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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국 각지에서 노후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지역

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해당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

험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특히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

성을 인지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 거점공간 혹은 앵커시설을 필수적으

로 확보하여 주민 활동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서 다수의 주민 거점공간과 앵커

시설이 조성 이후, 초기에 기획했던 의도처럼 활용되지 못하고 운영의 어려움, 

저조한 이용 등으로 빈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하

드웨어적인 공간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계획가가 

의도를 가지고 조성하는 공간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용되는 공간과 간극이 

발생하기 쉽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과 이러한 

간극이 발생한다. 또한, 주민 거점공간 및 앵커시설이 주민 활동의 중심 공간

이 되며 실제로 많은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활동은 

일부일 뿐, 그 외의 다양한 도시공간에서도 주민 활동은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주도하여 마련한 주민 거점공간 등의 공공공간

에만 한정하여 주민 활동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외에 실제로 주민들이 활동

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고찰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공간을 확보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며 활동을 하

고 있는 주민모임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의 실제 사용자인 주민들의 일상적 

관점에서 이들의 공간 사용을 추적하고 주민모임들이 어떤 도시공간을,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모임의 활동을 심층적

으로 살펴보고 도시공간 이용 특성과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 있

다. 이를 통해 주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

찰하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하나로 주민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난곡·난향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 도

시재생지원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를 진행하여 모임의 공식적 활동, ‘주기적 활동’, ‘이벤트 활동’과 친목 

등의 비공식적 활동인 ‘교류 활동’을 밀접하게 관찰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를 바탕으로 주민 활동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

았고, 공간 매핑 작업을 통해 각 모임 별 도시공간 이용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주민모임 성격별 공간 이용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친목형 모임은 

대체로 하나의 공간을 위주로 폐쇄적이면서 집중적인 활동 양상을 보였으며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취미형 모임은 하나의 

공간을 중점적으로 취미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전시 등은 취

미 활동 공간보다 열려있는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사회 

공헌형 모임은 활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도시공간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양상

이 나타났다.

둘째, 주민 간의 갈등은 공유 공간인 주민 거점공간의 점유로 인해 첨예하

게 나타났다. 공유 공간 점유로 인한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 사업 초기 모임

과 이후에 조성된 모임 간의 갈등으로 미묘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주기적 활동 시에는 공간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라도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주기적 활동이 아닌, 이벤트 활동에

서는 주민 거점공간과 공원 등의 공유 공간에서 여러 모임들이 함께 모여 소

통하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주민모임은 대안 공간 확보를 통해 공간과 활동에 대한 니즈를 충족

하였다. 모임들은 주체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공간 혹은 모임이 선호하는 공간

을 찾아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규모가 크거나 주민들이 모이기 좋은 카페가 

특히 활동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었으며, 공원 등의 야외 공공공간도 주민 활

동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정 모임의 경우에는 활동에 필요한 니즈를 충

족해줄 수 있는 공간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넷째, 주민모임은 일시적 활용을 통해 공간을 다기능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를 통해 주민 거점공간 등에서 부족한 공간의 확장성을 해결하였다. 공원과 

공터 등의 야외 공공간은 평소에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나, 일시적으로

는 모든 주민들에게 열린 이벤트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

설은 평소 주민모임들의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나, 일시적으로는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간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공간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향후 주민 거점공간 및 앵커시

설을 조성할 시에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활동 특성들을 파악하여 공간을 조성하

여야 한다. 이미 조성된 공간들의 경우에는, 특정 주민모임의 점유를 방지하고 

공간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모임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여러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 활동을 주

민 거점공간 혹은 공원 등에서 적절히 추진하여 주민모임만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

어, 재생사업에서 공급한 공공시설 외에 공원, 카페 등 주민모임의 이용도가 



높은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주민 활동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재생, 주민 활동, 주민모임, 앵커시설, 주민 거점공간, 난곡․난
향, 도시공간

▍학  번 : 2017-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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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은 유럽 국가들이 100년 만에 이룩

했던 산업화를 30년도 걸리지 않아 급격하게 겪으며 반세기만에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최우선

으로 인식되었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에 따라 급증한 주택수요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대량공급을 추진하며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택의 양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고 주민 공동체의 해체

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철거민 문제, 원주민 재정착 미흡의 문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발생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도시개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촉진되

었다(심화섭, 2016).

이에 따라 과거 정부 및 계획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왔던 도시개발은 최근 

주민 스스로 삶의 공간을 만들고 정비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되었다(성순

아 외, 20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제정되

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1)을 추진하면서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은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노후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도시

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의 종합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감에 따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
형 도시재생이 가능한 사업이다.(김이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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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담보로 도시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등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다(Roberts, P. 

et al., 2000; 홍의동,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의 공동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지에서는 사회적 교류의 확장과 주민 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주민

제안공모사업, 주민협의체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도시재생사

업에서는 주민 거점공간 혹은 앵커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활동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서 다수의 주민 거점공간과 앵커

시설이 조성 이후, 초기에 기획했던 의도처럼 활용되지 못하고 운영의 어려움, 

저조한 이용 등으로 인해 빈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이 현

재 하드웨어적인 공간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계획

가가 의도를 가지고 조성하는 공간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용되는 공간과 간

극이 발생하기 쉽다. 프랑스의 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는 도시설

계가, 건축가, 계획가 등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공간과 사용자들의 일상적 행

위들의 공간은 차이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일상 속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1)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간을 실제로 사용

하는 주민들과 이러한 간극이 발생한다.

또한, 주민 거점공간과 앵커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공한 공간들은 주

민 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며 많은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공간에서 나타

나는 활동은 많은 활동들 중 일부일 뿐이다. 그 외의 다양한 도시공간에서도 

1) Henry Lefebvre(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 Blackwell,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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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활동은 나타난다. 특히, 공공에서 마련한 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공간들이 공공공간의 역할을 충족하며 사람들의 공간 사용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M. Crawford, 1999; N. Fraser, 1992)이 

있었으며, 실제로 주민 활동도 여러 켜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주도하여 마련한 주민 거점공간 등의 공공공간

에만 한정하여 주민 활동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재생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모임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주민 활동이 

거점공간과 앵커시설에서 나타난다고 당연시 되어 그 외의 도시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진 탓으로 간주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거점공간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이전에 어떤 성격의 

활동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민모임의 활동과 공간에 대한 이

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재생지역

의 주민 활동을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일상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나

타나는 도시 공간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하나로 주민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난곡·난향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재생사업에 참여

하는 주민모임의 공식적인 활동과 친목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밀접하게 관찰

하고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과 주민들의 공간 이용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

다. 또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 구성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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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지역 내 주민 활동을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

요한 목표이다. 주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는 도시재생사업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시재생사업지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공공에서 

마련하는 주민 거점공간과 앵커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 활동은 다

양한 도시공간에서 여러 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모임의 

활동을 일상적인 관점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도시공간 이용 특성과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주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사용자인 주민모임의 관점에

서 활동 시 사용하는 도시공간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들

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계획가와 

사용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

적인 관점으로 주민 모임의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니즈

와 인식을 파악하여 주민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중요 자

료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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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도

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을 첫 번째 조건으로, 주민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두 번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지정하였

다.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국토

교통부에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전국적으로 13개 사업을 시행하

였고 2016년에는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33개의 사업을 추가 시행하였다. 지

자체별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2015년 3월, ‘서울형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1단계를 발표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1

단계 지역으로는 서울역 역세권 일대, 세운상가 일대와 창신·숭인 일대 등 

서울 도심 중심의 1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1단계 집중 추진 후 서울 전역으로 

도시재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공표하였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

역은 노후 주거지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지, 산업·상업지역,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특화지역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특성의 지역으로 도시재생의 범위를 포함

하였다. 도시재생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맞추어 2017년 2월, 서

울시에서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4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경제기반

형 1개소,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7개소, 그리고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6개

소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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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서울시 자료 재구성)

난곡·난향동은 근린재생 일반형 활성화지역에 해당되며 271,000의 면적

을 가진 지역이다. 한 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실시되었던 희망지 사업 

당시부터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다. 난곡동 일대에는 9개의 공

동체와 5개의 사회적 기업, 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로, 4개의 사회적기업과 2개의 

마을기업이 존재하는 중랑구와 비교해서 볼 때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1)

또한 2018년 8월,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도시

재생뉴딜사업에도 선정되어 향후 더욱 활발한 재생사업 및 주민 활동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난곡·난향 도시재생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악구 난곡동 희망지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보고서』(서울: 관악사
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01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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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 위치도

분류 단체명 활동 내용

공동체

활동

난곡 사랑의 집 문해학교, 공부방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청소년 공부방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활동

복합문화공간 ‘쉼표’ 재활용 매장, 공동 공간

이웃사랑방 3호점 재활용매장

장미꽃사랑 노인나눔터

난곡예술창작소 ‘달달한 동네’ 문화 프로그램 지원

낙골 공부방교육 공동체 공부방

난곡 주민도서관 ‘새숲’ 주민도서관

사회적

기업

㈜ 푸른환경코리아 건물미화, 청소용역, 외벽청소

㈜ 에스이엔티소프트 IT 분야 소프트웨어 / 테스팅

㈜ 별 가구 제작 및 판매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음악교육 / 공연 및 축제 기획

㈜ 일터인테리어 주택 및 건물 개보수

협동

조합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악복지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스톤쿱협동조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국막걸리전통주유통협동조합 도매 및 소매업

출처: 관악구 난곡동 희망지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보고서, 2016

[표 1] 희망지사업 보고서에서 조사한 난곡·난향동의 지역 공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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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현재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에는 다양한 관심사로 모여든 각기 다른 연령

대의 주민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각 모임의 활동과 그 활동들이 담긴 도시공간 이용 특성을 파악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모임을 활성화하는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한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모임은 총 18개이며 이

중 일부는 모임 등록 이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점차 미진해지면서 모임 

초기에 잠정적으로 활동을 멈추었다. ‘Poem & Art’, ‘난곡나들터 뇌과학상

담센터’는 전자에 해당되는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모임이며, ‘사나

래 품’, ‘부모자녀 공동체주택 건축’은 후자에 해당되어 모임 활동이 더 

이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민모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민모임들을 제외하고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나

타났고 있는 모임을 대상으로 하여, 각 모임의 활동 내용을 일상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각 주민모임이 활동하는 도시공간을 분석하여 활동 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모임의 활동 

목적과 그에 맞추어 나타나는 활동에 따라서 모임 별 도시공간 이용 패턴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활동에 맞는 공간을 찾기 위해 일부 모임들

은 색다른 도시공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모임마다 

활동 성격에 따라 어떠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해보고 시사점을 도

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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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 모임내용
회원

수

모임

횟수

조사

대상

경기민요 동아리 민요 및 국악 연습 11 46 ●

난곡 영사랑방 공동체 지역봉사단체로 지역 활동 9 28 -

사나래 품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양성교육 20 22 -

솜씨 모임 노인모임으로 인형 만들기 등 10 22 ●

난곡난향 부모자녀 

공동체주택건축 모임
부모와 자녀 공동체주택 건립 추진 5 12 -

에너지 집수리 에너지자립마을과 집수리 활동 20 38 ●

자전거 모임 주민의 건강과 취미생활 공유 12 5 ●

난곡동 환경개선 모임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 12 9 ●

Poem & Art 시, 미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6 0 -

난곡동자원봉사캠프 저소득가구 반찬 나눔, 경로당 방문 8 4 -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도시재생 발전방안 모색 

(희망지 활동 모임)
11 27 ●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친목도모와 공예 공유, 재능기부 10 11 ●

난곡나들터 

뇌과학상담센터
행복한 삶을 위한 뇌과학 상담과 교육 17 0 -

건강힐링모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23 85 ●

북작북작 book作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책읽기 7 8 ●

별별사진반 사진을 공유하는 공동체 10 10 ●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마을신문 발행 6 11 ●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봉사연주 활동 8 2 ●

계 18개의 주민모임 205 340 12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표 2]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록 주민모임 (2018년 7월 18일자 기준)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주민모임 18개 중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의 주민모임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모임에 대한 선정 이유와 주민모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2절, ‘주민모임의 종류와 활동 분석’에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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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1절. 선행 연구 고찰

1.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도시는 물리적인 공간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일상공간이며 사람

들의 일상과 상호작용하는 삶터이다(이무용, 2005). 최근에는 ‘일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층의 아파트와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소위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했던 80-90년대에는 골목길과 시장 장터 등 사람들

의 일상보다는 세련된 외관과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가치의 추구가 

지역의 정체성을 파괴해왔고 점차 도시는 획일화되게 되었다. 지역의 역사성

과 고유의 색을 지우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도시 공간에서 사람

들의 일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도시의 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와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모두 주민 활동 및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만큼 도

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도 주민 참

여의 동기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왜 중요할까?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에는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

체이자 해당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다(손동욱, 2008).

주민참여의 동기,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비중이 많았다. 주민 참여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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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이 다른 요인들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김흥순․원준혁, 2013; 신현주, 2018), 또한 도시재생사업 활동을 참

여한 뒤에 나타나는 성취감이라는 동기도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성순아 외, 

2015; 신현주, 2018). 특히 성취감의 경우, 사업추진 등의 공식적인 주민 활동

과 친목 등의 일상적인 만남 활동들이 함께 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성취감은 지속적인 주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성순아 

외, 2015; Vroom, 1964).

주민참여 동기에서 더 나아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 선행연구에

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신뢰를 형성과 형성을 위한 프로

그램, 그리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을 

중요시하였다(김화령, 2015; 이나영·안재섭, 2017).

연구자 주제 내용

김흥순·원준혁

(2013)

주민 참여 요인

지역 애착심, 연령, 소득 

신현주

(2018)

지역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위상, 경제적 

이유, 개인의 기대감, 성취감

성순아 외

(2015)
성취감

Vroom

(1964)
기대감, 보상, 성취감

김화령

(201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과 신뢰 형성, 주민들의 의식 변화,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이나영·안재섭

(2017)

물리적 개발,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커뮤니티 거점공간

[표 3]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요인은 지역 애착심, 지역에 대한 

책임감, 개인적 기대감과 성취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민 참여의 

중요 요인인 성취감은 오직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일상적 만남 활동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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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가져오

기 위해서는 일상적, 사업적 측면에서 주민들이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지역 애착심과 주민 참여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신뢰 형성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민 조직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만큼 주민 

공동체 및 주민조직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초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주

민의 조직화이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 측면을 생성하며 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구심체라고 주장하였다(곽현근, 2007; 맹다미·백세나, 2017; 

Putnam, 1993; 황선영·김순은, 2017).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구성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집합적인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조직은 일상적 교류, 친밀한 관계에 크

게 영향을 받으며 꾸미지 않은 일상적 접촉을 통한 느슨한 유대의 발전이 주

민조직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곽현근, 2007). 사업적인 조직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동네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가벼운 연대,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들 

간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이영아, 2014). 

이렇게 형성된 주민 조직 내부의 신뢰는 조직 밖으로 파급되어 지역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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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역량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네를 단위로 한 문화적, 오락적 행사와 프로그

램을 통해 마련하는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연스러

운 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Putnam, 1993).

연구자 주제 내용

곽현근

(2007)

주민 조직의 

중요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주민 조직화

주민조직 형성의 중요 요소 : 일상적 접촉을 통한 

느슨한 유대

맹다미·백세나

(2017)

주민 공동체 : 주민의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

Putnam

(1993)

주민 조직 내부에 형성된 신뢰는 외부로 파급되어 

지역사회 전체 역량을 향상,

지역사회 정체성을 형성

황선영·김순은

(2017)
지역사회 주민조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

이영아

(2014)

일상적 

공동체의 

중요성

관심사가 같은 소소한 일상의 행동을 통한 가벼운 

연대가 네트워크 형성의 장

[표 4] 주민 조직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 조직의 중요성과 함께, 주민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신뢰감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대들로 이루어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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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활동 공간·도시의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주민 참여, 주민조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반면, 주민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관계는 공간을 통해서

만 실재적인 존재감을 갖는다(윤정우, 2015). 즉, 사회적 관계를 구현시켜주는 

물질적인 매체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 거점공

간 및 앵커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한 뒤에 공동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된

다. 주민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은 사회적 관계가 발현되고 더 나아가 도시재

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활동 과정들이 담기는 그릇이다.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았지만 그 공간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에 맹다미, 백세나(2017)는 주민 모임들의 자체 수익

의 순환구조를 가지고 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영아(2013)는 주민의 일상적 삶이 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사업

에서 목표를 두어야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모임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공

공에서 마련한 주민 거점공간과 앵커시설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도시공간에

서도 주민 활동은 나타나고 있다. 공원, 골목 등 야외의 공공공간과 카페, 식

당 등의 상업시설, 그리고 개인의 집인 사적 공간에서도 주민 활동은 나타난

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활동을 공공공간과 연관시켜 왔으나, 다양

한 성격의 공간에서 주민 활동은 나타난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에 

대한 주장도 많이 나타났다. 마가렛 크로포드는 개인 공간들의 개방을 통해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충족하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공공공간은 기존의 길, 공원과 광장뿐만 아니라, 기능을 불문하고 매우 

일상적인 장소들에서도 공공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낸시 프레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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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소규모의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적층된 공공공간

(Multiple Public)이 오히려 더 다양한 주체를 수용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1)

Zukin(1991)은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 두 가지로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이분법 대신 하나의 연속체로써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발견하였다.2) 그리고 

‘역공간(Liminal Space)’라는 개념을 통해 공적, 사적 영역이 혼재된 특성의 

공간을 설명한다. Oldenburg(1999)는 집, 일터가 아닌‘제 3의 장소’라는 용

어를 만들며 카페, 서점, 미용실 등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적인 공간, 사적

인 공간 이외에 반사적 공간, 반공공공간, 제 3의 공간, 역공간 등의 새로운 

다양한 공간들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도시 공간이 논의되고 있

으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공공간에 갇히지 않고 공적, 사적 공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용자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무조건적인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건립을 논하기 이전

에 우선적으로 조직화된 주민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주

민모임의 활동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민모임의 활동이 나타나는 도

시공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김민진, 김광현. “현대의 공공성이 드러나는 집합적 공간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29(1), 2009, p.480.

