계획업체 또한 이 사업에서 “현황분석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배치와 형태를 기준으로 선유골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건축

물 외관 지침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서울시, 2010a: 28). 이에 따

라 선유골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 경사지붕의 단독주택, 조경이 풍부한 마당, 

낮고 개방적인 담장과 문,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채로 설명되는 전원적인 주

택을 선유골에 가장 적합한 주택의 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그린존에 한 지침이다. 선유골 지구단위계획은 시행지침과 디자인가

이드라인을 통해 그린존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그린존에 관한 계획 내용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아니었고, 민간영역 지침 

중에서 그린존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출하고 이를 4가지 건축물 유형(옹벽접도형, 

담장+마당형, 전면공지 개방형, 지양면 접도형)에 따라 재조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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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절 그린 존(Green Zone) 조성에 관한 사항 

제39조 (그린존의 적용원칙)

① 그린 존(Green Zone) 조성은 구역에서 도로와 인접한 담장 및 옹벽의 개

선, 주차면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인 마을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시행지침의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며,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시 이를 

준수한다. 

1. 본 지침 제 17조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 

2. 본 지침 제 18~19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3. 본 지침 제 20~21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4. 본 지침 제 30~32조 옹벽 및 담장에 관한 사항 

5. 본 지침 제 33~34조 출입구에 관한 사항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10, p.45에서 발췌)

  

<그림 20> 대지양면 접도형 그린존 개선 가이드라인 (서울시, 2010a: 90-91) 

그린존에 관한 지침을 이와 같이 재편집한 이유는, 민간영역 지침은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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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할 때 적용되는 총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 로 둔 채 그린존만 

개선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그린존 개선에 공공예산을 지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서울시, 2010a: 82). 그런데 선유골 주택들의 

상태를 감안할 때 주택소유자가 노후한 주택은 그 로 둔 채 그린존만을 개선하

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존에 관한 지침

은 사실상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그린존 개선사업, 즉 민간영역에 

한 공공예산 지원 및 감독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린존 개선 사업은 그린존에 관한 지침 중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고, 해당 주민은 이것을 훼손 및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유골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워크숍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

고 있지만, 관련법과 정부지침에서 정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형식과 요건

에 맞춰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법적 요건과 계획적 필요에 따

라 추가된 내용도 적지 않았으며 표적인 경우가 그린존을 제외한 민간영역 지

침이었다. 그린존은 1차~3차 주민워크숍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이태

준길 소구역 모임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던 데  반해 그 외 민간영

역, 즉 건축물과 마당은 2차 워크숍에서 의제로 선정되었지만 계획 방향과 내용

을 재 로 논의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민간영역 지구단위계획은 마지막 4

차 워크숍(2001.2.2.)에서 계획업체가 작성한 초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을 수렴했고,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견서를 

전달받는 것으로(2010.2.11~2.23) 확정되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2차 주민설명

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계획업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적으로 결정

된 이후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개선한 

“선유골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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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유골 주민협정

주민협정은 사업규정에서부터 실제 체결까지 가장 변화가 많았던 사업계획이

었다. 주민협정에 관한 규정이 처음 제시되 것은 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

서였다. 여기서는 “필요시 주민협정제도 도입”72)이라는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정된 계획업체는 과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했던 경험을 토 로 주민협정의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고 이로 인해 체결이 어렵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계획업체는 서울시 착수보고(2009.5.3.)에서 

휴먼타운 주민협정에 경관협정 제도를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따른 법적인 위상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도 주민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판단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경관협정을 주장(언급)했던 것은 경관협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근

거로 작동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약속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약속은 국계법 차원에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경관협정은 이보다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경관

협정을 ‘선택’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도로 제안한 것이

었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하지만 경관협정에 수반되는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와 같은 제도적 규정을 

함께 도입하지 않은 채 주민협정을 경관협정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체결하기

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6차 전체MP회의(2009.11.10)에서 서울시, 총괄계획가, 

계획업체는 주민협정을 지구단위계획 민간영역 지침의 권장사항 중 일부를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재규정하였다.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칙 

제4조 (용어의 정의) 

22항 「주민협정」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특성강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실현

72)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과업내용서”, 2009.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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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본 (민간영역) 지침에서 정하는 권장사항 중에 지역의 특성과 환

경을 반영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주

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10, p.46에서 발췌)  

하지만 모든 상지에서 주민들은 사업의 결과가 실현되기도 전에 개인의 분

명한 동의를 요구하는 협정 체결에 크게 부담을 느꼈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계획업체와 자치구들은 O차 전체MP회의에서 주민협정을 사업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주민참여를 사업의 

주된 취지로 내걸었고, 공공예산을 민간영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이에 한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주민협정

의 동의율이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다시 계획업체와 

자치구에게 주민협정 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선유골은 협정을 맺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곳과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던 전체MP회의 때 선유골은 협정을 

맺기 힘들다고 초반부터 건의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됐던 건데, 막판에 가

서 서울시가 협정과 같은 결과물이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협정

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을규약처럼 좀 더 가벼운 수준의 것을 만들기로 정리가 

됐죠.”(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주민협정 체결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민들의 모임이나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어떤 서명을 하라고 하면 안 한다. 똑같

은 것이다. 우리(계획가와 공공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주민들

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차피 내가 서명을 안 해도 너네

(공공)가 사업을 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다

...(서울시는 체결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협정을 체결하는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우리의 의견 차

이가 있었다. 우리는 ‘계획 중에는 협정 체결이 될 수 없다,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협정을 맺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

다’라고 생각했던 반면, 공공은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구도)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협정이 체결된 동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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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 했다.

... 그런데 계획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면 참여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주민이 몇 명이나 협정을 체결했

느냐’라는 요구와 질문을 계속 받게 되더라. 그래서 회의나 보고 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계

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하지만 이렇게 재등장한 주민협정은 여전히 주민들의 거부와 유보로 체결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린존 개선 사업과 같은 민간영역에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민협정 체결을 전제했고, 이에 따라 그린존 개선사업의 실

행 여부와 규모에 따라 주민협정이 체결되었다. 주민협정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

함에 따라 주민협정의 체결 절차은 매우 간소화되었고 내용 또한 디자인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는 것 외에는 부분 추상적이고 개략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되

었다. 선유골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한 후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주민 20명 정

도가 “선유골 마을규약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계획업

체는 휴먼타운이 끝난 이후 주민조직이 스스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협정 샘플을 작성해 주민조직에게 전달하고 디자인가이드

라인에 첨부하였다. 

“그래서 사업 후반부에 실무협의회에 참여했던 주민 20분 정도에게 실제로 서

약서 비슷한 것을 받았어요. 제가 일본 교토의 ‘아네야코우지’ 지구의 협정을 

모티브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을을 가꾸고 아끼는 

데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수준에서, 참여했던 주민들한테 사인(동

의) 받는 정도에 의미를 둔 거였지, 실제로 그걸 딱 정해놓고 지킨다고 (생각)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참여했던 이태준길 주변 주민분들 정도만 내용을 좀 아는 것이지, 나

머지 분들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기에는 처음부터 다

소 한계를 갖고 있었죠.”(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사인 받은 건 기억나는데... 원래는 그거 사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거 

뭐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받은 거지, 아무 소용이 없

는 거야.”(주민대표 이OO씨 인터뷰,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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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선유골 실제 주민협정(왼쪽)과 계획업체가 만든 주민협정 서약서 샘플(오른쪽)

마. 결정단계 : 2차 주민설명회

1) 2차 주민설명회의 개최

4차례의 주민워크숍과 지구단위계획(안)에 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뒤 

2010년 4월 14일에는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2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민 43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5

명이 주민협의체 회원이었다. 계획업체는 주민들에게 선유골 휴먼타운 기본계획

(안)과 지구단위계획(안)을 설명했고, 이에 해 전선 지중화, 그린존 개선, 건축

물 용도 제한 등에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73). 

2차 주민설명회는 계획 단계 동안 수립한 사업계획에 해 주민들에게 최종

73) 제2차 주민설명회 결과보고, 2010.4.1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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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의 여부를 묻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계획업체는 최 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 또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에 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부여된 의사결정 공간이 아

니었다. 따라서 1차 주민설명회 때에 비해 사업계획에 해 참석한 주민들의 원

만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주민들에 의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결정 또는 

합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14일 오후 7시 / OO교회 복지문화센터 
 참석자 : 주민 43 명(주민협의체 회원 5명), 총괄계획가, 계획업체 4명, 서울

시 공무원 1명, 성북구 공무원 3명, 성북구의원 1명  

주요 내용

가.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보고
나.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획 설명
 과업의 개요 : 개요, 추진 경위, 주요 논의 사항
 선유골의 미래상 :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역할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안) : 공공사업별 주요 내용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안) : 민간부문 주요계획 내용
 기대 효과
 향후 일정 및 운영 방안
다. 질의응답 

<표 21> 선유골 휴먼타운 제2차 주민설명회 내용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공공예산 배정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선유골 휴먼타운 

실행을 위한 공공예산 배정이 이뤄졌다. 2009년 12월 15일에 열린 7차 전체

MP회의에서 서울시의 공공예산 교부 원칙을 1)기존적으로 자치구별로 10억 원

을 우선 지원하고, 2)나머지는 자치구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총 20억 원까지 지

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성북구는 매칭펀드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예산

이 1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계획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

획의 세부 내용별 사업비를 추정하여 배정했다. 이 때 OO연립 공간환경 개선에 

약 4억 원이 배정되었다. 

“우리는 10억 원이 전부였어요. 애초에 이 사업은 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에

서 환경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거예요.(지구단위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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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비용은 별도)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때 서울시가 실제로 확보한 예산이 한 곳당 17

억 원이었는데 6:4인가, 7:3으로 매칭펀드를 확보하면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

죠. 그런데 3개 자치구가 공조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 못한다고 그랬

죠.(웃음) 그래서 다시 10억 원은 기본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돈은 매칭펀드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중략)...우리는 애초 목표가 10억 원을 받

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받았습니다.

...(OO연립이 상당히 노후해서) 서울시에서도 여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지원하

라고 했고, 실제로 참여했던 주민들도 대부분 그곳 분들이어서 사업 실행 아이

템을 정할 때 전체 예산의 40%를 이쪽에 투입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옥상 방

수공사도 새로 하고, 외벽 도색도 새로 하고, 옥외공간도 다 정돈하면서 주차

장도 그린파킹 예산으로 개선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죠.”(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구분 사업명 규모 추진주체
예산 배정

별도
사업

휴먼
타운

실제 
추진

공공
영역

가로
환경
개선

성북동길(선유골 구간) 조성 2,980㎡ 서울시 ●

걷고싶은 이태준길 조성 2,200㎡ 성북구 ● ●

늘 푸른 선유길 조성 2,400㎡ 성북구 ●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마을주차장 조성
740㎡
(15대)

성북구 ●

선유골 이야기공원 조성 580㎡ 성북구 ● ●

CCTV 설치 5개소 성북구 ● ●

마을
경관
개선

선유골마당 조성 760㎡ 성북구 ● ●

이태준길변 쌈지공지 개선 85㎡ 성북구 ● ●

민간
영역

그린존 조성 지원 550m 성북구 ●

OO연립 공간환경개선 NA 성북구 ●

<표 22>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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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산단계 : OO연립 재건축사업의 등장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 OO연립 재건축사업의 등장

2차 주민설명회의 결과는 비록 공식적이고 분명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획에 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여기

에는 OO연립을 적으로 재건축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옥외공간과 주택 

외부를 개선 및 보수하고 장기적으로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것에 한 

사업 참여자들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업체는 이와 같이 합의된 기본계

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환하여 법적 결정 절차를 밟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법적 요건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 도서(圖書)를 작성하

였고, 5월 28일에 서울시는 그 결과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그런데 계획업체가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작성하는 동안 OO연립에서는 예상

치 못한 재건축사업 제안이 등장했다. 한 거주자의 직계 가족인 어느 건축가가 

새로운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OO연립 주민들은 이 계획안의 

가능성과 비용을 두고 내부적인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휴먼타운을 

포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 동의를 모으게 되었다. 그리고 4

월 29일에 열린 제15차 실무협의체 회의(2010.4.29)에서 다른 사업 참여자들에

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재건축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했다. 

“그곳(OO연립)에 살고 계신 한 여성분의 아버님이 건축사셨는데, 이 분이 여

기를 재건축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을 들고 오신 거예요. (휴먼타운으로) 계획 수

립을 거의 다 했는데, 주민들하고 여기를 다 고 동의를 해서 민영주택사업이

건 재건축사업이건 해서 이걸 재건축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안을 만들

어서 왔어요.

...계획안 자체는 일반적인 연립주택 같지 않게 예쁘게 설계한 것이었어요. 그

리고 주민들한테는 대략 5천~8천만 원만 더 내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30평

대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더니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서는 재건축 쪽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들어

가기 직전에 특계(특별계획구역)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왔어요.”(성북구 담당공

무원 강OO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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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재건축을 한다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야. 처음

에는 협조를 해서 같이 하다가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는 몇 차 워크숍엔가 

와서는 안하겠다고 그랬지.”(주민대표 이OO씨 인터뷰)

2) 선유골 행위자들의 응과 상호작용 

재건축사업의 추진 의사가 확고했던 OO연립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는 OO

연립에 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

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74)

으로, 특정 영역에 해서는 디자인 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자유로운 설계를 허용

하는 이례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 동안 특별계획구역은   

‘민간의 능동적인 개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

어 왔다(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116). OO연립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재건축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유지를 전제로 수립했던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취소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치였다

고 할 수 있다. 

OO연립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한 다른 행위자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한 일종의 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휴

먼타운을 추진한 서울시는 완강하게 반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층주거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오히려 재건축사업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한 우려가 컸다.

반면에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OO연립의 물리적 상태와 주민들의 

요구를 익히 알고 있었고, 현재의 개선 방안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처방에 불과

하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계획업체와 총괄계획가는 OO연립의 재건축사

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반 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이 높다는 것과, 

7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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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계획적 조

치를 취하는 것에 한 부담이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계획업체)는 초반부터 OO연립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

했었다. 재건축 사업계획이 등장했을 때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특별계획구역’

이라는 방법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지만...(중략)...특별계획구역은 그 동안 주로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결정으로 쓰여 왔고 이 때문에 서울시 심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서울시가 부담스러워 했다.”(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이러한 서울시와 전문가의 입장 차이는 OO연립 재건축사업이 등장하기 이전

인 2009년 11월 10일에 열린 제6차 전체MP회의에서 있었던 OO연립 개선 방

안에 한 논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6차 전체MP회의(2009.11.10.)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유OO(계획업체 소장): OO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다.

박OO(서울시 팀장): 필지분할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에서 조금 허용규

모를 확대시켜줘서 공동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지...

MP 일동: 후자는 안 된다.

이OO(강서구 MP): 그것은 볏단에 불붙이는 격이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유OO(계획업체 소장): 마을만들기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커뮤

니티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노후건축물을 갱신하는 것이 올바른 마을만

들기라고 생각한다.

정O(강동구 MP): (하지만)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므로 그 범위를 고려해야한

다. 마을만들기 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이 마

을만들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유OO(계획업체 소장):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OO연립과 같은) 단독주택형 연

립주택(공동지분의 토지위에 여러 주택)이 상당이 많다. 이는 갱신에 어

려움이 커서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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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선유골 MP): OO연립과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해야할 것 

같고, 재건축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정O(강동구 MP): 논의는 더 필요하겠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대부분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지만...(중략)...가급적 허물지 않고 고

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열면 이를 

악용한 개발업자들의 개입이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그 범

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만들기를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주민과 서울시의 

요구가 클 수 있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대신, 기존 커뮤니

티의 주민들이 보수하여 사는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을 사업의 목적

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OO(서울시 과장): 잘못 손 데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우

선은 단기적인 안으로 진행하고 재건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해보도록 하자. 사업성을 따져서 하면 되겠지만 불필요한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논의를 가져가 보자.

(제6차 전체MP회의록에서 일부 발췌 후 재정리)

서울시와 전문가는 OO연립과 같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는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사업의 목표와 원칙에 어

긋나고, 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논

의와 결정에 선유골 휴먼타운의 또 다른 행위자인 성북구 도시개발과와 선유골

의 다른 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성북구 도시개발과와 선유골의 다른 주민들은 OO연립 재건축사업에 해 비

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성북구 도시개발과는 “이 사업을 공공사업 

위주로 생각했고, ‘시끄러운 일은 가급적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공공사업을 잘하자는” 입장이었고(계획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 이에 따라 OO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선유골의 다른 주민들도 “OO연립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깊

이 개입하기를 꺼렸던” 것이다(주민 표 이OO씨 인터뷰).

하지만 성북구 도시개발과와 선유골의 다른 주민들의 이러한 입장과 별개로 

그들이 OO연립 재건축사업을 다루는 중요한 논의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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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들도 존재했다. 우선 2차 주민설명회에서 사업계획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결정 절차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참

여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한 실질

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성북구 도시개발과와 선유골의 다른 주민들에게 OO연립 

재건축사업 여부에 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자치구와 주민들과 공유하기에는 단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서울시와 전

문가가 판단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해 실

질적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전문가의 관계에서 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

었던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특계라는 방법이 논의

되고 있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안했었다...(중략)...

