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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폭발적인 도심의 인구성장에 따른 주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

생하는 슬럼 및 무허가 주택지의 확산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

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도시화문제로 대규모로 무허가주택이

양산되는 문제를 경험하였는데 당시 서울시는 무허가 정착지의 해결 방

안으로 양성화(현지개량), 시민아파트 건립, 집단이주 재정착지의 조성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무허가 정착지 문제

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행되었던 집단이주 재 정착지 조성정책에

주목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철거민 이주

재 정착지 조성 사례인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과 요인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 정착지 조성사업은 무허가 정착지 철거민에게 국가가 일정면적의

필지를 제공되고, 이후 철거민이 입주한 후, 주택과 기반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선 입주, 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

국의 많은 재 정착지 조성사례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 이후 자취를 감춘 것에

반해, 광주대단지는(現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조성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저소득층의 주거지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철거이주민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점유, 정상적인 주택의 건설,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주대

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주거지 안정화의 세 가지의 조건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갖

추게 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광주대단지가 안정적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주요요

인에 대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부

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정리한 후,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광주대단지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발도상국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

트’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도심 외곽으로의 이주에 있어서

이주민의 생계와 고용문제에 대한 계획, 비용 책정의 적절성, 사업 주체

의 행정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처럼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의 이주

자를 수용하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거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3

가지 요인들을 설정하고, 계획의 실행과정, 사업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이 겪은 갈등과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도상

국의 무허가 정착지 해결정책의 입안 시 광주대단지 개발경험을 통해 국

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주요어 : 무허가 정착지, 집단이주 정착지, 광주대단지, 개발도상

국,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 학 번 : 2014-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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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도상국은 나라마다 시기와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농촌의 쇠퇴와

도시의 인구집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농 인구의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시화가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

의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

도시의 빈민들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주택에 거주하려면 국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거나 정부가 직접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개

발도상국의 열악한 재정수준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어렵고,

영세한 도시빈민들은 도시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

황에서 도시로 모여든 가구들은 무허가 정착지를 조성해 시급한 주거문

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

무허가 정착지는 과밀하고 조악한 구조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

며 불법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철거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철거의 위협은 도심 저소득층 주민의 ‘적정 주거지에 거주할 권

리’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무허가 정착지의 확장은 도시 내의 비효율적

토지이용의 증가로 도시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도시화 과정과

무허가정착지 확산의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

반까지 많을 때는 서울 인구의 30%까지 거주하던 무허가 판자촌의 모습

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한국은 무허가 정착지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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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 현지개량, 시민아파트 건설 등 개발도상국

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행을 실행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이나 공공주택의 제공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도심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위성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 사업

과 사례에 집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 이주 정착지 사례인 광주대단

지(現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가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

재까지 저소득층의 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광주대단지사업 과정에서 겪은 재정난, 이주민

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을 경험한 한국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 문제 해결 정책 사례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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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현 성남

시의 구시가지(수정구, 중원구 일대)이다. 시간적 범위는 1968년 5월 7일

서울시 철거민 이주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 계획으로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자료 수집이 가능한 1960년대부터 1971년 사업이 경기도

로 이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

어진 1960년~197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단지의 개발이 계획된 이후 단

지 내의 주민들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정상적인 주택이 건설되

고, 기반 시설의 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주거지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시

기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크게 이론적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와 사례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1969년에 조성된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에 있어서 단일사례연구는 보편적인 이론을 구축할 수는 없지

만,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광주 대단지 조성사업에 대

한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빈약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례에 대

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론적 일반화의 기초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더구나 사례 연구를 통해 추출되는 이론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은 사

례에 대한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단일사례 연구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개념 확장의 오

류를 경계해야 한다.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거지 안정화의 요인의 과정에 맞추어

시계열적 서술(time-series description)을 사용하였다. 시계열적 서술은

광주 대단지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정책적 판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4 -

이 속에서 주체들의 일상생활 모습, 개발 주체와 이주민간의 갈등, 개발

사업과정의 한계점과 시사점 등 광주대단지 개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 사례 조사는 학술 논문, 정부 발표 자료, 단행본, 개발사 발표 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문헌 조사에 있어서 사료의 채택과 관련하여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조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빈곤이 문제가 되는데

문헌조사는 1차 문헌으로 일간 신문과 계간지의 기사를 활용하며 2차 문

헌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성남시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지방역사에 관한 단

행본들을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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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흐름도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방법과 범위

↓

무허가주택 문제와 선행 연구 고찰
◦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

◦ 주거지 안정화의 조작적 정의

◦ 한국의 무허가 정착지 문제와 해결

◦ 선행연구 고찰

↓

개발도상국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개념과 유형

◦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평가와 한계

◦ 주거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
◦ 광주대단지 계획 수립

◦ 합법적인 토지 점유

◦ 정상주택의 건설

◦ 기반시설의 설치

↓

광주대단지 주거지 안정화의 요인
◦ 이주민 고용과 생계 문제

◦ 공업단지 조성 계획

◦ 교통 수단 마련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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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허가 정착지 문제와 선행연구 고찰

1.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

1)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 현상

개발 도상국가들의 도시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

고 있다.1) 유럽과 북아메리카와 같은 선진국들의 도시화는 경제의 성장

과 동반된 산업화에 대한 결과이지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도시화는 자연적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대규모의 이농 인구에 의한 형

성으로 볼 수 있다(Brunn and Williams,1983:4).

개발 도상국가들은 급진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제 발전에 상당히 많

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게 되고, 도시가 급격한 수평적 확장이 되면서 무

계획 상태에서 많은 인구가 농지와 주요 경관을 해치는 영역까지 침범하

여 거주지를 형성하게 된다(Lowton, 1997:5)

1996년도 인간 정주 보고서2)에 따르면, 한계에 다다른 밀도를 가진

도시의 주거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제어하기에 어려운 상태로 인구가

밀집되어 그들의 주택, 식수, 식량, 건강과 교육의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HABITAT.2003). 이는 가용토지의 부족문제에서 비롯되었

1) Trondheim(2005),City Expansion, Squatter settle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Addis 
Abada : NTNU, p.2 

2) 1996년 이스탄불(Istanbul)에서 개최되어 21세기 인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계획인 해비 타트 의제(Habitat Agenda)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협력의지를 천명한 이스

탄불 선언서(Istanbul Declaration)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의 중심 의제는 “모두를 위한 적정

한 주거(Adequate Shelter for All)”,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in an Urbanizing World)” 등이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

(2014), “도시, 인간정주에 관한 국가보고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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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Hardoy et al., 2001:175).

도시화는 대부분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는

생산과 고용, 혁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개발은 불가피 하며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 압력이 증대하면 국가는

무허가 정착지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철거, 이전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정부는 무허가 정착지의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무허가 정착지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일례로, 1971

년도 한국에서는 수도인 서울 주변부 면적을 그린벨트로 설정하여 도시

의 확장을 방지하였고 같은 시기, 이집트에서는 농지위에 건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Oberai, 1993:45).

몇몇 나라에서는 도시의 인구 밀도의 조정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시

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자원의 부족과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력의 결여로

인하여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Richardson, 1993:63).

<그림2> Percentage unauthorized housing and infrastructure deficiency,

city-size ranges

자료: UN-HABITAT(2003) “Challenges of Slums”,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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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의 출현

사실상 “무허가 정착지(squatter)”의 어원은 미국 독립 전쟁 전후, 북

동부 뉴잉글랜드의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들을 일컫는 말이었다.3) 교외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대규모의 이주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행해지던 일이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무허가 정착

지들이 도로변이나 사용 중인 분수대, 큰 건물 사이에 지붕이 비스듬히

달린 별채 형태(Tugurgia)로 도시 곳곳에 산재해있었다. 각 정부에서 무

허가 정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규모

가 너무 방대하여 도저히 손을 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곳들이 많았다.

1788년 미국의 네 번째 대통령인 James Madison은 처음으로 “무허

가 정착지(squatter)”이라는 단어를 연설에서 언급하였다. 1800년대 중반

의 영국의 경우 런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zone)이 모두 무허

가 정착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정착촌이었으며 근대 도시의 상징인 뉴욕의 경우에도 20

세기 초까지 “무허가 수도”로 불릴 정도로 도심 안에 무허가 정착지가

산재해있었다.

무허가 정착지는 정착민들의 요구의 우선순위와 수입, 사회적 지위

와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난다. 1940년대 후반 이스탄불

에서 무허가 정착지가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Gecerkodus’는 터키의 무허

가 정착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는 “밤”이라는 뜻을 가진 ‘Gece’와 ‘나

타난다’라는 뜻의 ‘Kondurmak’의 합성어이다4).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며

정부에서 이를 단속 하러 오기 이전에 밤사이 거주민들이 주택을 지어

사는 주거지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Yonder, 1998:61). ‘Gecekondu’는 매

3) Neuwirth, R.(2006), Shadow cities: A billion squatters a new urban world : Routledge

 p.11

4) Trondheim(2005),City Expansion, Squatter settle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Addis 
Abada : NTNU,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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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짧은 시간 안에 허가 없이 국·공유지에 가구의 자조적인 노력으로 인

하여 건설되며, 처음에는 임시거처의 의미를 지니지만, 점차 가구의 요구

와 생활에 맞게 그 범위와 의미가 확장된다.

무허가 정착지의 확장은 터키의 실업 문제, 교외 지역의 빈곤화 문

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스탄불과 같은 도시는 빠른 산업화와 도

시화로 인해 도시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이전에 형성된 도심 주변의

‘Gecekondu’이 점차 도심지에 근접해짐에 따라, 구도심의 안전성을 위협

하고, 국유지와 사유지의 개발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로 감지되기 시작하

였다.

터키에서는 무허가 정착지 구성하는 인구의 수가 2,000명이 넘을 경

우 그들의 무단 점유 주거지를 준 독립의 행정구역으로 인정한다. 행정

구역으로 인정된 주거지의 경우, 다른 합법 적인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

로 토지 이용계획이 이루어지며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터키정부

의 무허가 정착치를 인정하는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의 무허가 정착지와

도시의 합법적인 주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스탄불의 술탄베이리 지역은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

는 곳이다. 이곳은 공동 주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시내의 중심은 높

은 빌딩들과 상점으로 가득 차 있고 로비에 분수대가 있는 7층 높이의

시청까지 갖추고 있다. 지역의 주민수가 2,000명이 넘은 2002년에는 지역

내의 가구의 2/3에 해당 하는 가구에 급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

가스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이스탄불의 합법적 거주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에서 부탄가스를 사용 하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5)

5)Neuwirth,R.(2006), Shadow cities: A billion squatters a new urban world :Routledge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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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무허가 정착지의 지역 공동체는 긴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자조적인 노력으로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수준 높고, 영구적인 주거지를 형성했다. 이처럼 잘 조성된 무허가 정착

지내의 주택은 도시의 합법적인 주거지내의 주택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

로 거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의 정부가 무허가 정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모두

중단한 결과, 무허가 정착지는 점차 어두운 범죄의 소굴로 바뀌게 되었

다. 현재 리우의 무허가 정착지역은 무장 마약 갱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의 경우, 주민의 2/3이상이 판자촌에 거주6)

하고 있으며, 케냐가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도시의 판자촌에

서의 거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로비는 UN-HABITAT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본부에서 불과 몇 마일 밖에 떨어져 있

지 않은 곳에 1만5천여 명의 무허가 정착지 거주민이 식수와 전기, 위생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주거 환경

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는 대표적인 대규모의 무허가 정착지가 조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1,000~1,200만의 인구 중, 600만에 달하는 인구가 무허가 정착

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뭄바이 내의 많은 무허가 정착지

들은 지역의 규모와 거주민의 수,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다양

한 계급으로 나뉜다. 뭄바이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 중 웨데카와 샌

제이 간디 트랜스포트 나가르의 경우 상위 계급의 정착지에 포함된다.

주민들은 거주지의 영구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거주지 주변에 위치하

면서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살아간다.

6)Douglas H. (1982)Evaluation of shelter programs for the urban poor :The World bank 

paper, p.12 

7) Dennis Z.(2011), Redefining Indian Slum Policy,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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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급 정착지에 해당하는 락시미 치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

은 ‘도로 위의 거주자’로 불리며 사람들이 통행 하는 보도의 일정 부분을

침해하고 2층 구조의 오두막집을 지어 거주한다. 이 집들은 무방비 상태

로 시야를 가릴 정도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어있다. 주민들이 도로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은 각종 박테리아와 더러움에 오염되는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 관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기본적인 규

칙을 만들어야만 하였다. 기타지와나 수레타 군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로 사이의 흙바닥이나 중앙 분리대 혹은 교차로 사이에 작은 텐

트를 세워 거주한다.