2) 김미영.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3), 2017,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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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상지인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

간을 분석하여 주민모임의 성격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주민 조

직 및 주민 활동, 그리고 주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흐름 

및 담론을 파악하였다.

둘째, 난곡·난향 지역의 역사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진행 과정을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난곡·난향동의 지

역적 특징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지역과 함께 난곡·난향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셋째,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모임 관련 자료와 난곡난향 주민

협의체와 지원센터의 SNS를 참고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동체 코디네

이터와 두 차례 심층 면접을 통해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모임 현황

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현황을 통해 전체 18개 주민 모임 중 활동이 한 차례

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초기에 활동이 멈춘 모임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18개 주민모임 중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4개의 주민모임을 조사

대상 주민모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와 공동체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모임의 활동과 

활동 도시공간에 대한 각각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

식적 활동인 ‘주기적 활동’, ‘이벤트 활동’, 그리고 비공식적인 친목 활동

인 ‘교류 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민 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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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8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14개의 주민모임 중 개인 사유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던 2개 모

임을 제외한 12개의 모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8년 9월 

27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주민모임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주민모임의 객관적인 활동 과

정 및 내용을 파악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과 추가적

인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한 모임 당 약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

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1시간씩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난곡동의 카페에서 

주로 진행하였으며 일부는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거점공간, 인터

뷰이의 가게, 그리고 신림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모

임의 조성 배경, 활동 내용과 과정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활동 공간

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활동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을 분석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심층면접과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SNS에 업

로드 된 주민 활동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활동과 도시공간을 분석하였다. 

특히 활동이 나타난 도시공간은 분석의 틀과 함께 매핑 작업을 통해 각 주민

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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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함 성별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여 2018.09.27. 15:00-16:00 난곡동 카페

에너지집수리 정○○ 남 2018.10.01. 17:00-18:00 도시재생지원센터

솜씨모임 김○○ 여 2018.10.29. 14:00-15:00 난곡 사랑의 집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박○○ 남 2018.10.29. 15:10-16:00 1층 주민 거점공간

건강힐링모임 조○○ 남 2018.10.31. 14:30-15:10
관악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조○○ 남 2018.10.31. 15:10-15:45
관악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별별사진반
배○○

문○○
여

2018.10.31. 16:30-17:40

2018.11.02. 15:00-15:20

신림동 카페

난곡동 카페

북작북작 배○○ 여 2018.10.31. 17:45-18:15 신림동 카페

경기민요동아리 배○○ 남 2018.11.01. 14:00-14:30 2층 주민 거점공간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신○○ 남 2018.11.06. 10:00-12:00 난곡동 카페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박○○ 여 2018.11.12. 14:00-15:00 개인 공방

환경개선모임 윤○○ 남 2018.11.21. 14:00-14:40 난곡동 카페

자전거모임 윤○○ 남 2018.11.21. 14:40-15:00 난곡동 카페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강○○ 남 2018.11.27. 14:00-14:30 난곡동 카페

[표 5] 심층 면접 대상자

▍분석의 틀 : 활동의 세분화

주민 활동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 활동뿐만 아니라, 이웃 간

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교류 활동과 친목 활동 등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오히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들이 계획 

활동보다 영향력이 크다(노정민,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모임의 활동

을 바라볼 때 모임의 공식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친목 교류 활동에도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주민모임의 활동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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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활동’, ‘이벤트 활동’, 그리고 ‘교류 활동’으로 나누어서 각 주

민모임의 활동 유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주기적 활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임의 공식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캘리그라피 모임의 경우에는 주

민들이 함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연습하는 활동이 해당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이벤트 활동은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성

의 공식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악기 연주모임 등의 음악회 개최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모임의 활동들은 주기적 활동과 이벤트 활동 위주로 진행

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 활동은 주민모임의 공식적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친목 위주의 비공식적 활동으로써 주민모임에 참여

하는 주민들끼리 야유회를 가거나 술자리를 갖는 시간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민모임의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각 모임의 다양한 활

동들을 일상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그림 3] 주민모임의 활동 세분화

▍분석의 틀 : 활동 공간의 분류

주민 활동을 세분화 한 뒤에는 활동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주민모임의 활동이 나타날 수 있는 도시공간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8가지

로 분류하였다. 해당 도시공간은 선행 연구 고찰과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공동체 코디네이터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8가지로 범주화하였다. 8가

지의 도시공간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부터 사적인 성격의 공간까지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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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

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공간을 분류하였다.

[그림 4] 주민모임의 8가지 활동 공간

공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공간으로는 ‘야외의 공공공간’이 해당되며 골목

길, 놀이터, 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야외의 공공공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재생

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로는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도 입지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해당된다. ‘재생사업과 관

련된 공공시설’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 거점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러한 공간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공간으로 사업대상지 내

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생활권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해당 공간들을 사용하지 않아, 전체 주

민들 중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다.

카페와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보임·강성중(2011)에 

의하면 공공공간의 개념적 정의는 다수에게 개방적으로 열려있으며, 공공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촉발하며 다양한 활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민간이 소유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카페와 식당을 공공성을 가진 공공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묘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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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 또한 주민모임의 활

동이 나타난다. 문해 학교와 청소년 공부방 등에서 주민 활동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특정 주민모임의 공간’은 해당 모임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

해 마련한 그들만의 공간을 의미한다. 모임 구성원이 함께 마련한 공간이므로 

타 주민모임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사적인 성격을 띄는 공간이다. ‘모임 구성

원의 개인 업무 공간’은 재생사업과는 연관 없이 모임 구성원의 사무실이나 

개인 가게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모

임 구성원의 사적 공간’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집 혹은 마당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 명시된 대로 각 주민모임의 활동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각 활동들을 [그림 4]의 도시공간 중 어느 공간에서 나타나는지 파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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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진행 과정

[그림 5] 연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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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및 공간 분석

1절. 난곡·난향 지역의 이해

1. 지역의 역사

▍1950년대 : 사람 뼈가 굴러다니는 골짜기, 낙골

‘난이 흐드러지게 피는 골짜기’라는 유래를 가진 ‘난곡’은 도시 빈민의 

주거지역이 되기까지 골이 깊고 넓은 곳이라는 특색에 맞게 공동묘지로 이용

되었었다. 당시 해방 직후 해외 동포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정착

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부족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1) 1950년대 중반 

이후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농민도 급증하였고 이농민들은 대부분 도시의 빈민

층이 되어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판자촌을 건립하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과정 속에서 산비탈에 위치한 난곡·난향동 또한 자연스럽게 판자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공동묘지였던 난곡동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판잣집을 짓

기 위해 땅을 파기만 하면 사람 뼈가 나온다 하여 ‘사람 뼈가 굴러다니는 골

짜기’라는 뜻으로 ‘낙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들어서게 된 이후, 난곡동은 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 속에

서 대규모 도심빈민촌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60-70년대 : 대규모 도심빈민촌, 달동네

예전 난곡동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현재 재개발된 난향동 일대이다. 당시 

‘난곡’으로 불렸던 현재의 난향동 부근은 도심 불량주택 철거민들이 집단이

주로 형성된 ‘낙후되고 빈곤한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1960년대 도심 불량주택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이다. 1967년 전후, 정부

의 도심빈민촌 철거 정책으로 난곡동은 서울시 수재상습지역 및 무허가 정착

1) 1947년, 최고 52.6%까지 주택 부족률이 상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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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철거 이주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1968년에는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철거민 

100여 세대가 현재의 난향동으로 집단이주하게 되었고, 용산, 이촌, 서울역, 창

신동 등지에서도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농촌에서도 인구

가 대거 유입되어 이 달동네에는 거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1960년대 

초 30-40가구에 불과했었지만 이 지역은 금세 1972년에 2,600세대, 13,000명의 

인구수를 가진 대규모 도심빈민촌이 되었다.1) 당시 정부는 집단 이주지 조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심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 및 해체하였으나 동시에 시 

외곽의 무허가 정착지는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때 당시 ‘난곡’으로 불렸던 현재의 난향동으로 인해 지금의 난곡동은 

같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가지게 되

었다. 하지만 당시 달동네에 살던 많은 주민들이 현재의 난곡동으로 이주하였

다. 판자촌으로 가득했던 빈민촌 달동네 시절부터 주민들의 커뮤니티는 매우 

끈끈했었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다.

철거민과 이농민들이 물밀 듯이 모여 들었던 1970년대 초, 지역 내에는 상

수도 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공동 우물, 급수차에 의존하여 물을 먹어왔다. 특

히 1973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은 심각한 물 기근을 겪었다고 한다. 급

수차는 주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주민들은 당시 물지게

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러왔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들

은 해당 년도 7월 15일, 상수도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민들 중 비교

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1,350 가구로부터 수도가설 신청을 받았다. 또한, 시 

수도국에서 3,900만원의 지원을 받아 1년만인 1974년 10월, 지역에 상수도시설

을 설치하게 된다. 여전히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가구들은 여전히 

우물에 의존했지만 이 당시의 상수도설치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상수도시설 설

치는 주민들의 결집력과 실행력을 보여준다.

1) 김연기, “‘난곡 재개발 열매’ 누가 챙겼나 원주민 재정착률 8.8%의 그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7220 (검색일: 2018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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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수난에 상수도시설 설치한 주민

(“쏴...수도물이 쏟아진다,”『경향신문』(1973년 8월 13일 p.6).

(“주민의 집념과 협동심이 이룬 난곡마을 상수도시설,” 『경향신문』(1974년 10월 21일 p.6).

마을금고는 민간운동으로 1963년 경남 지방에서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을 바

탕으로 시작된 저축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71년, 마을

금고는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고의 운영수익 

중 일부는 적립되어 지역사회개발과 복지사업을 통해 마을금고에 가입되지 않

은 많은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었다. 당시에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마을금고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복지를 통해 마을을 가꾸어나갔으며, 후에 이 

마을금고는 1983년에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난곡동(현재 난향동)에서도 마을금고가 시행되었다. 판잣집으로 이루어

진 달동네 난곡이었지만, 1976년, 당시 서울시내 1억 원의 저축금액을 돌파한 

3개 동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당시 난곡동(현재 난향동)은 마을금고 2억 원에 

돌파하였다. 1979년 9월에는 마을금고 저축액이 15억 원을 돌파하여 서울 내 

마을금고 자산 총액 3위권에 달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마을금고 2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모으게 된다. 당시 서울시내 자산 10억 원 이상 되는 

마을 금고 15개 중 하나에 난곡마을이 해당되었으며 약 18억 7천5백만 원의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달동네에서 만들어진 이 우수한 기록에 

마을금고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1) 난곡동에서는 금고 운영

1) “박대통령, 새마을 지도자·모범 근로자와 환담”『경향신문』(1975년 12월 9일,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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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수익금으로 당시 지역 문제였던 쓰레기의 자체 수거제를 실시하였

다.1)

당시 난곡동(현재 난향동)의 지역 커뮤니티는 끈끈했으며 지역 의제를 공론

화하여 이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겼

다. 1970년대 초 지역 내 문제들을 공론화 하는 장으로서 동네 아주머니들은 

‘국수모임’이라는 주민모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가장 큰 문제 거

리였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당시 

카톨릭 학생회와 연계를 하면서 지역에서 의료 진료를 시작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서 이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IMF 당시인 1988년에는 주민 대다수가 건설이용노동자였던 난곡지역(현재의 

난향동)은 실업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는다. 주민들의 소득 감소로 일

해 가출, 자녀 방치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난곡지역의 주민들은 난곡지

역단체협의회(이상 난지협)을 조직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이하였던 가정이 43%에 달했지만 실직자 구직을 

위해 ‘집수리 공동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20여명의 일용 노동자들을 모

아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공공시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집수리를 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사업과 연계지어 실직가정 여성들에게는 결식아동

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커뮤니티를 이루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활동이 활발했던 이 지역은 현재의 난향동 일대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서부터 변화가 생겼다. 재개발로 인해 많은 주

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이 당시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던 주민들이 

흩어지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어려웠던 시절, 지역사회 해결

1) “구청에 비상대책본부설치 전화신고만 하면 쓰레기 즉각 수고”『경향신문』(1978년 12월 09일,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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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하였던 몇몇의 지역단체들은 여전히 현재의 난곡동에 남아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1973년도의 난지협에서 파생되고 이후 만들어진 

다른 지역단체들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금의 ‘난곡 사랑의 집’과 난향동의 

재개발 당시 생겨난 공부방에서 협동조합으로 발전된, ‘교육공동체 우리자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예시이다.

[그림 7] 1970년대의 달동네 난곡(현재 난향동)

(출처: “우리동네, 난곡,” http://blog.ohmynews.com/nangok/category/14237 (검색일: 2018년 8월 15일))

1973년, 처음으로 난곡동(현재 난향동)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82

년 주민들의 반대와 재정사정 약화로 재개발구역은 해제되게 되었다. 하지만 

90년대까지도 재개발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994년에는 자연

녹지 지역에 해당되었던 난곡동 일대(현재 난곡동)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하고 도로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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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 난향동 재개발 사업과 세입자들의 유입

당시 난곡지역이었던, 현재의 난향동 일대는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된다. 2000년,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을 

착수하였고 현재의 난곡동 일대는 주택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였다. 

난향동 재개발 사업 당시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택하여 재개발 구역 내 주

민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지은 다음 철거에 들어가는 재개발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거주자 총 2498세대 

중 85.3%가 세입자였으며 14.7%인 435세대만 실제 자가 거주자였다. 세입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순환형 이주단지(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일 뿐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 835세대는 난곡지

역을 떠나야 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난향동에 살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현재의 난곡

동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림 8] 난향동 재개발 사업 전과 후

(출처: “우리동네, 난곡,” http://blog.ohmynews.com/nangok/category/14237 (검색일: 2018년 8월 15일))

▍2010년대 : 난곡동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난향동이 재개발되기 전, 난곡동은 난향동보다 유복한 동네였으나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환경에 대한 개발 욕구가 동네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네 분위기는 2011년 10월 1구역(646번지), 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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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번지)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까지 이어졌다.1) 하지만 주

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사지 일대의 주민들과 비교적 평지에 위치해 주거환

경이 양호한 우림시장 일대의 주민들 간의 입장차이로 2014년 3월과 6월, 난

곡동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1구역과 2구역 순차적으로 해제되게 된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난곡동의 주거환경은 관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인구 감소 등을 겪었다.2) 또한 현재의 난곡

동은 아니었지만 ‘난곡’이라는 지명으로 인해 60-70년대의 빈곤한 달동네의 

이미지가 짙게 남아 난곡동의 주거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6년, 희망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7년 

2월, 서울시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게 되었

다.

1) 박상아, 『근린재생에서의 주민역량강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42.

2)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현황자료』,
(서울: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 p.4.



- 30 -

2.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활성화 지역

2017년, 서울시의 2단계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후 난곡동에는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직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의 사

업인 도시지생활성화사업의 1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정되었다. 난곡동은 당시 근린재생 일반형의 14개의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그리고 묵2동과 

함께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지정되었다.