그 사안은 매우 민감한 것이어서 자치구에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담당 공무원인 강OO씨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수 있다.”(계획업체 소장 유

OO씨)

3) OO연립 재건축사업의 수용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OO연립 주민과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주도한 것은 계획업체였다. 계획업체는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OO연립의 근본적인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계획

업체 소장 유OO씨 인터뷰). 서울시 역시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결정에 관한 실

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었다. 

(1) OO연립 재건축사업을 수용한 계획 변경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업체는 OO연립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사

업을 허용하되, 공공 보행통로 및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신축 건물의 배치와 규모

를 제한하여 “현재의 마을 분위기와 물리적 질서를 저해하지 않고 마을의 정주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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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고(서울시, 2010: 96),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설득했다. 

<그림 22> OO연립 특별계획구역의 공공보행통로 확보(서울시, 2010a: 103) 

“그래서 (OO연립 재건축 사업 제안이 나온 후) 우리가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자’고 해

서 도로 환지 등 (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었다.”(계획업체 소장 유

OO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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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열람공고 재열람공고

변경
내용

OO연립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 30%(49% 완화 가능)

 용적률 : 기준 90%(허용 120%) 이하 
 높이 : 3층, 12m 이하 

건폐율 완화조건 건축물 높이 8m 이하 건축물 높이 8m 이하 및 2층 이하

용도계획
일반음식점 규모
(300㎡ 미만)

일반음식점 규모
(바닥면적 합계 200㎡미만, 

해당용도전체의 바닥면적 합계400㎡이상 
입지 불가)

차량출입
금지구간

-
선유길변 중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2필지 

제외(성북동 300-4, 성북동 254-2)

<표 23> 선유골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열람공고 내용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들어가기 직전에 특계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왔

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여기는 특계로 가고, 그 대신 예전에 계획했던 것

들은 아무 것도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재건축이 언제 실

제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정

도라도 한 거예요.”(성북구 담당공무원 강OO씨 인터뷰)

(2)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결정

OO연립의 특별계획구역화에 해 서울시 도시관리과도 동의함에 따라 계획

업체는 이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성북구 도시개발과

는 기존 기본계획에 의해 OO연립의 옥외공간 및 주택외부 보수에 배정되어 있

던 약 4억 원을 선유골 이야기공원과 이태준길 조성 사업으로 재배정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7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고, 서울시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의 변경사항에 한 주민열람 재공고를 

거쳐(서울시 공고 제2010-1508호), 10월 21일에 “선유골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서울시 고시 제2010-364호). 

(3) 공공영역 기본계획의 실행

지구단위계획이 법적 결정 절차를 밟는 동안 휴먼타운은 실행단계로 옮겨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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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서울 휴먼타운 선유골 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역

 가로환경개선사업 : 보도조성 및 도로포장
 주민편의시설 확충 : 휴게쉼터, 쌈지공원, 운동시설
 마을경관 개선사업 : 조형수목식재, 타일벽화 설치 등
 주민안전시설 보완 : CCTV설치, 핸드레일 교체 등

사업비 1,000 백만 원

공사기간 2011.4~2011.7

<표 24> 선유골 휴먼타운 환경개선사업 개요(출처: 성북구) 

다. 서울시는 8월 13일에 3개 상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했고, 11

월 10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한 서울시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었다. 서울

시로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성북구는 12월 24일에 기본 및 실시설

계 공사를 발주했고, 2011년 3월 18일에 3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 추진 계

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7월 15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하

였다. 그리고 OO연립은 2009년 이후 더욱 악화된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영향

으로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었다.  

<그림 23> 이태준길과 선유골 마당 공사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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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선유골 이야기마당 공사 전후 비교 

<그림 25> OO연립 앞 주민휴게쉼터 조성 공사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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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용마마을의 위치(위)와 위성사진(아래) 

2. 용마마을 디자인 빌리지의 진행 과정

가. 용마마을의 개요 및 상지 특성

위치 및 면적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176번지 일대(약 33,00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임야 및 용마산)

건물 및 세대수 주택 48개동 / 총 138세대(비거주 소유자 포함 시 154세대)

주요 시설 용곡초등학교, 용암사, 중곡4동 경로당, 용마자연공원 등

<표 25> 용마마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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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용마마을 전체 배치도 (안병식, 20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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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마마을의 개요

용마마을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176번지 일 의 주거지를 말한다. 서울의 

동쪽 경계인 아차산과 용마산의 동남사면에 위치한 이곳은 1960년  서울의 급

격한 성장 과정에서 도시 외곽에 형성되었던 무허가 정착촌 중 하나였다. 70년

에는 마을의 규모가 현재의 세 배에 달했지만75) 서울시의 단속과 철거로 많은 

부분이 헐려나갔고, 1980년  초까지 남아 있던 집들이 토지불하를 받아 합법화

되면서 현재의 용마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28>  1971년 새마을운동 당시 용마마을 전경 (출처 : 용암사)  

2) 용마마을의 공간환경 특성

자연발생적이고 부실한 초기 형성 과정으로 인해 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공

용공간 등의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1971년 도시

로 확  시행된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러한 기반시설을 스스로 정비했고, 합법화

된 이후에는 정부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주민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 가운데 주차장이 부족한 점, 노을3길 등 

75) 당시 마을 통장을 했었던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부대표 안OO씨 인터뷰,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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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도로들이 좁고 가팔라서 차량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점, 배수관이 좁

아 비가 오면 골목길에 물이 넘치는 점, 노을길변 용곡초등학교 옹벽에 낙석과 

구조적 위험이 있는 점, 어린이놀이터와 가로등과 같은 공용시설이 부족한 점 등

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주택과 필지 등의 민간영역도 이러한 형성 과정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았

다. 무허가 정착촌 시절 부분의 주택은 주민들이 직접 지어 규모가 작고 단열, 

방수, 채광 등 주택성능이 불량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먼저 지어진 다음에 

필지가 구획됨에 따라 필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서로 겹치거나 부정확

하며 소유 및 점유 관계 또한 복잡해졌다. 예를 들면, 용마마을의 진입도로인 노

을길은 지목상 도로가 아닌 교육시설부지, 즉 용곡초등학교의 땅이었다. 노을길 

변에 위치한 일부 주택들 역시 이러한 학교부지를 침범하고 있어 점용료를 내고 

있었다. 그 외의 주택들도 필지선을 벗어나 이웃 필지를 침범하거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당시 용마마을의 주택은 총 48채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단독주택(32

채)은 부분 7,80년 에 지었던 불량주택을 소유주가 개보수 또는 증개축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들이었다. 1990년  들어서는 합필을 통해 다가구주택(10

채)을 신축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2000년 에는 노을길 변에 보다 큰 규모로 다

세 주택(6채)이 신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용마마을의 공간환경에 해 주민들은 양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

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으로 개조해

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용마마을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구릉지에 

단독주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탓에 갖게 된 독특한 경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었다.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이 용마마을을 사업 상지로 선택했

던 것 역시 이러한 경관을 가치 있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양면적인 입장 중 어느 한 쪽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입장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다른 참여자들과의 논의에 따라 원래의 편향이 바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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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용마마을의 공공영역 : 도로 현황(위)과 교통 및 보행체계(아래) (안병식, 201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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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용마마을 민간영역 : 주택유형(위)과 건물층수(아래) (안병식, 2012: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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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마마을 민간영역 : 건축연도(위)와 건축구조(아래) (안병식, 2012: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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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마마을의 사회적 특성

용마마을에는 2009년 현재 총 138세 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7, 

80년 부터 이곳에 정착해 30년 넘게 거주한 노인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중장년층이 구성원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오랜 거주기간과 높은 자

가소유율(77%)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동네에 한 애착과 정주의식이 강했고, 친

밀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미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연령, 성별, 거주지를 매개로 한층 더 친밀한 소규모 네트

워크를 갖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이웃관계를 바탕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고령자

를 존중하고 따르는 위계질서가 뚜렷하게 존재했고, 안OO씨(176-40), 이OO씨

(176-70), 황OO씨(176-58) 등 마을 형성기에 통반장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남성 노인 몇몇은 마을 원로로서 주민들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었다. 

노인 주민들은 안마당, 길가에 내놓은 화분과 상자, 그 외 자투리땅 등에 텃

밭을 만들어 소일거리로 채소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서 문구 교남동, 

동 문구 이문동 등 용마마을과 비슷한 형성과정과 사회계층을 가진 주거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용마마을은 유독 조밀한 공간환경의 

특성상 그것들이 더욱 집약적이고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고, 주변 자연환

경과 맞물려 용마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림 32> 용마마을의 텃밭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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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빌리지 이전의 공간환경 개선 노력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공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정비사업을 2

차례 추진한 바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00년  이전에 저소득층 주거지를 상

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주민들이 요청했던 것으로, 이 때 

“재산상의 이익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고, 이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되었다”고 한다(광진구 도시관리과

장, 광진구청 1차 중간보고, 2009.6.18.). 그리고 두 번째는 2006년 즈음에 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역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좌절되

었다고 한다.

“재개발 사업대상지의 기본요건 중 하나가 노후도인데, 현재 용마마을은 노후

도를 60% 정도 충족하지만 대상지가 협소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면

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대하면 노후도가 60% 아래로 떨어지니까 역

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용마마을은 고도제한 등으로 

4층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데,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업체선정이 어렵

죠.”(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 과장 김OO씨, 제2차 전문가-자치구 협의회의, 

2010. 4.20)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건축물 수 24 8 11 5 48

비율(%) 50 16.7 22.9 10.4 100

<표 26> 용마마을 건축물 준공연도 현황(2009년 5월 기준) 

하지만 용마마을에서 재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을 때 주민들이 경제적으

로 이익을 얻거나 신축한 아파트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곳의 주택들은 부분 규모가 작고 국공

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재개발사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

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었다. 용마마을 주민들이 광진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디자인빌리지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이러한 현실적

인 한계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에 한 기

와 요구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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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의단계 : 상지 공모 - 1차 주민설명회

1) 서울시의 상지 선정 공모 

디자인빌리지는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한 사업 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발

의되었다.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2008년 10월 8일 자치구 관련부서에 사업

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는 공문76)을 보내 사업제안서 제출을 권고했고, 11월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해 총 5곳의 1차 후보지(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송파구)를 선정했으며, 12월 22일에는 1차 선정된 자치구의 발표 심사

를 거쳐 최종 상지로 광진구 중곡4동,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동을 확정했

다. 이 때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휴먼타운에서처럼 상세한 상지 선정 기준

과 배점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치구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공문과 담당

공무원의 구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전달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제작한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자료77)를 (공모관련) 업무추진시 

참고하기 바랍니다.(서울시 공문, 도시경관담당관-12577, 2008.11.26)

특히 경관협정사업의 경우 주민참여계획(주민동의율 등 현황 파악)을 (2차 심

사) 발표자료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시 공문, 도시경관담당관-1352 

3, 2008.12.10.) 

“(대상지 선정 기준이) 지침으로 공문 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상

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없어야 하고, 면적도 너무 크면 안 되고, 지역주

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게 구두로 전

달됐어요.”(광진구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주요한 상지 선정 기준으로 1)특

색 있고 규모가 작은 저층주거지일 것, 2)예정된 개발계획 및 사업이 없을 것, 

76) 서울시 공문 “2009년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사업 공모관련 협조요청”, 도시경관담당관-10600
호, 2008.10.8

77) 2008년 작성된 이 매뉴얼에는 경관협정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 및 국내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해 “특색있고 집합적인 경관 형성이 가능한 단독주택지 또
는 저층 상업지역”을 적합한 대상지로 권장하고 있다.  



145

3)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을 것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이 사업에서 실제로 저층주거지의 민간영역을 다루

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적합한 상지를 전략적으로 선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민간영역 개선 방식을 시도하려면 기존 정비사업의 맥락 하에 주

민들이 재개발을 선호하거나 그러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실재하는 곳은 최

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간영역

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 수월하려면 사업에 

한 주민 호응과 참여의지가 높을 뿐 아니라 체결자의 규모도 가급적 작게 설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한편으로, 이 사업이 새로운 저층주거지 공간환경 개선 방식을 

실험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민간영역에까지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라

는 점에서 사업에 한 세간의 관심, 사업의 형평성과 성과에 한 부담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마마을 1차 주민설명회에서 사업기획에서부터 조력했던 

총괄MP 신OO씨가 서울시를 변해 주민들에게 디자인빌리지는 “전국 최초, 서

울시 최초이므로 이번 사업에 한 서울시의 기 가 무척 크다”고 말한 것은 서

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이 느끼는 부담을 역으로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1차 주민

설명회 회의록, 2009.4.16.). 

2) 광진구의 용마마을 자체 선정 및 사업 신청 

한편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이 사업 상지 공모에 용마마을을 신청했던 동기

와 입장은 서울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은 상

지 공모가 공고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상급정부의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신청할만한 적합한 상지를 물색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용마마을을 발견했

다. 이때에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용마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눈여겨 본 것은 

사실이지만, 공간환경 개선 상과 방향을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부합하는 ‘공

공영역 중심의 미관 향상’에 맞추고 있었다.

“그 당시는 아직 디자인빌리지가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부서

의 계장님 한 분이 관내에 등산도 다니고 동네들도 돌아다니면서 마을만들기를 

할 데가 없는지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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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용마마을을 보게 되셨는데 조그만 골목길도 있고 다른 데 없는 게 

너무 많다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 이곳에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다른 직원

들과 같이 가봤더니 ‘여기 괜찮다, 이런 특이한 곳이 잘 없으니까 한 번 해보

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디자인빌리지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제안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후에 때마침 디자인빌리

지가 나왔고, 사업의 테마 자체가 저희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그렇게 디자인

빌리지를 하게 됐죠.”(광진구청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은 디자인빌리지에 용마마을을 신청하면서 상지 선정 

기준과 경관협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시주민 표를 선정하고, 사업홍보 및 경관

협정운영회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2008.12.16), 계획 구상에 민

간영역 “색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보완 조치를 취했다. 하

지만 상지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의 전체 기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영

역 중심의 공간환경 개선이라는 기존 입장과 의도가 여전히 주요했고, 민간영역 

개선은 주로 ‘간판’과 ‘색채’ 등 부수적인 요소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림 33> 광진구 대상지 공모제안서 중 고구려길 조성(왼쪽)과 주민협정(오른쪽)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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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상 계획 내용
공공
영역

민간
영역

유지
관리

역사․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고구려길 조성(노을3길 및 용마공원 일대) ●

사라져 가는 고향풍물 재현 및 전시(노을4길) ●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공간 조성(용암사 주변) ●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간판 크기와 배치에 모듈시스템 적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간판으로 디자인 정비 ●

주민협정에 의한 상인들의 자율정비 ●

스쿨존 정비 및 
갤러리 조성

용곡초등학교 입구 계단 정비 및 공공표지판 개선 ●

스쿨존 도로정비 및 학교 축대 개선 ●

스쿨존 주변 담장을 활용한 갤러리 거리 조성 ●

자연친화적 
녹지축 및

전망대 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화단 및 쌈지공원 조성 ●

골목길 등에 꽃밭 및 꽃길 조성 ●

노을이 아름다운 전망대 및 휴게공간 조성 ●

색채디자인을 
통한 생활경관 

개선

건물외관, 대문, 지붕, 옥상 등에 통일된 색채디자인 적용 ●

공공시설물 및 표지판 등에 패턴화된 공공디자인 적용 ●

<표 27> 디자인빌리지 광진구 제안서의 세부 내용 및 유형 구분
(출처: 광진구청 제안서 “중곡동 노을길 마을, 경관이 아름다움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재정리)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이 공공영역 개선을 더 선호했던 데에는 이 사업의 실

행단계에서 자치구 담당부서가 맡아야 하는 역할에 한 부담도 함께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전추진담당관은 구청장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특임부서이지만 공간환경과 관련된 전문 행정업무, 예컨  기본 및 실시

설계의 발주, 공사의 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행정직 

계열인 부서의 책임자들은 사업의 실행을 전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

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간환경을 담당하던 기존 주택도시관련 부서들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민간영역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저희 과는 원래 구청장 직속의 TF에요. 그런데 실행부서가 아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인문계열 전공하신 계약직이셨고 계장님은 행정직이셨잖아

요. (실행단계에 접어들자 그 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부담과 책임이 크고, 또 자기 전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점이 컸어

요.”(광진구청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148

3) 계획전문가(PM)의 선정

디자인빌리지에서 계획전문가(Project Manger)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함으로써 계획 과정을 주도하고, 체결자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기본계

획과 경관협정을 작성하며, 경관협정 체결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지원하는 중차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상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

아 전문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12일에 

‘주민이 가꾸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상지에 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

립’ 입찰을 공고했고(서울시 공고 제2009-249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

여 2개 학 건축학과 연구실과 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최종 선

정했다78). 

선정된 전문가 그룹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던 단계에서부터 3개 팀이 각각 

담당할 상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용마마을은 S 학교 건축학과 도시건축보

전계획연구실(이하 PM팀)79)이 맡았다. PM팀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사업추진체계

와 계약관계에 의해 전문가 그룹을 통솔하는 총괄MP와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으로부터 구조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에서 직접 다루어야 

하는 경관협정이라는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그에 못지않았다. PM팀은 학 

연구실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공간환경 디자인 및 관리 

규약이라는 “경관협정의 제도적 특성에 한 학문적 관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

게 되었고, 그런 만큼 최 한 원칙적으로 경관협정 수립 및 체결 과정을 밟아 

그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었

다(용마마을 PM 박OO씨 인터뷰, 2013.1.22.).