베함파파는 밀도가 매우 높은, 나무로 만들어진 주택들이 밀집해있

는 마을이다. 주택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늪 위에 지어져 있고, 사람의 눈

높이에 토끼 굴 같은 좁은 골목들이 형성되어있다. 개발도상국가에 형성

되어 있는 무허가 정착지는 위의 내용과 같이 규모와 주거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 되어있다.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경사가 높은 지역이나 협곡 혹은 범람원과 같은 주거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정부로부터 철거될 가능성이 낮

았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재정과 정책상의 한계로 주로 중산층이나 고소

득 계층을 위한 정상적인 주택의 건설에 투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공식적이지 않은 상태로 방치, 묵인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

계층의 무허가 정착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건축법

규나 정부의 규제에 어긋나는 주거지에 주택을 건설하며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Cheema, 1993:5). 하지만, 이들이 조성한 주거지의 열악

한 거주 환경과 불법성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도시 빈민에

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소득 계층과 지역에 까지 악영향을 전파할 수 있

는 위험성이 있다(Fernandes and Varley, 19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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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허가 정착지의 한계점과 해결 정책

(1) 무허가 정착지의 한계점

1960년대 Turner. J의 자조 주택의 건설과 무허가 정착지의 현지개

량방식이 도시 빈민의 주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서 무허가 정착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자조 주택 건설에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무허가 정

착지에 대한 한계점을 역설하는 연구자들 또한 많았는데, 그 중에는 대

표적인 진보성향의 도시계획가 Peter Marcuse가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

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고 그들 스스로 주택을 건설한 ‘무허가

정착지’가 주거지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10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8)

1. 무허가 정착지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공급할 수 없다.

2. 무허가 정착지는 개개인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중앙 집중식 의사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3.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들은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인

해결책만을 제시 할 뿐이다.

4. 무허가 정착치의 경우, 성공적으로 주거지 조성이 이루어진 사례

에 대하여 이를 매뉴얼화 하기 위한 평가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8) Neuwirth, R.(2006),「Shadow cities: A billion squatters a new urban world」Routledge

 p.295~3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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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5. 무허가 정착지에 건설된 주택은 공식적인 주택시장에서 거래

될 수 없으며,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

6. 무허가 정착지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못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

7. 무허가 정착지의 주거 환경 기준은 낮다.

8. 무허가 정착지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동적으로 반응한다.

9.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무허가 정착지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은 정착지의 공동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 한다.

10. 무허가 정착지에서 주민들은 당사자의 노동력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력 착취 측면도 있다.

Marcuse는 정착민들의 “나는 내 것을 가졌을 뿐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무허가 정착지의 구성원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적으로 주거

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의 토지 점유권 싸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허가 정착민이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불법점

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수지 타

산을 맞추며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허가로 그들의 주거지를 점유하고 있

는 것이다.

무허가 공동체는 가구당 오두막 형태의 주택과 작은 뜰을 조성하며

꽤 넓은 범위로 그들의 주거지를 구성한다. 이는 거주 면적을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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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 하지 않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그들 스스로 건설한 조악한 형태의 주택을 영구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기술과 재력을 축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궁극적으로 무허가 정착지는 그 불법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철거의

위협에 시달리며9) 본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Davis, 2006).10)

(2) 무허가 정착지의 해결정책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개발 도상 국가의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일

반적인 정책은 기존의 무허가 정착지의 밀집지를 철거하고 교외 지역이

나 저렴한 주택지에 재수용하는 하는 제도가 일반적이었다(Hardoy and

Satterthwaite, 1993:119). 이러한 철거와 재 정착지 조성정책의 부작용은

저 소득층 가구 들이 결국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그들의 주거지를 빼

앗기게 되는 것이었으며 교외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들은 생계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해 다시 도심으로 재이주 하는 경우가 많았다.11)

197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무허가 정착지를 도

시빈민의 단순한 주택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기 시작하였다(Yonder, 1998:59).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정부가 현지개량 정책과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나, 이러

한 정책은 Oberai(199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능력이 제한적

인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인프라 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무허가 정

착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여 이주민이 정착하기 어려웠다.

9) 김수현(2011), “무허가 정착지의 정책과 국가 역할: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p.37

10) Davis, M.(2006),「Planet of Slums」 London: Verso, p.19

11) (UNCHS,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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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또한, 부적절한 위치 선정과 주거지 조성에

있어서 높은 비용지불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

빈민들이 재 이주지로 선호한 지역은 고용의 기회가 있는 도심 부근이었

으나, 도심에 근접한 대지를 대규모의 주거 단지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다(Oberai, 1993:122).12)

2003년에 10월 UN-HABITAT에서 출판된 보고서 “Challenge of

Slums Habitat(2003)”13)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 문제를 포함

한 슬럼14)에 대한 해결정책을 다음과 같이 크게 묵인, 철거, 현지 개량,

재 정착지 조성 4가지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묵인(Negligence)

1970년대에 이르기 전까지 개도국의 슬럼에 대한 지배적인 해결 방

식은 바로 “묵인”이었다. 이 시기에 슬럼의 형성은 불가피한 현상인 동

시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도심 지역과 교외의 경제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재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슬럼의 개선에 대한 태도를 빠르게 취하였고, 저비용의 주택 프로그램의

실행, 꾸준한 경제의 발전은 주거 환경에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 자연스

럽게 도시 슬럼의 쇠퇴를 가져왔다.

12) Trondheim(2005), 앞의 논문, p.12   

13) UN-HABITAT 에서 기획, UN-HABITAT와 University College London Development

    Planning Unit의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한 보고서

14) 주거지가 지나치게 과밀, 위생 시설의 부재, 견고하지 않은 주거, 불법 적인 주택의 점유, 급

수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이를 슬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UN-HABITAT(2003b),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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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거(Eviction)

1970~1980년대의 일반적인 슬럼에 대한 대응 방식은 “퇴거”였다. 특

히, 중앙 집권된 의사결정이 지배적인 지방 자치가 약한 비 민주주의의

정치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강제 철거가 빈번하게 이뤄졌다.15)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과 정부와의 협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주 재

정착지와 같은 대안을 제공 받기도 하였으나 대개 퇴거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의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철거는

도시의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당연시 되었다. 기반시설의 건설과

치안 유지를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슬럼 거주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철거

의 압력이 행해졌다. 하지만 ‘철거’ 방식은 슬럼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도시 공간의 확장으로 슬럼의

철거와 재생산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16)

③ 자조주택 건설과 현지개량방식(Self help and Situ Upgrading)

“자조주택건설과 현지개량방식”은 슬럼이 지속 가능한 주거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성행하기 시작하였

다. 현지개량방식을 통한 슬럼 개선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이행 되어야 하는데, 첫 째, 기본적인 식수, 위생 시설, 도로와 같

은 도시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둘째, 슬럼 주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권이 인정되어야한다. 마지막

으로 자조 주택이 공식적인 주택 시장에 진입하여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

을 개선하고, 주민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15) Cohen, M.(1983), Learning by Doing : World Bank Lending for Urban Development, 
p.15

16) Murphy, D.(1990), A Decent place to Live : Urban Poor in Asia,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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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방식은 1970년 초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아래의 <표 3> 1980년대 세계은행의 주거지 프로젝트 소요 비용에 따르

면 현지개량방식을 통한 슬럼의 개선은 그 어떠한 다른 대안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Shelter Project 비용

Slum upgrading US$ 38

Core site and Service housing unit US$ 1,000~2000

Low cost public housing US$ 10,000

<표 3>1980년대 World Bank의 Shelter Project 소요 비용

자료: UN-HABITAT(2003) “Challenges of Slums”, p.130

하지만, 정부의 기반시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역 사

회가 공급된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

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주던 국제기관의 전문가들이 철수할 경우, 기존에

주거지를 담당, 관리하는 단체들은 모두 해체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기반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주거지의 열악한 환경

은 개선되기가 어려웠다. 급수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공동화장실과 샤워실은 급수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고 접근성도 낮아 이용이 비효율적이었다.

④ 이주 재정착지의 형성(Resettlement)

“이주 재 정착지 조성 정책”은 앞선 모든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지

만 그 중에서도 토지의 합법적 이용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 슬럼

거주민들과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 이주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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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의 대상이 되는 철거민은 보상법에 따라 가구 당 교외지역의

일정 필지의 토지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제공된 필지는 국가와 도시마

다 상이하였으며 철거민이 토지 대신에 현금 보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

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도 있었다(THDC 1998). 슬럼 거주민

들의 동의와 협조 아래 이주사업이 시행된 사례로는 인도 뭄바이의 철도

철거민의 재 정착지 조성 사례17)가 있다. 새롭게 조성된 재정착지의 형

성으로 이주민에게 토지 점유권이 주어졌지만, 현지개량방식이 가진 한

계와 마찬가지로 조성된 주거지는 주로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기반시설

의 접근성이 떨어져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강제철거

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도상국의 슬럼을 개선하기 위한 위와 같은 다양한 노력과 시도

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

험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슬럼의 주거환경은 그다지 크게 개선되

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개선책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

다. 더 이상 단기철거의 방식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효과적인 슬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 문제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 한국을 포

함한 여러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가지 정책을

무허가 정착지 및 도시 빈민층의 주거문제의 해결책으로 시행해 왔다.

뭄바이는 세계에서 무허가 정착지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뭄바이의 마하라슈트라주 정부는

1950년~1960년대에 대대적으로 무허가 철거정책을 펼쳤으며, 철거민에게

교외에 위치한 작은 필지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필지 외에 생활에 필요

한 물과 위생에 관련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철거민 모두에게 공급되지

17) NGO(SPARC), 철도 슬럼 거주민 연합(The Railway Slum Dwellers Federation), Indian 

Railways, the World Bank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UN-HABITAT(2003), 

Challange of slums, p.78)  



- 19 -

는 않았다.18) 또한, 재정착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등 행정상 문제가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들

은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재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의 재정문제로 인해 슬럼이 하나의 주거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현지개량방식이 도입, 기존 슬럼지역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이 실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구당 225sqf(약

8.8평)의 주거 면적이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무허가

정착지 거주 가구 중 1995년 이전부터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추가비용

없이,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개발업자들은 무허가 거주

지의 주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경우, 특정 용도의 대지를 추가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

적으로 대지를 또 다른 건설업자에 전매할 수 있었고, 개인의 이윤추구

를 위하여 더 높은 임대료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허가 정착민들은 기존의 무허가 정착지에서 이미

300~500sqf(약11.7~14평)에 해당하는 주거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화장실

과 식수를 불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수

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225sqf(약8.8평)19)로 제한된 면적의 전형적인 방

하나 구조의 아파트는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인원수가 많은 가구의

거주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하였으

며, 확장의 가능성이 없는 콘크리트건물에 답답함을 느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무허가 정착지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1940년대 후반 처음으로 출현

하였다. 터키에서도 무허가 정착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여

18) World Bank Working Paper No.99(1999), Resettle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Urban 
poor, p.30 

19) Neuwirth, R.(2006), 앞의 단행본,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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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1960년도 중반에는 세금감면을 통해 공공주택의

건립을 늘렸으며, 무계획상태에서 정착지의 철거는 허용되지 않았다.

터키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개발자 혹은 건설

업자 대신 주택의 건설과 임대의 규제기관을 자처하였다. 1970년대 후반

부터 1980년대 초반에는 무허가 정착지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이 정책들은 도시 가장자리의 급진적인 확장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계획의 목표는 불법거주 지역

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주택 건설

의 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는 주택의 건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들이 정립되었다. 또한,

무허가 정착지를 제도적,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Gecekondu’ 거

주민은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Gecekondu’ 주민의 인터뷰

에 따르면 그들은 공공서비스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정치적 행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토지와 서

비스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집단적인 표결 방식을 영리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다.20)

20)Aylin,B.Y.(2005), Informal Istanbul Potential of the Gecekondu and Alternatives to 

Redevelopment in the Case of Karanfilköy Aylin Brigitte Yildirim :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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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 안정화의 조작적 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

국 헌법 제 151조의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조항이

다. 그 이후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하여 각국의 헌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정한 주거(The human right of adequate housing)’에 대한 권

리21)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eation of Human Rights)의 25조

(1)항에서 처음 언급 되었는데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는 범 국가 차원에

서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약속 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

의 합법적 토지 점유, 유효한 공공 서비스의 이용, 거주 가능한 주택의

건설, 생계유지의 수단과의 접근성, 문화적 동질감을 포함하고 있다.22)

주거에 관한 조건과 권리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거처’로서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관계와 자

아 정체성’의 의미이다. 먼저 물리적 실체, 혹은 물리적 시설물로서 집이

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활동에 불

편이 없어야한다.