구분 도시재생 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대상지 

특성

Ÿ 저이용·저개발된

중심지역

Ÿ 쇠퇴·낙후 산업(상업) 지역

Ÿ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Ÿ 노후주거지역

사업

특성

Ÿ 파급효과가 도시 및 국가 

차원에 미치는 핵심 시설

과 그 주변지역

Ÿ 재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역 

중심 시가지로서 잠재력 있

는 지역

Ÿ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문화 및 복지여건 

등 잠재력이 있는 도시지역

출처: 서울도시재생포털

[표 6] 서울형 도시재생의 사업유형

1단계 활성화사업인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는 도시쇠퇴를 진단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실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끔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콘텐츠 발굴 및 단위세부사업 등을 발굴하는 것이

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다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발굴된 다양한 실행주체들과 더불어 

세부사업들을 추진해간다.1)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목적들 중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

1) 박경남, 김민경,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기반구축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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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에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다.1) 활동가, 주민협의체, 사

업추진협의회, 행정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끌어나갈 주체가 필요하

기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다. 거버넌스가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 구성, 지역 거점공간 확보, 주

민협의체 구성, 주민참여 기반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

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 등 

행정전담조직 및 여러 지역 협력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

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2018년 7월 21일, 주민협의체 구

성을 완료하였다.

▍사업대상지 개요 및 현황

2단계 활성화사업의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난곡로 26길 일대로 난곡동과 난

향동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난곡동의 거주인구(2016년 기준, 서울통계)는 서울시, 관악구 인구밀도의 약 

1.8배 수준으로 근린주거지역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2) 또한 난곡

동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난곡동은 삼성동으로 향할수록 경사가 점차 급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대가 높아질수록 옹벽과 단차가 다수 존재

한다. 삼성동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과도로인 난곡로26길을 제외하면 도로들

1) 박경남, 김민경,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기반구축 현황,”『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2)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현황자료』,
(서울: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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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막다른 길로 인해 단절된다. 또한 난곡동은 경사로와 더불어 6m 미만의 도

로가 다수 분포하여 도로체계가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9]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 위치도

난곡동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노후 주거지가 방치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698호로 총 주거지 6,861호 중 10%에 해당된다. 하지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취소가 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노후 주거

지가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또한 지역 내

에 빈번히 위치해있는 실정이다.

3. 대상지 공간 현황

▍야외 공공공간

대상지 내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 녹색쉼터 2개소, 공지 6개소가 입지해있

다. 지역 내에 가장 큰 외부 공간은 660인 무궁화 어린이공원이다. 사업 대

상지 내에서 유일하게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통과 도로, 난곡로 26길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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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상지의 공원 및 공지

구분 공원 및 공지 면적
1 무궁화어린이공원 면적 660m²

2 난우 어린이공원 면적 241m²
3 주민 쉼터 면적 120m²

4 오성 어린이공원 면적 225m²
5 느티나무 공원 면적 213m²

6 공지1 (구유지/일부 개인) 면적 660m²
7 공지2 (시유지) 면적 660m²

8 공지3 (시유지) 면적 241m²
9 공지4 (시유지) 면적 241m²

10 공지5 (시유지) 면적 213m²
11 공지6 (시유지) 면적 213m²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자 재구성

[표 7] 난곡동 공원 및 공지의 면적

이 외에 소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두 군데 더 위치해있으며 도로변에는 느티

나무 공원이라는 소규모 공원이 위치해있다. 또한 대상지 내 6개의 공지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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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공지가 공공 소유로 난곡로를 따라 위치해있으나 규모가 작아 난곡동은 

생활권 내에 공원 녹지를 비롯한 야외 공공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과 무관한 공공시설

[그림 11] 대상지의 공공시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에서는 2017년 10월 16일, 현장에서 주민과의 원활

한 의사소통과 주민과의 만남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

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거점공간을 2개소를 

확보하였다. 2층에 조성된 큰 규모의 주민 거점공간(이하 2층 주민 거점공간)

은 지역의 행사, 교육,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1층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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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소규모 주민 거점공간(이하 1층 주민 거점공간)은 우림시장 인근에 위치

해 있으며 공간의 규모가 작아 인원수가 적은 주민모임의 공간 및 지역의 사

랑방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활동들

은 위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지에 재생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로는 학교,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분소

가 있다. 학교로는 난우 중학교, 남강 중학교, 남강 고등학교와 난곡 초등학교

와 위치해있었다. 난곡동 주민센터에는 책사랑 작은 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가 

내부에 함께 입지해있었으며 대상지에는 아동센터와 경로당 2군데가 위치해있

었다.

▍상업시설

[그림 12] 대상지의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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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로변인 난곡로를 따라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우림시장을 중

심으로 난곡로 26길과 난곡로 24길을 따라 상업시설이 이어져있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큰 규모의 카페들은 대상지의 북측에 주로 위치해

있었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규모의 식당들은 우림시장 인근

에 위치해있었다.

▍지역 공동체의 공간과 특정 주민모임의 공간

[그림 13] 대상지의 지역 단체 및 특정 모임 공간

난곡·난향동에는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입지해있으며 과거 빈민촌 시절 때

부터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해 온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 곳곳에 위치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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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들은 부족한 마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웃 공동체

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나의 잠재력이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교육공동체 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 난곡 사랑의 집, 사회적 

기업 일터 인테리어, 그리고 신림사회복지관, 총 4개소가 위치해있으며 신림사

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 공간 이루다 카페도 복지관과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해있다. 사업지 밖인 미성동과 난향동에도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복

합문화공간 쉼표, 놀자엔터테인먼트 등의 사회적 기업, 지역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외의 지역 공동체들은 지역의 큰 행사 등에 

기획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 내에는 도시

재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주민모임이 조성한 모임 자체의 공간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대상 내의 ‘야외 공공공간’, ‘재생사

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상업시설’, 

‘지역 공동체 공간’과 ‘특정 모임의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모임의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임 구성원의 업무 공간’과 

‘개인 사적 공간’을 포함한 총 8가지의 도시공간으로 범주화하여 주민 활동

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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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주민모임의 종류와 활동 분석

1. 주민모임 현황

▍조사 대상 모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에는 현재 18개의 주민모임이 재생센

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약 200명의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개의 주민모

임 중 모임의 활동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2개의 주민모임, ‘Poem & 

Art’와 ‘난곡 나들터 뇌과학상담센터’를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모

임 결성 후 바로 활동이 중단된 2개의 주민모임, ‘사나래품’과 ‘부모자녀 

공동체주택 건축’ 역시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남은 14개의 주민모임 중 인

터뷰이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면접이 불가능했던 ‘난곡 영사랑방 공동체’와 

‘난곡동 자원봉사캠프’를 제외한 총 12개의 주민모임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주민모임의 모임 등록 날짜와 모임의 자체 공간 유무는 다음 [표 8]과 

같다.

구분 주민모임 모임등록 날짜 모임공간 유무

1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2016.03. ○

2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2017.12. ○

3 북작북작 book作 2018.01. ○

4 경기민요동아리 2017.11. ×

5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2018.06. ×

6 별별사진반 2018.02. ×

7 솜씨모임 2017.11. ○

8 자전거모임 2017.11. ×

9 건강힐링모임 2017.11. ×

10 에너지집수리 2018.01. ○

11 환경개선모임 2016.10. ×

12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2018.02. ×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자 재구성

[표 8] 조사 대상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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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 조성 배경 및 현황

총 12개의 조사 모임 중 일부 모임은 2016년 희망지 사업 당시부터 존재했

던 주민모임이며, 일부는 센터에서 주관한 도시재생학교를 계기로 주민모임까

지 발전하였다. 또한 일부는 주민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해 주민모임까지 등록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모임들이 결성되었다. 각 주민모임 별 

조성 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민모임 조성 배경 및 특징

공공

주도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Ÿ 희망지 사업 때 조성되었으며 난곡동의 도시재생을 위

해 결성된 모임

Ÿ 주민 거점공간 1층 관리 및 운영

에너지집수리

Ÿ 집수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결성된 집수리 모임 + 

기존의 에너지모임이 결합하여 생성

Ÿ 에너지자립마을사업 계획 및 실행, 집수리 실습·교

육·봉사 활동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Ÿ 도시재생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시작

Ÿ 마을신문 발행

별별사진반
Ÿ 도시재생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시작

Ÿ 사진 공유 및 출사·사진전 견학

지역

단체 

주도

솜씨모임
Ÿ 난곡 사랑의 집(지역단체)에서 주도한 노인들의 모임

Ÿ 인형, 수세미 등의 만들기 모임

주민

주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Ÿ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친목·공예 공유 모임

북작북작 book作 Ÿ 도시재생 관련 책 읽는 친목 모임

경기민요동아리

Ÿ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팀

Ÿ 경기민요 연습 공간으로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기 위

해 결성된 주민모임

자전거모임
Ÿ 시민모임에서 파생된 모임으로 건강과 취미생활 공유

하는 모임

환경개선모임
Ÿ 시민모임에서 파생된 희망지공모사업팀

Ÿ 난곡동 환경개선을 위한 모임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Ÿ 색소폰 연습

Ÿ 주민공모사업으로 먼저 시작한 뒤 주민모임으로 등록

건강힐링모임 Ÿ 만성질환 등 완화를 위한 운동 모임

출처: 연구자 구성

[표 9] 주민모임 조성 배경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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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주민모임 중 4개의 주민모임은 공공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그 중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은 희망지 사업 당시 임시주민협의체의 역할을 

위해 공공 주도로 조성되었다. 기존에 끈끈했던 친목을 형성하고 있던 통장들

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모임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모임

을 이어나가고 있다.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지역

이 선정된 이후에는 더 나은 난곡동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

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집수리’는 LH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집수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조성된 ‘집수리 119’모임과 기존의 ‘에너지 모임’이 결합되어 ‘에너지집

수리’모임으로 재탄생되었다. 에너지 활동과 집수리 활동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모임이며, 활발한 활동으로 현재 약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난곡동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주민모임이다. 

‘난곡난향 마을기자단’과 ‘별별사진반’은 2018년 1월 11일부터 3월 8일

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도시재

생학교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당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마을기자 양성

교육’과 ‘사진으로 마을 보기’라는 사진 교육이 있어 각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주민들로 각각 모임이 조성되었다. 마을기자단은 현재 3개월에 한번 씩 

나오는 소식지의 3회분까지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하지만, 초창기에 주민 4명

으로 시작했던 이 모임은 많은 양의 일에 하나 둘씩 모임을 빠져나가면서 결

국 현재는 주민 2명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별별사진반은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보다 사업 대상지 밖에 거주하는 생활권자의 비중이 더 

높은 모임으로, 지역 외부에서 온 사진 강사를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솜씨모임’은 난곡동의 지역단체인 ‘난곡 사랑의 집’이 주도한 주민모

임이다. 지역에서 문해 학교 한글반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난곡 사랑의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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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노인자치모임, ‘나눔터’를 모집하여 연령대 75세 이상의 노인들

로 구성된 자치모임을 결성하였다. 난곡 사랑의 집에서는 이 모임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자치 모임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나눔터에는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반이 있는데 그 중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모임에서는 수공예 물품을 할머니들이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소소한 경제

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수요모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솜씨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다. 노인자치모임 나눔터의 약 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솜씨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할머니는 약 10명이다.

나머지 7개의 주민모임은 주민들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핸드메이드 강사

들의 네트워’크는 핸드메이드 강사 9명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다. 희망지 사

업 때부터 종종 활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친목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약 1년 정도 모임을 지속해왔다.

‘북작북작’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주민모임이

다. 주부 7명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의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 모임에 가깝다. 독서 이외에도 함께 수세미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이다.

‘경기민요동아리’는 기존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었던 팀

이 공간을 계기로 만들어진 주민모임이다. 당시 경기민요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소개를 받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모임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강사에게 레슨을 매주 받

으며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동 초기에는 소수의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였

으나 지금은 기존 동아리 회원들만 약 10명 정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자전거모임’은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 조성된 주민모임이다. 대부분의 인원이 ‘난곡난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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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민모임’의 일원이며, 일부는 새로 들어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총 12명

이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모임’은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에서 파생된 모임으로 

자전거모임처럼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 모임은 난곡동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크게 길가의 쓰레기 정리 등의 환경 

정비와 독거 노인 등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 인

원은 총 9명으로 8명의 남성분과 1명의 여성분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난

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이 주로 지역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었다면, 

환경개선모임은 직접 회원들이 실천적인 활동을 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색소폰을 취미로 하고 있는 주민 7명이 모여서 

함께 연습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주민 거점공간을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레슨은 따로 없이 회원들 간에 함께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힐링모임’은 모임 주최자가 건강 관련 일을 하는 지역 주민으로, 도

시재생사업 초기 단계에 2층 주민 거점공간에 스트레칭 기구를 들여와서 자리

를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모임의 회원들은 단지 건강을 위한 욕구를 위해 모

임에 참여하고 스트레칭을 기구를 이용하였으며, 회원들 간의 소통 혹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실천적인 활동이 없었던 모임이었다. 현재는 주민 거점공간 점

유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결국 모임 주최자가 난곡동을 떠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주민모임들을 대상으로 각 주민모임의 활동 과정 및 내

용, 그리고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의 이용 특성과 공간에 대한 그들의 인

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모임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공모사업은 2018년 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중에 주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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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선발하였으며 6월 30일자로 사업이 끝나는 단기 주민공모사업인 이웃 만

들기 사업과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공동체 꾸리기 사업, 주제공모사

업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총 13개의 모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2

개의 조사 대상 주민모임 중 6개의 모임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모임명 사업명
조사대상

주민모임

이웃

만들기

사업

나들이 행복한 이웃만들기 프로젝트 -

자전거모임 건강을 위한 난곡 자전거 모임 ●

난곡, 한울림 난곡, 음악이 흐르는 동네 ●

프리즘 난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
●

(북작북작)

주제

공모
에너지집수리모임 에너지 집수리 119 ●

공동체

꾸리기

해피바이러스
난곡 청소년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

이 있는 골목’ 프로젝트
-

환경지킴이 우리동네 환경 살리기 -

행복한 아트공작소 손으로 만든 세상, 마을과 소통하다 -

별별사진반 사진으로 마을보기 ●

세대공감 나눔터 난곡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솜씨모임)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난곡의 표정을 찾아서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책으로 함께 꿈꾸는 난곡난향 -

남부교육센터 난곡마을가족 세대통합 ‘어울림’ -

계 13개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자 재구성

[표 10] 주민공모사업 선정 모임

자전거 모임,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프리즘(북작북작) 모임의 주민공모사업

이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에너지집수리와 별별사진반, 그리고 솜씨모임

은 11월 30일까지 공모사업 지원이 지속된다.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은 재생센터에 주민모임으로 등록되어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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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폭 넓은 활동이 가능했다. 따라서, 실제로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

민모임이 그렇지 않은 모임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주민 활동 및 공간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활동을 분석하고 활동이 나타나

는 도시공간을 조사하고자 한다. 활동 및 활동 공간 분석은 2장 2절의 연구 

방법에 명시한 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주민 활동은 ‘주기적 활동’, ‘이벤트 활동’, ‘교류 활동’ 3가지로 세

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기적 활동은 주민모임의 공식적 활동 중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지칭하며, 이벤트 활동은 공식적 활동이지만 비주기적

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교류 활동은 비공식적 활동이지만 

모임 구성원 간에 친목 활동 등을 뜻한다. 위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 주민모

임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활동 양상이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은 ‘야외 공공공간’, ‘재생사업

과 무관한 공공시설’,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상업시설’, ‘지

역 공동체의 공간’, ‘특정 주민모임 공간’,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공

간’, 그리고 ‘모임 구성원의 개인 사적 공간’으로 총 8가지 공간 유형을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모임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이후에 주민 활동이 나

타나는 여러 켜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모임의 활

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도시공간의 이용 특성과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무

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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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적 활동 분석

주기적 활동은 각 주민모임이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 중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조사 결과, 난곡·난향 주민모임 12개의 주기적 활동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밑의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주민모임 

구성원이 함께 활동을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활동 형태

를 보이는 모임, 친목 활동 위주의 모임, 취미 활동 위주로 진행하는 모임, 그

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이 있었다.

주기적 활동 

양상
주민모임 세부 활동

서비스 제공 건강힐링모임
운동하러 온 회원에게 스트레칭 기구 제공 

및 운동법 교육

친목 활동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진행,

1층 주민 거점공간 관리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통한 친목 교류·정보 공유

북작북작 book作 독서·만들기 활동을 통한 친목 교류

취미 활동

경기민요동아리 경기민요 레슨 및 연습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색소폰 연습

자전거 모임 건강을 위한 자전거 라이딩

별별사진반 
마을 사진 찍고 정기모임을 통해 사진 품평

회, 전시회 개최에 대한 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솜씨모임
지역 청소년 지원 용도의 수익금 마련을 위

한 수세미·인형 만들기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마을 소식지 내용 구상 및 기사 작성

환경개선모임
활동에 대한 회의 진행 후 동네 청소 · 독

거노인 봉사활동 진행

에너지집수리
회의 후 에너지 활동·저소득 가구 집수리 

활동에 대한 계획 설립 후 진행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1]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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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형태의 활동

⦁ 건강힐링모임

가장 먼저,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형태의 활동 양상이 나타났던 주민모

임은 건강힐링모임이었다. 건강힐링모임은 주민들이 함께 모임을 결성하여 활

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임 주최자 한 명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스트레칭 기

구를 이용하여 운동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의 모임이었다. 따라서, 모임 구

성원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모임의 주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그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건강힐링모임은 주민모임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매우 단조로운 모임 

형태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기보다는 개인의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모

임이었다.