4) 기초조사 및 1차 주민설명회 : 주민의 반  입장 표출

계획전문가의 선정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작업은 상지에 한 기초조사였다. 기초조사 기간 동안 PM팀은 각종 공부(公

78) 서울시 공문,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용역 계약사항 통보” 도시경관담당관-3878호, 2009. 
3.30

79) 본 연구자는 이 전문가팀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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簿)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상지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작업과 

함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을 홍보하고 개인적인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3월 27일과 4월 10일에는 임시주민 표와 그가 모집한 주민들, 담당공

무원과 함께 상지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이 협력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존 마을만들기 사

업에서도 흔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PM팀이 주민방문 및 합동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데에는 경관협정에 한 자체적인 검토와 판단

이 미친 영향도 있었다. PM팀은 서울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관협정에 

한 자신들의 이해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

무원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체결자 전원합

의를 통한 협정 체결이 절차적인 관건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자 간 협력과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체결 당사자인 주민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입장을 가급적 일찍 파악하고, 경

관협정에 한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제1차 전문가-자치구 협의회의(2009.4.13.)

● 경관협정은 project-oriented 보다 guideline-oriented된 내용이 주가 되

어야 하므로 건축 부문은 지붕, 대문, 담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경 

부문은 자투리땅, 화분관리, 가로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협정시범사업의 주된 개발내용이 되어야 함

● 주민동의율 100%(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한 협정 체결)라는 것이 현실적으

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옴. 이를 위해 누가 체결자가 될 수 있는지, 어

떻게 전원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만약 전원 합의가 안 된다면 동의하는 

체결자로만 사업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함

(회의 안건지 중 경관협정에 대한 전문가 발제 부분에서 발췌) 

주민방문과 합동 현장조사는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한 쟁

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첫 번째는 상지의 많은 주택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노후하고 열악한 상태였고, 이를 개선하고 싶은 주민들의 요구가 상

당하다는 것이었다.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민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103건

의 의견 중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영역에 한 요구(50.5%)와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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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부속물 등 민간영역에 관한 요구(49.5%)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그리

고 민간영역에 해서는 이 사업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택외관’에 관한 의견

에 비견할 만큼 단열, 방수, 위생, 설비 등 ‘주택성능’에 관한 의견도 많았다. 용

마마을의 형성 배경과 물리적 현황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선호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광진구가 의도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소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와 광진구도 이 사업을 통해 민간영역을 다루어보려

는 의향이 있었지만 주택성능 개선은 사업 범위 밖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도들 또한 주택성능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

다. 이로 인해 사업의 목적과 계획 상을 둘러싼 주민과 그 외 참여자의 이해

관계에는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했다.  

구분 세부 항목 발의건수 비율(%)

공공
영역

차량통행 
및

보행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 8 7.8

18.4

50.5

통행로 안전 확보 1 1.0
도로정비(바닥포장, 난간설치 등) 7 6.8
비상도로 확보 3 2.9

안전

제설함 설치 3 2.9

16.5
방범(CCTV) 설치 5 4.9
소화전 설치 5 4.9
청소년 비행활동 단속 4 3.9

위생
쓰레기 상습투기 개선 2 1.9

3.9
쓰레기 수거장소 관리 2 1.9

자투리땅
초등학교 옹벽 및 축대 정비 2 1.9

6.8구릉지(야산) 주변 정비 및 관리 3 2.9
기타 자투리 공간 정비 및 관리 2 1.9

커뮤니티
마을지도 제작 및 설치 2 1.9

4.9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정체성 확립 3 2.9

민간
영역

지붕 지붕 재료 교체 및 방수 개선 4 3.9 3.9

49.5

외벽 
및 부속물

외벽 및 창문(단열) 개선 12 11.7
30.1담장 및 대문 개보수 19 18.4

차양 설치 4 3.9
마당(화분) 경작 및 조경 지원 5 4.9 4.9

기타

정화조 및 상하수도 설비 개선 3 2.9

6.8
외관 관리 1 1.0
인접부지와의 지적선 갈등 해결 2 1.9
우수 처리(빗물 선홈통) 등 1 1.9

총합 103 100(%)

<표 28> 기초조사 기간에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민 요구 및 의견

(출처: 광진구청 1차 중간보고 자료, 2009.6.18., p.11) 



151

두 번째는 잠재해 있던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한 기 와 경관협정에 한 

이해 부족이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오해가 빚어진 것이었다. 디자인빌리지의 취

지는 분명 재개발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저층주거지 공간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

었지만 이러한 목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협정으로 체결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 국가에 의한 제도적 규제나 금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었다. 즉 재개발사업의 향후 가능 여부는 이 사업의 추진 자체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정에서 주민, 정부, 전문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와 합의를 도출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재개

발사업을 지양하는 내용을 체결한다고 해도 사적 계약인 경관협정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 도시계획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마마을에서 그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

역지구제로 표되는 계획적 규제 때문이었다는 인식과, 경관협정 역시 지역지구

제와 같은 공적 규제라는 오해가 맞물리면서80), 주민들은 이 사업을 재개발사업

을 더욱 어렵게 만들 추가적인 규제로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이 사업을 다룬 신

문 기사와 지역 부동산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소문의 영향도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기초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

진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1차 주민설명회(2009.4.16.)는 주민들의 반  

의견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이에 해 해명하는 자리가 되

어버렸다.  

80) 이러한 오해는 대상지 공모에 제출한 광진구 제안서에서 기인했다. 당시 광진구는 서울시 도시
디자인 시책에 따라 아차산 고구려 유적을 모티브로 제안서의 제목을 “중곡동 노을길 마을, 경
관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로 정했는데, ‘역사문화’ 컨셉에 대한 강조가 주민들에게는 
지역지구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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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용마마을 1차 주민설명회 전경(왼쪽)과 광진구청 답변 장면(오른쪽)

1차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내용(2009.4.16)

● 주민 반대 의견 

“주민이 정말 바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지 주민이 만들어 나간다는 경관협

정이 아니다. 신문에 ‘노을길 일대에 “재개발 대신” 경관협정 사업을 추진한다’

고 기사가 났던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지역 구의원 추OO씨)

“신문기사 때문에 주변 부동산들이 중곡4동 지역은 개발이 안 될 거니까 투자

하지 말라고 한단다. 경관협정이 재개발사업사업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

으로 확실하게 알려 달라”(신원미상 주민)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재산상 권리에 피해가 생기는지 여부다. 경관협

정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안 된다. 용도지역 상

향도 경관협정 때문에 무산되거나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경관협정이 

재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이 없다면, 10억 원으로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임시주민대표 조OO씨)

● 공무원 및 전문가 답변

“총 22개 신문에 관련보도가 나갔는데, 1개 일간지에만 “재개발 대신”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협정이 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

향이 없다는 것을 관보를 통해 확실히 알리겠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으

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비전추진담당관 과장 김O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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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과 재개발사업은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내

가 서울시 재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심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직 이 동네는 재개발예정구역으로도 지정되

어 있지 않다. 구역지정은 5년 뒤에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에 경관협정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관협

정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경관협정운영회를 세우게 되어 있다. 만약 마을 

스스로 재개발을 원하면 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나 기타 다른 부서의 지원금

을 받아서 계속 (이 동네에) 살면서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경관협정은 화장과 같고, 재개발은 성형수술과 같다. 화장은 했다가 원치 않으

면 지울 수도 있지만, 재개발은 그렇지 않다.

원래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사업비의 20% 정도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

들이 돈을 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도 이 사업을 원했지

만, 광진구는 주민조직이 있고 사전에 주민모임을 4차례나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이다.”(디자인빌리지 총괄MP 신OO씨)

(1차 주민설명회 속기록에서 발췌)

5) 정부와 전문가의 주민 설득 : 이해관계의 절충과 사업목적의 역전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완강한 주민 반 를 확인한 서울시와 광진구, PM팀은 

4일 뒤인 4월 20일에 협의회의를 열어 사태 수습을 위한 응 방안을 결정했다.

제2차 전문가-자치구 협의회의(2010.4.20)

●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문의에 대한 광진구의 공식 입장

- 재개발사업과 경관협정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경관협정이 

재개발사업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 용마마을은 재개발사업 요건 중 노후도를 60% 정도 충족하지만, 대상지가 

협소하고, 고도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낮다.

- 재개발사업은 지금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경관협정은 재개발사업

과 상관없이 일단 사는 동안이라도 쾌적하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 주민면담 및 경관협정운영회 구성 방안

- 기초조사 때처럼 PM팀이 주민들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한다.

- 주민 방문 시 경관협정에 대한 호응 여부를 확인하고, 호응이 높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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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체결자를 추천(모집)한다.     

1차 주민설명회에서의 답변과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종합하면, 주민반 에 

응하는 주요한 논리는 1)현재 용마마을의 재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 2)디자인빌리지는 재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것, 3)디자인빌리지

는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당장은 이 사업으로 지금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를 바탕으로 비전추진담당관은 광진구청 관보인 ‘아차산 메아리’ 5월호에  “재개

발․재건축사업과는 근거법규와 시행목적이 서로 달라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다”는 기사를 실어 공식화했고, 이를 용마마을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PM팀은 협의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라 약 한 달 동안 주민들을 호별 

방문하여 사업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논란이 되는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2009.4.28~5.20). 이때 PM팀은 주민 반

에 한 광진구의 응 논리와 함께 디자인빌리지는 ‘주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간영역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는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중곡4동 노을길 경관협정사업 안내

● 경관협정사업이란?

- 2007년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장점을 살리

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

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의 규제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존 도시계획 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의견

을 모아서 경관협정안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사업의 성격

-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근거법규와 시행목적이 서로 달라 전혀 영향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아차산메아리 2009년 5월호)

-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같

은 법적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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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광진구청 관보 2009년 5월호(왼쪽)와 PM팀 사업안내 유인물(오른쪽)

● 사업참여 방법

- 경관협정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개인영역과 공공영역

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담당공무원과 연구원들에게 자유롭게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경관협정은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 체결됩니다. 구청과 전문가가 개최하

는 주민설명회와 향후 만들어질 경관협정운영회에 참여함으로써 경관협정 내용

을 직접 만들고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PM팀이 작성한 사업안내 유인물에서 일부 발췌)

한 달 가량 이어진 광진구와 PM팀의 주민 설득 노력으로 주민들의 반 는 

크게 줄어들었다. 호별 방문이 끝난 이후 열린 제3차 전문가-자치구 협의회의

(2009.5.28)에서 PM팀은 그 동안 만났던 주민의 79.5%가 사업에 소극적인 찬

성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고, 임시주민 표 조OO씨는 1차 주민설명회 

때 사업을 반 했던 주민의 상당수가 이제는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정보, 서울시와 광진

구는 이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  여론을 주도했던 마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봤을 때,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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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반 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디자인빌리지가 재개

발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재개

발사업을 억제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불편

한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해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자신들의 가장 긴요한 요구인 주택성능 개선이 

어렵다면, 사업에 배정된 공공예산으로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공공영역과 사업

에서 허용되는 민간영역인 주택외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관

계를 조정하고 절충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지

만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었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주민들의 우려

와 반 는 이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다. 경관협정은 향후에 재개발사업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나는 용곡초등학교 옹벽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 왜냐면 옹벽은 나중에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을 하더라도 헐리지 않을 부분이고, 우리 동네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

점이기 때문이다... 중요하고 사업 효과도 클 것이다. 

...시범사업 예산이 10억 정도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민간영

역보다는 공공영역에 돈이 투자되어야 할 것 같다.”(주민 송OO씨(176-16) 면

담 내용, 2009.5.25)

“이 사업을 위해 주민들에게 재산 등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 안 될 것이야. 그렇지만 동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외부에서

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는데 동네 사람으로서 열심히 참여해야지.”(주민 안

OO씨(176-40), 사업 소식지 제2호 인터뷰, 2009.7.1.)

“처음에는 다들 집 고쳐 주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해서 포기했죠. 

도OO씨(담당 공무원)도 이번 사업으로 집은 못 고치고 담장 낮추고 대문 바꾸

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죠.”(운영위원 배OO씨 인터뷰)

다. 계획단계 1 : 경관협정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1) 임시주민 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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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마을의 주민조직 구성은 상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임시주민 표를 선정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은 상지 신청 제안서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때 지

역 구의원의 천거로 조OO씨(176-15)를 임시주민 표로 선정했다. 조OO씨는 

비록 자치구와 구의원에 의해 임명된 경우였지만, 자발적인 사업 참여의사가 있

었고 용마마을의 공간환경 개선에 재개발사업보다 디자인빌리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아시겠지만 사실 구의원님 조OO씨를 대표로 하라고 저희한테 정해준 거였

어요...(중략)...조 대표님이 일을 잘 할 것 같고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시켰던 

거예요.

...(조대표님은) 저한테도 ‘어차피 이 동네는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업(디자인빌리지)으로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 (계속) 살려고 나오는 거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요.“(광진구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용마마을이 사업 상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던 1

차 주민설명회 때까지 조OO씨는 임시주민 표로서 활동했다. 주민들에게 사업

을 홍보하고, PM팀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며, 마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토박이 주민들과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표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에 한 주

민들의 오해와 반 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경관협정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차 주민설명회에서 표출되었던 주민 반 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용마

마을 디자인빌리지는 본격적인 계획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계획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기본계획과 경관협정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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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협정운영회는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임의적인 

주민조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설립된다. 먼저 경관

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주민이 스스로 경관협정 체결에 참

여하겠다는, 즉 경관협정체결자(이하 체결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러한 체결자들이 직접 표를 선출하고 운영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경관협정운영

회가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제 로 이행한 

경우에 한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을 법적으로 인가하고 다양한 권한과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관협정운영회의 이러한 요건과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

었고, 사업에 한 강경한 반 가 표출되었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경

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기는 어려웠다. 1차 주민설명회 이후로도 사업을 반 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고, 사업을 반 하지 않는 주민이더라도 체결자가 되는 데에

는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체감하기 전에 선뜻 체결자가 되거나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에 동참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PM팀은 주민들이 사업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경관협정 준비위

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공공영역에 한 기본계획을 논의하였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향후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업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을 발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PM팀이 준비위원회에서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다루었던 것은 경관협정운영회

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경관협정이 디자인빌리지로 사업화되면서 

사업의 결과가 비체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사적 계약인 경관협정은 원칙적으로 체결자에게만 적용되고 이 때 협정

의 공간적 상은 체결자들이 소유한 주택, 필지, 부속물(담장, 문 등)로만 한

정된다. 체결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영역과 비체결자들이 소유한 민간영역

에는 경관협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빌리지는 이러한 경관협

정을 근거제도로 삼고 있지만, 기본계획과 공공예산을 결합함으로써 공공영역까

지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체결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공공영역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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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결과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체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PM팀은 이로 인한 문제를 가급적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영역에 한 

기본계획의 골격은 체결자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논

의 기구인 준비위원회를 통해 다루고자 했던 것이다.

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6월 18일 오후 6시 / 용마자연공원
 참석자 : 주민 13명, PM팀 5명 

안건

가. 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의 진행 경과, 기초조사 및 주민면담 결과 보고
 준비위원회 구성, 활동내용, 향후 운영계획 논의
 준비위원회 대표 선임
 대상지의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
나.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구상을 위한 자유토론
 마을 현안 및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결정 사항

가. 준비위원회 구성
 기존 임시주민대표 조OO씨(176-15)를 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임
 주민들 중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행해 주

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기로 결정
 대상지의 공식명칭은 70년대에 쓰였던 ‘용마마을’을 다시 쓰기로 결정
나.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의제
 도로 : 마을 내 도로들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들을 개선 
 주차장 :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충
 안전 : 최근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위치에 CCTV 설치 

<표 29> 용마마을 제1차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내용 

<그림 36> 용마마을 1차 준비위원회 회의 전경(왼쪽)과 주민토론(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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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일 오후 6시 / 중곡4동 경로당
 참석자 : 주민 16명, PM팀 6명 

안건

가. 1호 소식지에 대한 주민 평가 및 의견 수렴
나. 공공영역 현황과 문제점 공유
 마을전체 모형(1:500)을 통해 마을 현황 검토 
 주차, 차량통행, 안전(방범, 방재, 보행), 쓰레기 등 주제별 현황분석도 검토
다.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대상 선정
라. 주택모형을 이용한 민간영역 경관협정 사업 설명 

결정 사항

가. 공공영역에 대한 주민의견
 현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노을3길 위쪽 진입부 개선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자율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쓰레기 배출 규칙 및 무단투기 방지 방안 마련
 비상소화장치함, CCTV 등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나. 주민의견 실현 가능성 검토
 PM팀이 회의에 제출된 주민의견의 실현가능성 및 방안 검토
 광진구청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모임 때 결과 보고

<표 30> 용마마을 제2차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내용 

<그림 37> 용마마을 회의 전경(왼쪽)과 공공영역 현황과 문제점 패널(오른쪽) 

<그림 38> 용마마을 주택의 경관협정 적용 전(왼쪽)과 적용 후(오른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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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6일 오후 6시 / 중곡4동 경로당
 참석자 : 주민 12명, PM팀 5명 

안건

가. 교육 영상물 시청
나. 2호 소식지에 대한 주민 평가 및 의견 수렴
다. 주민의견에 대한 광진구 유관부서 협의결과 보고
라. 공공영역 기본계획 논의
 자투리땅 4개소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 논의
 쓰레기수거함과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위치 논의
마. 민간영역 기본계획을 위한 소구역 구분 
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논의 
 준비위원 임명 및 체결자 모집 홍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에 필요한 준비 사항 분담