주거권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의 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사

람의 인간다운 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

리를 말하며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

21) COHRE(2000), The Human Right to Adequate 1945-1999 :Chronology of United 
Nations Activity, p.20

22)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에서는 적정한 주거를 위한 권리

를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Legal security of tenure 2)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and infrastructure, 3) Affordability, 4) Habitability 5) Accessibility 6) Location 

7) Culturally adequate (UN-HABITAT(2003),“National Report for Habitat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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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책임이 주어진다.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

하거나 항구적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

존의 불량하고 주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주택에 대하여 그 수준이 지속적

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23)

무허가 정착지의 주거 환경은 이러한 ‘주거권’에 반하는 요소들을 가

지고 있으며,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서 무허가 정착지를 해

결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 가운데서는 ‘주거지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 된 경우도 많다. 특히 재 정착지의 형성 사례에 있어서 공지형

태의 토지만 제공하였을 뿐, 기타 기반시설과 주택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지가 주거지로서 물리적 안정을

이룬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거지의 안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주거지에서 주민은 토지의 합법적 점유권

을 소유해야 하며, 두 번째, 외부의 각종 위협 요인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이 건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사례인 광주

대단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리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토지 점

유, 주택,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김형국(1998),「불량주택 재개발론」,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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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무허가 정착지 문제와 해결

1) 서울의 도시화와 주택부족 문제

서울은 일제 강점기(1910-1945)와 한국 전쟁(1950-1953)을 거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약 20~30만을 유지해

오던 서울의 인구는 35년의 일제강점기 동안에 5배 가까이 성장하여 인

구 1백만을 넘기게 되었고, 주택 부족율이 40%나 되는 등 극심한 주택

난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무허가 불량주택은 1939년, 약 4,000채(2

만명 수용)로 집계되었다.

이후 한국전쟁(1950-1953)이 발발하자 북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줄었던 서울의 인구는 다시 15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5년 뒤인 1960

년의 서울의 인구는 약 240만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계층

은 서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무허가 불량주거지를 확

장시켜 나갔다. 1961년에는 서울에 4만 채가 넘는 무허가 불량주택이 있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도 서울의 인구증가는 계속되었다. 1966∼1970년 무

려 60여만 명이 이농(離農)해 서울에 정착하였다. 1966년 당시 서울의

인구는 이미 400만 명에 육박하였고24) 1967∼1970년 총 14만598동의 판

잣집이 세워졌다.

24) 김국현(2014),“1960년대 서울의 공간 문제와 광주대단지 사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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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기반시설 사용에 부담을 주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도시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주택부족 문제였는데,

1960년까지 40% 미만이었던 주택 부족율은, 1966년 50%까지 급증하였

고, 이 무렵에 서울에 거대한 판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주택 당 가

구원수도 1958년 평균 8.8명에서 1966년 평균 10.5명으로 증가 하고 주거

환경도 점차 열악해졌다.25)

1960~1969년 서울의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연평균 27.6%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빈민이 정상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

기 때문에 도시 빈민들은 대개 국·공유지나 미개발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기존에 형성되어있던 무허가 정

착지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갔다. 아래의 <표1> 1960년대의 서울시의 무

허가 주택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1966년과 1967년 사이의 무허가 주택의

증가율은 무려 40.8%로 집계되었다. 인구증가에 대응하며 서울이 외곽지

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무허가 불량주택지도 도심주변 뿐만 아니

라 교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당시 서울시의 이러한 도심인구 과밀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외곽 지역개발이나 중간계급의 교외화 현상이 광범위하

게 일어나지 못했다.26)

25) 서울특별시시편찬위원회(1983),「서울 600년사」, p.525

26) 장세훈(1989),「불량촌과 재개발」,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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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무허가 주택 수(채) 전년 대비 증가 수(채) 연평균 증가율

1961년 이전 55,887 - -

1962 75,141 19,254 27.4

1963 90,505 15,364 20.4

1964 108,232 17,727 19.6

1965 128,644 20,412 18.6

1966 136,650 8,006 6.2

1967 192,371 55,721 40.8

1968 228,851 36,480 19.0

1969 269,065 40,214 17.6

<표 1>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증가 현황(1961~1969)

자료: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제6권(서울특별시, 1996), p.665

2) 한국의 무허가 주택 해결정책

1966년 서울의 인구가 4백만 명에 이르게 되고, 무허가 주택이 점차

증가하자, 서울시는 도시의 개발을 위한 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만성적인 무허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4월, 김현옥이 시장으로 부임하였고, 김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

예산의 50%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후, 무허가 정착지

의 정리에 대한 연구와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김현옥 시장은 1967년

과 1968년에 무허가 건물지대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대책을 마

련하였다27).

27) 서울시편찬위원회 1996, 666~671; 손정목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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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화 정책

양성화라 함은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들에 자재비를 보조하여 집

을 개량하고, 대지는 저렴한 값 또는 무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양

성화정책은 서울의 이농민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내 집이 된다는

식의 선심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1967년 한 해 동안 어느 해보다

많은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다.28) 결국 이 방식은 무허가 정착지의 정리

방식으로서의 지속성을 갖지 못한 채 중단되었는데, 1970년 5월의 서울

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자료에 따르면, 그 실적도 7,781동에 불과했다.29)

이는 아래의 <표2> 서울시 「불량건물 정리계획」(1967)에서 밝힌 목표

량 46,000동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30)

구분 목표량
평균 증가율

1967 1968 1969 1970

대단지 조성 계획 76,650 -1,002 26,650 25,000 25,000

불량건물 개량 계획 46,000 1,002 24,998 20,000

시민 아파트 건립 계획 14,000 107 2,630 5,260 6,003

합계 136,650 1,109 54,278 50,260 31,003

<표 2> 서울시의「불량건물 정리 계획」(1967)

자료: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69 시정연사」(서울특별시, 1969), p.123

28) 실제로 1967년 한 해 동안 개량 실적은 5,000동에 그쳤을 뿐이었으며, 1970년대에 대부분의 

지역(94%)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등 정착지 조성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1983년 이

후 합동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철거민 투쟁이 벌어졌으며, 철거와 재이주의 과정을 겪어야

만 했다. (서울특별시시편찬위원회(1983),「서울 600년사」, p.520)

29)최유리(2013), “1960년대 서울시 무허가 주택 문제 : 박정희정권 시기 무허가 주택 철거와 철

거민 대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5~106 

30) 김국현(2014), 앞의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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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아파트의 건설

양성화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서울시는 두 번째 처방으로 시민아파

트 건립 정책을 제시하였다. 1967년 서울시장은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5~8평 규모의 시민아파트 2,000동 9만여 채를 건립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한다.31) 시민 아파트 건설사업 방식은 서울시가 아파트의 골조

만 건설한 다음, 입주자가 내부공사 일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주금 없

이 호당 20만원씩 1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연리 8%의 이자

와 관리비(한 달에 약2,300원)를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었다.32) 그러나 당시 무허가주택 거주민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생계를

꾸려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거비용의 발생은 철거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이었다.

시설비나 아파트 관리비등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입주능력이 없는 대

다수의 철거민들은 입주권을 중간 계급에게 전매하고 다시 무허가 건물

을 지어 살거나 주택비가 싼 곳으로 재이주 하였는데, 그 수가 전체 철

거 가구의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철거민의 입주 실적

이 저조하자 김 시장은 입주 능력이 없는 철거민은 광주대단지로 이주시

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33) 서울시는 시민아파트건설이 중산층에게

호응을 얻자 예산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을 늘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청천동의 와우아파트 5층

건물 한 동이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 4개월 만에 무너져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이후 시민아파트 건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

다.34)

31) 김국현(2014) 앞의 논문, p.17 

32) 국가기록원 기록물(1969), “1969년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 기본계획” 내용 참고  

33) 최유리(2013) 앞의 논문, p.17 

3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5), 앞의 책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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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 정착지의 조성

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은 일제 강점기 하에 기점으로 대규모 수재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이나 도심의 철거민들을 외곽 공유지에 이주

시키는 정책으로 1900년대 초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었다. 서울시

는 단속과 철거방식을 통해 무허가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무허가 정착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시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35)

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은 서울시 입장에서 앞선 다른 정책과 비교해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정책으로 정부가 가장 선호한 방식이기도 하

다.36) 정착지 조성 정책은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가구당

8~10평씩37) 나누어 점유 토지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그곳에 판잣집이나

움막집을 짓고 살되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은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합계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공원용지 하천

주택동수 48,718 22,185 23,741 2,792 5,942 6,793

면적(평) 930,686 462,342 432.093 36,241 118,884 164,635

풍치지구 도로 제방 임야 주거지역
개발제한

구역

주택동수 867 219 522 19,422 11,479 3,474

면적(평) 8,959 4,140 5,220 378,451 184,640 64,936

<표 3> 서울시 집단이주 정착현황(1958~1972)

자료: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불량촌과 재개발」(나남, 1989), p.194

35) 김광중 외2(1996),「서울시 주택 개량 재개발 연혁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78

36) 김국현(2014), 앞의 논문, p.17

37) 박기범(2005),“주택관련법제에 따른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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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3> 서울시 집단 이주 정착 현황(1958~1972)을 보면, 철거민

에게 분양한 토지는 시 외곽의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대부분 비주거용의

국·공유지 토지였으며, 정작 주거지역은 20%에 불과38)했다.

이후 조성된 이주 정착지의 7%에 해당하는 65,000평이 개발제한 구

역에 편입된 것은 정착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생계대책마련이 매우 미

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세대

당 제공된 평균대지 면적이 8~10평 수준으로 이는 건축법의 정상 주택

최소 기준치(27평)39)에 훨씬 못 미치는 면적으로 사실상 무허가 정착지

의 ‘장소적 이전’과 다름없는 것이었다.40)

연도 이주 정착지 조성 무허가 주택 철거 동수 무허가 주택 수

1970 13,556 13,556 173,998

1971 7,041 7,041 168,307

1972 2,033 6,554 163,543

1973 1,486 4,936 155,467

1974 272 5,964 149,503

1975 18 20,039 135,326

<표 4> 철거민 대책의 연도별 추이(1970~1984 ) (단위: 동)

 자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96), 서울 600년사 제 6권, 서울특별시 재구성

38) 김수현·전홍규(1998),「철거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39) 건축물의 최소 대지 면적은 1967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동법 제 39

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그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90m²(약27평) 이상

의 범위 내에서 그 최소 대지 면적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있다. (박기범(2005), 앞의 논문, 

p.36~37)

40) 김국현(2014), 앞의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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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주정착지 조성정책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장 손쉬운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책이 가진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정착

지에 대한 대안으로 꾸준하게 시행되었다. 1958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

까지 17년에 걸쳐 모두 약 20개의 지역에 무허가 정착지가 설립되었는데

1958년 미아리 정착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

이 실시되었고, 위의 <표4>의 철거민 대책의 연도별 추이(1970~1984)를

살펴보면, 1970년에 가장 많은 이주 정착지가 조성되었으며, 1975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성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72년말 까지 48,718동 64,140가구 30여만 명이 시 외곽 98개 지구

930만평에 정착하였는데, 이때 형성된 대표적인 집단이주 정착지 지역으

로는 중계동, 상계동, 목동, 사당동, 봉천동 등이 있다.41)

이주 사유 시기 이주 지역 필지 규모

화재민, 수재민의 이주 1955~1967

미아·상계·쌍문

도봉·연희·용암

남가좌

6~30평(평균10평)

도시 계획 사업 1961~1972

정릉·미아·번

창동·거여·마천

상계·중계·연희

홍은·수색 남가좌

7~30평(평균8평)

난민 이주 1957~1972
사당·봉천·신림

구로·시흥·아현
7~35평

판자촌 철거 이주 - 가락·미아·상계 6~20평

<표 5>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 사업의 유형(1955~1972)

자료: 서울특별시 편찬 위원회(1996), 서울 600년사 제6권, 서울특별시: 집단 이주 정착

지 조성사업의 유형 재구성

41) 서울특별시(2014), 앞의 보고서,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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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각 지역에 형성된 정착지는 주로 주거에 부적합한 미개발 상

태의 임야, 하천, 구릉 지역이었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42) 또한, 부지가 국·공유지

였기 때문에 건물은 건축법상의 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로

이들의 주택은 여전히 불법인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

하였고, 대다수의 집단이주 정착지들은 서울 도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이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생계수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교통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재이주를 하였다. 1970년대 형

성된 서울 시내의 많은 무허가 집단 이주 정착지들 중 대부분은 1983년

이후 합동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되었으며 점차 늘어나는 철거민들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서울시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주정착지

를 조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정착지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에서 25km 떨어진 광주군 중부면(現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에

한국 최초의 위성 도시의 건설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최초의

신도시 개발계획인 1968년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이었다.

광주대단지의 경우에도 이전의 다른 무허가 정착지와 마찬가지로 택

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필지를 구획하여 이주민들에게 분양

하였고, 기반시설은 철거민 이주 이후에 구축되었다. 광주대단지 내의 이

주민들은 등록을 통해 토지 및 주택을 합법적으로 점유하였으며, 도로

및 전기, 식수와 위생 처리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보급되면서 주거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2) 김수현(1996), “한국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p.40  



- 32 -

4. 선행연구의 고찰

무허가 집단이주 정착지의 개발과정과 특성 연구로 기존 논문들을 고

찰해 본 결과 방법론적으로 유사한 연구로는 무허가 집단 이주 정착지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선행연

구로서는 연구의 분석 대상지인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가 있다.