[그림 14] 건강힐링모임의 활동 모습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친목 활동

 주기적 활동의 양상이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의·친목 활동

으로 나타나는 주민모임으로는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과 핸드메이드 강사

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북작북작 book作이 있다. 해당 모임들은 모임 구성원 

간의 친목 활동이 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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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역 내에 있는 통장들과 자

율방범대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으로 초창기 모임의 

목표는 희망지 사업 추진,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선정이었다. 난

곡·난향동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정기 회의가 시민모임의 주요 활동이다. 약 1시

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진행하는 회의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세운다. 정기 회의는 1층에 위치

한 소형 주민 거점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의 시간 정해져있지만 주민들

은 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평소에도 해당 공

간을 드나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는 실천적인 활동으

로 이어지지 않고 회의로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15]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회의 모습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또한 시민모임은 1층 소형 주민 거점공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

민모임이기에 해당 공간의 관리도 도맡아서 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

녁 7시까지 거점공간을 열어두어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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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는 지역의 핸드메이드 강사들이 모여서 조성

한 친목 모임으로,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정기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예 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공예품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강

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공예 방법을 배우면

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강사 9명 중 3명은 공방 혹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 

해당 모임에서는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공방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한

다.

[그림 16]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정기모임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 북작북작 book作

북작북작의 주기적 활동은 독서모임과 수세미 만들기이다. 만들기와 책 읽

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주부들간의 친목모임에 가까웠다. 

독서모임은 격주로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하였으며 4명에서 

6명 정도가 늘 참석하였다. 수세미 및 인형 만들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부터 짧게는 12시, 길게는 오후 2시까지 활동했었다. 이때에는 보통 7명 전원

이 참석하고 있다. 늘 반복적으로 해당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보통 활동

은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카페를 사장님이 접게 되면서 기존의 모임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고, 

공모사업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은 잠정적으로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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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북작북작 주기적 활동 모습 : 수세미 및 인형 만들기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북작북

작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힘든 단순한 형태의 활동을 보여준다. 이러

한 활동들은 지역에 확장성을 가지기 힘든 형태의 활동을 가지고 있다.

▍취미 활동

주민모임이 처음 형성되었을 당시 어떤 활동을 위주로 전개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취미모임들이 있다. 해당 모임들은 주민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가지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경기민요동아리

경기민요동아리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경기민요에 대한 레슨을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모임 

자체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미를 배우기 위한 모임이 강해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경기민요동아리는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임 활동 시간대마다 공간을 대여해서 레슨 및 연습을 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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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경기민요동아리의 주기적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색소폰을 취미로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조

성된 모임으로 격주로 토요일마다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습하고 있다. 색소폰 동호회 역시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 자전거모임

자전거 모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약 7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날짜

로 정해서 자전거를 신대방을 거쳐 여의도 한강 공원까지 타는 취미형 모임이

었다. 여의도 한강 공원에 도착하면 시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들이를 즐기고 다시 난곡동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자

전거모임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은 서로 친목도 다지고 단합심을 기를 수 있

었다고 한다. 11월에 접어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전거모임의 활동은 현재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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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한울림 색소폰 동호회와 자전거모임의 주기적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별별사진반

별별사진반은 마을을 기록하고 담는 사진 동아리로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저

녁 7시에 모여서 서로 사진에 대한 감상평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사진반이기에 별별사진반은 난곡동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에 주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마을을 들여다보면

서 모임 구성원들은 난곡동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게 되었다.

[그림 20] 별별사진반의 주기적 활동 모습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는 정기 모임 이외에도 별별사진반은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였다. 젊은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모임에서 찍은 사진

들로 포토 엽서와 포토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 기획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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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사 준비가 있다면 정기모임 이외의 모임을 통해 서로 역할을 분배 및 의

논을 해왔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해당 모임들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모임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 혹은 필요성에 따라 주기

적 활동으로 진행할 주민 활동을 결정하고 목적에 맞게 공간을 선택하여 활동

하는 경향이 있다.

⦁ 솜씨모임

난곡 사랑의 집에서의 노인자치모임 일부분인 솜씨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수세미를 뜨거나 캘리

그라피, 혹은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때 만들어진 물건들은 바자회를 통해

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 노인자치모임 나눔터 공간 : 난곡 사랑의 집

(연구자 촬영)

⦁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은 3개월에 한 번 소식지가 발간되면 그 직전 한 달 간

은 일주일에 3번 이상씩 모임을 가져야할 정도로 많은 양의 업무가 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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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을 정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서로 간에 기사의 양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모임 구성원 간의 회의를 자주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의 양이 많기 때

문에 모임 활동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빠져나가게 되었고 줄어든 인원만큼 

남아있던 주민들에게 일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4명으로 기자단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2명뿐인 기자들이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림 22]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에서 발행하는 난곡난향 소식지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 환경개선모임

환경개선모임의 활동 유형은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로 나뉜다. 마을 

환경 개선의 경우 정기적으로 마을 청소를 모임에서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즈음부터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의 골목을 청소하고 있

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점에는 꽃나무를 심어 무단 

투기를 감소화하였다.

주민 복지 활동은 주로 난곡동의 독거노인에 집중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거노인 자택의 형광등, 보일러 등을 고쳐주거나 아프시면 환경개선모

임에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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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환경개선모임의 주기적 활동: 독거노인 집수리, 환경개선

(출처: 난곡난향 주민협의체&지원센터 네이버 밴드)

환경개선모임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모임의 정기 회의와 함

께 진행이 된다. 회의 이후 환경개선모임은 3인 1조로 팀을 나누어 해야 할 

일을 우선 순위를 따져서 팀 별로 움직이고 있다.

⦁ 에너지집수리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주기적 활동은 크게 에너지 활동과 집수리 활동이 있

다. 에너지활동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와 틈새 바람막이 설치 등을 하며 집수

리 활동에서는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도배, 장판, 방충망 수리 봉사들을 진행

한다. 에너지 및 집수리 활동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며 평균 4-5명의 회원

들이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여 매달 7-9명의 모임 구성원들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격주 토요일마다 에너지 및 집수리 활동을 진행할 공간 선정 

및 이를 위한 준비사항 격주마다 진행하는 정기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격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진행한다. 회의는 주민 거점공간에서 진행한다.

에너지 및 집수리 활동은 모임 활동 특성 상 집수리, 태양광 및 바람막이를 

설치할 집수리 의뢰자 개인의 집에서 활동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집수리 공구

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집수리 활동 당시에는 거점

공간에 목재들을 받아서 보관하였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집수리 모임 공

간이 최근 생겨나고 현재 조성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구나 집수리 자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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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모임 공간에서 보관을 할 예정이다. 회의 또한 새로운 모임 공간이 

조성이 되었기에 향후 모임 공간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24] 에너지집수리의 주기적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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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활동 분석

주기적 활동의 경우 모든 주민모임이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을 보이고 있으

나 이벤트 활동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 모임들도 존재했다. 총 12개의 주민모

임 중 5개의 모임이 이벤트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7개의 주

민모임 중 4개의 모임은 이벤트 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하며, 직접 주최를 하

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의 이벤트 활동을 직접 준비하여 개최를 

하지는 않지만 참여하고 있었다.

이벤트 활동은 모임에서 해온 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보여주기 

위함이거나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욕구가 큰 주민모임일수록 참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이벤트를 기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벤트 

활동 양상
주민모임 세부 활동

×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

북작북작 book作 -

환경개선모임 -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

건강힐링모임 -

참여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지역 축제 부스 참여 – 수익 창출

경기민요동아리 지역 축제에서 공연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지역 축제에서 공연

주최 및 

참여

에너지집수리

집수리 교육 및 집수리 학교 진행,

에너지 축제 및 불끄기 행사 주최,

지역 축제 부스 참여

별별사진반

지역 축제 및 플리마켓에서 사진 전

시회 및 사진 촬영, 모임 자체 사진 

전시회 개최

솜씨모임
플리마켓 준비위원회, 플리마켓 부스 

참여 및 지역 축제에서 부스 참여

자전거모임
자전거 교육 이수, 자전거 무료 수리 

봉사 진행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2]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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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활동에 참여

⦁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의 이벤트 활동은 지역의 축제에 부스로 참여

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친목 모임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며 지

역의 축제에 단체의 이름으로 참여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모임의 이름으로 참

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자 공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개인 

공방의 타이틀로, 혹은 주민공모사업 명칭으로 참여하기도 하다.

보통 지역 축제는 주말에 야외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자연스럽게 핸드

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모임은 야외 공공공간에서 이벤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민요동아리

경기민요동아리는 평소 레슨과 연습을 하고 지역의 축제가 있을 시에는 공

연을 하고 있다. 난곡동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불끄기 행사가 주최된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공연을 했었으며, 지역 축제가 열린 무궁화 어린이 공원에서도 

공연을 하였다. 또한 서울시청에서 주관한 도시재생 엑스포에서도 공연을 했

었다. 경기민요동아리는 강습 위주의 취미형 주민모임이지만 지역사회와 연계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5] 경기민요동아리의 이벤트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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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경기민요동아리와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한 요청이 

올 시에 공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팀으로 움직이는 경기민요동아리와 달리 

한울림은 공연 요청을 받으면 해당 날짜에 시간이 되는 개인이 가서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민요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엑스포, 난곡동의 축제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벤트 활동에 직접 주최 및 참여

⦁ 에너지집수리

에너지집수리 모임은 정기적으로 에너지 및 집수리 활동도 진행하지만 꾸준

히 이벤트 활동도 진행해왔었다. 대체로 이벤트 활동은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

들이 많았다.

분기별로 한 번씩 불끄기의 날인 22일에 에너지집수리에서는 불끄기 행사를 

진행한다. 주민 거점공간에서 저녁에 행사를 진행하며 이 때는 모두 각자의 

집의 불을 끄고 모여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에너지집수리 모임 회

원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난곡동의 다른 

주민모임을 초청하여 작은 초청 연주회도 가지곤 한다. 이 행사는 에너지 절

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다른 

주민모임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함께 정체성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끄기 행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에너지집수리에서는 에너지 축제 또한 기획을 했었다. 미성동, 난향동과 달

리 지역 내에 축제가 없는 난곡동에 작은 지역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축제를 진행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참여하

기 좋은 축제의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었다고 한다. 더 적합한 공간을 찾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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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를 겪고 결국, 에너지집수리 팀은 무궁화 어린이공원에서 에너지 축제

를 진행하였다. 당시 총 13개의 부스를 어린이 공원에 설치하였고 에너지집수

리 팀에서는 3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솜사탕 만들

기 부스,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그림 26] 에너지집수리의 불끄기 행사(위)와 에너지축제(아래)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이 외에도 집수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집수리에서 기획하는 집수

리 교육은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열어두었

다. 또한 KT 희망나눔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2018년 9월 30일부터 진행하고 있

는 집수리학교도 새로운 집수리 교육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집수

리모임에서 진행해 온 집수리 교육에 관심이 생겨 수강을 하다가 모임에 가입

하는 주민 분들도 생긴다. 지금까지 집수리 교육은 거점공간에서 진행하거나 

에너지 집수리 회원의 집에서 실습 및 교육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생긴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활동들을 통해서 에너지집수리 모임은 꾸준히 자신들의 모임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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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역에 축제나 문화행사들을 기획해나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네트

워크의 장을 형성하며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에너지집수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벤트 활동들은 난곡동 주민 모두에게 열

려 있기에 넓은 공간,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활동이 나타났다.

⦁ 별별사진반

[그림 27] 별별사진반의 전시

(왼쪽부터 시계 방향: 도시재생학교 사진반 수료식 전시, 난곡마을축제, 

난곡주민어울림마당 전시, 난곡 플리마켓 전시)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별별사진반은 회원들이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

민모임이다. 난곡동에서 축제가 있을 때면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모임에

서 자발적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부스를 마련하여 동네 사람들을 찍어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계동길 등 답사를 다녀와서 아이

디어를 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별별사진반은 2층 주

민거점에서 도시재생학교 수료식 겸 열었던 작은 규모의 사진 전시회, 그리고 

난곡 플리마켓과 지역 축제에서의 전시, 그리고 모임의 올해 최종 목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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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마을 전시회는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별별사진반 모임에

서 주최하는 자체 행사로 2018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였

다. 이 전시회는 무궁화 어린이 공원까지 가는 난곡로 26길을 따라서 이루어

지는 야외 전시이다. 전시를 위해 90×90 사이즈로 주민들은 사진 현수막을 

제작하였고 사진을 걸기 위해 난곡로 26길의 상가들에게 직접 협조를 구했다.

[그림 28] 별별사진반 마을 사진전시회

(출처: 연구자 촬영,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별별사진반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이끌어나가며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나갔다. 대부분의 전시는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야외 공

공공간에서 이루어졌다.

⦁ 솜씨모임

솜씨모임에서 만든 수세미와 공예품은 이벤트 활동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

다.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난곡 플리마켓은 솜씨모임과 난곡동의 우리

자리 공부방이 함께 주최를 하고 있으며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난곡동의 야외 행사는 무궁화어린이공원에서 열리지만 ‘어린이 놀

이터’라는 특성 상 수익을 내야하는 플리마켓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결국 플리마켓 장소는 비교적 유동 인구가 있는 길가에 위치한 공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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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게 되었다. 여전히 공간이 비좁아 참여 부스를 늘리기도 홍보하기에

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자리 공부방과 솜씨모임은 현재 플리마켓에 부

스로 참여하면서 플리마켓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리마켓 

이외에도 난곡동의 지역 축제에 부스로 참여하여 플리마켓처럼 솜씨모임에서 

만든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29] 솜씨모임의 난곡 플리마켓 참여 모습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자전거모임

주민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자전거모임은 자전

거 라이딩에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자전거모임은 자전거 수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30] 자전거모임의 이벤트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63 -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자전거 수리 교육을 지역 청년에게서 4시간 이수를 

받고 난 뒤 약 3개월 간 자전거 수리 봉사를 시작하였다. 보통 수요일에 활동

을 했으며 수리를 하기로 하는 날은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지원센터 SNS에 

업로드하여 공지하였으며 1층 주민 거점공간 앞 공간과 비어있는 주차장에서 

수리 봉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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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류 활동 분석

난곡·난향 주민모임에서 교류 활동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서 나타났다. 아예 교류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임도 있었으며, 특별한 활

동 이후, 혹은 정기 모임 이후에 뒤풀이 겸 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자면, 대다수의 주민모임은 주기적 활동 혹은 이벤트 활동 

이후에 교류 활동을 가졌다. 

또한, 평소에 한 공간에 상주하면서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민

모임도 있었다. 이러한 모임의 경우에는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기적 활동이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류 활동 양상 주민모임 세부 활동

×
건강힐링모임 -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

활동 및 모임 

후 뒤풀이

경기민요동아리 공연 이후 뒤풀이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정기모임 이후 뒤풀이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 및 정보 공유

자전거모임 자전거 라이딩 이후 한강 피크닉

에너지집수리
집수리 활동 이후 뒤풀이, 삼겹살 

단합 파티

환경개선모임
활동 이후 뒤풀이, 1층 주민 거점공

간에 자주 들려 친목

별별사진반
전시회 개최 이후 뒤풀이, 출사 및 

답사, 친목 교류

상주·잦은 

왕래로 교류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1층 주민 거점공간에 자주 들려 친

목

솜씨모임
난곡 사랑의 집 공간에 상주하며 친

목 교류 및 요리·식사

북작북작 book作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는 카페에 수

시로 들려 티타임 및 친목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3]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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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활동은 모임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교류 활동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모임보다, 활동 이후 뒤

풀이 하는 모임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욱 끈끈했으며, 평소 잦은 왕래로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모임의 경우는 서로 간의 신뢰감이 굉장히 두터웠

다.

▍활동 및 정기모임 이후 뒤풀이하는 모임

⦁ 경기민요동아리

이벤트 활동을 제외하고는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주민모임이기 때문에 경

기민요동아리는 따로 교류 활동이 없었다. 하지만 간혹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 받은 다과비를 통해 간식거리를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연습을 하는 동

안 함께 나누어 먹고는 했었다. 그 외에는 공연을 하고 난 뒤에 회원들끼리 

함께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며 성공적인 공연에 대한 회포를 풀고는 하였

다.