결정 사항

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논의
 현재까지 참여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준비위원으로 임명
 준비위원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 및 체결자 권유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초안은 PM팀이 마련하기로 결정
나. 광진구청 유관부서 협의결과
 노을3길 위쪽 차량진입로 개선은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주차공간 증설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현장조사해서 결과 통보 예정
 비상소화장치함, CCTV 설치는 올해 구청 예산으로 추진 가능
다. 공공영역 기본계획 논의
 전망대 뒤편 텃밭: 어린이놀이터 또는 주차장으로 변경
 전망대 주차장 :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서 이용
 176-92 공터 : 주변 주택을 고려해서 조용한 마을쉼터로 조성
 176-26 앞 공터 : 잡목을 제거하고 정비하여 화단으로 조성
 비상소화장치함 3개소, 쓰레기공동수거함 6개소 위치 결정
라. 민간영역 기본계획을 위한 소구역 구분
 출입구가 면한 골목길, 주택 규모와 유형을 기준으로 7개 소구역으로 구분

<표 31> 용마마을 제3차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내용 

<그림 39> 자투리땅 활용방안 논의(왼쪽)과 민간영역 기본계획을 위한 소구역 검토(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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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7일 오후 6시 /컨테이너 경로당
 참석자 : 주민 8명, PM팀 3명 

안건

가. 3호 소식지에 대한 주민 평가 및 의견 수렴
나.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구상안 검토
 기본계획의 세부 항목
 각 세부항목별 개선방안 및 관련 주민약속 
다.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준비 논의
 경관협정체결자 사전 모집 방안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안) 검토 및 결정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 및 대표 선출방식 논의

결정 사항

가.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구상안 검토
 세부항목을 차량통행 및 주차, 안전, 쓰레기, 자투리땅 및 기타로 구분
 총 13개 개선방안 및 관련 주민약속(협정)을 확정
 확정된 내용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때 체결자들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

는 것으로 결정 
나. 경관협정체결자 사전 모집 방안
 준비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배포하고 경관협정을 홍보
 체결자 모집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서울대 팀이 작성 
 체결자를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개최 
 그 이후 모집은 준비위원과 PM팀이 조를 이뤄 개별방문을 통해 진행
다.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 및 대표 선출 방식 
 운영위원 후보 조건은 준비위원 또는 준비위원회 1회 이상 참석자로 결정
 소구역별 형평을 맞춰 운영위원 후보의 정수와 배정을 결정
 운영위원은 체결자 과반수 추천으로, 대표단은 설립식 당일날 투표로 선출

<표 32> 용마마을 제4차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내용 

<그림 40>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준비 논의(왼쪽)와 공공영역 기본계획안 검토(오른쪽)

준비위원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요한 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공공영역에 한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내용이었다. 1차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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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원회(2009.6.18)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한 용마마을 공공영역의 현황

과 문제점을 주민들과 공유하였고, 참석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을 통해 이 사업에서 다룰 계획 상을 선정하였다. 2차 준비위원회(2009.7.2)

에서는 PM팀이 이전 회의에서 선정된 계획 상에 해 보다 정확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방향을 구체화했으며, 개선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광진구청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차 준

비위원회(2009.7.16.)에서는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개별 공공영역 의제의 기본계

획안을 구상하였고, 이렇게 개선된 공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주민약속을 도

출해 공공영역에 한 경관협정 초안을 마련했다. 4차 준비위원회(2009.7.27)에

서는 PM팀이 정리한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구상안을 주민들과 최종 검토한 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때 체결자들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향후 민간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 아

직 체결자들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영역의 계획을 논의할 수는 없었다. 

신에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으로 민간영역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를 모형과 예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3차 준비위원회에서는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한 이후 민간영역 계획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

과 함께 소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준비였다. 광진구청에 의해 임명되었던 임시주민

표를 주민들의 동의로 준비위원회 표로 재선정하여 표성을 강화했다. 그리

고 주민들이 공공영역 기본계획과 경관협정 구상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

고 호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던 3차 준비위원회에서 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준

비위원으로 임명하고 그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체결자 가입을 권유하고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경관협정운영

회의 운영규약 초안 작성, 경관협정 표단 및 운영위원 후보의 발굴, 경관협정 

체결자 사전 모집 등에 해서도 준비위원들과 PM팀이 역할을 나눠 맡았다. 

준비위원회 활동은 사업에 한 주민들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4차례의 준비위원회 동안 최소 8명에서 최  16명의 주민들이 참

여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원로인 안OO씨(176-40), 이OO씨(176-70), 황OO씨

(176-58), 장OO씨(176-10) 등이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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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사업을 완강하게 반 했던 주민들의 참여

도 적지 않았다. 황OO씨(176-24)는 1회만 참석한 후 결국 체결자가 되지 않았

지만, 1차 주민설명회 때 반  여론을 주도했던 송OO씨(176-16)는 2회를 참석

한 후 체결자가 되었다. 그리고 2회를 참석한 전OO씨(176-72)와 옥OO씨

(176-11), 4회를 모두 참석한 김OO씨(176-57)는 체결자는 물론 경관협정운영

회 운영위원에 입후보하기까지 했다. 준비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은 경관협정과 디

자인빌리지에 한 주민들의 이해와 체감도를 높였고, 공공영역의 기본계획 및 

협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경관협정운영회를 이끌어 갈 주민 후보군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서울시, 2009: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한 반 와 주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

니었고, 이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일주일 남겨 두고 열렸던 5차 준비위원회(2009.8.3) 자리에서 찬

성 주민과 반  주민이 격렬한 언쟁을 벌여 중간에 무산되었던 것은 표적인 

경우였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표였던 조OO씨(176-15)를 “용마마을의 토박이

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불신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존재했다(주민 송OO씨

(176-16) 면담, 2009.5.25). 토박이들 사이에서도 마을 원로인 남성 노인들이 

준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반면에 엄격한 위계문화 때문에 중년여성들

은 일부러 말을 아꼈고, 반 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사석에서 공무원과 PM팀에

게 전달했던 것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여기는 어르신들이랑 우리(중년여성)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들 몇 십 년전부터 사셨기 

때문에 텃세가 굉장히 강해요.”(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 배OO씨(176-21)81) 

인터뷰, 2013.11.27)

3) 경관협정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이는 경관협정운

81) 참고로 배OO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용마마을 토박이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곳으로 이
주했고, 2014년 현재 23년째 거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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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회의 표와 그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구성

하고 선출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로 연결되었다. 

준비위원회 표 및 일부 준비위원들, PM팀,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은 7월 

29일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에 관한 협의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다면 사업을 반 하거나 준비위원회 표와 갈등이 있는 주민들을 체

결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원칙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에 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참여 의사

가 있다면 향후 사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간의 갈등

과 이견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관협정에 한 체결자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주도해 온 PM팀이 체결자 모집과 

표단 및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맡을 것, 2)운

영위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연령, 성별, 해당 소구역, 이 사업에 한 입

장, 준비위원회 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편향되지 않게 안배할 것, 3)운영위

원 선출은 설립식 이전에 체결자 모집 과정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립식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하고 이 방식에 해서도 체결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 4)주민

표 및 부 표는 선정된 운영위원 중에서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결정했다. 

운영위원 및 대표 선출 방식

● 운영위원 후보 선정 

- 사업에 관심 있거나 준비위원회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한 주민 대상

- 민간영역 협정을 위한 소구역의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차등 배정

- 개인별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운영위원 후보를 총 15명으로 확정

● 운영위원 선임방식 

- 경관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인준함(경관법 제17조 2항)

● 대표단 구성과 선출 방식

- 대표단 구성 : 대표 1인, 부대표 3인 이내

- 후보 선정 : 현장추천을 통해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함

- 선출방식 : 체결자전체회의에서 대표선거와 부대표선거를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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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 부대표 선출은 다득표 순이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우

선으로 함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안건지에서 발췌)

PM팀과 준비위원들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이전까지(2009.8.2.~8.10) 주

민들을 상으로 체결자를 사전 모집했고, 총 133세  중에서 61세 가 체결자

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운영위원에는 총 15명이 입후보를 했으며 

모두가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에서 인준을 받았다. 

  

경관협정 체결자 사전 모집 결과

● 용마마을 소유 및 거주 현황

- 총 세대수 : 133세대(소유자, 지상권자, 세입자, 부재지주 제외)

- 소유자 : 65, 지상권자 : 4, 기관 및 단체 : 8(교육청, 용암사 등) 

● 경관협정 체결자 사전 모집 결과

- 총 체결자 : 61(총 거주세대의 45.8%)

- 소유자 : 36(55.3%), 지상권자 : 3(75%) 기관 및 단체 : 1(용암사)

- 세입자 : 21

- 운영위원 후보 및 선출방식 동의 : 58(체결자 중 95% 동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안건지에서 발췌)

8월 11일에 열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에는 총 26명의 체결자들이 참석했

다. 이 자리에서 인준받은 운영위원 중 준비위원회 표였던 조OO씨(176-15)와 

마을 원로인 이OO씨(176-70)가 표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OO씨가 상  후보

에 한 지지를 이유로 자진사퇴하면서 단독후보에 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표, 반  6표였고, 이로써 조OO씨가 경관협정운영회 표

로 공식 선출되었다. 부 표는 총 5명이 추천되었는데 2명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체결자들의 인준으로 투표를 갈음하여 마을 원로인 안OO씨(176-40), 이OO씨

(176-70), 황OO씨(176-58)가 부 표로 최종 선출되었다. 표단을 선출한 이

후 참석한 체결자들은 공공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초안, 경관협정운영회 운

영규약(안)을 검토했고, 세부 방안에 한 보완을 전제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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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준비위원 장OO씨(176-10)가 직접 작성한 설립식 안내문(왼쪽)과 체결자 사전 모집(오

른쪽) 

<그림 42> 기본계획 패널 검토 모습(왼쪽)과 설립식 현장 전경(오른쪽) 

 

<그림 43>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왼쪽)와 개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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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우리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은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라 하며, 약칭은 ‘운영회’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운영회는 경관협정의 체결, 인가, 이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간의 논의와 

합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실천과 준수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운영규약은 제①항의 목적에 따른 운영회의 구성, 기능 및 역할,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관협정 체결자)
① 경관협정을 통해 마을을 보다 살기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 준수하고자 하는 자를 ‘경관협정 체결자’라 하며, 약칭은 ‘체결자’라 한다.
② 체결자의 요건은 중곡4동 176번지 일대의 거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관법과 서울시 경관조례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③ 체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운영회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운영회 대표 및 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경관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4. 체결된 경관협정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
5. 그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약, 운영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 1인
2. 부대표 : 3인 이내
3. 운영위원 : 소구역별 1인 이상 
②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체결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대표와 부대표는 운영위원 중에서 후보를 

정하고 체결자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④ 대표는 운영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대표와 운영위원은 대표를 보좌하고 운영회 업무를 수행한다.
⑥ 그밖에 대표와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약 세부사항에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신청 
2. 사업 및 예산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3. 운영회 규약 중 세부사항의 작성
4. 체결자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경관협정의 이행과 준수에 필요한 업무
②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 33>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요약(3차 소식지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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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결자 전체회의)
① 체결자 전체회의는 운영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1. 경관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계획서의 결정
3. 운영회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4. 운영회 규약의 제정과 변경
5. 운영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② 체결자 전체회의의 개최 요건, 안건상정 및 의결방법은 일반적인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강제권한)
① 운영회는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결자에 일정한 제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경관법 및 서울시 경관조례의 관련 조항, 체결된 경관협정의 
‘위반시 제재사항’에 따른다. 

제8조(회계)
① 운영회는 공공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회 활동과 경관협정 실행에 

활용한다. 
② 운영회는 예산을 관리, 집행하며 투명한 운영과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감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경관협정의 체결 및 변경은 체결자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그 외의 사항들은 경관법 및 서울시 경관조례를 따르며, 부수적인 사항들은 운영규약의 

세부조항에서 정한다. 

부칙
이 운영규약은 서울특별시장, 광진구청장에게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로 신고접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표 선출 과정은 내외적인 표성을 획

득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수용 및 조정하였으며, 향후 경관협정운영회가 사

업의 공식적이고 중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

으로 평가된다(박민정 외, 2010). 그리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한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11월 14일에 서울시의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경관법

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82).  

그런데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과정에서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서

82) 용마마을은 2009년 8월 11일에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했지만,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설
립 신고 및 확인을 다른 두 대상지와 함께 처리하면서 설립 인가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170

구분
광진구 강북구 양천구

총 
세대수

체결자 비율(%)
총 

세대수
체결자 비율(%)

총 
세대수

체결자 비율(%)

2009.
8.20

133 63 47.4 134
모집
시작

- 2,080 696 33.5

최종 154 80 52.0 134 74 55.0 2,324 1,188 51.0

[표 34] 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체결자 수 변화
(출처: 서울시 용역추진검토회의록, 2009.8.20. p.26) 

울시 도시경관담당관에서 모든 상지에서 체결자를 전체 세 수의 절반 이상을 

모집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경관법이나 디자인빌리지 사업규정

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의도

는, 이 사업에서 민간영역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또는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종의 ‘근거’가 필요한데, 경관협정 체결자의 수가 

이 사업에 한 주민 동의율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서울시 용역추

진검토회의, 2009.8.20). 용마마을에서는 설립식 이후 체결자를 추가 모집했고, 

그 결과 최종적인 체결자 수는 80명이 되었다.

4) 경관협정운영회의 활동 양상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의사결정

은 표단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를 통해 이루어졌다. 80명에 이르는 모든 체결자가 기본계획과 경관협정을 논의

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그들로부터 분명한 표성을 

부여받은 운영위원단이 그 역할을 위임받아 주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구조를 

채택한 것이었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운영규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즉 기본계획과 경관협정을 작성해서 체

결자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던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규칙에는 일반적인 조직의 정관을 준용하기도 했다. 예컨 , 운영위원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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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에 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운영위

원이 5명이 참석해 체결자 추가 모집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에 관한 실무

적인 논의만 진행했던 2차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경우였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신청 

2. 사업 및 예산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3. 운영회 규약 중 세부사항의 작성

4. 체결자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경관협정의 이행과 준수에 필요한 업무

②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단과 PM팀은 1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운영 규칙을 결정했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운영위원단에 의해 이루

어지지만 모든 체결자들에게 개방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 참석하고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결정은 정기적으로 소식지

를 통해 체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제어하고자 했다. 셋째, 운영위원들은 각자가 속한 소구역의 체결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이러한 운영 규칙들을 정한 이유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 때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의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영역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관협정, 부동산 매매 시 협정의 승계 여부와 

협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장차 

체결자 전체의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을 여전히 PM팀이 맡았지만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한 결정은 운영위원들의 분명한 동

의가 필요했다. 운영위원들 역시 다른 운영위원들과 전체 체결자들의 입장을 염

두에 두고 의사결정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부분의 의사결정은 다

수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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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부동산 매매 시 협정의 승계 여부에 한 논의가 2차 운영위원회에

서부터 4차 운영위원회까지 연이어 진행된 것이 표적인 경우였다. 