1) 무허가 집단 이주 정착지에 관한 연구

도시 사회적 측면에서 강제철거 이주민들의 재정착에 대하여 연구한

김진훈(1986)은 도봉구 상계동의 재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생

활실태, 지역이동 경로와 동기, 주거 이동경로 및 동기, 주거 환경 변화,

구매형태, 심리적 적응, 공동체 의식, 재개발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

다. 철거로 인한 집단 재정착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급격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것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재

정착 계획이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정착지의 물리적인 특성 외에도 조성단지의 이주민들의 생활상에 관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도시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심층 조사한 조은·조옥라(1987)의 연구는 1960년대에 형성되었던 도

시 무허가 정착지들 중 1980년대에 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저소득 층 밀집 지역인 사당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직업, 거주 환

경, 생활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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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주민들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직, 고용 및 여타 사회관계

연결망, 지역 사회 문제들, 생활양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는데

이주민의 문제가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역

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 무허가 정착지 주민을 위한 적정 주거지 개발 방안을 제안한

조용훈(1991)의 연구에서는 서울 무허가 정착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생적 정착지와 집단 이주 정착지의 사례 지역을 선정해 실측조사와 주

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집단이주정착지 사례로는 봉

천 3동과 신림7동을 선정하였다. 무허가 정착지는 도시에 적응하는 도시

주택의 원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유형별 대상지의

건축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주민의 주 요구를 종

합 분석하였다.

정착지 특정 지역인 ‘신월 6동’을 대상으로 정착지의 변천 과정에 대

해 연구한 안화연(2008)은 1970년대 서울 외곽 지역의 이주민 정착지로

형성되었던 ‘신월 6동’ 재정착지가 서울 지역의 주거지들과는 어떻게 다

른 형상으로 변화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정착지 조성이 토지구획정리 사

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정착 주거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속

에서 형성되었던 지역인 '신월6동'의 재정착지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

고, 주거지로서의 정착지의 변화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신월 6동’의 사업부지의 토지공유지분과 건물의 구분등기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역

이 재개발에 쉽게 노출 되지 않아 1970년대의 필지 분할 당시의 모습을

유지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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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연구

광주대단지 사업의 주체별 갈등 구성에 대해 연구한 권락용(2012)

은 성남 본 시가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체 별 갈

등 내용의 과정과 해결 방법을 통해 대규모 이주 시 발생할 수 있는 도

시 문제에 대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8.10 광주대단지 사

건이 대단지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 정책실행을 도

출해 냈으며, 이를 통해 도시빈민층이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60년대의 공간문제와 광주대단지사건에 집중한 김국현(2014)의 연

구에서는 광주대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대단지사건의 전개

와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주민들의 난동이 아닌 불

의에 대한 저항이고 항거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광주 대단지 사건에 집중하는 또 다

른 연구로는 김수현(2006)의 연구가 있는데, 광주대단지사건의 전개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광주대단지사건의 원인과 주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재해석하여 사건의 원인이 국가의 재정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0년대

국가 주도적인 도시계획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위기가 정치적위기로 확산

되는 과정을 광주대단지라는 공간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연구들은

1980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무

허가 정착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조성당시의 모습을 간직 하며 주거지의 안정

을 이룬 현존하는 무허가 재 정착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다루는 선행 연구에서는 광주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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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자체에 집중하며 사건 이전의 개발의 갈등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8.10 광주대단지사건 이후, 경기도로 사업이

이관된 후, 광주대단지의 개발과정의 도시 계획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대단지 사업이 앞선 무허가 집단 이주 정

착지 조성사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과정

에서 사라지지 않고, 저소득층 주거지로서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고 있으며, 광주대단지를 한국의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설정 하여 주거지 안정화를 이룬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5. 소결

도시의 무허가 정착지의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도시의 형성과 인구

집중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였다. 불법적으로 점유한 땅위에 스스로 건설

한 주택에 거주 하는 형태의 무허가 정착지는 철거의 위협과 열악한 주

거환경으로 인해 주거지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며 각국

의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인구 집중 문제를 겪으며, 무허가

정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성화, 시민아파트 건립, 집단 이주 재정착

지의 형성 정책들을 시행한바 있으며 현 시점으로 47년이라는 시간이 지

난 이후에도 현존하고 있는 집단이주 정착지 사례인 광주대단지 조성사

례가 있다. 하지만 광주대단지의 개발과정의 도시 계획적 측면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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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대단지를 한국의 집단이주정착지 조성사

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정하고 현 시점까지 대표적인 저소득층의 주거

지의 역할을 하게 된 과정과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의 사례

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광주대단지의 조성사업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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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지와 서비스 방안의 주거지 안정화 요인

국가에서 철거된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을 위해 일정 크기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주민 입주 이후 각종 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차

원에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는 1970년대 한국에서 시행된 무허가 집

단 이주 정책사업과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무허가 집

단 이주 정착지의 개발과정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시행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가의 주택 정책에 있어서 매우 대표적이고 혁신적

인 것이었으며, 1970년 이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다.43)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심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1970년대 초 개발도상국

정부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관들은 무허가 정착지를 도시빈민의

단순한 주택문제로 여기지 않고,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다(Yonder, 1998:59).

43) Stephen K. M(1987), The Economics of Low-Cost Housing in Developing Countries,  
Vol.1, NO.2: 3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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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1940년대 처음 부지와 서비스 정책이 시행된 곳은 남아프리카의 칠

레,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44).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인

국제기관의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70년도 유엔(UN)세미나에서

개도국의 빈민을 위한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

되었다. 1970년 이후 Turner(1972), Mangin(1970)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

은 저소득층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주거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우호

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가에서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지불 가능한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주거환

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45) 그 중에서 자

조주택 프로그램으로 인식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46)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이 이 방

식을 채택하였으며 세계은행으로부터 다수의 관련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

원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1972년 세네갈을 시

작으로 다수의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은 1984년에 추가적으로 68개의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

해 한해 평균 2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44)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1983),Vol.1, NO.2: p.301-335 

45) Turner, J.(1972), Freedom to Build. New York: Macmillan, p.30

46) United Nation, Improvement of Slums and Sqatter Settlements(1971), New York:UNM 

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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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용 지원 금액

Senegal (1972)
15,600필지,

9ha 개량
IDA $18.0 credit

Nicaragua (1973) 5,900필지 IDA $8.0 credit

Botswana(1974)

Francistown

1,800 필지,

주택1,000채 개량
IDA $3.3 credit

El Salvador (1974) 7,000필지
IDA credit $6.0;

loan $2.5

Indonesia (1974)
18,000 필지,

1,950ha 개량
IBRD loan $25.0

Jameica(1974)
6,000필지,

주택 2,750채 개량
IBRD loan $15.0

Republic of

Korea (1974)
2,000필지 IBRD loan $15.0

United Republic

of Tanzania(1974)

10,600 필지,

주택 8,800채 개량
IDA credit $8.5

Zambia (1974)
12,000필지,

주택 17,000채 개량
IBRD credit $20.0

<표 6>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millions of US$)

자료: Philip M. Hauser ,Robert W. Gardner, “Population and the Urban Future”(1998)

IBRD, “Site and Services Projects Survey and Analysis of Urbanization standards

And on –site Infrastructure”(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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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와 서비스 방안의 개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도시빈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주택이 양적으로 빈민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이 충분 하게 공급된다고 해도 빈민

들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주거비를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그들이 거주 하고 있는 불량 촌을 개량하거나 적정 부지

를 마련해 재 이주하여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점진적 개

량 및 개발 방식으로 도시 빈민들의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그대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47)

‘부지와 서비스 방안’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무허가 정착지 해결 방

식들 중에서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의 인프라의 제공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권을 제공하는 방식48)이다. 가난한 빈민들에

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정부에서 제공 하고, 주민은 가족의 노동

력의 동원 하에 점진적으로 주택을 스스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는 주택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경우 공공용지를 장기 저리로 불하는 방

법, 장기로 토지 이용권만 부여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확보 문제는 이전까지 불안했던 토지 사용 권리를 합법

화 내지 정부가 인정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는 정부에서 소

방도로의 확보, 상·하수도의 건설, 전기 시설 및 초등학교, 보건소 등의

47)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1

48)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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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들의 개선과 제공을 의미한다.49)

부지와 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은 이주민에게 일정 부지를 분양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확보하고 구획하는 것이며,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다.50)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집행 기관은 대부분 정부 산하의 기관이거나, 주택청(Housing

Board)과 같은 지방자치기관이다. 정부를 비롯해 비 정부기관, 자발적

조직을 포함하는 사업의 주체는 기반 시설 건설의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이주민 스스로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자조적인 가구의 노력이나, 주변 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유휴 노

동력의 이용이 극대화된다. Rodell(1983)51)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최소한

주택 건축에 따른 노동 비용은 가구 스스로 해결하게 되며 선택적으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조주택 주민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게 되

고,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건축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비용이

장기에 걸쳐 발생되며 이주민들은 그들의 재정 상태와 자원의 확보 수준

에 맞춰서 그들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원활

한 사업수행을 위해 저렴한 건축자재의 구입 요령, 정부기관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주택금융의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

루어져야한다.52)

부지와 서비스방안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정부와 가구의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49)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1

50) Swan, Peter J.(1983), Management of Sites and Services Housing Schemes: The Asian 
Experience : Rotterdam: Institute of Housing Studies, p.21

51) R.J.Skinner and M.J.Rodell(ed),op.cit p.22

52)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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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적용될 유형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3)

2) 부지와 서비스 방안의 유형

부지와 서비스 제공 정책은 다수의 방법으로 변화하면서 활성화되어

왔다. 이는 최소한의 ‘허용’ 주택의 조건과 이주민의 재정상태 간의 균형

을 유지 하려는 시도의 결과였다.54)

정부가 제공하는 일괄적인 주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경

우, 정지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의 공지의 필지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

간 단계에서는 식수가 공급 되고, 전기 위생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포

함되어 있는 ‘서비스 필지(serviced site)’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각 필지

에 제공 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로는 ‘유틸리티 벽(utility wall)’의 설

치를 들 수 있다. 이 벽은 수로, 배수구, 하수도와 전기 시설이 연결되는

곳에 세워지는 시설로, 이주민들은 이 설치물 주변에 집을 건설하고 각

자 연결하여 식수 및 전기를 공급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이 시설을 화장

실이나 부엌을 포함하는 위생시설의 중심부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오

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필지에 욕실이나 변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55)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자조적 노력을 요하였으

나, 공급하는 필지 이외에 주택건설의 기초가 되는 기둥은 종종 ‘주택청

(Housing board)’과 같은 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서는

53) 하성규(2005),「주택 정책론」,p.435

54)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1983)Vol.1, NO.2: p.301-335 

World Bank (1974) Sites and Services Projects A World Bank Paper. Washnigton D.C.: 

The World Bank.

55) Laquian,A.(1983) Sites, Services and Shelter - an Evaluation Habitat International 

Volume 7, Number 5/6, pp. 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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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부엌이 설치되어있는 ‘Core’주택이나 지붕 구조와 ‘양쪽 측면

벽이 세워져있는 형태의 주택(shell house)’을 건설하여 필지와 완공된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56) 위와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단계는 구현기관의 재정능력과 원조대상이 되는 인구의 규모에

와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2. 부지와 서비스방안의 평가와 주요 요인

1) 부지와 서비스 방안의 평가와 한계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장점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문제들과 추정방식의 오류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돌아갔다.

계획가들은 그들이 선정한 부지에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기존의 환경

을 개량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기를 희망했지만 주거환경

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주민들의 재이주가 일어났다.

개도국 정부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논의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젝트들이 시행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성

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표7>는 세계은행에서 지원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성과를 종

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세네갈 다카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의 경우 도심

원거리에 주거지가 조성되어 이주 후 7년이 지나도록 몇 안 되는 수의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그쳤다.

56) http://www.gdrc.org/uem/squatters/s-a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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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수도 사판프 팔레이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의 경우 고용기

회와 서비스가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재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제공한 필지에 주택이

건설되지 못하고 공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Evaluation of project

Senegal(1972)

이주민에게 제공된 14,000필지 중에 1,700 개의

필지에 주택이 건설, 재정과, 숙련된 인력의 부족과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과 실행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

였으며 이주민의 토지에 대한 등록이 장기간 동안 이

루어지지 않아, 공지로 남아 있는 필지가 많았다.

Zambia(1974)

이주민에게 제공된 총 7,000개의 필지 가운데 절

반에 가까운 필지들이 수혜의 대상인 철거민이 아닌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한계를 보였으며, 등록에 지연

이 일어나 기반시설의 공급에 지연이 생겨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El Salvador(1974)

1978년에 사업이 완료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시행

된 이후 6년이 지난 후인 1980년에도 계획의 과반 수

이상인 5,886개의 유닛이 건설되지 않고 필지는 공지

로 남았다.