⦁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에서는 정기모임 하는 날, 시간이 모두 맞을 경우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는 한다. 오히려 공연은 개별적으로 시간이 맞는 회원이 하

기 때문에 공연 이후에 진행하는 뒤풀이는 없었다.

⦁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교류 활동은 정기 모임이 있을 때 나타난다. 함께 공방에서 이야기를 나누

고 공유할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난 뒤에 식사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주

로 공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협업을 할 일의 계획을 짜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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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모임

자전거모임에서는 자전거 라이딩을 타고 나가서 회원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

기는 것이 주기적 활동이자 교류 활동이다.

⦁ 에너지집수리

집수리 활동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작업이기에 활동을 한번 마칠 때마

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늘 집수리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뒤풀이

를 한다. 이때는 우림시장 근처에 있는 상업시설을 이용하여 치킨을 먹거나 

고기를 먹고 술 한 잔씩 기울이며 친목을 다지며 활동의 마무리를 참여자들끼

리 자축한다. 가끔 서로 내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 시간에 더욱 돈독해졌다고 

한다.

거점공간에서 에너지집수리 회의를 하고나면 모임 전체는 아니지만 임원진

끼리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하면서 모임

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곤 한다.

최근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자체 공간이 생겨나고 나서는, 그 공간에서 에너

지집수리의 단합파티가 있었다. 거의 모든 에너지집수리 모임의 회원들과 외

부 손님들도 몇몇 참석하여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친목을 다졌다.

교류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은 친목을 다지면서 단합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거점공간이나 다른 공

간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카페나 술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진행하였

고 자체 모임의 공간은 모임 구성원 전체가 함께 모여 단합을 도모할 때 이벤

트 형식처럼 교류활동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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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에너지집수리의 단합 파티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 환경개선모임

환경개선모임이 대부분 시민모임의 회원들과 구성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모임 또한 1층 주민 거점공간을 자주 애용한다. 서로 잦은 왕래로 1층 주민 

거점에서 만남을 가지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모임의 활동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뒤풀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 별별사진반

기존에 서로 교류하던 주민들로 모여서 구성된 모임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주민모임 회원들은 서로 간에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마을 사진을 찍으러 출사를 함께 다니기도 했으며 좋은 답사지 혹은 전시가 

있으면 시간이 맞는 회원들끼리 나들이 겸 답사를 다니기도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회원의 가게에서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전시회 

개최에 대한 자축을 하기도 하고 활동과는 별개로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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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상주하거나 잦은 왕래로 교류하는 모임

⦁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60-70세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민모임은 회원들끼리 따로 회식을 하는 일

이 잦지는 않다. 하지만 1층 주민 거점공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커피 한잔씩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어느 모임보다 끈끈함을 보였다. 주민들끼리 따로 

카페를 가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다과비로 커피스틱을 

구매하여 주민 거점공간을 카페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시민모임은 단합을 위한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잦은 왕래를 평소에 하면서 

친목을 다졌으며 희망지사업 때부터 함께한 3년간의 활동이 모임에 대한 소속

감과 서로 간의 신뢰감을 다져주었다.

⦁ 솜씨모임

난곡 사랑의 집에 위치한 노인자치모임의 공간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할머니들은 함께 그 공간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

도 하면서 하루를 함께 보낸다. 

⦁ 북작북작

북작북작은 주민들의 친목형 주민모임이기에 주기적 활동을 통해서 수세미

나 인형을 만들고 책을 읽고 토론을 했지만 그 활동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 간

의 친목 형성이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활동으로 예정되

어있는 수세미·인형 만들기 활동은 종종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정도로 서로 

간에 이야기로 즐겁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꼭 활동일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지나다니다 카페를 들리면서 서로 친목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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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연구에서는 12개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조성 배경 및 활동들을 3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모임 조성 배경은 공공에서 주도하여 조성된 모임과 

주민 주도로 형성된 모임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역 단체의 주도 하에 주민모임

이 결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

분
모임

조성

배경

활동 유형

주기적 활동 이벤트 활동 교류 활동

1 건강힐링모임 주민 서비스 제공 × ×

2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공공 친목 × 상주·잦은 왕래

3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주민 친목 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4 ⦁북작북작 book作 주민 친목 × 상주·잦은 왕래

5 경기민요동아리 주민 취미 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6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주민 취미 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7 ⦁자전거모임 주민 취미 주최·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8 ⦁별별사진반 공공 취미 주최·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9 ⦁솜씨모임 지역단체 지역사회 공헌 주최·참여 상주·잦은 왕래

10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공공 지역사회 공헌 × ×

11 환경개선모임 주민 지역사회 공헌 × 상주·잦은 왕래

12 ⦁에너지집수리 공공 지역사회 공헌 주최·참여 활동 이후 뒤풀이

⦁주민공모사업 선정 모임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4]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분석

주민모임의 활동 중 모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모임의 공식적 

활동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주기적 활동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민모임을 성격 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에는 주기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활동 양

상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주기적 활동 양상은 모임의 성격이라고 명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서비스 제공 활동 양상을 제외하고 ‘친목 활동’, ‘취미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활동’ 양상,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 70 -

이벤트 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모임과, 지역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형

태, 그리고 직접 이벤트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들이 있었다. 마지막

으로 교류 활동은 아예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모임과 주기적·이벤트 활동 이

후에 진행하는 뒤풀이 형식으로 모임 구성원 간의 교류를 진행하는 모임, 그

리고 마지막으로 한 공간에 상주하며 잦은 왕래로 교류하며 주기적·이벤트 

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모임이 있었다.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타 주민모임들보다 주기적·이벤트·교

류 활동에서 대체로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공공 및 지역단체에서 주도하여 형성한 주민모임의 대다수는 지역사회 공헌

형 활동을 주기적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취미형 활동 모임이더라도 지역사

회와 연계를 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희망지 사업 당시부터 형성된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의 경

우에는 모임의 활동이 점차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만의 친

목 모임으로 전락하였다.

주민들의 주도로 형성된 모임은 친목형 혹은 취미형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많았다. 대체로 해당 모임들은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서로 간에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취미형 주민모임이 이벤

트 활동과 주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확장성을 가지기에는 그저 동아리 유형의 주민모임이 대

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장 2절에서 분석한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3절에서

는 이러한 주민모임의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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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활동 공간의 유형과 분석

본 연구는 주민모임의 활동이 재생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공공시설 이외의 

다양한 도시공간에서 여러 켜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장 2절에서 살펴본 주민모임의 활동이 어느 도시공간에서 나타나

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주기적 활동 공간

[그림 32]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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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간

주민모임

계난곡난향 

도시재생

시민모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북작북작 

book作
경기민요

동아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별별

사진반
솜씨모임

자전거

모임

건강

힐링모임

에너지

집수리

환경개선

모임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야외의 

공공공간

무궁화어린이공원 · · · · · · · · · · · · -

공터 · · · · · · · · · · · · -

사업대상지 전체 · · · · · · · · · · ● · 1

재생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 · · · · · · · · · · · -

재생사업

과 관련된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 · ● · ● 2

1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2

2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7

상업시설
카페 · · ● · · ● · · · · · ● 3

식당 · · · · · · · · · · · · -

지역 공동체의 공간 · · · · · · ● · · · · · 1

특정 주민모임 공간 · · · · · · · · · ● · · 1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 · ● · · · · · · · · · · 1

개인 사적 공간 · · · · · ● · · · ● ● · 3

계 1 1 2 1 1 3 1 - 1 4 3 3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5]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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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난향 12개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나타났다. 모임의 활동 공간은 다채로운 도시공간에서 발생

했다.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 대상지 

야외 공간 전체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도 있었다.

다양한 공간에서 주기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표 15]를 확인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은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적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2층 

주민 거점공간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12개의 주민모임 중 7개의 모임이 주

기적 활동을 위해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였다.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

시설을 제외하면 상업시설 중 카페의 이용도가 높았다.

12개의 주민모임 중 6개의 주민모임은 주기적 활동 공간으로 하나의 공간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에너지집수리는 4개의 공간이 주기적 활동과 연관

이 있었다. 주기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각 도시공간을 주민모임에서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2층 주민 거점공간

이 공간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따로 자

신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주민모임이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2층 주민 거점공간은 보통 인원이 많은 모임의 회의 공간 혹은 간

단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

북작북작의 경우,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는 카페를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장님이 카페를 접고 난 뒤, 활동 공간이 사라지면서 2층 주민 거

점공간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에너지집수리와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또

한 공간이 따로 없어서 주민 거점공간에서 회의 및 활동을 진행하였다. 건강

힐링모임은 2층 주민 거점공간의 일부분을 점유하여 스트레칭 기구를 들여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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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활동을 지속하였다. 2층 주민 거점공간은 또한 소음이 생기는 음악 연습 

공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큰 

도로변에 있고 주거지와 떨어져있는 공유 공간인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간 주민모임 이용 방식

2층 

주민 

거점공간

북작북작 book作

모임 공간이 따로 없는 주민모임에서 회의 및 활동

을 위해 사용

에너지집수리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건강힐링모임

별별사진반 장비·짐이 많아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이용

경기민요동아리
소음이 생기는 음악 연습 공간이 필요해서 이용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1층 

주민 

거점공간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회의 공간으로 사용

환경개선모임

도시재생

지원센터

에너지집수리 집수리 공구 보관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함께 작업 시 이용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6] 주기적 활동 -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 방식

⦁1층 주민 거점공간

1층 주민 거점공간은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과 환경개선모임의 회의 공

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두 모임은 인원이 대다수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회

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간이기에 해당 공간은 회의 공간으

로만 사용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 활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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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마을 소식지를 제작하는 난곡난향 마

을기자단은 그들과 함께 작업을 할 시에는 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에너지집수리 모임은 따로 모임 자체의 공간을 마련하기 전, 집수

리 공구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센터에 집수리 공구를 보관하였다.

▍상업시설 : 카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외에 주민모임에서 주기적 활동 공간으로 

많이 사용한 공간은 카페였다. 민간 공간이지만 카페만의 편안한 분위기 때문

에 많은 모임에서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북작북작과 별별사진반은 

모임 구성원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

루어졌다. 카페의 사장님이 모임 활동 도중 카페를 접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도 지역의 카페에서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다.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은 2층 주민 거점공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

간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대체로 지역의 카페에서 활동을 하였다. 보통 이용했

던 카페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대표적인 카페 두 군데를 위주로 활동을 했다.

공간 주민모임 이용 방식

카페

북작북작 book作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활동 및 정

기모임 진행했으며 이후 카페가 없어진 뒤에도

지역의 카페에서 활동 진행별별사진반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모임 인원이 적어 굳이 2층 주민 거점공간만을 

이용하지 않고 카페에서 회의 및 활동 진행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7] 주기적 활동 – 카페 이용 방식

▍지역 공동체의 공간

총 12개의 주민모임 중 지역 단체가 관여되어 있는 주민모임은 솜씨모임 하

나였다. 솜씨모임은 ‘난곡 사랑의 집’이라는 지역 단체에서 등록한 노인들



- 76 -

의 만들기 모임이다. 난곡 사랑의 집은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 솜씨모임은 

재생사업에서 마련한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공간의 일부를 사랑방처럼 

사용하고 있다. 해당 공간에서는 솜씨모임의 수세미·인형 만들기 수업과 만

들기 작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주민모임 공간

에너지집수리는 모임만의 활동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여 정기 회의와 집수리 교육 등을 진행하였었다. 집수리 공구는 도시재

생지원센터의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집수리 활동 당시에는 2층 주민 거점공간

에 목재들을 보관해두었었다. 분산된 공간 사용의 불편함과 공간에 대한 필요

성으로 에너지집수리는 모임만을 위한 자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공공의 지원 없이 에너지집수리 모임에서 자금을 모아 공간을 마

련하였다.

모임만의 공간이 최근에 새로 조성되면서 공구 보관 및 집수리 자재들이 이 

공간에서 보관되고 회의 또한 새로운 모임 공간이 조성이 되었기에 향후 모임 

공간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9명 중 3명은 개인 공

방 혹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 해당 모임에서는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공방에서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목을 형성하

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인 사적 공간

에너지집수리와 환경개선모임은 활동 특성 상 주기적 활동 시 개인의 집에

서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집수리의 경우에는 집수리 의뢰자의 집에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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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도배, 장판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개선모임은 독거노인의 집수리 

혹은 봉사활동 진행 시 그들의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별별사진반의 경우

에는 몇 차례 카페 대신 모임 회원의 집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야외 공공공간 : 사업대상지 전체

환경개선모임은 난곡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청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전체를 돌아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쓰

레기 무단투기가 유독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주기적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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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 활동 공간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은 ‘제3장 2절 3. 이벤트 활동 분석’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직접 주

최하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다.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은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적 활동보다 좁은 범위의 도시공간에서 나타났다. 

[그림 33]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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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간

주민모임

계난곡난향 

도시재생

시민모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북작북작 

book作
경기민요

동아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별별

사진반
솜씨모임

자전거

모임

건강

힐링모임

에너지

집수리

환경개선

모임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야외의 

공공공간

무궁화어린이공원 · ● · ● ● ● ● · · ● · · 6

공터 · ● · · · ● ● ● · · · · 4

난곡로 26길 · · · · · ● · · · · · · 1

재생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 · · · · · · · · · · · -

재생사업

과 관련된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 · · · · -

1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

2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5

상업시설
카페 · · · · · · · · · · · · -

식당 · · · · · · · · · · · · -

지역 공동체의 공간 · · · · · · · · · · · · -

특정 주민모임 공간 · · · · · · · · · ● · · 1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 · · · · · · · · · · · · -

개인 사적 공간 · · · · · · · · · · · · -

계 - 2 - 2 2 4 2 2 - 3 - -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8]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 공간



- 80 -

이벤트 활동은 주기적 활동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간이 나타

났다. 대다수의 이벤트 활동이 야외의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중 비교적 넓은,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이루어

졌다. 야외의 공공공간은 크게 무궁화어린이공원과 길가에 위치한 공터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모임은 모임 자체의 공간 혹은 모임 구성원에게 협조를 받아 구

성원의 가게를 활용하여 이벤트 활동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민모임 중 별별사진반이 이벤트 활동 공간을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집수리 모임이 도시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이벤트를 

주최 및 참여하였다.

▍야외 공공공간

난곡동 내에는 큰 규모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없다. 무궁화 어린이 공원이 

대상지 내에 가장 넓은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이다. 따라서 난곡동에서 행사가 

있다면 대체로 무궁화 어린이 공원에서 개최가 되고 있다.

무궁화 어린이공원에서 지역의 축제가 진행되면 많은 주민모임이 참여를 하

고 있다.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와 솜씨모임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집수리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자전거 발

전기를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먹거리 부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무궁

화어린이공원에서 에너지 축제를 기획하기도 하였었다. 별별사진반은 지역 축

제에 참여하여 마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해당 모임의 사진 작업들을 현

수막에 프린트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 별별사진반의 자체 행사인 사진 전시회

에서는 난곡로 26길을 따라서 무궁화 어린이공원까지 사진 전시가 이루어지도

록 기획하기도 하였다.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지역 축제 

시 초청을 받을 경우 참여하여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에 참여를 한다. 

난곡동의 거의 모든 행사들은 무궁화어린이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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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플리마켓은 도로변의 공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플리마켓은 솜씨모임이 소

속되어 있는 난곡 사랑의 집과 지역 단체인 교육공동체 우리자리 사회적협동

조합이 주축이 되어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고 있으며 솜씨모임은 물

론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모임도 수익 창출을 위해 부스로 참여하고 

있다. 별별사진반은 플리마켓 행사 시 사진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모임은 1층 주민 거점공간 앞에 있는 공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수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간 주민모임 이용 방식

무궁화

어린이

공원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수익 창출을 위해 지역 축제 부스에 참여

솜씨모임

에너지집수리 에너지 축제 주최 및 부스 참여, 지역 축제 참여

별별사진반 지역 축제에서 사진 촬영, 사진 전시 주최

경기민요동아리
지역 축제에 공연을 위해 참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공터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수익 창출을 위해 난곡 플리마켓에 참여

솜씨모임 수익 창출을 위해 난곡 플리마켓 기획 및 참여

별별사진반 난곡 플리마켓에서 사진 전시회 개최

자전거모임 지역 주민 대상의 자전거 수리 활동 진행

난곡로

26길
별별사진반 길을 따라서 야외 사진 전시회 개최

출처: 연구자 구성

[표 19] 이벤트 활동 – 야외 공공공간 이용 방식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 2층 주민 거점공간

야외 공공공간을 제외한 실내 공간 중 이벤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2

층 주민 거점공간이었다.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모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전거 수리 봉사를 하기 전에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이수한 자전



- 82 -

거 교육을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받았다. 에너지집수리에서도 집수리 교육 

진행 및 참여를 이 공간에서 했으며, 에너지와 관련된 불끄기 행사 또한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에너지집수리 모임은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를 공연에 초청하여 이 두 주민모임은 해당 공간에서 공

연을 하기도 하였다. 별별사진반은 도시재생학교에서 사진반 교육을 이수한 

뒤 소규모의 작은 사진 전시회를 해당 공간에 몇 일간 전시하기도 하였었다. 