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18일 오후 6시 / 용마자연공원 
 참석자 : 운영위원 12명, PM팀 5명 

안건

가. 경과 보고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결과 보고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 
나. 경관협정체결자 모집 경과 보고 및 공유
 경관협정체결자 모집 경과 보고
 추가 모집이 가능하고 필요한 곳 검토
다. 민간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수립 준비 
 민간영역 문제점을 도면을 통해 사전 검토 
 소구역별 워크숍 진행 계획 논의
 소구역별 워크숍 일정 결정
 운영위원들에게 워크숍 관련한 요청 사항 전달  

결정 사항

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준비위원회와 같이 운영위원이 아닌 체결자들에게도 개방 
 소식지에 회의 결과를 수록하고 운영위원들이 이를 체결자들에게 전달
 운영위원들은 소구역별로 서로 협력하고 체결자들과 소통하기로 결정
나. 경관협정체결자 추가 모집
 176-2, 43, 21_2 등 추가 모집 후보를 선정
 추가모집이 필요한 주택에 관련한 정보 및 개선 지점 공유
다. 소구역별 워크숍 진행 계획 결정
 각 소구역별 워크숍 개최 일시 결정
 운영위원은 워크숍에 참석하고 체결자들에게 홍보 및 참여 권유
라. 민간영역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 수립 방안 논의 
 민간영역에 투입가능한 예산의 규모와 근거 문의(부대표 이OO씨)
 체결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반영의 중요성 강조(부대표 황OO씨)

<표 35> 용마마을 제1차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내용

<그림 44> 1차 운영위원회 전경(왼쪽)과 소구역별 워크숍 준비 논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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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노을길, 노을3길 구역 : 8월 23일 / 체결자 10명 참석
 노을4길, 구릉지 구역 : 8월 27일 / 체결자 9명 참석
 전망대길, 동산길 구역 : 8월 28일 / 체결자 5명 참석
 빌라구역 : 8월 30일 / 체결자 7명 참석 

워크숍 진행

가.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의 목적과 진행 방식 설명
 가로별 연속임면도와 사진, 아이템 카드 등 워크숍 도구 설명
나. 민간영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방향 논의
 연속 입면도와 사진을 이용해서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도출 및 공유
 아이템 카드를 통해 대략적인 개선 방향 검토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주택을 답사하면서 문제점을 확인

결정 사항

가. 노을길, 노을3길 구역
 주요 개선 사항 : 외벽, 담장, 대문
 이웃한 담장과 대문은 소유주 협의를 통해 통합적인 개선을 시도
나. 노을4길, 구릉지 구역
 주요 개선 사항 : 골목길 바닥 포장, 외벽, 대문, 화분
 길가에 내어놓은 화분의 규격, 위치 등을 정리해 보행편의를 증진
 골목길 포장, 화분, 담장이 중첩되는 부분의 디자인을 특히 고려
다. 전망대길, 동산길 구역
 주요 개선 사항 : 담장, 대문, 자투리땅(텃밭)
 다른 소구역에 비해 어둡고 좁은 골목길의 방범 기능 강화
라. 빌라 구역
 주요 개선 사항 : 전면공지(화단 포함)
 이웃한 전면공지는 소유주 협의를 통해 통합적인 개선 시도 
 공동주택인 만큼 176-11 필지 내에 쓰레기 공동수거함 추가 설치  

<표 36> 소구역별 민간영역 워크숍 내용 

<그림 45> 소구역별 워크숍 모습(왼쪽)과 개별 주택 답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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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0일 오후 7시 / 컨테이너 경로당 
 참석자 : 운영위원 5명, 체결자 5명, PM팀 1명 

안건

가. 운영회 설립신고 관련 논의 
 운영회 설립신고 관련 경과 보고
 위임장 등 추가 설립신고서류 처리방안 논의 
 이미 작성된 설립신고 서류의 보완 작업 논의 
 경관협정운영회 운영규약 세부사항(안) 검토
나. 경관협정 채결자 추가 모집 방안 논의 
 모든 소유주의 체결자 가입이 필요한 다세대 주택 모집 전략 논의 

결정 사항

가. 운영회 설립신고 관련 논의 
 추가 모집을 통해 경관협정체결자가 총 80명으로 확정 
 설립시고 서류 보완은 운영위원회가 담당 
 운영규약 세부사항(안)은 운영위원 전체가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확정
나. 경관협정 체결자 추가 모집 방안 논의 
 PM팀은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방안 예시 마련
 귀가 시간이 늦은 주민들은 인근 운영위원이 직접 만나서 권유
 부재지주들은 광진구청에서 연락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체결자 가입 권유

<표 37> 용마마을 제2차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내용

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0일 오후 7시 / 컨테이너 경로당 
 참석자 : 운영위원 14명, 체결자 2명, 광진구 공무원 2명, PM팀 4명 

안건

가. 민간영역 기본계획안 1차 검토
 민간영역 계획 요소의 선정과 요소별 디자인 설명
 기본계획 예시 검토 : 노을4길 연속가로 경관
 민간영역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나. 경관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논의
 협정의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의 승계에 관한 논의
 운영위원 선출 정수, 체결자의 위임 가능 여부 등 운영규약 세부 사항 논의

결정 사항

가. 민간영역 기본계획안 1차 검토
 다음 회의까지 요소별 디자인 종류를 더 다양하게 늘리고 보완하기로 결정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재료와 색채는 향후 실시설계에서 확정하기로 결정
 기본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 다음 회의에서 가급적 많은 체결자들이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로 결정
나. 경관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논의 
 협정 유효기간은 광진구 제안을 수용해서 5년으로 결정
 위반시 제재사항과 승계 여부는 다음에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운영규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

<표 38> 용마마을 제3차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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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5일 오후 7시 / 컨테이너 경로당 
 참석자 : 운영위원 8명, 체결자 3명, PM팀 5명 

안건

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확인서 및 직인 전달
나. 기본계획 및 경관협정(안) 검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전체 기본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경관협정서 초안 검토
 기본계획 실행 우선순위 논의
다.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체결자 전체회의 개최 준비
 전체회의 개최 공고 및 홍보
 전체회의 불참자를 위한 위임장 사전 수합 방안 논의   

결정 사항

가. 기본계획 검토
 공공영역 기본계획은 원안을 소폭 개선하는 수준에서 동의
 민간영역 기본계획은 체결자전체회의 이전에 개별 체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

는 자리를 가질 것
 용곡초등학교 옹벽 개선은 소요 예산이 과도하므로 후순위로 배치
나. 경관협정 초안 검토 
 부동산 매매 시 협정 승계는 경관법 상 의무조항이므로 수용
 위반시 제재는 공공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에 위임 
다. 체결자 전체회의 개최 준비
 전체회의 개최공고문을 마을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홍보를 시작
 운영위원들이 소구역별로 체결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불참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받는 것으로 결정

<표 39> 용마마을 제4차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내용

<그림 46> 3차 운영위원회 민간영역 기본계획 검토(왼쪽)와 4차 운영위원회 기본계획 검토(오른쪽)

(2) 운영위원회의 활동 내용

운영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중간에 민간영역 기본계획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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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소구역별 워크숍이 4차례 열렸다. 이 회의들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은 크

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경관협정운영

회 설립식 이후 체결자 가입을 희망하거나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주민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 설립식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되었

던 운영규약의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 인가를 받기 위한 설립 신고를 준

비하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과 경관협정을 결정하기 위한 체결자 전체회의를 준

비하는 것들이었다.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에 의해 설립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은 일정 부분 스스로 자신들

의 조직을 만들고 정비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기본계획의 수립이었다. 우선 공공영역 기본계획은 준비위원회에서 결

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PM팀이 구체적인 디자인을 수립하여 운영위원단과 검토 

및 결정하였다. 그리고 민간영역 기본계획은 운영위원들의 주도로 소구역별 워크

숍의 일정을 정하고 체결자들을 모집해 각 구역별 개선 사항 및 략적인 개선

방안을 결정했고, 이를 토 로 PM팀이 작성한 기본계획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별로 실행의 우

선순위, 즉 예산 배정의 순서를 정했다. 

셋째는 경관협정의 작성이었다. 운영위원단은 기본계획을 토 로 PM팀이 작

성한 경관협정 초안을 검토 및 보완하여 체결자 전체회의에 상정할 경관협정안

을 결정했다. 그리고 협정의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부동산 매매 시 승계 

여부 등 경관협정의 구속력을 의미하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운영위원

들의 논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해 경관협정안에 추가하였다.  

(3) 주민들의 참여 규모와 소구역별 분포

운영위원회를 통한 용마마을의 주민참여 양상은 경관협정운영회의 구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많았다. 우선 어떤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민간영역 계획

을 위해 설정한 소구역에 따라 살펴보면, 참여의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가장 두

드러졌던 곳은 ‘노을3길 구역’과 ‘노을4길 구역’이었다. 거의 모든 운영위원회에

서 노을3길 구역(18.2~25%)과 노을4길 구역(18.2%~21.4%)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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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들은 준비위원회 때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고, 경관협정운영회 

표단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상차량동선 확보, 골목길 정비 등 디자인빌

리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긴요한 요구들이 존재했다. 그 외 소구역들은 상

적으로 참석한 주민의 수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회의 전반에 걸쳐 모든 소구역들이 비교적 고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소구역별로 1명이 참여한 경우는 거의 부분 운영위원들이었다는 

점에서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 해 소구역을 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경관협정운영회의 체계적인 구조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7>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소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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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을길
구역

노을3
길 

구역

노을4
길 

구역

전망대
길 

구역

동산길
구역

구릉지
구역

빌라
구역

구역
미상

합계

1차 주민설명회
(09.4.16)

30

1차 준비위원회
(09.6.18)

1
(7.7)

1
(7.7)

3
(23.1)

1
(7.7)

2
(15.4)

1
(7.7)

3
(23.1)

1
(7.7)

13

2차 준비위원회
(09.7.2)

1
(6.3)

2
(12.5)

5
(31.3)

1
(6.3)

2
(12.5)

0
3

(18.8)
2

(12.5)
16

3차 준비위원회
(09.7.16)

1
(7.7)

1
(7.7)

6
(46.2)

2
(15.4)

2
(15.4)

0
1

(7.7)
0 13

4차 준비위원회
(09.7.27)

0
2

(25.0)
3

(37.5)
0

1
(12.5)

1
(12.5)

0 0 8

5차 준비위원회
(09.8.3)

1
(8.3)

3
(25.0)

3
(25.0)

1
(8.3)

1
(8.3)

1
(8.3)

2
(16.7)

0 12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09.8.11)

30

1차 
경관협정운영회

(09.8.18)

2
(14.3)

3
(21.4)

3
(21.4)

0
2

(14.3)
1

(7.1)
2

(14.3)
1

(7.1)
14

2차 
경관협정운영회

(09.9.30)
7

3차 
경관협정운영회

(09.10.20)

2
(12.5)

4
(25.0)

3
(18.8)

1
(6.3)

2
(12.5)

1
(6.3)

2
(12.5)

1
(6.3)

16

4차 
경관협정운영회

(09.11.5)

1
(9.1)

2
(18.2)

2
(18.2)

1
(9.1)

1
(9.1)

0
1

(9.1)
3

(27.3)
11

체결자 전체회의
(09.11.11)

34

[표 40]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의 주요 회의에 참여한 주민 현황 

라. 계획단계 2 :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업계획의 수립

디자인빌리지의 사업계획은 기본계획과 경관협정으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은 

용마마을 공간환경의 개선 방향, 계획 상, 상별 기획설계(schematic 

design)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법제적 위상을 갖지는 않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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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정을 작성하고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토 와 기준이 된다. 경관협정은 기본계

획 내용 그 자체 또는 기본계획을 통해 조성된 결과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

안을 규칙의 형태로 변환하여 향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하는 규

약이다.  

1)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기본계획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기본계획은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공공영역 

공공영역에 한 기본계획은 크게 공공공간 정비, 가로환경 개선, 공공시설물 

설치로 별할 수 있다. 공공공간 정비는 방치되어 있던 나 지, 옹벽, 기존의 

공원 등을 상으로 부족했던 주민휴게공간,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 상에 개인이 소유한 지도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었다. 

가로환경 개선은 마을의 주요 도로인 노을길, 노을3길, 노을4길을 상으로 

교통체계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체계 개선은 기존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했던 곳들을 개통해 소방차, 응급차 등 비상차량동선을 확보하

고 병목구간을 확폭하여 양방향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행환경 개

선은 교통정온화와 바닥포장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공공시설물 설치는 위생, 방재, 방범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공동

수거함, 비상소화장치함,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입구인 경

로당 앞에 지도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형성과정으로 인해 복잡한 주소

체계 때문에 택배기사와 방문객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던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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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내용

공
공
영
역

나대지
및

녹지
정비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

 전망대 시설 개선 및 확충
 주변 텃밭(나대지)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정비
 전망대, 주차장, 도로를 시각적으로 통합되도록 포장

노을길변
마을마당

조성

 마을입구에 위치한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
 진입공간의 베리어 프리 설계
 인접 주택을 보호하는 소음 및 시선 차단
 입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정자목과 마을지도 설치

동산길변 나대지 
정비

 대상지의 지형에 맞는 계단식 쌈지공원 조성
 시각적 개방성 확보 및 보행로 정비 
 난간 및 보행등 등 안전시설 설치

용곡초등학교
옹벽 정비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노을길 병목 구간 확폭
 법면 위 관목 식재로 낙석 방지
 통학데크 및 감압기 차폐시설 설치

용마공원 및
용암사 옥외공간 

정비

 용암사 옹벽 및 상부 차양 정비
 용암사 옥외공간을 용마공원과 연결해 공공공간으로 개방
 파고라 및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저류조 앞 
수변공간 조성

 광진구청 별도 사업

도로
포장
및

비상
동선
확보

노을길 포장 
통일 및 띠장 

설치

 교통정온화를 위해 컬러 아스콘 재포장 및 띠장 설치
 옹벽선 후퇴를 통해 병목 구간 확폭  

노을4길 
바닥포장 및 

옥외화분 정비

 기존 경관 유지 및 보행편의성 증진
 화분 거치공간의 정비 및 축소로 보행공간 확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아스콘 재포장 

노을3길 
비상차량동선 

확보 

 위쪽 진입부에 차량진입로를 신설해 비상차량동선 확보
 신축 공원 화장실과 사무실 위치 반영 

공공
시설물 
개선 
및 

설치

쓰레기 
공동수거함  용마마을의 경관적 특성을 디자인과 재료에 반영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서울시 인증 제품 활용 및 부득이한 경우 제작 설치

비상소화장치함
CCTV

마을지도

민
간
영
역

담장영역
 해당 디자인 요소: 담장, 대문, 출입문
 개방감에 따른 폐쇄형, 절충형, 개방형 디자인

조경영역
 해당 디자인 요소: 필지 내 공지, 식재, 화분(상자텃밭)
 규모에 따라 전면공지, 화단, 화분 디자인

입면영역
 해당 디자인 요소: 외벽, 차양, 윈도우가든, 방범창 
 차폐면에 따라 외벽, 차양, 방범창, 윈도우가든 디자인

부속물
 해당 디자인 요소: 문패/우편함, 선홈통, 실외기 등
 주민수요에 따라 선홈통, 실외기, 문패+우편함 디자인

<표 41>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기본계획 내용 (서수정, 임강륜, 2010: 10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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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공공영역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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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민간영역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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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영역

민간영역 기본계획은 개별 주택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마

마을은 상지의 여건과 형성과정으로 인해 주택의 규모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일괄 적용되는 계획안을 만들기보다는, 소구역별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개선 상들을 담장영역, 조경영역, 입면영역, 부속물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요소에 해 다양한 디자인안을 제시하여 개별 주택의 특성과 

체결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개별 주택의 기본계획은 사업에 배정된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실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의 민간영역 기본계획은 선유골 휴먼타

운의 그린존 조성 지원과 계획의 목적과 상, 실행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용마마을에서는 이러한 주택외관 디자인에 

주택성능 개선을 결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입면영역의 외벽이 바로 

그 경우인데, 노후한 외벽의 미관을 정비할 때 단열과 방수를 보강하도록 한 것

이었다. 이러한 방안은 용마마을의 주택들이 부실한 초기 형성 과정으로 인해 주

택성능이 심각하게 열악했고, 사업에 한 주민 반 가 누그러진 후에도 주택성

능 개선에 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광진구, PM팀, 주민 표의 협의회의를 통

해 마련된 것이었다. 민간영역 기본계획을 수립한 주택은 총 37채였는데, 그 가

운데 외벽 개선이 적용된 곳은 13채였다. 

주민대표-자치구-PM팀 협의회의(2009.4.29.) 

● 건물 외관 개선의 방향과 방식

- 도색보다는 마감재를 이용한 벽면 개선을 희망

- 마감재와 기존 벽면 사이에 단열재를 넣거나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

- 경관개선과 삶의 질 향상(단열/방수)을 동시에 확보 가능

- 시범사업 희망자도 존재(176-8_1)

광진구 중곡4동 사업비 산출을 위한 견적의뢰서(2009.5.29.)

3) 외벽 보수

- 견적의뢰 유형 : 건축/ 단가산출(㎡당)

- 설계대상 : 노후 단독주택의 외벽(시멘트블록조/페인트 도장마감)

- 견적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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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공
공
영
역

차량
통행
및

주차

안전
운전

마을 내에서, 특히 병목구간이나 용곡초등학교 부근에서는 서행하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배려한다. 

차량
진출입

노을 3길 위쪽 진입부로는 비상시에만 차량이 진입하도록 한다.

주차
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등 지정된 위치에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병목구간 등의 장소에는 주차를 삼간다. 

생활
안전

보행

경사가 급한 골목길에 면한 담장이나 외벽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 체결자는 이를 양해한다.

동절기 제설함은 경관협정운영회가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제설함의 관리와 사용은 소구역별로 체결자들이 담당한다.

방재

효과적인 초기 소화를 위해 체결자들은 비상소화장치함의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구역별로 주민관리자가 관리하고 열쇠를 보관한다.

쓰레기
처리

쓰레기
쓰레기 공동수거함 내에 분리수거하여 배출하고 반출시간을 준수한다.

쓰레기 공동수거함과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소구역별로 

<표 43> 용마마을 경관협정 내용 

○ 기존 벽체 보강 : 외단열, 방수, 기

○ 창호교체 : 이중창/삼중창(단가는 1500*1500 사이즈로 산출)

○ 외벽마감 : 전타일+흰색도장마감(입면 분할)

주택 담장영역 조경영역 입면영역 부속물 외벽

37 30 31 28 37 13

<표 42> 민간영역 기본계획의 적용 건수 

2) 용마마을 경관협정

용마마을 경관협정은 앞서 살펴본 기본계획을 토 로 작성된 디자인 규약

(design covenant)으로 1)공간환경의 조성에 한 규칙, 2)이렇게 조성된 결과

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약속, 3)협정의 준수와 승계, 위반 시 제재 등 협정의 이

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협정의 개별 조항들은 그 성격과 중요도

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체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장사항’

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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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원

재활용

청소하고 관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게 해서 배출하고 쓰레기통 
또한 미관과 위생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자원
재활용

희망하는 체결자는 지렁이화분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화분, 화당, 텃밭에 활용한다. 

시설의 디자인, 설치,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회의 도움을 받는다.

공공공간의 관리

공원, 놀이터 등 마을의 공공공간이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함께 살피고 가꾼다. 

공공공간의 식재와 시설물의 일상적인 관리는 주민이 담당한다. 

시설교체나 개보수 등 일상적인 관리를 넘어서는 사항은 관청의 
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한다. 

민

간

영

역

재료와 색채

고광택, 고채도의 재료와 색채는 사용을 피한다.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샌드위치 패널, 방부목, 슬레이트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시 위험한 
재료의 사용은 피한다. 