<표 7>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자료: Elvauation of Shelter Programs for the Urban poor(1982), 내용 재구성

1972년 시행된 세계은행의 첫 부지와 서비스 주거지 프로그램이 실

행되었던 세네갈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도인 다카 시내에서 약 11km 떨

어진 곳에 새로운 정착지가 조성되었다. 부지에 정지사업이 완료된

14,000개의 필지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전력공급, 식수, 위생 시

스템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각종 교육 시설과

상업시설, 문화 시설, 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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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자조주택의 건설은 기대한 것 이상으

로 주택재고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과 숙련된 인력의 부족을 비롯한 문제의 발생으로 이주민에게 제공될 예

정이었던 14,000개의 필지 중에 1,700개의 필지에만 주택이 건설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세네갈 다카에서 시행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었

는데 먼저, 몇 년에 걸쳐 완성된 정부의 주택 및 공공시설의 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주민들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

으며 대다수의 저소득층의 가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또한, 다카 도

심에서 7km 떨어진 곳으로의 이주는 건설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

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관계부처의 이주민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기술

지원의 부재로 인해 필지 등록 및 주택건설의 지연을 가져왔으며 많은

인구가 기존의 무허가지역으로 재이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인구 유입과 건

축 재료의 가격 상승 및 사업 부지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일어났으며

이는 이주민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 결국 중산층

의 유입으로 인해 정작 정책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지 못하

는 한계를 보였다(Dougl as H. Keare, Scott Parris.1982:30).

각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의 경우 제공된 필지의 크기와 규모, 이주

규모와 기반 시설의 공급 시기는 국가마다 상이하였지만 사업의 성공 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57)

57) World Bank “Sites and Services Projects A World Bank Paper(1974)” 부지와 서비스 프

로젝트의 평가 보고서, 프로젝트 수행의 지연과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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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와 같이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

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상에 맞는 요구에 우선적으

로 협조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의

공통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지와 서비스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

가의 기준이 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주거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주민의 고용과 생계유지

땅 값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주민들이 집단 이주 할

경우 그에 따라 이주민들의 생계의 유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

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존의 생계수단과 단절된 상태의 이주

민들의 고용과 경제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상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단기

적으로는 사업 대상지에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들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

에 이주민들을 직접 고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고

용과 생계 및 구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세계은행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58)에 따르면, 사업

초기 이주민의 직접 고용 방식이 이주민들의 정착에 큰 효과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세네갈의 다카(1974)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부지 내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 이주민 중 10%에 해당하는

58) Douglas H.(1982), Evaluation of shelter programs for the urban poor : principal 
findings :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umber 547, p.32 



- 47 -

약3,700명의 인구가 고용되었으며59),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총 4.2백만

달러의 임금이 주어졌다. 이는 기존 계획의 고용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었고, 임금도 예상 보다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고용에

있어서는 14개의 조직 협력체가 사업지 내의 이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건축자재 상점, 제과점과 같은 상업시설들이 이주민의 고

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60)

엘살바도르보다 작은 규모의 이주 사업이었던 잠비아(1974)의 경우

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667명의 인구가 프로젝트의 주택 및 기반시설의

건설현장에 고용되었으며, 그들은 해마다 1백만 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이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5개의 고용정책이 실행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이주민 가구 중 500가구가 최초의 프로젝트 건설

사업에 투입되었으나, 이주민 외의 추가 유입된 인구가 고용되는 등 고

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주민의 추가 소득에 있어서는 이주민들은 그들이 소유하게 된 주

택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구의 생계유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비아(1974)의 경우, 이주민의 20%에 해

당하는 인구의 가구 소득의 25%를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가구의 여성구성원을 필두로 그들 스스로 주택의 주거 환

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엘살바도르

(1974)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주민들이 임대수익을 통

해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실질적인 생계수단이 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행된 나라들 중 거처하는 곳의 일부를 임대 놓

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주민의 경제 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만드

는 경우도 있었다.61)

59) World bank(1980), The Republic of El salvardor for a site and services project ,p.44 

60) Douglas H.(1982), Evaluation of shelter programs for the urban poor : principal 
findings :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umber 547, p.35 

61) World Bank(1974),Site and services projects survey and Analysis of Urbanization 
Standards and On-site Infrastructure, p.21 



- 48 -

(2) 비용책정의 적절성

무허가 정착지 철거민의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는 교통수단이나 기반

시설의 이용에 대한 비용은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합법적 점유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부

여하기 위해 토지를 불하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등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의 이주민이 접근가능한 수준의 가격 책정에는 어려움 따른다.62)

도시의 공공서비스 및 주택과 관련된 주거비의 ‘지불 가능성’은 저소

득 계층 가구주의 매달 수입과 비교해 주거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잠비아의 경우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의 건설비용의 1/5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1974)의 경우에는 질이 좋은 부지와 서비스 프

로젝트의 주택 건설비용은 전형적인 주택 건설비용의 반 정도에 그친 것

으로 조사되었다(Keare and Parris 1982). 주택 디자인의 기준에 대한

변화는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World Bank paper(1975, p.5)에 따르면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기반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진행시에 주민들의 자조적 노력과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부지 및 하부 구조 시설물 등의 공공서비

스의 충분한 제공이 따라야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과 정부는 도시 저소

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도시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비용이 적절하지 않게 설정될 경우 여러 가지의 부작용

62)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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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수 있다.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주민들은 그들의 수입에

맞지 않는 금액을 주택건설에 투자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3) 이러한 이유로 불균형적으로 더 부유한 가구

주에게 이득이 축적되기도 하였다(Cohen1983).

케냐, 나이로비, 단도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지와 서비스 혜택 대

상자 의 과반수 상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필지를 중산

층 혹은 고소득층에게 전매하였다. Keare와 Parris는 부지와 서비스 프

로젝트에 있어서 수혜를 입은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 소득 계층이라

고 주장한다(Keare and Parris 1982).

(3) 사업주체의 행정력

사업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능력의 한계와 수행능력의 미달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시기적절하게 보급되지 못해 안정적인 주거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주민들의 재이주로 이어져 많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가용 토지의 부족과 높은 가격이 도시

의 변두리에 자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입지는 적어도 초창기에는 교

육 시설과 건강 시설, 보안등, 통신시설, 시장, 유흥시설로 부터의 접근성

이 떨어지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잠비아의 경우에 도로의 건설은 프로젝트 부지에 작은 비즈니스들이

공급되는 것을 도왔다.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넘어섰고, 사적인 영역에서 고용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권

유하였다. 불충분한 전력 공급, 식수의 공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

만, 가구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거 서비스의

중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63) 하성규(2005),「주택정책론」,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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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경우 적어도 85%의 부지와 서비스 사이트의 도시의

저소득층의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주하였고, 소득계층에서 하위

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는 주로 십 분위 수에서 3

번째 4번째 5번째였다. 하지만, 바로 다른 소득 계층으로 채워지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비아(1974)의 경우, 이주민의 60%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형적인 현

지개량부지에서 이주해왔고, 최저 소득계층의 20% 는 도시인구로부터

왔다. 사업의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발

생하였지만 50%의 주민이 체납금이 밀려있었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특정 소득계층에서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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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

서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보았을 때, 부지와 서비

스 대상지의 주거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의 <표8>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

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무허가 이주 정착지

인 광주대단지 사례를 재분석 하고자 한다.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주거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대상지 위치 선정

Location

고용 문제 해결

교통 수단 계획

사업부지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이주민

인력 시장까지의

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② 적절 비용의 책정

Cost Affordability

토지불하가격(상환액)

저소득층의 월 수입액에 대비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공공서비스 이용비

주택 건설 비용

③ 사업 주체의 행정력

Administrative power

행정의 일원화

기반시설 공급의 속도

정부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표 8>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 주거지 안정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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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

1. 계획의 수립과 변화

광주대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가

시적으로 무허가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여야 했던 정부와 서

울시는 서둘러서 광주대단지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급하게 추

진되기 시작한 광주대단지 개발은,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

경과 수정이 가해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1966년부터 시가지 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정리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을 추진하였고, 이 계획은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개년 동안 건설하여

행정 통제 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 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은 1967년 7월 18일 적절한 지

역을 골라 그 지역의 토지를 일괄 매입함으로써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

하여, 1968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3년간에 10만 5천가구, 50만명에서 60

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수용할 계획을 발표한다.64) 다시 수정된 안은

「광주 중부면 주택단지 조성계획(1968)」으로 총 500만평의 토지를 확

보하여, 10만가구, 총 55만명의 인구를 이주시키려던 계획이었으나, 1968

년 일차로 확보하려던 300만평의 토지에 같은 수의 세대와 인구를 단 3

년 안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도로와 상수도 및 택지정리 이

64) 손정목(2003),「광주대단지 사건」, 도시문제 38권 42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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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별다른 기본 시설 계획은 없었고, 「대단지주택지조성계획」(1966)

에서 명시되었던 기본적인 도시 시설 계획도 빠진 채, 그냥 철거민 이주

라는 명목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이「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구 일대의 경영사업 계획(1968)」으로 확정되어 5월 7일자로 건설부

인가를 받게 된다.

광주대단지 개발은 명목상의 사업주체가 서울시였던 것 뿐, 사실상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되고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행된 일종의

국책 사업이었다. 광주대단지 개발의 목적으로 나온 철거민 이주는 정치

적으로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광주대단지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각종

협의회를 만들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65)

구분 개발계획수립당시 사업실시시
경기도로 단지 개발

사업 인수 후

1. 개발 방향

서울시 무허가 철거민

정착을 위한 대단지

조성

주택도시로 개발하여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위성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함

서울의 위성도시, 경공업

전원도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자치 도시로 설정

2. 사업 기간 1968~1970(3년) 1968~1970(3년) 1971~1990(20년)

3. 목표 연구 50만명 32만명 50만명

4, 토지

이용계획

택지조성150만평

공장부지40만평

택지조성 180만평

공장부지24만평

택지조성190만평

공장용지 24만평

<표 9>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 내용의 변천 과정

자료 : 경기도 성남 출장소 현황보고, 1972년

65) 이러한 협의체들로는 정부의 여러 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광주 위성 도시건설협의회’,서울특별

시와 경기도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 광주대단지 개발 이전부터 있었던 경기도 지

방자치단체장과 서울시장으로 구성된 일종의 업무 협의 단체인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다. 실

제로 처음 두 단체는 광주 대단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성남시사0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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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적 토지 점유

1) 토지의 매수와 분양

(1) 토지의 매수와 정지작업

서울시는 건설부의 인가를 얻은 직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1968

년 5월 원주민들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 당시 사유지를 소유

한 원주민들에게 평당 120~250원 사이의 가격의 현금으로 보상66)하고

원주민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토지매입이 시작 되면서 원

주민들은 시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 시가 제시한 매입 가격의

2배 이상의 매입비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어나 토지매입에 차질을 빚

기도 하였다.67)

건설부의 인가가 난 사업은 토지 매입과 함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정지 작업이 1969년 3월 4일에 착수되었으나, 임야가 벌목도 제대

로 안된 상태에서 표피만 벗겨내는 ‘산림 개간’ 수준으로 택지와 도로가

만들어졌다. 하루 20대에서 137대까지 불도저가 동원되었고, 수진리 일대

50만평의 정지 작업과 간선도로· 하천 개수 사업 등을 실시하였지만, 사

업지의 60%이상이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계곡을 끼고 있는 지형의 산림지

이었기 때문에 택지 조성을 위해서 까다로운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66) 성남시역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2004), p.355 토지매입 평당 가격 인용

67) 원주민들은 논은 평당 1,000원, 천수답 같은 가치가 적은 논도 평당 400~500원, 임야의 경

우 200원의 보상비를 요구하였다. 토지매수가격을 120~500원 인상하여 매수하되 가급적 시

가 등을 참작하여 사정 가격(査定價格)이상으로 매수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1971.1.20. ,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 조치결과”

의 내용 중 1969년 4월 2일의 2차 합의사항조치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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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지 사업비로 평당 430원을 책정했지만, 가파른 지형과

암반으로 된 지질로 인해 시공업체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공사

중단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정이 지체되기 일쑤였다.68) 서울시의 재정 위

기와 예산 부족 문제는 택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턱 없이 적은

정지 작업 비 책정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 1969년 말까지 20

만 5천평의 택지가 조성되었고, 이는 1968년에 발표된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에서 택지로 배정된 180만평 가운데 11%에 불과한 것이었다.

(2) 택지 분양

1969년 5월 2일 광주단지 철거민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정지작업이

한창이었으므로 철거민들은 정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위에 임시

로 마련해 놓은 천막으로 일단 입주하였다. 택지 분양이 시작된 것은 철

거민 이주가 시작된 지 6개월만인 1969년 11월이었다.

철도청 측은 대강 정지한 토지 그대로 2~3천 평 단위로 단지를 만들

었다. 단지는 3~4m의 내부 통과 도로를 기준으로 2열배치하였으며 평균

7~10호의 연립의 필지 집합체의 배수로 구성하여 20평씩 말뚝을 박아 번

호를 달아 분양하였다. 20평의 필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종횡비를 가지고

있었다.본래 사업계획 상에서는 주택용 택지는 가구당 평균 30평을 분양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추후 광주대단지에 더 많은 철거민을 이주 시키

기 위해 20평씩 분양이 이루어졌다. 69)

은행2동에 지역에 이주한 철거민들은 집단 분양 방식으로 가구당 8

평씩을 배정받았으며, 이후 합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68) 성남시역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2006), p.359 

69) 뒤에서 언급될 표14의 광주대단지 인구 구성을 보면, 당시 원주민 대 이주민의 비율은 4% 

대 96%였고, 당시 전체 가옥수가 23,988동이었으니, 이중 23,028동중 은행동 관사 일부를 제

외하고는 모두 20평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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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정구는 주택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계획되어 분양되었다. 중원

구의 단대천 주변 평지에 일부 주거지가 계획, 현재의 금광동, 상대원동,

은행동 일부에도 주거지가 조성70)되었다.