이처럼 2층 주민 거점공간은 실내의 행사 공간, 혹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

공간 주민모임 이용 방식

2층

주민

거점

공간

자전거모임 자전거 교육

에너지집수리 불끄기 행사 기획 및 주최, 집수리 교육 진행 및 참여

별별사진반 소규모 사진 전시회 개최

경기민요동아리
불끄기 행사에 공연을 위해 참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출처: 연구자 구성

[표 20] 이벤트 활동 –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2층 주민 거점공간 이용 방식

▍특정 주민모임 공간

에너지집수리의 새로운 공간이 계기가 되어 에너지집수리는 KT희망나눔재

단에게서 집수리 교육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민간 대

기업이 참여한 첫 사례로, KT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건축학교를 통해 난곡동의 

주민들이 실내 인테리어, 목공기술 실습과 경영 기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집수리 공간에서는 집수리 교육과 목공 교육 

및 실습을 해당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활동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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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류 활동 공간

교류 활동은 모임 구성원 간의 신뢰감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난곡·난향 주민모임들이 교류 활동을 행하는 활동 공간은 [그림

34]과 같이 다양한 공간에서 친목과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교류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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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간

주민모임

계난곡난향 

도시재생

시민모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북작북작 

book作
경기민요

동아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별별

사진반
솜씨모임

자전거

모임

건강

힐링모임

에너지

집수리

환경개선

모임

난곡난향 

마을기자단

야외의 

공공공간

무궁화어린이공원 · · · · · · · · · · · · -

공터 · · · · · · · · · · · · -

사업대상지 야외공간 · · · · · ● · · · · · · 1

재생사업과 무관한 공공시설 · · · · · · · · · · · · -

재생사업

과 관련된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 · · · · · · · · · · · -

1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2

2층 주민 거점공간 · · · · · · · · · · · · -

상업시설
카페 · · ● · · ● · · · ● · · 3

식당 · ● · ● ● ● · · · ● ● · 6

지역 공동체의 공간 · · · · · · ● · · · · · 1

특정 주민모임 공간 · · · · · · · · · ● · · 1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 · ● · · · ● · · · · · · 2

개인 사적 공간 · · · · · ● · · · · · · 1

계 1 2 1 1 1 5 1 - - 3 2 -

출처: 연구자 구성

[표 21]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교류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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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난향 주민모임의 교류 활동은 상업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

다. 주민모임의 교류 활동은 정기 모임 이후, 혹은 이벤트 활동 이후에 상업시

설에서 뒤풀이 겸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평소에 잦은 왕래로, 한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친목이 이루어지

는 모임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모임의 구성원이 늘 상주

해있어 자유롭게 오가며 친목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교류 활동이 다양한 도시공간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민모임은 별별사진반이

었고 해당 모임은 야외 공공공간, 상업시설,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과 

개인 사적공간 등 많은 켜의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였다.

 ▍상업시설

공간 주민모임 이용 방식

카페

북작북작 book作 모임의 구성원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서 자주 왕래하며 친목 교류별별사진반

에너지집수리 임원진 간의 회의 및 친목 교류

식당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주기적 활동 이후, 이벤트 활동 이후에 

식사를 하며 친목 교류

경기민요동아리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별별사진반

에너지집수리

환경개선모임

출처: 연구자 구성

[표 22] 교류 활동 – 상업시설 이용 방식

상업시설은 카페와 식당으로 나뉘어서 교류 활동이 많이 나타났었다. 딱딱

한 활동 공간에서 벗어나 카페 혹은 식당에서 무언가를 먹으며 풀어진 분위기

에서 친목을 쌓고 있었다. 특히 북작북작과 별별사진반은 모임 구성원이 카페

를 운영하며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의 활동일이 아닐 때에도 

모임 회원들이 카페를 자주 왕래하며 서로 티타임을 갖고 친목을 교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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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집수리는 임원진 등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 및 

친목 교류를 위해 이용하였다.

식당은 주기적 활동 이후, 혹은 이벤트 활동 이후 뒤풀이를 하며 서로 친목

을 다지는 데 많이 이용되었다. 여기에서 식당은 대체로 모임의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규모의 식당을 자주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혹 

식당에서의 회포는 노래방 등의 오락 및 편의 시설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주민

모임도 있었다.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1층 주민 거점공간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과 환경개선모임은 1층 주민 거점공간에 오전 9

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모임의 교류 활동은 주로 해당 

공간에 왕래하며 이루어졌다.

 ▍지역 공동체의 공간

솜씨모임은 난곡 사랑의 집의 사랑방 공간에 늘 상주하며 보통 오전 10시부

터 저녁 5시까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함께 이야기

를 나누면서 해당 공간에서 요리를 하며 식사를 함께 해결하였다.

 ▍특정 주민모임 공간

에너지집수리는 단합을 위해 상업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모임의 새로운 공간

에서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단합 파티를 진행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모

임 공간을 교류 활동에 사용하였다.

 ▍모임 구성원의 개인 업무 공간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는 대체로 모임 구성원의 공방에서 주기적 활

동인 정기모임을 하는 동시에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 교류 활동을 함께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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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별별사진반은 모임 구성원의 개인 가게 앞에서 이벤트 활동인 사진 전

시회의 오픈식을 개최한 뒤 해당 공간에서 뒤풀이를 하였다.

 ▍개인 사적 공간

별별사진반은 다양한 공간에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갔다. 모임 회원의 집에

서 주기적 활동인 정기 모임을 마치고 난 뒤에는, 모임의 주기적 활동과는 별

개인 교류의 시간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야외 공공공간

활동 특성 상 별별사진반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출사를 다닌다. 서로 

마음이 맞는 회원들은 함께 출사를 다니며 친목을 쌓았고 때로는 답사를 함께 

다니며 교류 활동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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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난곡·난향 주민모임이 활동 시에 사용하는 도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민모임의 활동은 앞서서 활동 분석에서 3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듯이 

주기적, 이벤트, 교류 활동으로 나누어서 각 활동마다 이용하는 도시공간을 조

사하였다. 또한 2장 2절의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8가지 범주의 도시공간으로 

범위를 좁혀 조사하였다.

활동 활동 공간 이용 방식

주기적 

활동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2층 주민 거점공간
회의·간단한 활동·넓은 

공간 필요 시·음악 연습

상업시설 : 카페 회의 및 간단한 활동

이벤트 

활동

야외 공공공간: 무궁화어린이공원 지역 축제에 참여·주최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2층 주민 거점공간
실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사진 전시회·교육

야외 공공공간: 공터
플리마켓 주최 및 

참여·전시회·자전거 수리 

교류 

활동

상업시설: 식당
주기적 활동 및 이벤트 

활동 이후에 친목 교류

상업시설: 카페 회의 및 친목 교류

출처: 연구자 구성

[표 23]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공간 분석

주기적 활동은 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중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

는 주민모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임의 공간이 따로 없는 대부분의 주민

모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생사업에서 주민 활동을 위해 마련한 공유공간이

기 때문에 해당 공간의 이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았

던 공간은 다른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었다. 상업시설 중

에서도 카페가 주기적 활동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카페에서는 회의 혹은 많은 

짐이 필요 없는 간단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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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활동은 대체로 야외의 공공공간에서 활동이 나타났다. 특히 난곡동

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가 무궁화어린이공원이었기에 이 공간에

서 많은 이벤트 활동이 이루어졌다. 무궁화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도로변에 

위치한 공터 등의 유휴공간이 이벤트 활동에 사용되었다. 야외가 아닌 실내의 

이벤트 활동은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인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발생하였다.

교류 활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업시설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주기적 활동 

및 이벤트 활동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류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또

는,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지고 모임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주민모임의 활동들은 재생사업에서 마련한 주민 거점공간에서 많이 나타났

지만 2개의 주민 거점공간 중에서도 공간의 규모가 큰 거점공간에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야외의 공공공간과 상업시설의 

이용률도 높다는 것을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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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 분석

앞서 3장에서는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활동 양상, 그리고 활동 시 이용하

는 도시 공간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절. 주민모임의 성격별 공간 이용 패턴의 차이

주민모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활동은 공식적인 활동 중 정기적으로 

꾸준히 반복되는 주기적 활동이다. 3장에서 주민모임들의 주기적 활동을 살펴

본 결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4가지 유형 중 주민

모임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 형태’에 해당되는 건강힐링모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인 친목형 모임, 취미형 모임, 그리고 지역사회 공

헌형 모임에서 각기 나타나는 공간 이용패턴을 살펴보았다. 

1. 친목형 모임의 집중형 공간 사용

친목형 모임으로는 희망지 사업 때 조성되었던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

임’과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친목모임인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부들의 친목모임, ‘북작북작 book作’이 있었다.

친목형 모임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쌓

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난곡·난향 주민모임 중 친목 위주의 모임들은 단순한 공간 

이용 패턴을 보였다. 대체로 하나의 공간을 위주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모임

에서는 해당 공간을 그들만의 ‘아지트’공간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

었다. 모임에서 아지트 공간으로 사용하던 중심공간은 모임 구성원들이 편하

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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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의 공간 사용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은 1층 주민 거점공간을 아지트 공간으로 사용하

였으며 해당 공간 외에 다른 공간은 사용하지 않았다. 간혹, 모임에 인원이 많

아질 경우에만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였으나 거의 모든 활동은 1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진행하였다. 시민모임에서 아지트처럼 사용하고 있는 1층 주민 

거점공간은 공유공간이지만 시민모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들만의 

사무실이 되어버린 공간이다. 해당 공간에서 모임 구성원들은 주기적 활동과 

동시에 언제나 상주하며 함께 친목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6] 북작북작book作의 공간 사용

북작북작book作은 초기 6개월간은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는 카페를 활동 중

심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카페 운영자가 모임 구성원이기에 활동 일이 아니더

라도 카페를 자주 오가며 교류 활동도 빈번히 나타났다. 해당 모임은 이 카페

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으나 모임 구성원이 카페 운영을 접게 되면서 활동 

공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지트 공간이 사라지고 북작

북작은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주부들로 이루어진 해당 모임

은 주민 거점공간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마침 주민공모사업의 지원도 끝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잠정적인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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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의 공간 사용

핸드메이드 강사들의 네트워크는 모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공방 두 군데

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공방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따로 주민 거점

공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방 내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익 창출을 위

해 무궁화어린이공원과 공터에서 열리는 난곡 플리마켓 등의 이벤트 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때에는 모임 전체가 나가기보다는 개인이 따로 나가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38] 친목형 주민모임 공간 사용 패턴

친목형 모임에서 주기적 활동과 교류 활동은 이루어졌지만 이벤트 활동은 

거의 없었다. 모임에서 사용하는 한 공간 안에서 주기적 활동과 교류 활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의 이용이 타 주민모임

에게 폐쇄적이었다. 자신들의 모임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중심공간으로 사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모임의 경

우에도 해당 공간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폐쇄적인 하나의 

공간에 집중하여 활동이 나타났으나, 폐쇄적인 만큼 모임 구성원들에게는 소

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기에 당장 확장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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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모임들이지만 추후에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형성된 끈끈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모임들이다.

[그림 39] 친목형 주민모임의 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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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미형 모임의 이분화된 공간 사용

취미형 모임으로는 음악과 관련된‘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

호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전거모임’, 그리고 도시재생학교를 계기로 

조성된 ‘별별사진반’이 있었다.

취미형 모임은 주민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조성된 모임

들이었기에 하나의 공간에 집중해서 취미 활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복잡한 공

간 사용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체로 활동 특성에 맞추어 하나의 공간에

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취미형 모임은 취미 활동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작업 혹은 연습한 능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벤트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가졌다. 대체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축제에서 본인들의 작업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취미형 모임은 이처럼, 취미 활동을 하는 공간과 

이벤트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이분

화된 공간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림 40]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의 공간 사용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소음이 필요한 활동이었다. 공

간 사용에 제약이 있는 두 모임에게 길가에 위치하여 주거지와 떨어져있는 2

층 주민 거점공간은 최적의 공간이었다. 두 모임 모두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역 축제에 초청을 받은 경

우에는 무궁화어린이공원 혹은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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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전거모임의 공간 사용

자전거모임의 경우에는 활동 특성 상 지역에서 벗어나서 주기적 활동이 나

타났다. 한강 공원까지 라이딩을 하는 모임이었기에 지역 내에서 운동을 하지

는 않았지만,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모임 구성원들이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수리 봉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자전거 교육

은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수리 활

동은 1층 주민 거점공간 앞에 위치한 공터 B에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함께 활

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전거모임이 지역 내에서 한 활동을 살펴보면,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공터에서 이벤트 활동

을 통해 자전거 수리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별별사진반의 공간 사용

별별사진반은 다양한 도시공간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정기모임은 모임 구성원이 운영하는 카페 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해당 

공간이 6개월 뒤에 사라지게 되면서 활동의 중심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활동 중심 공간 없이, 카페 B와 C, 2층 주민 거점공간, 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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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에서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사진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모습을 담는 사진반이었기에 해당 모임은 함께 사업대상지 내 골목길 등을 돌

아다니며 출사하는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벤트 활동으로는 교류활동을 

통해서 모임에서 찍어왔던 사진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주로 기획하였다. 무궁

화 어린이공원과 난곡 플리마켓이 진행되는 공터 A에서 주로 전시회를 개최

하였으며 모임 회원의 가게를 중심으로 난곡로 26길을 따라서 전시를 진행하

기도 하였다. 별별사진반의 공간 이용 패턴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활동 중심 공간이 없으며 이벤트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림 43] 취미형 주민모임 공간 사용 패턴

취미형 모임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

동 중심 공간과 이벤트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 두 가지로 활동 패턴이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들의 취미 생활에 집중하여 활동이 나타나고 있

지만 취미형 모임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접목할 수 

있다면 확장성을 충분히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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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취미형 주민모임의 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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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공헌형 모임의 다양한 공간 사용

지역사회 공헌형 모임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활발한 주민모임인 ‘에너지집

수리’, 희망지 사업 때부터 오랜 시간 활동하고 있는 ‘환경개선모임’, 지역 

단체가 관여되어 있는 ‘솜씨모임’, 그리고 도시재생학교에서 공공의 주도로 

조성된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이 있다.

지역사회 공헌형 모임들은 친목형 모임과 취미형 모임보다 복잡한 공간 사

용 패턴을 보여준다. 해당 모임들은 다양한 공간을 활동 성격에 맞추어 사용

하고 있었다. 주기적 활동은 중심 공간을 베이스로 두고 다양한 공간에서 활

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모임들은 능동적으로 활동 공간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

었다.

[그림 45] 에너지집수리의 공간 사용

에너지집수리는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확장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최근, 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에너지집수리 모임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자연스럽게 모임의 활동 중심 공간은 새로운 공간으

로 옮겨오게 되었고, 기존에 2층 주민 거점공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분산되

어 있던 장비들도 한 공간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제는 집수리 의뢰자의 집에

서 활동을 진행할 때, 분산된 공간에서 장비를 가져와야할 필요 없이 에너지

집수리 공간에서 가져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이루

어지던 주기적 활동인 회의와 이벤트 활동이었던 집수리 교육도 새로운 공간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축제를 직접 주최하는 에너지집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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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활동 시에는 무궁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모임 임원진들 

간의 소규모 회의는 카페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46] 환경개선모임의 공간 사용

환경개선모임은 1층 주민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기적 활동과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의 골목길을 이용하거나 독

거노인의 집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난 경우에는 식당에서 모임 구성원 간에 뒤풀이를 진행하였다. 

[그림 47] 솜씨모임의 공간 사용

솜씨모임은 지역 단체, ‘난곡 사랑의 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

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공간 안에서는 교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활동을 위한 공간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류 활동이자 주기적 활동 공간인 모

임의 중심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이 인형과 수세미를 만들었고, 만든 물품들은 

이벤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 솜씨모임에서 이벤트 활동은 무궁화

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축제 혹은 난곡 플리마켓을 통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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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야외 공공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림 48]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의 공간 사용

난곡난향 마을기자단은 중심공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층 

주민 거점공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카페B와 C를 모두 이용하며 다양한 공간에

서 주기적 활동을 이어나갔다. 해당 모임은 이벤트 활동을 따로 하지 않는 모

임이었다.