담장
영역

담장
과 

외벽

벽면의 높이는 1.6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시선의 사각지대를 줄여서 보안성을 높인다.

옹벽위에 담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벽면보다는 화단을 권장하며 그 
높이는 4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담장 윗부분이나 앞에 화분을 내어놓거나 화단을 조성하여 골목길을 
보다 푸르게 만든다.  

이웃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쇠창살, 철조망 등을 담장 위에 
설치하지 않는다. 

담장이 끝나는 부분은 옆 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높이, 재료, 디자인 
등이 어울리도록 조성한다. 

대문

장독대, 화단 등으로 지붕 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은 진출입이 편하도록 단의 높이를 조정하고 노면을 정비한다. 

문짝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감을 확보하고 강렬한 색깔의 페인트 
도장을 삼간다. 

기둥은 담장과 조화되도록 마감과 이음새를 처리한다. 

저전력 LED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을 확보한다. 

조경
영역

조경
공간

밖에 내어놓은 화분, 화단, 텃밭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한다.

화분을 담장 위나 바깥에 내어놓을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담장에서 30cm 이내에 둔다. 

화단이나 텃밭의 경계부는 보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관리한다. 

전면
공지

포장재료는 시멘트보다는 잔디블록, 자연석, 벽돌 등 투수성이 좋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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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르더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지는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단차를 조정하여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한다.

입면
영역

지붕
용마산, 아차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이나 눈썹지붕으로 한다. 

창문

방범창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위화감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디자인과 규모는 피한다. 

2층 이상에서 침입이나 시선간섭을 막고자 할 때는 방범창보다 차양과 
화분받침대, 실내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화분받침대에는 날씨가 추운 기간 외에는 계속 화분을 내어놓고 가꾼다.

난간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난간은 분체도장한 금속재료나 목재로 마감하고, 
화분받침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부속물

문패와
우편함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을지도와 연계하여 문패와 우편함을 
설치한다. 

문패와 우편함의 크기, 디자인은 경관협정 기본계획의 권장안을 
따르거나 경관협정운영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축
설비

에어컨실외기, 전선인입, 선홈통 등은 길에서 보이지 않는 면에 
설치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림막이나 덮개를 씌운다. 

선홈통은 지면 아래로 묻어서 우수관에 바로 연결하여 빗물이 길 위나 
벽면에 흐르지 않게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선홈통의 말구를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설치한다. 

협
정
의

이
행

신축 및 개보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타 외관을 변형할 때에는 경관협정운영회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협정의 승계
부동산의 권리이전 등 체결자의 요건이 변동될 때에는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원 신청
신축 및 개보수 시 경관협정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공공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반시
제재
사항

위반
여부의 
판단

경관협정의 위반여부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운영위원회는 체결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광진구청 담당부서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재
사항

위반한 사항에 대해 경관협정운영회가 결정한 권고사항과 시정조치를 
따른다.  

경관협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마을기금을 납부한다.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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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영역 

용마마을의 공공영역에 관한 경관협정은 거의 모두가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환

한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해 개선된 공공영

역의 이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약속이다. 이는 사적 계약인 경관협정은 공공영역

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 공공영역의 

이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약속에는 마을 내에서는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고, 공원

은 깨끗하고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과 같이 공중도덕과 흡사한 것

들이 많다. 반면에 비상소화장치함의 경우 기본계획으로 마을 내에 설치되고 나

면,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약속들도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 경

관협정은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작성되었

고, 운영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발전키는 과정을 거쳐 수립되

었다. 

(2) 민간영역

민간영역에 관한 경관협정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별 주택의 개

보수 또는 신축 시 준수해야 할 규칙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담장을 예로 든다면, 담장을 높이와 재료를 제

한하는 지침과 함께 이렇게 조성된 담장 위에 화분을 두어 골목길 경관의 녹시

율(綠示率)을 높이는 약속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민간영역 지침에 응하는, 민간영역의 디자인 규칙들에 해당하

는 협정 조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영역 기본계획에서 

다룬 계획 상과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다. 경관협정은 지구단위계획처럼 민간영

역에 해 종합적인 내용을 완비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경관협정의 초안을 작성

했던 PM팀 또한 “경관협정의 특성상 주민들과 논의된 부분에 해서만 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PM 박OO씨 인터뷰). 그 결과 민간

영역 경관협정은 개별 주택과 필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일부 요소들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체결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인 경관협정은 법정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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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그 내용이 간략하고 개괄적이며 강제성과 상세함이 떨어지는데, 용마마을 

경관협정의 경우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요소들에 한해서는 상 적으로 의무사항

이 많고 그 내용도 상세하다. 예를 들어, 마을 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만 공공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지붕의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이나 눈썹지붕으로 한다”로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

는 반면,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담장의 경우에는 “벽면의 높이는 1.6m를 넘지 않

도록 하고”, “옹벽 위에 담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벽면보다는 화단을 권장하며 

그 높이는 4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상세한 수치를 규정하고 있다. 담장과 

문, 전면공지 등에 관한 디자인 규칙이 비교적 상세하고 의무사항이 많은 것은 

그것들이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선

유골 휴먼타운의 그린존에 관한 지침과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 한 공공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체결자는 

경관협정의 체결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예산으로 개선된 자신의 민간영역을 훼손

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약속한 것이 되며, 만약 이를 어겼을 

시 위반시 제재사항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본래 주민과 주민 

관계의 자율적인 약속을 의미했던 경관협정이 공공예산 지원과 결합되면서 국가

와 주민 관계에서의 규제적 기준 또는 근거로 그 성격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협정의 이행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의 승계, 협정 위반 

시 제재방안으로, 디자인빌리지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최 화하고 향후 재개발사

업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주민과 경관협정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려는 서

울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의제들이었다. 

(1) 협정의 유효기간

우선 협정의 유효기간에 해서 서울시는 법정 도시계획의 갱신 연한이 5년

인 점을 들어 5년을 권고했고, 주민들은 공공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 실행이 마

무리되는 1~2년으로 정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간극을 조정한 것은 광진구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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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담당관으로 3차 운영위원회에서 경관협정은 공적 규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고, 운영위원들이 이를 수용하

면서 5년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2) 협정의 승계

협정의 승계는 경관협정 체결자가 선유골 내에 있는 자신의 주택 또는 지를 

체결자가 아닌 사람들에 팔 때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함께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서울시는 협정의 승계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자 했고, 주민들은 

추가적인 규제로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의무사항보

다는 권장사항으로 정하기를 원했다. 이 논의는 한 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차례에 걸쳐 다루어졌다. 결국 마지막 4차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경관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를 권장사항으로 처리할 경우 경관협정에 

한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다. 

(3) 협정 위반 시 제재 사항

협정 위반 시 제재 사항은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판단 및 제재 주체와 방안

에 관한 것으로 경관협정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

다. 경관법에서는 경관협정서에 위반 시 제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83). 하지만 그러한 제재 사항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고 있

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용마마을에서는 다분히 유보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정하

게 되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주체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위원회

로 설정했지만, “체결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제재 조치는 

운영위원회가 차후에 마련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광진구 담당부서에 판단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

정했다. 제재 조치에 있어서도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을 

훼손했을 때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정해 정부가 일반적인 행정행위

를 통해 실현가능한 범위로만 한정하게 되었다.

83) 경관법 제16조 5항 7



190

마. 결정단계 : 경관협정 체결자 전체회의

1) 경관협정 체결자 전체회의의 개최

4차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과 경관협정(안)을 확정한 뒤 2009년 

11월 11일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체결자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

민 34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체결자는 24명이었고,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체결자가 24명이었다. PM팀은 주민들에게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기본계획(안)

과 경관협정(안)을 설명했고, 이에 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당시까지 공공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 서울시 담당공무

원은 용마마을의 사업 과정이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 인센티브를 

더한 예상금액이 15억 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예산을 감안해 

현재 기본계획 중 소요예산이 지나치게 큰 용곡초등학교 옹벽 개선 등은 우선순

위를 낮추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 다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체결자들에게 기

본계획의 승인과 경관협정의 체결에 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전

원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1일 오후 7시 / 중곡4동 주민센터 
 참석자 : 주민 34명(체결자 24명, 비체결자 10명, 위임한 체결자 24명), 자

문위원 2명, 서울시 공무원 2명, 광진구 공무원 4명, PM팀 8명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안)과 경관협정(안) 설명
 사업의 목적과 진행 경과 보고 
 공공영역 기본계획 설명 
 민간영역 기본계획 설명
 경관협정의 구성 및 내용 설명
 향후 추진 절차 및 일정 안내
다. 질의응답 및 토론 
라. 경관협정 체결 및 기본계획 승인 : 가결
마. 향후 일정 공지 및 폐회

<표 44> 체결자 전체회의 개요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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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협정의 체결과 공공예산 배정

참석 및 위임한 체결자가 48명인 전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은 승인할 수 있

었지만,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체결자 전원 합의를 구해야 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아직 경관협정에 한 가부를 밝히지 않은 32명의 체결자

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했으며 11월 22일에 체결자 80명의 전원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체결자의 동의 추가와 민간영역 

개선사업에 한 신청을 함께 받아 사업 적용 주택도 총 38채로 확정되었다.  

11월 25일에는 서울시에 용마마을 경관협정의 인가를 신청했고, 12월 2일 

서울시 심의를 거쳐 12월 24일에 인가서가 발부되었으며, 12월 31일에 최종적

으로 용마마을 경관협정 인가가 공고되었다. 

경관협정의 법적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의 확정

과 배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12월에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내부 예산심사 결

과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사업 진행 과정과 자치구의 매칭펀드 비율

을 기준으로 3개 상지에 사업예산을 차등 배분했으며, 이 때 용마마을의 사업

예산은 2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PM팀은 사전에 추산한 예상내역과 운영위원회 

및 체결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기본계획 세부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배분했다. 

구분 사업내용 개소 금액(천원)

민간영역

사업신청대상(주택37+용암사) 38 516,212
담장영역 30 190,900
조경영역 31 48,179
입면영역 28 189,686
부속물 37 77,048
기타 5 10,400

공공영역 6 1,276,311
소계(공공영역+민간영역 공사비) 1,972,093

실시설계 98,604
MP비 16,500

운영회 운영비 13,200
소계(경비) 128,304

총계 2,100,000

<표 45>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업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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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산단계 : 중곡역세권개발사업의 등장과 경관협정의 폐지

1) 중곡역세권개발사업의 등장

일시 내용

2009

12.3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열람공고

12.11 용마마을 경관협정 체결

12.22 중곡역세권개발 관련 용마마을 주민-광진구청 간담회

12.31 용마마을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서울시)

2010

2.11 중곡역세권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광진구 업무협약(MOU) 체결

3.29 디자인빌리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4.22 경관협정 폐지 신청 민원 접수

4.30 반대주민들 구청장 면담

5.6~7.12 주민의견 수렴 및 설득을 위한 개별면담(광진구)

6.7~25 디자인빌리지 및 개발사업에 관한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광진구)

6.25 주민설명회 개최(주민반대로 무산)

8.1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위원회 개최

8.13~31 디자인빌리지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체결자 우편투표 실시

9.28 디자인빌리지사업 폐지 결정(광진구)

10.11 용마마을 경관협정 폐지 인가(서울시)

<표 46> 용마마을 경관협정 폐지 관련 경위

용마마을 진입부에서 남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앞에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정신질환 전문치료병원인 ‘국립서울병원’84)이 

있었다. 1962년에 설립된 이 병원은 1989년부터 ‘병원 현 화 계획’을 수립해 

노후한 건물과 시설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정신병원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

시설로 여긴 주민들의 반 와 이전 요구로 난항을 겪었다85). 2003년에는 주민 

84) 1962년 ‘노량진구호병원’으로 처음 설립된 이 병원은 지속적인 의료인원 및 시설 확충을 통해 
2013년 현재 직원 335명, 병상 900석, 12개 의료부서, 소아청소년(정신)진료소, 국립정신보
건교육연구센터를 갖춘 종합적인 공공정신보건 기관이 되었다(출처: www. snmh.go.kr.). 병
원 명칭은 1982년 12월에 ‘국립서울정신병원’(대통령령 제10966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
년 5월에 다시 ‘국립서울병원’(대통령령 제17597호)으로 개칭했는데, 여기에는 ‘정신병원’이 
주는 심리적 거부감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컸다.(월간말 2008년 3월호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전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pp.182-187)

85) 국무총리실 (2009)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pp.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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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수용하여 2차례에 걸쳐 병원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후보 지역들의 

지자체 및 주민 반 로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병원 측은 ‘현

재 부지에서의 병원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지만, 지역사회가 이를 적극적

으로 반 하면서 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고86), 결국 2009년 2월 20일에 

지역 국회의원, 광진구청, 보건복지부의 합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립서울병

원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갈등조정위원회87)는 30차례의 회의(2009.2.20.~2010.2.5)를 통해 1)광진구 

외부 지역으로 이전, 2)광진구 내 체부지로 이전, 3)현재 위치에서 재건축의 

순서로 문제해결 책을 검토 및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이전 책들이 또 다시 

모두 무산됨에 따라 갈등조정위원회는 세 번째 해법을 채택하되, 병원 측과 주민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현재 병원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및 임상센터,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종합의료복합단지

를 조성하고 중곡역 일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88). 구체적으로는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중곡

역세권 일 의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병원 

부지에는 22층 규모의 종합의료복합단지를 건립해 개발사업의 원동력으로 삼고, 

주변 지역 또한 개발 밀도를 기존 4층 내외에서 20층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었

다89). 

이러한 제안을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

은 ‘정부와 주민이 화를 통해 20년 묵은 갈등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

가받기도 했지만90),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자리에 규모 아파트단지나 현 적

인 상업시설을 지어 혐오시설을 빌미로 재산을 불려보겠다는” 지역사회의 개발욕

구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다91). 용마마을 디자인빌

86) 2005년 3월 14일에는 중곡동 주민 300여명이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추
진위원회’를 결성했고, 2005년 3월 29일에는 광진구의회에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고 ‘병원이전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무총리실, 2009: 133).  

87) 이 내용은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활동보고’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8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10년 2월 10일자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 드디어 조정 - 종합

의료복합단지 설립을 위한 MOU체결”, p.2
89) 상게 보도자료, p.13
90) 한겨레신문 2010년 2월 11일자 “‘20년 갈등’ 국립서울병원 자리에 종합의료단지 신설”
91) 월간말 2008년 3월호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전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pp. 

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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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가 위기를 맞게 된 발단 역시 중곡역세권개발계획을 규제완화에 따른 고밀

개발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호응했던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곡동 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의 조감도

-국립서울병원 주변 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 

 

○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중곡역일대 도
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22층 정도 규모
의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를 건립함으로써 
중곡역 일대 종합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

(중곡역 일대 현재 4층 내외 → 20층 

규모로 신축이 가능하게 변경 추진)

○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등의 상주직원은 

약 800명이며, 연간 약 20만 명의 유동

인구 증가, 연간 약 300억 원의 생산유

발 및 128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효과 예

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정치)

<그림 50> 중곡역세권개발계획 홍보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13) 

중곡역세권개발이 확정된 것은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이 ‘종합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 2010년 2월 11일이었

다. 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 의사가 있었던 현직 구청장은 2009

년 11월부터 언론과 관보92)를 통해 이 사실을 홍보했고, 2009년 12월에는 사

업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93)으로 지정한 후 주민열람을 공고했다.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은 적용 범위를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및 설정한 후에 지

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곡역세권개발에

서 이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하기도 전에 사업‘예정’지의 개발행위를 

92) 광진구청 관보 ‘아차산메아리’ 2009년 11월호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중곡동 일대 종
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 p.3

9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195

제한한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해 개발사업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광진구 담당공무원 D씨 인터뷰, 

2013.2.21.).

2) 용마마을 행위자들의 응과 상호작용

(1) 초기의 협력적 응 : 주민-자치구 간담회(2009.12.22.)

<그림 51> 중곡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범위 (사진: 직접 촬영) 

용마마을은 이 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예정지

와 더 가까운 296번지 일  역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용마마을이 포함되

지 않은 이유가 디자인빌리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을 중심으로 용마마을이 제외된 것은 ‘디자인빌리지로 이미 공공예산을 지원받았

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지역사회로 퍼져 나갔고94), 개발이익을 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마마을의 부동산 호가(呼價)95)는 급락하게 되었다.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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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용마마을 경관협정 체결자들은 광진구청에 간담회를 요청하여 용마마을이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빌리지의 진행 여부를 

재논의하고자 하였다(2009.12.22.).

<그림 52> 중곡역세권 개발계획 관련 광진구-용마마을 주민간담회 (사진 : 직접 촬영) 

간담회에 주민 측에서는 주로 경관협정운영회 표단과 운영위원들이, 광진구

청 측에서는 디자인빌리지를 담당하는 비전추진담당관 계장과 중곡역세권개발계

획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장이 참석했다96).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과장은, 용마마

을이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디자인빌리지 때문이 아니라, 1)국립서울병원 재

건축의 영향권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거리가 멀고, 2)개발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용

마산 및 아차산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고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광진구청이 용마마을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내용은 디자인빌리지의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 심의 과정에서 

94) 이 사실은 2010년 4월 21일에 광진구 담당공무원 D씨가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확인하였다. 
‘중곡동 용마마을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폐지’(구청장 방침 제886호, 2010. 9.25), p.4. 