(3) 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발생

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 과정에서 이주하자마자 분양증을 팔고 서울

로 다시 돌아가는 이주민이 많아짐에 따라71) 광주대단지 개발에 있어

원래 의미가 점점 퇴색되었다. 타 지역 일반 입주의 대거 유입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전매를 제한하는 정책72)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여

전매입주자 일부가 1971년 7월17일 대책위원회를 구성, 1971년 8월10일

집단적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를 8.10 광주대단지 사건이라 부른다.

2) 이주민의 등록

8.10 사건 이후 기존의 이원화된 개발의 행정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경기도에 모두 일임하였다. 이후 토지매수와 도시개발

에 추진력과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1972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

약 2개월 동안 획기적인 행정 조치로 분양지에 대한 일제 등록이 이루어

70) 이문찬 외2(2005), “성남 구시가지 변천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21(7), p.13

71) 경기도(1971.8.17), “광주대단지 현황” 내용 중, 이주민의 45%가 서울로 재이주 내용 참고 

 재이주의 주된 이유는 ① 주거비 부담 ② 교통수단, 생계수단 미 마련 ③ 기반시설의 미 제공으

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72) 시는 1971년 7월 13일 2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발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매 입주자의 분양 재계약 및 분양 대금 시가 일시불 납부를 요구, 철거민의 택지 대금을 일시

불로 납부, 광주 대단지 내 3,712동의 가옥에 대하여 총 1,539만원의 취득세 부과 (성남시사

편찬위원회, 성남시사, 1993.10.20.,p.399-407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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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등록자에게는 분양지 매매 가계약과 병행해 등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6월말까지 건축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분양을

무효 조치하였다. 2개월 사이에 총 등록 대상 2만 2,827필지 가운데 97%

인 2만 2,042필지가 등록되었다.

1960년대 이후 무허가 집단이주 철거민들의 재이주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였고, 철거 이후 주민

등록을 서울 각 구청에서 광주군 성남 출장소로 보내 그곳에서 등록을

하게하고 6개월 이내로는 타지로의 전출을 막았다. 성남단지의 경우 다

른 재 정착지 조성 단지 보다 철거민의 재 이주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

는데, 철거민들의 전출을 실질적으로 막았던 것은 등록제도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그 당시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철거

로 인해 단지 내의 철거민들의 재이주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3> 광주대단지의 토지 매입과 분양, 등록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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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 주택의 건설

1) 가수용 형태의 주택

1969년 5월 철거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거주할 주택은커녕 택지 정

리도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마련된 24인용 판잣집 천막 하

나에 4~5 가구가 우선적으로 수용되었다. 개발 초기에 건립된 가옥은 서

울시가 시멘트블록으로 조성한 ‘블럭 단지’로 개발되었다.

<그림 4> (좌)단대동 천막촌(우) 은행동의 블록 단지의 전경

자료: 성남시사 06 도시 박물관

최초의 ‘블럭 단지’에는 거처하는 방이 한쪽 면에 6개씩 총 12개 있

었으며, 대개 한 건물 안에 12가구가 거주하였다. 이런 건물이 초기에는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철거 되었으며 일부가 단대천 좌측의 수진

동에 남아 있다.73) 시당국은 철거민의 가수용 시설을 1970년 10월 31일

까지 반영구시설로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거민의 가수용 기

간 중 음료 및 진개 및 분뇨의 처리, 진료 및 방역은 시가 전담하기로

하였다.74)

73) 곽광택(1973), “성남시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6  

74) 국가기록원 기록물(1970), “광주대단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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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내 무허가 주택의 재생산

서울시에서는 일정 대지만을 철거민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에 광주대

단지 내에 무단 전입자가 생겨 무허가주택의 재생산이 일어났다. 투기

혹은 거주를 목적으로 당국에서 분양하지 않은 토지에 무허가 가옥이 건

립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가옥들은 성남단지가 도시로 개발 되

는 중에 개량되거나 철거되었다.

아래 <표10>의 이주 초기단계의 주택 현황을 보면, 주택물량이

277%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1965년도 86.45%에서

1970년 65.7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 단지는 빠르게 증가한 주

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1970년에 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35.2%에 달하게 되었다.75)  

구분 가구 수 동 수
완전주택 불량주택

주택률
동수 % 동수 %

1965 4,198 3,629 3,501 96.5 128 3.5 86.4

1970 17,829 11,718 7,593 64.8 4,125 35.2 65.7

성남 출장소 14,104 8,894 4,911 41.9 3,983 34 63.1

<표 10> 이주 초기 단계의 주택 현황

자료: 성남 도시 기본 계획, 1971

75) 이문찬 외2(2005), 앞의 논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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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주택의 건립

광주대단지가 하나의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972년 이후에는

정기적인 주택이 집단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단대천 계곡에 정부

가 1972년에 건립하고 분양한 은행동의 자조 주택76)이 광주대단지의 첫

정상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971년 이전단지 내 거주자 중

무주택자로 한정하였다. 경기도 성남출장소의 「자조주택 건립공사 보고

서(1972)」에 따르면, 1972년 9월 7일 자조주택에 대한 건립 준비가 이

루어졌으며, 자조주택 1,000동 건립의 계획 중 1차로 건립되어진 것은

400동, 이에 이어 제2차로 410동이 추가적으로 긴급 건립되었다.77)

연도 및 구분 계 자조 주택(동) 농촌 주택(동)

1973 1,196 810 9

<표 11> 공영주택 건립 현황

자료: 성남시 통계 연보 (1977)

주소 건축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수정구 신흥1동 5793 47.04m² 세멘브럭 세멘기와 1972.01.21

수정구 신흥1동 6714 50.94m² 세멘브럭 세멘기와 1972.04.04

수정구 태평4동 81 58.28m² 세멘브럭 세멘기와 1973.12.31

수정구 태평 2동 50 43.58m² 세멘브럭 세멘기와 1973.7.28

<표 12> 1970년 사업 초기 주택의 구조와 면적

자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76) 당시 한국의 자조주택은 대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사

회부에서 자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어 건립한 주택을 

의미한다. 입주증 혹은 분양증이 있는 사람들 중 가수용 상태의 주민들이 공동노력으로 건설 

하도록 하였다. (동아일보 1960년 1월 16일, 1962년 8월 27일 기사 참고)    

77) 국가기록원 기록물(1972), 경기도 성남 출장소,「1972년 자조주택 추가 건립 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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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좌)신흥 1동4835,(우) 태평 4동81의 세멘블럭 구조의 주택

자료: 네이버 로드뷰(2014.10 촬영분)

위의 <표12>의 사업 초기의 주택의 구조와 면적을 보면, 1970년 초

기에 지어진 건물은 면적은 12~15평 미만의 연립주택이 수정구 중원구

일대의 거주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 하였으며, 벽체의 재료는 기존의 가

수용 상태 건물의 흙, 목조에서 벗어난 내구성이 있는 시멘트 블록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

1973년 시 승격과 함께 현재의 주거지 대부분이 조성되었으며, 개발

이전 존재했던 기존 취락밀집지역은 도시계획 분양지에서 제외되었다가

점차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최초의 성남시 주거지는 단독주택지로 개발

되었으며, 단독주택지로 형성된 초기 개발 지역의 경우 도시 형성 초기

단계의 구조에서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예측된 인구규모를 초과하는 유입인구가

발생하여 1975년 이후에도 인구팽창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저하

의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976년 5월 4일 건축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후 건설주택 중 불량 주택이 10%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다. 1980년 이후에 합필이 된 필지에 지어진 20평 규모로 지어진 ‘브로크

(벽돌)집’은 1980년대 반 지하층을 포함한 3층 집으로 개조되었으며,

1970년대 방 하나를 세 놓았다면 1980년대에는 아래 위층에 세를 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 초 철거민 이주 수용을 위한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이래, 1980~1990년대의 양적 성장기 이후 공동 주택지 위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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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그림6> 광주대단지의 주택 건설 연혁

4. 기반 시설의 공급

「광주대단지 조성사업 실적(1968~1971.6)」78)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의 진척은 토지매입과 택지조성, 도로포장 등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도시하부 시설의

보급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1) 도로의 조성

성남시 가로망은 1970년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 실시전후로 큰

7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1996), p.6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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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였다. 1969년 이전의 성남시 주요교통망은 탄천을 끼고 서울시

로 향하는 국도 3호선과 복정동, 산성동, 남한산성을 잇는 도로가 있었으

며, 이 도로는 현재의 우남로를 주 진입로로 하는 광주대단지 초기개발

당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0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상하수도, 전기시설에도 투자하였으나 가로망 개발은 미흡하여, 1970년의

가로망은 탄천동 측으로 그 지류를 따라 기존에 있던 길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국도3호선은 1970년대 말이 되어서야 포장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고, 1970년 광주대단지에서 말죽거리에 이르는 폭 30m, 길이 8,500m

의 대곡로가 착공되었으나 완공되기 전이었으며 당시 광주군 내 도로 포

장은 12%에 그쳤다.79)

현재 성남 구시가지 가로망의 원형인 격자형과 가로망은 1973년까지

만들어져 성남시 도시구조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가로망

은 초기에는 수계와 나란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계를 중심가의 지형은 평탄하고 대부분이 수계를 따라 기존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단대천을 중심

으로 성남시가지로의 진입이 형성되었고, 대원천변 도로는 나중에 형성

된 것을 알 수 있다.80)

개발초기 형성된 가로망은 기존 가로망을 적극 이용하여 그 축을 중

심으로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였다. 1973년에 현재의 성남동과 은행동

과 양지동의 가로망이 발생하고 제2공단으로 이어지는 공단로가 완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완성된 가로망은 현재와 거의 유사한

가로망 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81)

79) 성남시사(2006), p.80 

80) 이문찬 외2(2005), 앞의 논문, p.25 

81) 국토지리정보원(1963~2003), 성남시 지형도(1/25,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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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 공급

1969년 이주민 이주 당시에는 12개의 공동 우물이 있었으며82), 살수

차가 하루에 한번 씩 물을 공급하여 이주민들은 식수문제를 해결 하도록

했다. 상수도시설의 확장과 20세대에 최소 2개소의 공동 우물과 변소의

공급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며83) 당시의 식수공급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1970년 8월에 탄천에 서울시 시설로 심정호 3개를 설치하면서 하루

600톤의 식수가 단지 내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84) 같은 시기에 공동

우물 134개가 단지 내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1971년 당시

전국 1인당 평균 급수량이 176ℓ, 경기도의 경우 159ℓ인 것에 반해, 광

주대단지는 78.4ℓ에 불과했다.85) 1971년 9월 단지 내 상수도 보급률은

47%에 그쳤고, 간선 하수로는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이후 상수도 식수문제는 2개월 만

에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86) 1971년 10월 경기도 성남 출장소의 수도과

가 발족되었으며 1973년 10월 시 승격 이후 수진 정수장이 확장되는 등

상수도 사업이 속도를 내며 상수도 보급률이 85%87)까지 상승하였

다.1978년 이후에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 1,2단계로부터 원수를 수수하는

복정 1,2 정수장(100,000㎥/일)을 가동 급수하여 자체 정수 시설을 보유

하게 되면서 단지 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

다.

82) 국가기록원 기록물(1972), “1972년 2월11일 주민 숙원 사업” 내용   

83) 국가기록원 기록물(1971), “대단지 사업 건의 사항” 내용

84)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 

85) 성남시 통계연보(1971)

86) 김수현(2006),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p.72   

87) 성남시 통계연보(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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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수급

서울시는 한국전력회사와 합동으로 1970년 12월 31일까지 단지 내의

전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88) 1971년 9월 30일 광주대단지의 전기

가설 동수 9,480동으로 전력보급률은 64%였다. 같은 해의 전화 수용 능

력은 640회선으로 전화 가입자는 543명에 불과하였다. 1971년 대단지 사

업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전기의 가설은 대상 호수는 5,000대였으며,

서울시에서 3억원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자가 부담료는 가구당 6천원으로

책정하여 시설 중 내선 공사를 8월말 까지 완료 하도록 하였다.89) 대단

지의 성남시 승격 이후 1973년 이전, 천 여대 뿐이던 전화는 1978년 무

려 7천 3백60여대로 늘어나게 되었다.90)

4) 위생 시설 설치

이주민 이주가 시작된 당시 분뇨수거 시설이 부재해 오물은 각처에

산처해 있었으며 해빙기를 두고 이주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전염병 발

생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1971년, 서울시에서 분뇨수거차 3

대와 손수레 차 5대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오물을 수거하는 상황91)이

었다. 오물수거는 진개차가 1달에 1회 오물을 수거92)해 갔는데, 시장이

나 종합상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오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추

가적으로 분뇨수거차 5대, 진개수거차 5대의 증대와, 분뇨처리장 시설 1

개소 설치지원을 요구하였다.93)

88) 광주대단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1970) 

89) 광주대단지 사업 건의 사항(1971) 

90) 동아일보 1978년 1월 23일 

91) 국가기록원 기록물(1971), “1971년 성남시 분뇨 수거 현황” 참고

92) 국가기록원 기록물(1971), “1971년 성남시 오물 수거 현황” 참고 

93) 국가기록원 기록물(1971), “1971년 광주대단지 사업 건의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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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연간 분뇨배출량은 1977년의 경우 약 10만 톤에 달했으나,

이에 비해 수거량은 약 4만 8천 톤에 그쳤다. 수거된 양에 대한 종말처

리는 비과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뇨투기장의 위치가 판교인터체인지

부근의 탄천 연안이어서 매우 비위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분뇨투기장의

위치가 탄천 상수도 취수장보다 상류지역이어서 위생상 문제가 되었다.