[그림 49] 지역사회 공헌형 주민모임 공간 사용 패턴

지역사회 공헌형 주민모임들은 이용하고 있는 공간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활동 중심 공간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심 공간 없이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도 있

었다. 해당 모임들은 활동 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공간을 찾아서 이용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공헌형 모임들은 지역사회에 연계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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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지역사회 공헌형 주민모임의 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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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유공간 점유로 인한 갈등

주민모임은 다양한 도시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공간과 관

련해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민 거점공간 점유로 인한 갈등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주민들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의 공간을 주민 거점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로

변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주민 거점공간은 다양한 주민 활동과 도시재생사업에

서 진행하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층 주민 거점공간은 작은 규

모의 공간이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위해 마련하였다. 두 가지의 주민 거점

공간들은 지역의 모든 주민모임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모든 주민모임이 함

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다.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

하게 나타났던 공간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주민 거점공간이었

다. 그리고 그 갈등은 누군가의 공간 점유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였다.

▍1층 주민 거점공간 :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의 독점 사용

지역의 사랑방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1층 주민 거점공간은 난곡난향 도시재

생시민모임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인해, 다른 주민모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 모임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은 희망지 사업에서부터 임시주민협의체 역할을 

위해 조직된 모임이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 거점공간

을 마련하는 데에도 깊게 관여했던 모임이었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소형 거점

공간은 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하여 내부 공간이 꾸며졌다. 직접 조성한 공간이

었던 만큼 시민모임의 주민들은 1층 거점공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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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민들이 손수 망치 들고 페인트 붓 들고 시계까지 우리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재생사업지역이니깐 여기에 있는 책상과 냉장

고도 다 버려진 물건들을 고쳐서 재생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했

어요.

 - 난곡난향 도시재생시민모임 박○○ 대표

주민 거점공간이 처음 마련되었을 당시에는 지역의 사랑방을 목적으로 했었

지만 시민모임의 공간 점유가 많아지면서 점차 거점공간은 시민모임만의 공간

으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1층 주민 거점공간의 열쇠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

닌 시민모임에서 소유하며 그 공간에 대한 관리를 온전히 해당 모임에서 하게 

되었다. 시민모임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거점공간을 열어두

어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1층 주민 거점공간은 

시민모임 회원들이 평소 잦은 왕래를 하며 상주하고 있어 접근하기 힘든 그들

만의 사무실이 되어버렸다. 

[그림 51] 1층 주민 거점공간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였다. 시민모임에서도 타 주민모임의 거

점공간 사용을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주민모임에서 1층 주민 거점공간

을 사용할 경우, 아예 자리를 비켜주기보다는 해당 공간의 뒤쪽에 늘 시민모

임이 상주하고 있어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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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에서 작은 거점공간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다른 주

민들한테 거기에 와서 사용하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가요. 어

르신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신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민모임을 하기

에는 힘들죠. 어떤 분은, “시아버지 같고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이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하기 좀 그렇다. 차라리 내 돈 주고 카페 가겠다.”

라고 하시기도 해요. 게다가 어르신들이 모임 한다고 하면 자리를 비켜주시

는 게 아니라 그냥 뒤쪽에 계세요. 초창기부터 거기 계셨던 분들이라 다들 

그냥 안 가는 거죠.

-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코디네이터

말은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된다고, 비워준다고 말은 하는데 이미 점을 다

른 주민모임이 찍어놨기 때문에 누가 가기가 그래요. 이게 주민 거점공간이

구나, 언제나 우리가 써도 된다는 인식이 안 생기죠. 어느 순간부터 공동의 

것이 아니라 쟤네들 꺼가 되어버린 거예요. 

- 솜씨모임 김○○ 회원

60-70대의 시민모임 회원들이 늘 상주하고 있는 공간은 다른 주민모임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주민모임들은 활동 공간 선택 시 1층 

주민 거점공간은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간에 대한 모임들 간의 갈등이

었지만 1층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이슈는 세대 간의 갈등, 사업 초기에 형성

된 모임과 이후에 형성된 모임간의 갈등으로 미묘하게 번져나갔다. 결국, ‘주

민 거점공간’은 한 주민모임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해 ‘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2층 주민 거점공간 : 건강힐링모임의 공간 점유

3장에서 주민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살펴보았을 때, 주기적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은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 중 넓은 규모의 2층 

주민 거점공간이었다. 따로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모임들

은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사용하였다. 이 거점공간은 한 주민모임이 일부 공간

을 점유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해당 모임의 주최자는 난곡동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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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2층 주민 거점공간의 일부를 점유했던 주민모임은 건강힐링모임으로 모임 

활동이 매우 단조롭게 나타났던 모임이었다. 모임 구성원이 함께 활동을 하기

보다는 모임의 주최자가 모임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스트레칭 기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사실 난 여기에서 내 사업을 홍보하나 다른 데에서 하나 똑같아.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에서 무료로 어르신 분들 건강에도 도움도 드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지. 도시재생사업도 한다고 하니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난곡동 도시재생사업도 홍보해 주고… 그럼 모두에게 좋잖아. 

- 건강힐링모임 조○○ 대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초기 단계에 2층 주민 거점공간에 모임 주최자는 자

리를 잡았고 일부 공간에 스트레칭 기구를 들여왔다. 초기 6개월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모임 주최자가 주민 거점공간에 상주하면

서 운동 기구를 이용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구를 제공하였다. 

[그림 52] 건강힐링모임의 2층 주민 거점공간 공간 점유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다른 주민모임이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행사 혹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건강힐링모임에 등록되어있는 회원들이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하

기 위해 수시로 공간을 드나들면서 모임 활동의 흐름을 방해하자 건강힐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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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공간 점유에 대한 민원이 더욱 발생하였다. 심지어 스트레칭 기구를 이

용하던 건강힐링모임 회원의 절반가량은 서초구, 안양시 등 난곡동을 벗어난 

지역에서 온 분들이었다. 공유 공간이지만 활동할 때만큼은 독립된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던 주민모임들은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거점공간 이용에 방해

를 받는다고 생각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더욱 제기하였다.

가끔은 간섭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늘 어르신들이 왔

다갔다 하시면서 지나다니시니깐.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분

들은 2층 거점공간에 붙박이로 계시는 거냐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

들이 타 지역 분들이 많아서 말이 더 많았어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코디네이터

주민 거점공간의 점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공에서도 압박

이 들어왔고 건강힐링모임은 초기 6개월 이후, 월·수·금요일 주 3일 오후에

만 모임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활동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

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건강힐링모임에 참여하던 난곡동의 어르신들도 

차츰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고 건강힐링모

임의 주최자는 약 1년간의 공간 점유 끝에 2층 주민 거점공간을 떠났다.

나중에는 멀리서 오는 타 지역 사람들만 왔어. 몇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깐 

그러더라고. 거점에 그 운동하러 가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깐 

하나 둘씩 사람들이 안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깐 다른 동네 사람들

은 계속 오는데 난곡동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안 왔어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내가 거기서 그걸 하는 걸 다 안 좋아하니깐. 그래서 나왔어요.

- 건강힐링모임 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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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거점공간의 운영 방식

모든 주민모임이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주민 거점공간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간 점유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 사업 초기에 조성된 모임과 이후에 조성된 모임간의 갈등으로 미

묘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은 주기적 활동 시에 이용할 

공간에 대해 예민한 경향을 보였다. 주민들은 거점공간 이용 시 여러 주민모

임이 동시간대에 나누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라도 온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거점공간의 전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임에서 활동 중일 때 공간의 일부를 다른 주민모임이 점유하여 함께 사용하

는 것에 민감하였다. 특히 건강힐링모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공간인 2층 주민 거점공간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시간제·예약제를 통

해 운영되고 있으며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간의 열쇠를 관리하

고 있다. 각 주민모임은 정기적으로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을 도시재생지

원센터에 등록하고, 해당하는 날에 센터에서 직접 열쇠를 받아서 거점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53] 2층 주민 거점공간 앞에 부착된 

주민모임 정기일정표 

(출처: 연구자 촬영)

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연

령대가 높은 난곡동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 거점공간이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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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거점공간 이용 전후로 열쇠 대여 

및 반납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여기 공간은 불편한 게 딱 하나 있어.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센터로 가서 

열쇠 달라고 내가 갔다와야해요. 내가 그래서 죽을 지경이지. 나 80이 다 되

어 가는데 여름에 열쇠 받으려고 센터 2층 올라가고 다시 거점 2층 올라오

고. 연습 끝나면 또 다시 열쇠 갖다줘야하고. 골병 들었어 아주.

- 경기민요동아리 배○○ 회원

또한 공간을 자유롭게, 언제나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었다. 2층 주민 거점공간에 불편

함을 많이 느끼거나 모임만의 공간이 따로 있는 주민모임에서는 본인들의 공

간을 활동에 이용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주민 거점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하였다.

일단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쓰려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깐 시간에 쫓

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연령대가 있어서 거점공간까지 계단을 올라가

고 하는 게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공간이 따로 있으니깐 굳이 거점

공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 솜씨모임 김○○ 회원

반면, 1층 주민 거점공간의 경우에는 시민모임에서 열쇠를 보유하며 공간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어서 다른 주민모임이 함께 이용하기 위한 운영 방

식이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타 모임에서도 해당 공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1층 주민 거점공간은 시민모임에서만 이용하고 있었

다.

작은 거점공간처럼 공간의 관리 감독이 누군가에게 한정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그 공간은 죽어버려요.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 자기들끼리의 친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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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 솜씨모임 김○○ 회원

공간 점유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 사업 초기에 조성

된 모임과 이후에 조성된 모임간의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

한 갈등 속에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 공간인 주민 거점공간은 시간

제·예약제를 통해 운영하며 모임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독립적인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갈등의 중심지였던 주민 거점공간은 이벤트 활동에서는 여러 모임들

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한 공원 등의 야외 공공공간 역시 이벤트 활동을 통해 모

임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결국, 활동의 유형에 따라 주민들은 때

로는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

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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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대안 공간 확보를 통한 니즈 충족

주민모임은 주체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공간, 혹은 선호하는 공간을 찾아나

서는 경향을 보였다. 공간에 대한 니즈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주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카페, 야외 공공공간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모

임 공간 마련을 통해 적절한 공간을 찾아 자신들의 활동에 맞는 대안 공간을 

마련해나갔다. 본 절에서는 주민모임이 찾아 나선 대안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림 54] 공간에 대한 니즈를 대안 공간 확보를 통해 충족

1. 새로운 주민 활동 공간, 카페

난곡·난향 주민모임의 주기적 활동 공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재생

사업 관련 공공시설 중 하나인 2층 주민 거점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기적 활동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공간은 상업시설인 카페였다.

카페는 주민 거점공간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모임들이 주기적 활동을 위한 

대안 공간으로 마련한 새로운 주민 활동 공간이었다. 카페를 공식적인 주민 

활동에 이용하는 주민모임들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꼭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면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들은 주민 거점공

간의 불편한 접근성과 정적인 분위기보다 카페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와 접근

성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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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공간 가면 자유로운 사고가 안 돼요. 냄새도 나고 하니깐 난 그냥 진

입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몇 번이나 가봤는데도 여전히 거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해매요. 그게 참... 접근의 용이성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들어가서는 어떨지 몰라도 들어가기 쉬어야 하는 게 가장 1

번인 거 같아요.

- 북작북작 배○○ 대표

모임 장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서 뭔가 이루

어지려면... 공간이 좀 편해야 하는데, 거점에서 모인다고 하면 벌써, ‘추울 

것 같다, 더울 것 같다, 냄새 나겠다. 아니면 그 딱딱한 의자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깐 모임 공간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요. 그냥 이왕이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모임 장소로 좋다고 생각해

요. 카페가 모든 면에서 편하잖아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공감이나 소통을 위해서는 편안한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 별별사진반 문○○ 회원

주민모임 중 북작북작과 별별사진반은 모임 구성원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서 해당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카페 운영자였던 북작북작

의 모임 대표자는 자신의 카페가 지역의 또 다른 거점공간이 되기를 희망했었

기 때문에 모임의 활동이 카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카페 운영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북작북작을 제외한 많은 

주민모임이 해당 카페에서 주기적 활동 및 교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저는 제 카페에 문화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 카

페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깐 많은 주민모임들이 우리 카페에서 

모였었어요. 어쩌다보니 전 많은 주민모임을 다 참석해보았네요, 하하.

- 북작북작 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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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작북작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사장님이 카페를 접게 되면서 

모임은 공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북작북작은 2층 주민 거점

공간으로 활동 공간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모임에도 변화

를 가져왔다. 당시 주민공모사업의 지원도 끝이 났으며, 카페가 사라지고 2층 

주민 거점공간으로 모임의 공간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북작북작은 잠정적

으로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별별사진반 또한 북작북작과 같은 카페에서 활동을 하였다. 카페가 사라지

게 되면서 모임은 다른 카페로 활동 공간을 옮겼다. 비록, 이전처럼 같은 카페

에서 늘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기모임이 있을 때마다 카페에서 만남을 이

어나갔다.

주민 거점공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카페를 새로운 주민 활동 공간으로 이용

하던 모임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임들이었다. 연

령대가 높은 모임은 돈을 쓰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 모임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젊은 연령대의 모임은 대체

로 카페를 주기적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그림 55]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주기적 활동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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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거점공간의 부족한 확장성을 극복한, 모임 자체 공간

주민 거점공간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주민모임에

서는 카페를 새로운 주민 활동의 대안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난곡·난향 주민

모임에서 가장 활성화된 약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에너지집수리는 2층 주

민 거점공간을 이용하였으나 공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최근 에너지집수

리 모임만을 위한 자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공공의 

지원 없이 에너지집수리 모임에서 자금을 모아 공간을 마련하였다.

에너지집수리는 활동 특성 상 공구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했으며 집수리 활

동이 있을 때마다 목재 혹은 페인트, 장판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모임 자체의 공간이 없어서 공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관하였고 목재 등의 

집수리 자재는 2층 주민 거점공간에 보관을 했어야만 했다. 모든 물품이 분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수리 활동 날에는 여러 공간을 들려 짐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민 거점공간은 확장성이 부족하여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불편함을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에너지집수리 회원들은 활동을 진행할

수록 자신들만의 공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였고 결국 에너지집수리 모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에너지집수리 모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보관했었던 공구들을 그 공간의 창고에 보관하려고 해요. 여러 군데 

물건들이 지금 분사되어 있으니깐 집수리 활동을 할 때에도 공구는 센터에

서, 목재는 거점공간에서 챙겨가야 해서 늘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한 공

간에서 챙겨서 가면 훨씬 편하겠죠.

- 에너지집수리 정○○ 부대표

집수리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 우리가 직접 부수고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왔었다. 우리 

모임은 공간이 있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거라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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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에서 주민모임이 결성된 이후 모임구성원끼리 힘을 합쳐 모임의 공간

을 조성한 건 첫 사례이다. 최근, 이 공간이 계기가 되어 에너지집수리는 KT

희망나눔재단에게서 집수리 교육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에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첫 사례로써 KT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건축학교를 

통해 난곡동의 주민들이 실내 인테리어, 목공기술 실습과 경영 기법 등의 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수리 건축학교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접 지역재생회사(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집수리 건축학교를 통해 주민들은 에너지집수리의 새로운 공간에 가장 필요

한 창고를 직접 만들고 그 안에 이용될 가구까지 목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직접 자신들의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

서 모임의 공간과 모임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강해졌다.

[그림 56] 에너지집수리에서 새로 마련한 에너지집수리 공간

(출처: 연구자 촬영,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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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자체의 공간 조성 당시 임원진들 간의 갈등으로 멈칫했던 주민 활동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집수리는 공간에 대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없는 

주민 거점공간의 부족한 확장성을 모임 자체의 공간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극

복하였다.

3.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야외 공공공간

주기적 활동 공간을 위해 주민모임이 대안 공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공간은 카페였고, 더 나아가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

안 공간을 찾는 경우에는 모임 자체의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벤

트 활동을 위한 공간은 야외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다양한 활동

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야외 공공공간은 2층 주민 거점공간

보다 접근성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어

야 하는 활동을 할 때 주민모임들은 야외 공공공간을 이용하였다.

특히, 난곡 사랑의 집이라는 지역 단체가 주도하여 결성된 솜씨모임은 어르

신들이 직접 만든 수세미와 인형을 판매하여 정기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기를 

원하였다. 솜씨모임 측에서는 수익사업을 원하는 또 다른 지역단체인 교육공

동체 우리자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수익 사업을 위한 

플리마켓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난곡 

플리마켓’을 진행하게 되었다.

난곡동에서 대부분의 야외 행사는 무궁화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난곡 플리마켓은 대로변의 공터에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지역 내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플리마켓을 

위해 돈을 쓰기 힘든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목적인 플리마켓을 개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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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대로변의 공터를 이용하여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있다.

난곡동은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 넓은 장소가 무궁화어린이공원인데, 거

기는 빈털터리로 오는 아이들만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길가로 알아봤죠. 