95)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마마을에는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한 동안 없었고, 운영위원들이 
소유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총 9채를 표본으로 2009년과 2010년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변 지역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염
려했던(연구자 일지, 2010.8.4)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등이 아닌 지역 부동산 
중개업체의 ‘매수 의향 가격’을 의미하는 호가(呼價)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용마마을 주
민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호가는 실거래가 및 시세의 형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았다.   

96) 본 연구자도 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였는데, 무겁고 민감한 분위기로 인해 대화 내용을 녹취
할 수 없어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논문 내용을 작성했음을 밝힌다. 



197

용마마을이 다시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전추진담당관 계장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디자인빌리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득했다. 

이에 해 주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을 못하는 것보

다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겪고 있는 ‘소외감’과 ‘경제적 불이익’이므로97), 이

를 해결하기 위해 1)광진구청은 계획내용과 상관없이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마마을을 포함시켜 서울시에 계획 심의를 신청하고, 2)만약 심의에서 

용마마을이 제외될 때에는 주민들도 그 결과를 수용하겠으며, 3)이를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디자인빌리지의 실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광진구청도 여기에 합의하였다. 

(2) 주민과 광진구의 신뢰 와해 : 실시설계의 발주 

그런데 당시 지방선거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됨에 따라 서

울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심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

을 정했다. 이에 따라 용마마을의 중곡역세권개발사업 포함 여부는 빨라도 6월 

말이 되어야 결정될 수 있었는데, 광진구 비전추진담당관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

은 디자인빌리지 사업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압

박을 받게 되었다(광진구 담당공무원 D씨 인터뷰, 2013.2.21.). 디자인빌리지의 

추진을 더 원했던 비전추진담당관은 결국 3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

고, 선정된 설계업체가 용마마을에 지적측량을 나가게 되면서, 이를 본 주민들은 

“광진구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받아들였

다(용마마을 운영위원 B씨 인터뷰, 2013.11.27.).

이를 계기로 주민과 주민, 주민과 광진구청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모색

하던 관계는 더 이상 제 로 작동하기 않게 되었다. 주민들은 광진구청을 불신했

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화와 토론보다는 갈등과 립이 커졌으며, 디자인빌리

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방적으로 강권되는 분위기였다. 

97)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입장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단일하지는 않았다. 광진구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은 마을 
원로이자 경관협정운영회 대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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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보니까 찬성 반대로 갈려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졌더라고요...

(중략)...한 번은 용마공원에 사람들이 다들 모였어요.(30명 가량으로 추정) 젊

은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 쪽이었지만 어르신들은 거의 다 반대하셨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죠. 근데 왜 반대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괜히 내 의견을 말

했다가 나중에 얼굴 붉히고 살 것 같아서 일절 말을 안 했어요. 그 때 반대하

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그냥 (집으로) 내려왔어요.”(용마마을 운

영위원 B씨 인터뷰, 2013.11.27)

이에 따라 용마마을 경관협정 체결자들은 전체 80명 중 75명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폐지 신고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에 광진구에 

민원으로 제출하였고(민원번호 제52236호) 일부 체결자들은 4월 30일에 구청장

을 직접 면담해 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림 53>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폐지 신고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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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4동 용마마을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폐지 신고서 및 

동의서>

1. 용마마을 주민이 스스로 경관협정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

2. 중곡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어 주민 스스로 부동산 재산권에 많은 손실

을 보고 있다.

3. 서울시나 광진구에서도 경관사업으로 인해 마을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다짐하고 공표해놓고 이제와서 중곡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진 것에 많은 

주민이 실망과 (함께) 광진구나 서울시청에 불신임을 표한다. 

“...전OO씨(176-72)랑 송OO씨(176-16)랑(이상 체결자) 주민 몇 명이 구청

까지 직접 가서 구청장 면담도 했어요. 저는 송OO씨가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냥 따라 갔어요. 갔더니 구청장님은 우리를 간단히 보고 갔는데, 담당부서 직

원들이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와 따로 앉아서 설득하려고 했지

만, 이미 (주민들 마음은) 냉랭하더라고요.”(용마마을 운영위원 배OO씨 인터

뷰, 2013.11.27)

(3) 광진구의 사태 수습 : 주민면담과 안내책자 배포 

체결자들이 일련의 강경한 반 행동을 보이면서, 광진구청 비전추진담당관은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

리고 한편으로는 민원으로 접수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폐지 신고서’의 체결자 

동의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폐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었

고, 이 과정에서 디자인빌리지에 한 체결자들의 입장이 반 로 완전히 기운 것

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체결자 설득을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주민분들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폐지서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20% 정도가 필체가 똑같고 동일한 이름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했더니 자기는 사인한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광진구청)가 

(폐지신청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중략)...그래서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했죠.”(광진구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

뷰, 2013.2.21.)



200

당시 주민면담을 직접 수행했던 담당공무원 D씨의 인터뷰와 면담 기록에 따

르면 디자인빌리지에 한 체결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중

곡역세권개발사업에 편입되기 위해 디자인빌리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반  입장

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히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편이었

고, 잘못된 소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은) 디자인빌리지를 하면 다른 개발사업을 

못한다고 어디서든 이미 소문을 들은 분들인 거예요. 황OO씨(176-19)는 ‘이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 못 들어간다’고 확신

하고 계셨고,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반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옥OO씨(운영위원/176-11)와 김OO씨(운영위원/176-57)도 완전히 반대했

죠. 나중에는 자기들이 (광진구한테) 속았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걸

(개발사업)하면 딱지(전매권)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없어졌다. (개발이 되더라도) 정말 돈 얼마 받고 

나가셔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셨어요.”(광진구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

뷰, 2013.2. 21.)

두 번째는 중곡역세권개발사업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빌리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용마마을의 개발 가능성과 수익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

다. 그리고 반  입장의 주민들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들 

못지않게 자신들의 입장에 확고한 편이었다.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저희(광진구)를 지지해 주셨어요. 제

가 이 분들에게 ‘만약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을 수 없고, 중간

에 나가셔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땅(소유한 필지 규모)을 봤더니 

(다들) 2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0평짜리 아파트로 가

시려면 추가적으로 1억 이상은 (추가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

니 그 분들도 ‘다른 곳에서는 내가 20평짜리 땅을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내 

집 갖고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 사

업을 지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OO씨(운영위원/176-23)는 ‘나는 지붕만 손볼 수 있으면 무조건 지지하겠

다. 이게(개발사업)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고, 내 집값으로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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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외에도) 배OO씨(운영위원/176-21), 최OO씨 부부(운영위원/176-30), 

이OO씨 부부(체결자/176-56) 같은 분들은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계셨

고, 저희(광진구) 말이 맞다고 그러셨죠. 자기들은 이 사람들(반대 주민)하고 

나중에 인사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찬성하겠다고(까지 했었죠.)”(광진구 담당공

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세 번째는 디자인빌리지에 해 거부 내지는 중립의 입장을 취했던 경우인

데98), 중요한 점은 그 이유가 중곡역세권개발을 더 선호해서가 아니라 광진구청

의 행동에 한 실망과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에 한 반  때문이

었다는 것이다. 체결자의 다수가 이런 입장이었고, 여기에는 광진구청이 실시설

계를 발주하면서 간담회의 합의사항이 깨진 탓에 곤경에 처한 경관협정운영회의 

표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그냥 ‘이런 (갈등이 심한) 분위기 자체가 싫다, 이제 이 사

업 안 한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싫다’는 분들이었어요. (간담회부터 주민면담 

사이 기간에) 주민들끼리 분란과 갈등이 꽤 심했나 봐요.

...(간담회를 주도했던) 안OO씨(부대표/176-40), 이OO씨(부대표/176-70)는 

무관심에 속했는데, 나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이제 이 사

업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최OO씨(운영위원/176-27)는 반대이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중립적이었어

요. ‘내가 이야기를 고루 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구청의 방식이 싫

다. 주민들이 실시설계(단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빠

진 채로 이미 다 결정된 것인가’라고 했었죠. 저는 (광진구) 내부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조OO씨(대표/175-15)는 ‘이 사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대표도 하기 

싫고, 동네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

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부터는 아예 손을 놓으셨어요.”

(광진구 담당공무원 도OO씨 인터뷰, 2013.2.21.)

98) 광진구 담당공무원 D씨는 인터뷰에서 이 입장을 “무관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본 연구자는 실
제 의견을 살펴봤을 때 중립 또는 소극적 반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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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면담자 입장 면담 내용 및 의견

5.6

배OO씨
(운영위원/176
-21)

찬성
 경로당 등에서 디자인빌리지에 대해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

하는 것이 나을 것임
 중곡역세권개발만 없었으면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 것임

장OO씨
(운영위원/176
-23)

찬성
 옥OO씨가 찾아와서 집값이 떨어지고 중곡역세권개발에도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사업반대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음

5.14

송OO씨
(체결자/176-
16)
옥OO씨
(운영위원/176
-11)

반대

 중곡역세권개발사업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겠음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게 가장 힘듦
 주민대표는 마을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

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5.18

최OO씨 부부 
(운영위원/176
-30)
이OO씨 부부
(체결자/176-
56)

찬성
 경관협정으로 지붕과 조경을 개선하는 것에 적극 찬성함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찬성하겠음

5.20

최OO씨(운영
위원/176-27)

중립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진구에 전달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르겠음
 실시설계 이전에 담장 및 계단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

하다면 사업에 찬성할 의사가 있음

김OO씨(체결
자/176-19)

중립
 현재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 7가구인데 지붕 개선이 시급함
 하지만 경관협정의 승계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됨

7.5

전OO씨(운영
위원/176-72)
옥OO씨(운영
위원
/176-11)

반대

 13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고 했어도 이 사업을 진
행할 수 없음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절차
가 필요함

7.15
전OO씨(운영
위원/176-72)
그 외 체결자

반대

 주민 반대가 심하니 반드시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여
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임

 광진구청이 지원하면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회의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겠음

<표 47> 주민면담 주요 내용 및 의견

(출처: 광진구청 내부 문서, “중곡동 경관협정사업 주민현황 종합보고”, 2010.9.17을 재정리) 

개별면담의 결과를 토 로 광진구청은 후속 조치의 초점을 디자인빌리지를 반

하는 체결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맞추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개발사

업에 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바로 잡으면 반  입장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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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주민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중립 및 거부 입장을 가진 

다수의 체결자들도 다시 사업을 찬성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

청은 디자인빌리지와 개발사업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고(2010.6.7.~25) 이를 직접 교육하고 설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도 했다(2010.6.25.). 하지만 반  입장의 체결자들은 이 설명회를 실력으로 저

지해 무산시켰고, 자신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체결자 전

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광진구청에 요구하였다(주민면담 중 전OO씨(176-72), 옥

OO씨(176-11) 의견).

“이 책자는 현재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과 중곡4동 

용마마을 디자인서울빌리지(경관협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

고자 만들어진 안내서입니다. 주민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였던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2009년 12월 03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열람공고로 인해...(중략)...경관협

정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관협정사업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규제가 강화되어 집값이 폭락할 것

이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고 재건축ㆍ재개발도 어려워지고 개

발에서 소외될 것이다’ 등의 소문들이 만들어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이 경관법 제정(2007년) 이래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주민

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와 관련된 자료들(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경관협

정사업)을 모아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인 비전추진담당관에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주민안내 책자 서문 중 일부 내용 발췌, 2010.6.11)

3) 경관협정의 폐지와 사업 취소

반  체결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광진구청은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산된 주민설명회에서 하려고 했던 디자인빌리지에 한 체결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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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2010.8.13~30). 투표 결과 전체 체결자 80명 

중 53명(66.2%)이 폐지를 원했고, 이는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로 협정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경관법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행정절차를 

밟아 디자인빌리지를 취소하고 교부받았던 사업비의 잔여분인 17억 9백만 원99)

을 서울시에 반환했으며(2010.9.28.), 서울시도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고 

경관협정 폐지를 인가하게 되었다(2010.10.11.). 

사업찬성 사업폐지 미투표 전체 체결자

11 53 16 80

13.8% 66.2% 20% 100%

<표 48> 용마마을 경관협정 폐지 투표 결과  

(출처: ‘중곡동 용마마을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폐지’, 구청장 방침 제886호, 2010. 9.25, p.5)

<그림 54> 용마마을 경관협정 폐지 인가서 및 인가 통보 공문(2010.10.11)  

99)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의 전체 실행예산은 시비 1,730백만 원, 구비 200백만 원이었다. 시비 
중 약 20.5백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 MP비용으로 이미 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제
외한 1,709백만 원을 반환했던 것이다. ‘중곡동 용마마을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폐지’
(구청장 방침 제886호, 2010. 9.25, p.7-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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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결론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표되는 기존 정비사업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시범사업이었다. 양호한 저

층주거지와 주민공동체를 보전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두 사업은 주민, 정부, 전문

가가 협력하여 수립한 공간환경 개선계획을 토 로 공공영역(길, 공원)은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민간영역(주택, 필지)은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량하

는 방식을 취했다. 서울시가 두 사업에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이라는 법

정 도시설계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주민조직의 설

립을 의무화했던 것은 이러한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조치였다. 

두 사업은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노력으로도 이어져 최근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에서 뉴타운사업 해제 지역의 안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

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과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상지에서는 사업 과정 중에 등장한 개발사업 기회를 더 선호한 주민들의 반

로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완료

된 이후 공간환경의 개선과 주민조직의 활동이 지속되지 않은 곳들도 적지 않았

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사업 기간 내에 주민참여와 공간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더

라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두 사업에 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두 사업의 제도적 특성,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 등 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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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적합한 쟁점에 착안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접근이 분절적으

로 이루어져 서로 간의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해석이 어려운 구도였다. 

그리고 부분의 연구들은 사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업

의 한계와 그 원인의 분석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를 별도로 다루고 있어 두 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두 사업이 갖는 의미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실제 상지 가운데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선유골 휴

먼타운과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례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된 현

상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과 양상을 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그것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두 사업에 각각 도입

된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를 여타의 유사한 사

업들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실제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되었던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의 영향과 의미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신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선행연구의 분절적인 구도를 통합하는 것과 함

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매개로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사업이 무산된 원인과 의미를 도시설계 제도 및 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 운

용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도시계획 및 설계에 접목한 협력적 

계획이론을 고찰하여 사례 분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는 거시

적 차원의 맥락 분석으로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천과 위기, 이에 한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응을 살펴봄으로써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영향을 미

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중간적 차원의 제도 분석으로 이

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서울시 담당부서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두 사

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제도적 특성과 쟁점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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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서울시의 사업 기획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설계로 간주하였

고, 분석 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에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

다. 셋째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분석으로 맥락과 제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선유골과 용마마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상

지의 공간적 및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을 발의단계, 계획단

계, 결정단계, 무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일어났던 주민, 정부, 전문가 간

의 주요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비

사업에 한 우리 사회의 선호와 관행은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제약으로 작

용했다. 1982년 합동재개발 사업이 등장한 이래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은 우리

나라 정비사업의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과정에서 견고한 사회적 

선호와 관행이 형성되었다. 2008년 뉴타운 사업의 위기와 사회문제 심화는 새로

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식과 관행이 

일시에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부, 시장과 건설업계가 모두 기존 정비사업

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조적으로 서울시 주택도시관련 부서가 사회적 

맥락에 능동적으로 응하여 두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했던 것은, 뉴타운사업으

로 인한 사회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던 곳이 서울시였던 것과 과거부터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부적 경험과 역량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련 법제와 절차를 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 부서의 소관 법령과 

행정적 수단을 결합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였

다. 요컨  두 사업은 새로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제도설계의 측면에서 “단절적 

균형”이 아닌 “제도의 재배열”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서울시

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두 사업의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추진하

려는 태도를 갖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발사업과 

효용을 비교해 자신의 선호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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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사업에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도입한 것은 사업 이후 지속되는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가 두 사업을 기획하면서 당

면했던 계획적 과제는 저층주거지의 공간변화 특성을 전제로 한 효과적인 민간

영역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사회적 맥락에서 기

존 정비사업의 강점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저층주거지의 

민간영역은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다양한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사업 기간에 한정된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에 그치

지 않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민간영역 개선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 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두 사업에 도입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이러한 계획적 과제에 응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조치였다. 디자인 유도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민간영역 개선 행

위를 공동의 규칙을 통해 더 나은 디자인 결과로 이끄는 수단이고, 주민조직은 

이러한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의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근린공간 거버넌스라고 규정하였으며, 두 사업의 

관건은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사업 과정에서 얼마나 제 로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지만 두 사업은 제도설계 방식과 각각이 채택한 구체적인 제도적 수

단의 특성으로 인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제 로 형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

하고 있었다. 이론적 검토에 따르면 디자인 유도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계획 내용

을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선호가 충실

하게 반영되고 조정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주민조직은 디자인 유도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휴먼타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공적 규제인 디

자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만 수립 및 결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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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한 임의적인 주민조직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힘들었다. 주민협의체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조적으로 도입된 주민협정의 

체결과 준수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디자인빌리지의 경우 경관협정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사적 계약인 디자인 규

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하지만, 이 때문에 계획 상과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경관협정운영회는 제반 규정이 경관법에 명시되어 있어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필요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업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실행하도

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비해 이러한 공공영역 개선의 

효용이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체감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역전될 가능

성이 있었다.