이후 소요 예산이 확보된 1977년 12월 15일 성남시는 종말처리장 건

설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

다. 공사 착수 이후 약 11개월 후인 1978년 10월 31일에 태평동 7003-1

번지 3필지에 분뇨처리장이 완공되었다.94) 1982년에는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제1차 궁내동 쓰레기 매립장의 허가가 이루어졌다.

1983년에는 수정구 사송동의 쓰레기 매립장의 허가, 단대동, 삼평동의 쓰

레기 매립장의 증설이 이루어졌다.95)

<그림7> 광주대단지의 기반시설 공급의 연혁

94) 성남시사(2006), p.150-151

95) 경기도 성남시 보건사회국 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환경사업소 처리과(1971)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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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1969년 5월 2일 광주대단지 철거민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정지작업이

한창이었으므로 철거민들은 정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위에 일단

가수용 형태로 입주하였다. 택지분양이 시작된 것은 철거민이주가 시작

된 지 6개월만인 1969년 11월이었으며, 20평씩 말뚝을 박아 번호를 달아

철거민 가구에 분양하였다. 택지분양에 있어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재이

주 하는 철거민이 많았으며 이를 막기 위해 시에서 전매금지조치를 취하

게 되고, 8.10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8.10 사건 이후 서울시는 사업을 경기도에 모두 일임하였으며 1972

년 3월부터 6월사이 획기적인 행정조치로 분양지에 대한 일제등록이 진

행되었다. 가수용 형태의 주거지는 1972년 은행동의 자조주택 건립을 시

작으로 영구적인 형태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졌고, 도로, 상하수도, 전력,

위생 처리장과 같은 기반시설 건설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의 과정에서 8.10사건의 발생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이주민의 토지점유, 정상주택

의 건립, 기반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지 안정화의 요건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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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의 요인

대상지는 주택단지로서의 입지 조건 보다는 개발투자를 위해 재정적

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매입이 쉽고 값싼 토지가 많은 지역이 사업지

로 선정되었다. 아래의 <표 9>의 사업 시행 전 일반지 지목현황을 보면,

매입 계획 토지 중 일반지 역시 임야가 13,195평이고, 산림은 607,260평

으로 전체 매입 계획 일반지의 74.1%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릉지 비율이 서울(30.94%)의 약 2배가 넘는 67.21%에 달했고, 대부분

의 주거지가 표고 40m이상에 형성되어있었다. 해발 400m이상의 산들이

이어져 가파른 계곡을 이루는 험난한 산세로 인해 지형적으로 주택단지

조성에는 부적합하였다.

지목 밭 논 대지 도로 임야 묘지

면적(평) 70,399 28,232 72,429 1,025 13,195 3,143

필지 수 184 92 391 9 38 9

지목 잡종지 사찰지 산림지 하천 구거(溝渠) 총계

면적(평) 33,860 134 607,260 8,946 295 837,718

필지 수 5 1 135 40 3 907

<표 13> 사업 시행 전 일반지(民有地) 지목 현황

자료: 城南市역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2 :성남의 역사」(성남시, 2004), 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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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컸

지만 사업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고 이주민

들에게는 높은 가격에 분양함으로서 개발비용을 당시 이주민에게 지불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가 철거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

을 받게 되었고, 8.10 사건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

다. 토지를 빠르게 싼 값에 매각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이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입주민 이주

가 이루어진 이후, 상수도는 1970년에, 하수도는 1971년에야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결국에는 제대로 정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주

와 등록이 빠르게 진행되어 능선과 산기슭, 골짜기가 그대로 노출된 원

래의 지형이 오늘날의 성남의 중심을 이루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서울시는 광주대단지를 도시로

건설 한다기보다는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지대의 철거로 발생하게 될 철

거민의 집단이주 문제를 저렴하게 해결 하는데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1. 이주민의 고용과 생계문제

광주대단지는 도심지역에서 주로 단순 일용 노동·행상·노점상 등의

형태로 생계를 꾸리던 철거민들은 기존의 생존과 생활의 장으로부터 공

간적·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변두리로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시내로 가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서울에서의 고용기회에의 접근이 어려워

짐에 따라 단지 내부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고용과 생계 문제의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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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이주민의 일시적 고용(1969~1970)

앞선 개발도상국들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평가 보고서96)의 내

용에서 언급 하였듯이 부지의 건설현장에 이주민을 직접 투입시키거나,

사업계획에서 이주민의 고용문제와 생계문제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구체

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광주대단지의 경우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1970년부터 일어난

건설 붐은 철거민들과 입주민들이 주거지 조성 초기에 단지 내에서 생활

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잃은

이주민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계유지를 해

나갈 수 있었다. 이주민의 입주 이후에도 택지의 정지작업이 끝나지 않

은 필지가 많아, 정지작업에 일손을 대거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의 일부

로 공업단지의 용지가 정지되면서 공장건물을 짓는 일, 작지만 여기저기

에서 지어지는 주택건설 등 소위 “지갯일”이나 “막노동”을 할 수 있었

다.97)

하지만 1971년 봄 이후부터 건설 붐이 일단락되고 불황이 닥치면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던 주민들은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막노동, 행상·노점상등에 의존하던 주민들의 생

활은 더 어려워졌다.

당시 광주대단지의 주민들의 직업별 분포는 다른 도시의 도시 빈민

들의 직업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였는데, 아래의 <표14> 광주대단지

주민 직업별 분포에 따르면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이 자유노동

이라는 일용·임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96) Douglas H.(1982), “Evaluation of Shelter programs for the urban poor: principle

findings”, p.30    

97) 김수현(2006), 앞의 논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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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의 실업률은 전국 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23%이며, 3차 산

업의 인구가 무려 85%로 주민 거의 전체가 3차 산업 종사자로 기록되었

다.98)

구분 농림업 상업 건설업 회사원 자유노동 계

인구수 1,099 7,937 885 4,062 20,561 39,408

구성비 2.8 20.1. 2.1 10.3 52.2 100.0

<표 14> 광주대단지 주민 직업별 분포 (1972년7월)

자료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재구성

1972년 영세민과 철거민의 고용을 위해 성남 단지 취로대책의 일환

으로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토환경 정비사업계획을 실행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99)

2) 공업단지의 조성(1969~1976)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 공업단지의 입지가 주거지보다 우선

적으로 정해졌으며 1968년 5월에 광주대단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

획인가가 설립되었다. 광주대단지의 공업단지를 개발, 육성함에 있어서

지방 공업 육성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지방세의 면세 조치가 강구100)

되기도 하였다. 광주대단지내의 공업단지의 조성사업은 광주대단지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생활권 형성 도모를 위해 사업초기에 계획되었다.

98) 김수현(2006), 앞의 논문, p.49

99) 국가기록원, “국토환경 정비 사업 계획 국토 환경정비 사업계획안”(1972.8.22) 

100) 국가기록원, “광주대단지 공업단지 육성사업”(1970.10.7)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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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의 공업 단지 조성 실적101)을 살펴보면, 본래 계획상의 100개

의 공장 중에 49개를 가동시킨 기록이 있다. 하지만 18만평 부지의 100

개의 공장을 건립하고 45,000명을 고용102) 하려던 계획의 3%에 그친

1,570명을 고용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자족적인 도시로서

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103) 당시의 고용 증대를 위한 공단조

성사업은 걸음마 단계여서 단순 조립 공정이나 섬유산업 등에 1,300여명

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들만이 취업해 있었고 이들

마저 일당130원이라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들의 생계에는 별 도

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104)

1973년 시 승격 후 내부적으로 경기활성화와 성남공단의 입주·가동

등으로 호구지책이 해결되고 일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제 1공단은

수정구 신흥동 도심에, 제2공단, 제3공단은 중원구 상대원105)동에 위치하

였다.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최초의 계획면적은 18만평에 불과했

으나 그 후 2차에 걸친 확장 계획으로 1973년에 이르러서는 77개의 공장

을 유치하여 입주 지정되었다.106) 정부는 성남시를 경공업 도시건설을

지표로 하여 지방 공업 장려기구로 지정함에 따라 1974년 제1·2 공단이,

1976년 제3공단이 준공되었다. 단지 안의 많은 철거 이주민들은 대단지

의 공장 유치 후에 노동 시장으로의 진출과 공식적인 고용에 대한 기대

감을 가지고 있었다.107)

101)「광주대단지 조성사업 실적(1968~1971.6)」

102)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 「불량촌과 재개발」(나남, 1989), p.197  

     광주대단지 개발의 투자 수입 예산 규모 

10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1996), p.669 

104) 김수현(2006), 앞의 논문, p.56

105) 이문찬(2004), 앞의 논문, p.28

106) 이윤호(2000), “신도시개발로 인한 성남시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3

권, 2호, p.9    

107) 조선일보 197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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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1968.5.7 광주대단지 공업 단지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

1971.7.19 광주대단지 공업단지 승인

1974.9.7 성남공업단지(제1,2공단) 준공

1976.11.10 공업단지 지정

1976.11.12 성남공업단지(제3공단) 준공

1980.8.23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 관리 공단 설립

<표 15> 공업단지의 추진 경위

자료: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1972)

<그림8> 광주대단지 이주민 고용 연혁

3) 교통수단 마련

광주대단지의 조성 당시(1969년 5월) 26km의 대단지와 서울 도심

간의 거리를 잇는 도로는 천호동으로 가는 폭 6~7m의 3번국도 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70년 말이 되어서야 포장공사가 시작되어 이주

민이 서울까지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광주

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는 거여동과 천호동을 경유해 서울까지 2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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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 소요 되었으며, 요금도 당시 시내 요금의 2배인 편도 35원을 내

야했다.108) 버스 배차 시간도 2시간에 한 대 꼴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도

로 상황과 교통사정으로 인해 서울시내 의존 취업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로 재이주 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1970년 광주대단지에서 말죽거리에 이르는 폭 30m, 길이 8,500m의

준 고속도로인 대곡로109)를 개설하고 급행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4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110) 1971년 이후 서울시는 3번 국도의

포장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버스를 추가 통

행 시켰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단지 간 시영 버스를 단지 내 인구

가 매 3,000명 증가 시마다 각각 1대씩 증차 조치하였다.111)

1976년 제3공단이 1981년 이전에 성남동과 은행동과 양지동의 가로

망이 발생, 제2공단으로 이어지는 공단로가 완성되면서112) 단지 내 취업

자의 통근편의도 도모되었다.

108) 손정목(2003), 앞의 논문, p95

109) 대곡로는 서초구 양재동 412번지 염곡동에서 송파구 장지동 608번지 대왕교에 이르는 폭 

20m, 길이 8,600m의 4차선 도로로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공고 제673호에 의해 한양

천도 578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가로명을 제정하면서 대곡로로 처음 이름 붙여졌다. 대곡로는 

198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공고 제673호에 의해 헌릉로로 변경되었다.(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10) 성남시사(2006), p.80

111) 국가기록원 기록물(1970) “광주대단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 내용 참고  

112) 이문찬(2004), 앞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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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의 적절성

1) 토지 불하 가격

서울시는 총 매각 평수 220,519평 중 광주 소재 피난민 이주대단지

에 있는 주택용지 1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 정착민과 서울시가 지정

하는 영세민에게 수의계약으로 평당 2,000원씩에 분양하여 매각할 방침

이었다. 이주민들에게 분양지대에 대한 토지 불하가격 4만원을 5년간 년

리 20%로 년부 상환하도록 하였다. 년 상환액 9,600113)원으로 토지불하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다.