좁기는 하지만 공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도 공간은 시유지라서 허락을 굳이 

안 받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솜씨모임

과 우리자리 공부방이 주축이 되어서 플리마켓 추진위원회처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플리마켓의 주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코디네이터

[그림 57] 난곡 플리마켓

(출처: 연구자 촬영)

별별사진반은 사진 전시회를 야외 공공공간에서 개최하였다. 주민모임의 활

동을 통해서 찍은 자신들의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야외의 공

공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난곡 플리마켓에 참

여하여 사진을 한쪽에 전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별별사진반 자체의 행사

를 진행하여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별별사진반에서 가장 큰 

행사였던 사진 전시회는 무궁화어린이공원을 전시회의 마지막 장소로 설정하

고 공원까지 가는 난곡로26길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조성하였다. 공원까지 

의 동선이 사진 전시회의 코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별사진반의 회원들은 직

접 난곡로 26길의 상가들에게 가게 파사드에 사진을 걸 수 있도록 협조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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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보다는 동네에 잘 어우러지길 원했어요. 마을

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의 사진을 걸려고 했어요. 무궁화어린이공원 가는 길 

따라서 현수막을 다 걸 계획이에요. 공원까지 가는 길에 있는 가게들의 협조

가 굉장히 중요했던 전시였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거의 다 협조해주셔서 12개 정도 섭외가 되었던 것 같아요.

- 별별사진반 배○○ 회원

별별사진반에서 이번에 한 사진 전시회는 정말 주민들이 알아서 행사를 

잘 진행했어요. 사진반 회원 중에 한 분이 난곡로 26길에 있는 가게 주인 분

이세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고, 아무래도 상인 분들끼리의 커뮤니

티도 있고 하다보니깐, 대부분 가게들의 협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졌었어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신○○ 코디네이터

[그림 58] 별별사진반의 사진 전시회

(출처: 연구자 촬영)

솜씨모임은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야외 공공공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

며 별별사진반은 사진 전시회를 야외 공공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목적은 다르

지만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진행 시 주민모임들은 야외 공공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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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일시적 활용을 통한 공간의 다기능적 사용

주민모임은 자신들의 활동에 맞추어 적절한 공간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 또

한 기존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시공간은 이처럼 일시적인 활용을 통해 성격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

용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식공간이자 모두에게 열린 이벤트 공간, 야외 공공공간

앞서서 3절에서 알 수 있듯, 야외 공공공간은 주민모임들의 이벤트 공간으

로 주로 활용이 되었다. 특히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주민모임의 일시적 활용을 

통한 이벤트 활동이 빈번히 나타나는 공간이다.

사업 대상지 중심에 위치한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써의 기능에 

충실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의 벤치에 둘

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의 사랑방이었으며, 오후에는 아이들이 하교 후 

뛰어 노는 놀이터이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러 나오는 공원이었다. 크지 않은 

작은 공원이지만 무궁화어린이공원은 이용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이었다.

[그림 59]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무궁화어린이공원의 낮과 밤

(출처: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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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공간으로써 이용도가 높은 이 공원은 주민모임의 이벤트 공간으로 빈

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벤트 활동 중에서도 주민모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지

역 주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싶을 경우, 야외 공공공간이 이

용되었다.

난곡동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무궁화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된 축제로

는 에너지집수리 모임에서 주최한 ‘에너지 축제’와 지역단체, 주민모임이 

함께 개최한 ‘난곡 마을축제’가 있었다. 지역의 많은 주민모임들도 부스로 

참여하거나 혹은 공연을 하며 지역 축제에 참여하였다. 두 축제 모두 당시 약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림 60] 난곡마을축제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에너지 축제를 얼마 전에 무궁화공원에서 했는데, 그 작은 공간에 150명 

넘게 왔었어요. 저희도 놀라고 주민들도 놀라고... 아이들도 와서 즐기고 참

여하면 되니깐 많이 왔었죠. 어떤 어르신은, ‘난 이 동네 몇 십 년을 살았는

데도 아이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

었어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김○○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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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 속 휴식 공간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놀이터 공원 등의 야외 

공공공간은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역 축제의 장으로 

변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하나의 야외 공공공간

의 활용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골목길, 공터, 혹은 상가의 파사드를 이용하여 

이벤트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난곡로 26길을 따라서 있는 상가들의 파사

드에 전시를 하여 무궁화어린이공원까지 사진전시를 연결한 별별사진반의 사

진 전시회가 그 중 하나의 예시이다.

지역의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주민모임과 교류를 하며 네트

워크의 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 활용을 통한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모임 구성원들 간

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벤트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모임은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서로 간의 신뢰감과 모임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공연

을 하는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이벤트 활동을 통해 재능

을 발현하고 성취감을 얻고, 함께 공연을 한 모임 구성원과 돈독해졌다. 이러

한 이벤트 활동은 주민 활동에 대한 원동력을 다시 가지게 되는 계기를 가져

왔다.

우리는 모임에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어요. 그냥 시간 되는 사람이 축제 

부스에 나가서 자리를 지키고, 그때 못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축제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는 식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런 게 이루어져요. 의

무도 없고 자유로운 모임이지만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래서 난곡마을축제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임은 

참 잘 굴러간다, 너무 좋고 다들 고맙다.’

- 별별사진반 배○○ 회원

야외 공공공간은 특히 이벤트 활동 공간으로 선택될 때 모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할 경우에 이용되었다. 또한 주민모임들은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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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부족한 야외 공공공간으로 인해 활동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 제약이 있었

으나 오히려 주변의 길목,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계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일상 속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야외의 공공공간은, 때로는 모

두에게 열린 이벤트 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여 주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이자 

새로운 경험의 장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모임들에게는 서로 간

의 사회적 자본을 돈독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 주민 활동의 원

동력을 심어주었다.

2. 활동 중심공간이자 이벤트 공간,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 중 특히 주민 거점공간은 주민들의 활동 지원을 위

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주민 활동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3

장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주민모임이 넓은 주민 거점공간인 2층 주민 거

점공간에서 주기적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민활동의 중심 공간 기능을 하는 이 

공간은 또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주민 거점공간이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때는 야외 공공공간이 이벤트 공

간으로 활용될 때와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야외 공공공간은 모든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하게 개방적인 활동이 나타났던 반면, 주민 

거점공간이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을 두고 활동이 이

루어졌다.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모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신청 인원을 사전에 받아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대부분이었다. 야외 공공

공간에서는 대체로 축제, 체험 부스, 야외 전시회 등으로 활동 형태가 나타났

다면, 주민 거점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벤트 활동은 실내에서의 일시적인 행사, 

그리고 교육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집수리에서는 새로운 모임 자체의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집수리 교

육을 2층 주민 거점공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자전거모임에서도 자전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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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해당 공간에서 하였다. 또한 에너지집수리에서는 불끄기 행사를 2층 거

점공간에서 진행하며 경기민요동아리와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를 초청하여 문

화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실내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야외 공공공간에서 기획한 행사보다 더욱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또한 2층 주민 거점공간의 벽면 혹은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작품 

및 활동들을 전시하고 남은 일부 공간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전시 공

간이자 활동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거점공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 거점공간은 주민 활동의 중심 공간이자 때로는 소규모의 이벤트 공간으

로 기능이 변화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림 61] 2층 주민 거점공간에서의 이벤트 활동

(좌: 에너지집수리의 집수리 교육, 우: 별별사진반의 소규모 전시)

(출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난곡난향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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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활동이 이루

어지는 다양한 도시공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 및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주민모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활동과 이벤트 활동,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교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민모임의 활

동을 분석하였다. 활동 분석 결과, 주민모임의 성격은 주기적 활동에서 나타나

는 친목형, 취미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3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었다.

공공 및 지역단체에서 주도하여 형성한 주민모임은 지역사회 공헌형 활동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민 주도로 형성된 주민모임은 친목 혹은 취미형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많았다. 주민 주도로 형성된 친목형, 취미형 주

민모임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지기에는 동아리 유형의 주민모임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들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전개할 경우 확장성

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민모임의 활동이 나타나는 도시공간을 살펴본 결과, 주민모임의 활동들은 

재생사업에서 마련한 주민 거점공간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2개의 주민 거점공

간 중에서도 공간의 규모가 큰 거점공간에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야외의 공공공간과 카페, 식당 등의 상업시설 이용률도 

높다는 것을 주민모임의 활동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민모임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

을 몇 가지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첫째, 주민모임의 성격에 따라 공간 이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친목 위

주의 모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나의 공간을 위주로 집중적인 활동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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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해당 모

임들은 모임이 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 ‘아지트’ 공간에서 

주로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매우 폐쇄적이며 해당 모임만을 위한 공

간으로 작용하였지만, 모임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높여주며 서로 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크게 작용하였다. 취미를 위한 모임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을 

중점적으로 취미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전시 등을 지역 사회

와 연계하여, 취미 활동 공간보다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모임들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달라진다. 지역사회 공헌 위주의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들은 단조롭지 않은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활동에 맞는 다채로운 공간 사용 양상이 나

타났다.

둘째,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공간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 주민 거점공간이

었다. 주민들은 주기적 활동 시에는 거점공간을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라도 온

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특정 모임의 거점공간 점

유에 민감했으며 이와 관련한 갈등도 잦았다. 그리고 공간 점유로 시작된 갈

등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업 초기 모임과 이후에 조성된 모임간의 갈등

으로 미묘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 공간인 주민 거점공간은 시간제·예약제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간의 열쇠를 관리하였다. 반면, 갈등의 중심지였던 주

민 거점공간은 이벤트 활동에서는 여러 모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한 공원 등

의 야외 공공공간 역시 이벤트 활동을 통해 모임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

되었다. 결국, 활동의 유형에 따라 주민들은 때로는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민 거점공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민모임의 점유를 방



- 125 -

지하고 공간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모임들이 다채로운 색깔로 채울 수 

있는 여백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이벤트 활동 등을 통해 주민모

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민모임들의 공간에 대한 니즈는 새로운 대안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충족되었다. 모임들은 주체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공간, 혹은 모임이 선호하는 

공간을 찾아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카페는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불편함

을 피해 주기적 활동이 많이 나타나는 새로운 주민 활동 공간이었다.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여 공적인 성격을 보지만 그 안에서도 프라이빗한 성격, 편안한 

분위기와 접근성으로 많은 주민모임에서 카페를 활동 공간으로 애용하고 있었

다. 또한 에너지집수리는 주민 거점공간에서 부족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분산

된 공간 사용을 한 공간으로 집중하기 위해 모임만을 위한 자체의 공간을 새

로 마련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니즈를 충족하였다. 이로써 

더욱 다양한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을 마련하였다. 야외 공

공공간은 이벤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주민 모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야외의 공공공

간의 좋은 접근성이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며, 플리마켓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야외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넷째,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공간은 다기능적으로 이용되었다. 주민

모임들은 주민 거점공간 등 기존의 활동 공간에서 부족한 공간의 확장성을 일

시적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어린이 공원과 공터 등의 야외의 

공공공간은 일시적 활용을 통해 일상적 휴식 공간에서 이벤트 공간까지 기능

을 변화시키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활동을 위해 야외 공공공간을 주민모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 속 

휴식 공간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는 놀이터 공원과 공터는 주민모임의 이벤트 

활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역 축제의 장으로 변화하며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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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모임들은 

활동의 성과물을 전시, 판매, 혹은 공연을 하며 성취감을 얻고 활동에 대한 자

신감과 원동력을 얻었다. 또한 이벤트 활동을 함께 준비하며 모임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난곡동은 부

족한 야외 공공공간으로 인해 활동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

나 오히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생사업 관련 공공시설 중 특히 주민 거점공간은 주민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주민 활동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벤트 공간으로써 기능하기도 하였다. 주민 거점공간이 이벤트 공간으로 활

용될 때는 야외 공공공간이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때와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야외 공공공간은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하게 개방

적인 활동이 나타났던 반면, 주민 거점공간이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될 경우에

는 인원에 제한을 두는 교육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 거점공간

의 벽면 혹은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작품 및 활동들을 전시하고 남

은 일부 공간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전시 공간이자 활동 공간으로 복

합적으로 거점공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간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공간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주민 거점공간 및 앵

커시설을 조성할 시에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확보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

의 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미 조성된 공간들의 경

우에는, 특정 주민모임의 점유를 방지하고 공간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모임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여러 주민들

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 활동을 주민 거점공간 혹은 공원 등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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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추진하여 주민모임만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 서로 간의 소통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사업에서 공급한 공공

시설 외에 공원, 카페 등 주민모임의 이용도가 높은 도시공간과 연계하여 재

생사업을 진행한다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주민 활

동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들의 역

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재생지역 중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 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모임으로 한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사용자인, 주민들의 

일상적 관점에서 주민모임들의 도시공간 이용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계획가와 사용자 간의 간극을 좁

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

티 공간 조성에 중요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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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old area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is designed 

to evolve beyond simpl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s, preserv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of the area,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o are the most important actors of the area and who have experienced 

the area closest to is important. As the project is implemen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es on 

revitalizing the communit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pace’ in social exchange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vides support for residents' activities to freely show 

up regardless of space by securing a ‘community hub space’ or ‘ancho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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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many community hub spaces and 

anchor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ot of the spaces have 

become empty due to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poor utilization. Therefore, 

there has been a criticism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currently 

focusing only on the provision of physical spaces. The space that the planner 

creates with intent is likely to create gaps in the space used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is gap also occurs with residents who actually use 

spac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community 

hub space and anchor facility is the central space of residents’ activity, a 

lot of activities are appearing also in various other urban spaces. Howev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ly focuses on the public spaces such as 

community hub spaces which is led by the public, and in fact,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and research on urban spaces where residents’ 

actually use.

 It is necessary first to understand the space where the activities of 

residents are performed before securing spa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residents’ groups(community groups) participating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o are actual users of the space, and tracked their 

use of urban spaces and examined how and in what urban spaces they are 

using in their daily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n in-depth 

look at the activities of residents’activities and to identify urban space 

usage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needs. Through the research, I looked at 

what kind of urban space could support the residents’ activities and drew 

practical implications.

In this study, I selected Nangok ․ Nanhyang urban regeneration area where 
residents’ activities are actively appearing, and conducted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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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with residents groups(community groups) which are registered at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n the area to closely observe the 

activities of the group, such as ‘periodic activities’, ‘event activities’, 

and informal activities, ‘social activities.’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the analysis framework was used to examine urban areas where 

residents' activities and activities appear, and the spatial mapping work was 

conducted to derive urban spatial usage characteristics for each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usage by the 

Nangok․Nanhyang residen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ttern of using space by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gathering 

was different. In general, social gatherings were closed and focused on a 

single space, and a variety of activities were found in this one single space. 

Although hobby-type gatherings focused on one single space like social 

gatherings, the exhibition of their hobby activities was held in public space, 

which is more open than the hobby-activity space. Community 

contribution-type groups showed various uses of diverse urban spaces 

according to their purpose of activities.

Second, the conflict between the residents was sharp due to the 

occupation of the community hub space which is the shared space for all 

community gatherings. Conflicts over shared space were subtly spread by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gatherings. In the periodic 

activities, the residents wanted to use the space entirely, even if it is 

temporarily, rather than sharing it together. However, in the event activities, 

various groups gathered together in the community hub spac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host the festival.

Third, residents groups(community groups) satisfied the needs of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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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securing alternative spaces. The groups tended to find spa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ir activities, or spaces preferred by the group. The 

cafes, which are large in size and attracted to the residents, were 

particularly used as activity spaces, and public outdoor spaces such as parks 

were actively used for residents' activities. In the case of a specific 

gathering, they provided a space by themselves that could satisfy the needs 

of their activity.

Fourth, the groups used the space multi-functionally through temporary 

use. Through this, residents groups (community groups) resolved the 

scalability of the insufficient space in the community hub space. Outdoor 

public spaces, such as parks and vacant lots, were usually used as rest 

areas, but temporarily as an open event for all residents. Public facilities 

related to the regeneration project, such as community hub spaces, were 

normally used as an activity space for residents' gatherings, but temporarily 

as a small event space.

Recentl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been discussing about the 

operation subject and the space program so that the space can be 

continuously operated and used not only after supply but also after the 

supply.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a community hub space and anchor 

facility, the abov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Space should be 

created by identifying the needs of residents a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In the case of already constructed spaces, 

diverse gatherings should be supported by preventing occupancy of specific 

residents' groups and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the space. In addition, 

event activities that allow multiple resident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should be properly implemented in the community hub space or park,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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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den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the community gathering. Moreover, if the urban spaces which 

residents use a lot, such as parks and cafes, are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public facilities, such as community hub spaces, provid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diverse residents activities (community activities) can be 

derived.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Residents’activity, Resident Gathering, Community 

gathering, Nangok ․ Nanhyang, Anchor facility, Community hub space, Urban Space
▍Student Number : 2017-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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