넷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이러한 맥락과 제도의 

영향과 함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단계에서 두 곳의 주민들은 상지의 열악한 환경과 개

발사업에 한 선호로 인해 사업을 반 하였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절충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변화하였다. 미래에 재

개발․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두 사업의 목적과 효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영역 개선을 위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보다는, 공공예산을 투입한 단

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영역 개선에 더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는 공공영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해 민간영역에 관한 

디자인 유도가 상 적으로 부차적이고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디자인 유

도의 내용과 이에 한 주민동의에 있어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

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디자

인 유도의 수립 과정은 주민들의 선호와 이익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생략

하고, 디자인 유도를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감수해야 할 규제로 인식하게 함



210

으로써 자발성에 근거한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안에서도 용마마을이 선유골에 비해 민간영역에 한 

디자인 유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은, 주민조직에 

한 제도적 규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유사한 조건에서 선유골의 임

의적인 주민협의체가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데 반해,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표성과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주민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

할 수 있었고, 체결자 전원 합의 요건으로 인해 디자인 유도는 물론 사업계획 

전반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정

한 방 한 결과물을 단기간에 생산해야 하는 조건에서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역시 많은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에서 사업이 무산된 데에는 이러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의 한계가 작용한 바가 컸다. 새로운 개발사업 기회가 등장함에 따라 주

민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과 두 사업 중 택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두 곳의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고 불확실했지만, 주민

들이 가장 원했던 단기간의 민간영역 개선을 기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디자인 

유도가 이에 응하는 장기적인 민간영역 개선의 비전과 효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의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규제로 인식됨에 따라 두 사업에서 주민

들이 기 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민조직은 무산단계의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

협의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선유골에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주

도했고, 주민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발사업을 수용하고 절충하

여 휴먼타운의 완전한 무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반면에 용

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무산단계 초기에 문제 해결을 주도했지만 전문가의 공

백, 주민과 자치구의 신뢰 악화로 인해 나중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주민갈등에 염증을 느낀 체결자들의 요

구가 더해지면서 자치구의 뒤늦은 사태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관협정이 폐지

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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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된 원인을 그간의 일반

적인 진단처럼 개발이익을 좇은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이 

현상에 한 충분하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사

업은 성공적인 과정과 결과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등장이라는 악재에 의해 좌

초되었다기보다는, 사업 내부의 제도적 한계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

공간 거버넌스를 제 로 구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 정비사업에 

비견할만한 충분한 비전과 효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 또한 중요한 한 축의 원인

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결과

는 특정 상지의 이례적인 경우라기보다는, 부분의 상지에 잠재해 있던 문

제점이 개발사업의 등장을 계기로 수면 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른 상지들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타난 문제들, 곧 지구단위계획이 과거의 

하향적이고 규제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경관협정이 사문화되거나 주민조직의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 역시 같은 원인과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업과 이를 계승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기존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된 주거지정비 방식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린

공간 거버넌스 구축이 제 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스스로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

회적 맥락, 참여자의 의식과 역량은 직접적이고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제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휴먼타운과 디자인

빌리지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유도가 자율적인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는 계획 수단으로서 적

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단의 특성과 장단점을 세밀하게 이해하여 활

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공적 규제의 경우에는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경관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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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적 계약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합의가능한 내용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공적 

규제와 사적 계약의 본질적인 속성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한계

가 클 수 있다. 그러므로 뉴어바니즘(뉴어바니즘협회, 2003; 139-143)에서 제시

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수단을 함께 활용하고, 계획 상과 내용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전략적인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정부와 전문가가 디자인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를 

견인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계획의 결정과 운

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주민조직의 구성 요건과 절차를 정립하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러한 제도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

지에 해서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제도적 규정과 실제 운영 과정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셋째, 공공예산을 투입한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이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

축을 제약하거나 더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또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선호를 직접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인식과 선호를 형성하는 사업의 

제도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예산의 배정 및 투입 시

점을 늦추거나, 예산 배정 항목과 조건을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촉진에 더욱 적합

하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도적 진전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디자인 유도에 있어서는 도정법에 명시된 정비계획 

요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서울시 행정지침에 따른 주민협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공적 규제와 사적 계약을 병용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휴먼타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 수단을 기계적으로 결합하고 있어 

유사한 한계와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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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민조직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해 각각 ‘주민협의체’

와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설립하고, 주민공동체운영회에 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표준운영규약을 고시해 설립 요건과 절차, 운영 규칙,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단계

의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는 여전히 휴먼타운의 그것과 유사한 임의적인 형태이

고, 실행단계의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설립 요건과 절차, 운영규칙 등이 규정된 것

에 반해 권한은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권에 사실상 국한되어 있

다는 점에서 디자인 유도의 수립과 운용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사업 이후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택 개보수 및 신축비

용의 저리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이 마련되었다. 이는 디자인 유도의 

이행을 촉진하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 기간 동안 

공공영역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그 로 유지

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 과정에서 디자인 유도에 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나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성이 창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지원책들이 디자인 유도와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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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가 기존 정비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되는 계획적 특성을 밝혀내어 근린공간 거버넌스로 개념화하고, 이것의 제

도적 구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경로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일련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는 사례의 

범위와 숫자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사례 중심의 제도분석과 참여관찰을 주요 연

구방법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는 이에 따라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 상지 가

운데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사례들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2009년에 함께 추진된 다른 상지, 

그 이후 추진된 후속사업의 상지 등으로 사례의 범위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제도적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면담 자료에서 비롯된 한계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주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사업 무산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면담 상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 등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주체들을 고

르게 선정하였다. 하지만 선유골의 OO연립 재건축사업과 용마마을의 중곡역세

권 개발사업 편입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사업을 반 했던 주민들을 접촉하고 면

담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산단계에 작성된 문

서자료와 다른 면담자들의 간접적인 증언을 활용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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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Town and Design-Village were pilot projects by Seoul City 

Government in 2009, based on critical awareness of Redevelopment 

Project as the former dominant residential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conserve decent low-rise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both pilot projects adopted a similar approach. Firstly, a 

spatial improvement plan is developed by collaboration of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planners. Then according to the plan, the local 

governments are supposed to provide direct improvements on streets, 

parks, and other elements of the public realm, while residents are to 

manage their own private houses and lots with gradual and autonomous 

improvements. To support this approach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Seoul City Government introduced ‘District Unit 

Plan(DUP)’ and ‘Landscape Agreements(LA)’ as statutory urban design 

measures and mandated their process to establish community 

organizations, so called, ‘Residents Council(RC)’ and ‘Landscape 

Agreements Association(LAA)’, relatively for each projects. Such approach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ccee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acilitating ‘Residential Management Program’ as alternative to deal with 

New-Town project cancellation areas in Seoul and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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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ceeding of Human-Town and Design-Village did not turn out 

to be a smooth sailing. In some cases, the residents opposed and 

withdrew the project entirely or partially, as they encountered more 

seductive Redevelopment opportunities. Even among those without 

opposition or withdrawal, some cases lacked continuity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patial improvement after the completion. These cases 

suggest tha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s within the projects do not 

ensure the full accomplishment of original intentions and goals.

  However, the literature on two projects did 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for this problem. Many previous researchers devoted 

attention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the projects 

such as their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teractions of participants, 

increases in the social capital, and so on. Although those issues were 

theoretically proper and essential, their approaches were rather 

segmented, lacking integrated framework to grasp the interrelation 

between issues. Most researches sought to define success factors of the 

projects, which in turn deterred full-scope and in-depth analysis on 

their limitations and related factors. As each of Human-Town and 

Design-Village was studied in a separated context, they also failed to 

detec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and 

explore their meanings as a whole.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on two cases, ‘Seonyu-gol’ 

Human-Town(SHT) and ‘Yongma-maeul’ Design-Village(YDV), where the 

entire or partial withdrawal of the project have taken place during the 

proces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it analyze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s and their effects on the participants to 

explore specific causes and mechanism of the withdrawal. Recognizing 

DUP/RC and LA/LAA as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project, it examines 

the effect and significance of such institutional measures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ase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new-institutionalism, as it aims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a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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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stitution and agents. It enables to 

integrate segmented approaches of previous researches, as well as to 

compare the two projects along with their institution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oretically, it would allow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meanings of the project withdrawal in accordance with urban design 

institution and process, while providing more concrete and valid 

implications for on-going Residential Management Programs in practice.  

  From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which 

introduced new-institutionalism into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the 

structural framework for case analysis is as below. Firstly, as 

macroscopic context analysis, it examines diachronic transitions and 

crisis of national policy on the residential improvement, along with 

challenges and responses of Seoul City Government. It is to understand 

the specific social context that has influenced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wo projects. Secondly, as mesoscopic institutional 

analysis, it reveals what intentions and goals the Seoul City Government 

officials had when they devised two projects, and how it affected each 

projec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within the given social 

context. The role of city government devising the project is considered 

as an ‘institutional design’ in the new-institutionalism, and theoretical 

discourses on the ‘design guidan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is 

reviewed to provide a relevant interpretation to DUP/LA and RC/LAA. 

Thirdly, as microscopic agent analysis, it observes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of SHT and YDV case under the influence of context and 

institu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o the spat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wo cases, the interactions amo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planners are analyzed throughout the process, which 

is divided into 4 phases―proposal, planning, decision-making, and 

withdrawal.

  Findings from the structured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eferences and practice toward the existing 

Redevelopment Project served as barriers against the initi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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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wo projects. Since the first Joint-redevelopment 

project launched in 1982, Redevelopment project with a full-scale 

demolition has grown to be the most dominant type of residential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ose preferences and practice became 

rigid and widespread across the society. Though the crisis of New-Town 

project in 2008 and consequent social issues triggered urge for 

alternative measures, it could not change everything at once. 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the market,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were 

exerting joint efforts to revitalize the Redevelopment project, housing 

and urban planning departments of Seoul City Government chose the 

opposite direction, devising two pilot projects on their own as a 

proactive response to the social context. In part, it attributes to that 

Seoul was where the New-Town crisis brought the most severe soci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it was due to th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capacities of the city departments from the previous 

implementation of government-led community design projects. As a local 

government, however, it cannot be granted the authority to amend the 

development-related legislation and processes. As a compromise, it 

combined existing models of community design projects and with the 

current law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thin each division’s 

jurisdiction, In short, although two projects proclaimed new approache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stitutional reconfiguration’, rather than 

a “punctuated equilibrium.” This social context made it difficult for city 

and borough officials to hold more authentic and enthusiastic attitudes 

toward the projects. Furthermore, this led to negative perceptions among 

residents, inducing them to decide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in favor 

of development opportunities.

  Secondly, both projects adopted design guidan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so as to establish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which 

can persis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While devising two 

projects, the city officials  confronted the planning task to provide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ivate realm, given characteristics of 

spatial change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This demand wa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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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dvantages of Re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limitations of 

community design projects. Since the private realm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demands long-term, autonomous, individual, and 

multi-level improvements, the city officials intended to build a solid 

ground that would support resident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private realm on their own. 

  Design guidan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are th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the departments adopted to deal with this planning task. 

Design guidance is a tool to control private realm improvements by 

various agents with mutual rules, in order to accomplish better design 

quality. Community organization is a structure that enables better 

decision-making and collective action, which are essential to prepare 

and implement such design guidance. In other words, design guidan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institutionalized 

system to support the private realm improvements by residents, 

persistent after the project. This study defined it as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and assert that how properly this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is established throughout the process is a pivotal 

point of the project. 

  Thirdly, each project contained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establish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mode of institutional 

design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dopted institutional measures. 

Theoretically, the significance of the design guidance lies in its goals to 

prescribe planning contents by rules, to reflect and mediate the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all related agents, and to induce positive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achieve these goals,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mmunity organization should be granted by relevant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it can take significant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design guidance. 

  In the case of Human-Town, DUP is a design code, a design guidance 

which involves public regulation. Though it is a reliable planning 

method, its preparation and decision is stipulated to be led by 

government. As a non-statutory resident organization,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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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for RC was too weak to redeem the government-oriented process 

of DUP. The resident agreement was  adopted as a supplement, but still, 

weakness of RC made it less feasible for residents to conclude and 

comply with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Design Village, LA is a design covenant, a design 

guidance which is based on the private contract. The significan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guaranteed, as it can only be validated by 

agreement of the concluders. Nonetheless, this requirement also restricts 

the subjects and contents of planning. LAA is stipulated in the law, so 

that it can be qualified as a statutory community organization, with 

official status and structure demanded for th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Both projects included direct implementation by government, to deliver 

the public realm masterplan at public expense. Its main purpose was to 

facilitat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From the viewpoint of 

residents, however, the priority is likely to be considered in reverse 

since the benefits of the public realm short-term improvements are 

more tangible and direct compared to th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Fourthly, in the case analysis of SHT and YDV, interactions of 

participants led to an incomplet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the context and the institution. In the 

proposal phase, residents of both areas opposed to the project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preference for the 

Redevelop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planners sought ways to 

persuade residents by compromising on the interests, which resulted in 

alterations to the substantial goals of the projects. As they agreed to 

leave room for future redevelopment opportunities, the main goals and 

benefits of projects shifted from th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which would enable the long-term, persistent improvements in the 

private realm, to the short-term, temporal improvements of the public 

realm at public expense.

  This affected the planning phase. The design guidance on the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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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 was regarded as a secondary issue and discussed in more indirect 

and insufficient manners, compared to the public realm masterplans. 

Moreover, its contents and residents agreement were inclined toward 

intentions of Seoul City Government to justify the public expense and 

specify its criteria. In consequence, the opportunities to reflect and 

mediate the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were often 

over-simplified in the planning process of design guidance. It also 

incited the residents to perceive the design guidance as a regulation that 

they had to bear to earn the public budget, weakening willingness of 

residents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s.

Despite the common ground, two cases had clear distinctions in 

institutional prescription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Regarding the 

design guidance for the private realm, YDV had more active and 

sufficient discussion than SHT. In SHT, a non-statutory RC had 

experienced difficulties from gathering to decision-making. In contrast, 

LAA in YDV could not only achieve the official representativeness and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stipulated requirements and processes, but 

mediate internal conflicts and disagreements among residents. As 

unanimity of all members is a mandatory requirement to conclude a LA, 

residents could exert valid authorities throughout the planning process. 

Even so, LAA in YDV had its own limitations. It had to depend heavily 

on planners, to develop an extensive masterplan and achieve project 

goals in a given time period.

  Lastly, withdrawals in SHT and YDV can be attributed to the 

limitations of the design guidance and community organization. When 

exter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emerged, residents found themselves 

in a crossroad situation where they could choose either the 

Redevelopment or the alternative pilot project, based on their expected 

values and benefits. Although Redevelopment options in both cases were 

rather uncertain and unfeasible, it promised instant improvements on the 

private realm, touching the most desperate needs and desires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 the design guidance failed to demonstrate 

the vision and benefits of long-term, gradual improvements to 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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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development. It was rather perceived as a regulation that comes 

with a small reward of public budget, from which residents could expect 

little benefit. Community organizations are incapable of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withdrawal phase. In SHT where RC did not have 

relevant authorities, planners and the government led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part from residents. This enabled a prompt response, 

so that they could accommodate and compromise with the 

Redevelopment issue, to prevent the entire withdrawal. In contrast, LAA 

in YDV took the initiative in the early phase of withdrawal, but lost its 

potential afterward due to the absence of planners aids and loss of trust 

between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Despite belated attempts by 

the local government, some residents requested abrogation of the 

agreement, because they were in favor of the Redevelopment or weary 

of conflicts. As a result, the entire project is withdrawn by residents’ 

decision.

keywords : Residential Redevelopment, Community Design project, 

Human-Town, Design-Village, Neighborhood Spatial Governance, New 

Institutionalism, Design Guidance, Community Organization

Student Number : 2007-3021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대상과 자료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제 1 절 연구 대상의 제도적 특성과 근린공간 거버넌스
	1.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개관
	2. 두 사업의 계획적 과제와 이에 따른 제도적 특성
	3.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통한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제도적 차원 : 사업의 근거법령과 행정지침의 제도적 특성 분석
	2. 행위적 차원 : 실제 사업과정에서의 참여자 간 상호작용 해석
	3. 문화적 차원 : 사업을 통한 사회자본 변화 측정
	4.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 3 절 제도주의적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 고찰
	1. 협력적 계획이론과 제도설계
	2. 디자인 유도 : 근린공간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규칙
	3. 주민조직 : 디자인 유도의 수립과 이행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제
	4. 분석의 틀


	제 3 장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
	제 1 절 맥락분석: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등장 배경
	1.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천과 위기
	2.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정책적 대응

	제 2 절 제도분석: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제도설계
	1. 서울시의 사업 기획 의도와 제도설계
	2. 휴먼타운의 제도설계 및 특성 :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
	3. 디자인빌리지의 제도설계 및 특성 :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

	제 3 절 행위분석: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실제 형성 과정
	1. 선유골 휴먼타운의 진행 과정
	가. 선유골의 개요 및 대상지 특성
	나. 발의단계 : 대상지 공모 - 1차 주민설명회
	다. 계획단계 1 :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라. 계획단계 2 : 선유골 휴먼타운 사업계획의 수립
	마. 결정단계 : 2차 주민설명회
	바. 무산단계 : OO연립 재건축사업의 등장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의 진행 과정
	가. 용마마을의 개요 및 대상지 특성
	나. 발의단계 : 대상지 공모 - 1차 주민설명회
	다. 계획단계 1 : 경관협정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라. 계획단계 2 :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업계획의 수립
	마. 결정단계 : 경관협정 체결자 전체회의
	바. 무산단계 : 중곡역세권개발사업의 등장과과 경관협정의 폐지



	제 4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