1970년의 시유지 매각예정지와 가격표114)를 참고 하면, 성북구 도봉

동과 광주대단지의 평당 토지 매각 가격이 동일하였고, 동대문구 보문동

은 평당 토지 불하 가격이 4만원, 성동구 학동의 경우 3천원으로, 같은

시기에 지역 별로 시유지의 불하 가격이 매우 상이하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광주대단지 내의 토지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지역에 비해서는

불하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 당시 대단지

내의 토지에는 어떠한 기반시설도 공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단지

내 주민들의 월 평균 수입이 서울 지역 거주민의 평균 소득의 반11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배당 받은 필지의 불하가격이 단지 내 주민

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113)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건설사업”, p.28~30 

114) 매일 경제 1970년 1월 16일 

115) 1971년 월평균 수입은 만원 이하가 77%, 이 중에서도 5,000원 이하가 45% 차지하는 것으

로 조사됨. “광주대단지 현황 대통령 보고서”(1971.10.14)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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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립 비용

상당수의 이주민이 가수용 상태에 머물렀던 당시에는 당국에서 뚜렷

한 건축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주민들은 돈이 되는대로 흙 블록이

나 각목을 구해와 보름도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을 건설 하였는데 외관이나 품질이야 어떻든 그들은 비용이 거의 들

이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었다.

1972년 처음으로 조성된 정상적인 주택인 자조주택의 재료는 기존의

가수용 상태의 흙, 목조에서 벗어난 내구성이 있는 시멘부럭과 와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표16> 주택자재의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당시 시멘 부럭의 평당 시가는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있다.

1972년 광주군시 중부면 동 단대리 지내에 단독주택 6 브록조 기와

급 1동당 건평 10평의 골조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공사비로는 26만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6) 입주민에게 월 3천원 내외의 가격을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시민 아파트의 입주자는 44만원(골조비, 내부, 상하수도, 진입

로 공사비 포함)을 15년간 연리 8%로 월부상환 하도록 하였다. 이는 년

상환액으로는 52,800원, 월 상환액으로는 4,400원의 비용이며117) 광주대

단지 내 입주자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단지

내 입주자의 주거비가 근소한 차이로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6) 국가기록원 기록물(1972), “자조 주택의 건립 공사 설계 예산서” 내용 참고 

117)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 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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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종별 평당 시가(원) 종류

1종 35,000 철근, 콘크리트

2종 30,000 연와조(조적)

3종 10,000 목조, 와가(기와)

4종 15,000 시멘부럭, 와가(기와)

5종 10,000 브럭조

6종 7,000 석회 혼합 벽돌조

7종 4,000 흙 벽돌조

8종 2,000 돌담집

<표 16> 1969년 주택자재 평당 가격

자료: 광주대단지 지역개발, 국가기록원(1971)

자조주택의 부지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

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첫째, 상환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가격 기준은 공장부지 택

지 분양가격 등을 참작하고 그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대지 위치 별 가

격을 9개의 등급으로 세분 산정하여 대지가격 사정에 균형을 일실하는

사례와 물의가 없도록 하였다.118)

3) 비용감축을 위한 이주민 가구의 자조적 노력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하여 대단지의 건설에 자조적인

노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69년 동대문구 창신3동 돌산지구에서 이주

한 3,500세대 중 단지 내 필지가 부족해 2,500세대는 갈 곳이 없었다. 이

들은 택지도 분양도 받지 못한 채, 가 수용지에서 지냈는데, 이주민들은

118) 국가기록원 기록물(1972) “성남단지 자조 주택 건립상황”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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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택지를 분양해 줄 때 까지 기다릴 수 없어 주민들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하였다. 번영회는 서울시와 협상 후 남은 2,500세대 중

1,000세대가 입주 가능 하도록 서울시 대단지 사업소와 협의하였다.119)

“서울시 대단지 사업소” 소장은 주민에게 10평씩(도로 2평포함) 자비

정지 후 입주허가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 땅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지

해서 살라고 하였다. 당시 서울시 사업소에서 정지 사업비용이 1평에

3,5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민들이 1세대 당 2,000원을 걷

어 직접 정지 사업을 하니 1평에 2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는 관이 아

닌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체를 운영하여 정지 사업을 한 최초의 사례였

다.

이러한 ‘번영회’ 조직의 자발적인 봉사로 인하여 노동비 절감의 효과

가 있었으며, 초기에 입주한 주민들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주민이 자체

적인 정지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이주민들의 자활의 의지와 성남시 초기

도시개발에 있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자조

적인 노력에는 이주 이전에 무허가지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주민

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공간에 이주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합법적인 토지

와 주택의 점유에 대한 기대로 빠르고 강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19) 권략용(2012), 앞의 논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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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의 행정력

1) 토지매수와 분양지 등록

토지 수용령이 공포된 이후 두 번의 토지 세목 공고 후 196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토지 매수 작업에 들어갔다.120)「경기도 광주군 중부

면 일단의 주택 단지 경영 사업」은 그 공식 명칭에서 잘 나타나 있듯

이, 대단지 정책은 국유재를 동원한 개발 투자방식의 건설이 아니라 수

익성을 고려한 경영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광주대단지 개발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다시 분

양하면서 수용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개발 비용을 택지의 분양 매각 대

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보고서를 기준으로는 1968년 매입 예

정 토지 약 44만평으로 100%완료, 1969년에는 계획 약 54만평, 실제 약

53만평으로 99.7%의 완료 실적을 볼 수 있다.121)

이와 같이 서울시는 광주 대단지의 국·공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비싼 값에 토지를 분양, 빠른 자가 환수를 추진하면서 보장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토지를 매수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토지 매수 갈등, 이중 분양과 위조 분양

증 문제, 무허가건물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잔류했다.

1971년 철거민의 택지 대금 일시불 납부를 및, 취득세 부과에 있어

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1971년 8월 10일에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

생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사업 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후

120) 권략용(2012), 앞의 논문, p.37

121) 대통령 비서실(1970.5.16) “광주대단지 철거민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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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3월부터 6월 사이 총 등록 대상 필지 중 97%의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등록과 동시에 6개월 이내 타지로의 전출을 막는 정책으

로 이주민들의 서울로의 재진출 막았다.

2) 개발주체의 일원화

광주대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일은 모두 서울시가 맡지만, 승인은

건설부가 총괄하였고, 사업협의는 경기도에서 하였으며, 실제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적 행정체제로 인해 발생하

는 행정상의 문제들이 매우 많았다. 일례로, 서울시의 “중부면 대단지 사

업소”에서 토지를 매수하지만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부면 성남출장소”에 토지매수를 부탁해야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

다.122) 8·10 사건 이후 1971년 10월 7일부로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로 이

관 되어 경기도가 성남 지역종합개발을 입안하고, 실행을 도맡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부로 성남시 승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철거민 이주 및 서울시로의 편입·통합 개발방향은 서울 인근의 독

립된 자치도시의 건립으로 목표가 수정되었다.123) 개발을 경기도 출장소

에서 전담하고 난 뒤에는 모든 개발과 행정이 일원화되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주민들도 예전에는 3곳(광주군 성남출장소, 광주군 성남지

구 도시 건설 사업소, 서울시 대단지 사업소)의 3곳을 민원 사안마다 다

녀야 했지만 일원화가 됨으로써 위민 행정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게 되

었다.124)

토지매수와 도시개발, 취로 사업의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추진력과

122) 권락용(2012), 앞의 논문 p.37

123) 이문찬 외2(2005),앞의 논문, p.923

124) 권락용(2012), 앞의 논문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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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경기도 일임 이후 이전의 “주택지 건설사업”

과 같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독립 시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

립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반시설의 공급

8.10 사건의 발생이후 최고 지도자의 지시 아래 국가기관의 지원과

정책 또한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광주대단지로의 모든

무허가 건물의 이주민을 중지시키고 서울시가 확보한 모든 부동산은 경

기도로 이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2년 3회에 걸쳐

월동 대책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는 등 빠르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125) 서울시가 경기도로 이관한 재산은 기반 시설과 대지 136만 6,600평

(당시 시가로 53억 5천만원)이었다.

사업 주체 이관 이후 1971년 도로와 상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에 집

중 투자되었으며, 1973년, 모든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5년 후인 1978년 분뇨 종말 처리장이 태평동에

완공됨에 따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철거민 대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주민들의 합법적 토지점유, 정상적인 주택의 건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 기반시설이 제공 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

다.

125) 국무총리실(1971.10.14), “광주대단지 현안 문제 해결 보고”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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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도심 외곽에 조성된 정착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고용과

생계문제의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1969년에서 1970년 사이 택지정지사업

이나 공업단지의 부지 조성사업에 철거이주민이 일시적으로 고용되었으

나, 장기적으로 광주대단지 내의 공업단지의 조성사업은 광주대단지 기

반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생활권 형성 도모를 위해 사업초기에 계획되었으

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1973년 시 승격 후 내부적으로 경

기 활성화와 성남공단의 입주·가동 등으로 호구지책이 해결되고 일거리

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이주민들의 고용의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광주대단지 내의 토지의 경우 서울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분양 당시 기반시설의 미

공급과 주민들의 월 평균 수입이 매우 적고 일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

였을 때, 토지와 주택에 대한 비용이 이주민에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광주대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일은 모두 서울시가 맡지만, 승인은

건설부, 사업 협의는 경기도이며, 실제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원적 행정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들이 매우 많았다. 광주대단지 사건이후 1971년 10월 7일부로 사업

의 주체가 경기도로 이관 되어 경기도가 성남 지역 종합 개발을 입안하

고, 실행을 도맡게 됨에 따라 8.10 사건의 발생 이후 최고 지도자의 지시

아래 국가 기관의 지원과 정책 또한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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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무허가 정착지 문제의 해결책으

로 제시된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에 주목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

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철거민 이주 재정착지로 조성사례인 광주대

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광주대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8.10 광주대단지사건의 배

경과 개발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1971

년 8.10 사건 이후, 광주대단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과정과 도시 계획적 측면의 요인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무허가 정착지 문제해결정책 중 비용,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광주대단지 조성사례를 이러한 요인들

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서 재평가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무허가 정착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발

생 가능한 갈등이나 요구사항, 운영에 대한 고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채 물리적인 기반 조성과 재정 마련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물론 제도, 조직의 측면에서 ‘재 정착지의 조성’ 방식은 국가마다 역

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

한 적용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규모의 철거민 이주사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모두 겪은 이후 주거지 안정화를 이룬 한국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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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 맞는 물리적 조건과 더불어 위치 이주민의 생계, 주거비 비용

의 적절성, 사업 주체의 행정력 등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무허가 정착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 우선투입 요소에 대한 세

밀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광주대단지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허가 집단이주 정착

지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주거지 안정화를 이룬 정착지의 대

표성을 확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주 규모와 조성

된 주거지의 규모가 다른 한국의 무허가 재 정착지 사례들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내용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거지 안정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인 재 이주율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다. 주거지 안정

화의 대상을 ‘판자촌 철거민’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재 정착

지’ 자체를 대상으로 물리적 요소에 대한 안정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안정화는 토지, 주택, 기반시

설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주민들의 문화적

동질감, 더 넓게는 이웃,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폭넓은

의미의 ‘주거 안정화’에 있어서 주민들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인 요

소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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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dential area stabilization process and

factor of Group Resettlement

-A case study of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Kim, Da Hy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 lot of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problem of diffusion of

slums and unauthorized residential area that occurs withstand the

demand for housing caused by the explosive urban population growth.

South Korea, in 1960s, also has experienced a problem of large-scale

unauthorized housing production because of urbanization, and at that

time, Seoul, as a solution of unauthorized settlements, performed all

the policies such as local improvement method, civil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and site-and-service that may be implemented

gener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policy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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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resettlement areas that have been run as a solution to the

diffusion of unauthorized settlement and rapid population concentration

of Seoul. And also in ter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process and its factors of stabilization

of a typical large-scale removal immigration such as construction

case of re-settlement Gwangju estates of residence.

Re-settlement construction business, after removal of unauthorized

residence, provided a certain area. Typically housing and

infrastructure’s construction has been carried out after the move.

Many cases of re-settlement site in Korea, could not been improved

their poor residence environment, and disappeared natur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development scheme. However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now located in Gyeonggido Seongnamsi

sujung-gu and jungwon-gu) with a sense of appearance of

construction time now until the time has passed about 47years, still

has a role as a residence for low-income residents. First, set in the

present study, as a legitimate occupation of removal settlers of land

elements that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achieve the stabilization

of the residence, and also the normal of housing constructio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life have to be done. Despite

a number of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Gwangju grand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whether provided

through what processes the three conditions of the stabilization of

residence as described above, It was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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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major factors tha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has been adapted to the role of a stable residence, in order

to analyze from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first, the case of the

enforc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ite and service projects." Look,

after organizing the factors that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business, through a process to re-examine

the case of Gwangju grand estates on the basis of these factors.

Factors that either had an impact on how the success of the ‘site and

service projec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planning for the settlers of livelihood and employment problems in the

migration to the city suburbs, appropriate cost fix,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ies.

In this study, as in Gwangju grand complex projects, for a short

period, by setting the three factors that affect the stabilization of the

dwellings in the progression of operations for accommodating the

large immigration, planning and execution processes, summarized the

experience and conflicts settlers that occurs at an intermediate stage

has experienced. Based on this, through the experience of planning

during the Gwangju grand estate development of unauthorized

settlements resolution policy of the future of developing countries, i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budget on policy

implications.

◆ Key words : Squatter housing,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Developing country, Sites and services

scheme

◆ Student Number : 2014-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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