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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전문 사회적 기업의 탄생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에도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도시계획 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
사 (CDC: ommunity Development Corpora-
tion)를 들 수 있다.
 CDC는 (1)비영리 민간 개발 단체, (2)저소득층
을 위한 서비스 제공, (3)커뮤니티 기반 활동, (4)
적어도 한 건물 이상의 주거 또는 상업 및 산업 개
발 프로젝트의 수행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
는 단체를 일컫는다 (Liou & Smith, 1996). CDC
는 민간 디벨로퍼들이 투자와 개발을 꺼려하는 낙
후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며, 이

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 내 인구 
100,000명 이상 도시 대부분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의 CDC가 존재한다. 또한 1988년부터 이들이 취
득하거나 개발한 주택의 수는 160만여호인 만큼 
커뮤니티 개발 사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NACEDA, 2010). CDC의 등장은 1960년대 미국
의 도시들이 심각한 쇠퇴현상을 겪었던 시대적 상
황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의 미국 정부는 우리나
라와 비슷하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도심 쇠
퇴 현상을 대규모 철거 후 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자 하였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저소득
층 주민을 입주시키면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고 재
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중/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대학 진
학률은 낮아졌다. 또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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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uitt-igoe.com 
<그림 1>. Pruitt-Igoe Projec의 조감도와 붕괴장면 

대규모 철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임대아파트 단
지를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로 Pruitt-Igoe(1956)
를 들 수 있는데, 초기에 수많은 찬사를 받은 대규
모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슬
럼으로 변모하였다. 결국 이 단지는 폭파되어 철
거되기에 이른다(김경민, 2013).

이렇듯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들의 결과가 예
상밖의 결과를 도출하자, 새로운 시도가 등장하
게 된다. 즉, 공공영역이 아닌 비즈니스를 이해하
는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 분야로 끌어들인 것이
다. 1966년 뉴욕주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는 “정
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장을 통해 이루어보
자 (get the market to do what the beauroc-
racy cannot)”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개발 회사를 
지원하는 법을 입안하였다. 이 법안으로 인해  브
루클린 베드포드-스타이브슨(Bedford-Stuyve-
sant) 지역재생을 위한 민간개발회사 Bedford-
Stuyvesant Restoration Corporation이 설립
되었다. 경제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IBM사장과 First National City Bank (현재
의 씨티은행) 회장 등이 이사회에서 이들을 도왔
다. 비록 초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에서 CDC 조직들이 설립
되기 시작한다(Hoffman, 2012).

요약하자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철거 후 재개발
단지 건설 위주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공공이 민
간부분의 힘을 빌여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를 반
영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CDC 와 같은 사회적 기업 참여를 유도
하는 정책들 (CDBG, LIHTC, HOME 등) 이 나타
났고, CDC는 서민 주거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 
디벨로퍼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한 지역
의 단체로 시작했던 CDC는 도시 문제와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전역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개
발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CDC의 성장과 역할 및 특성 

1) CDC의 성장 및 현황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로 자리잡은 CDC는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의 많은 도
시와 교외 지역,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립
되었다. 이러한 초기 성장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
와 종교시설(주로 교회) 기반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였다.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공간적 범위로 삼은 점 그리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개발에 나선다는 점이 장
점이 되었다. 현재 2000여 호의 주택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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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는 Newark의 New Com-
munity Corporation(구성원 500여 명)은 교회
를 기반으로 성장한  CDC의 좋은 예이다 (Shaf-
fner, 2014) .

1970년대 미국에는 약 100여개의 CDC가 있
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매우 큰 규모의 CDC로 성장했다. CDC
의 수는 1980년대로 들어서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생겨난 CDC는 주로 작
은 규모였고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저
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
다. NCCED(National Congress for Commu-
nity Economic Development)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말 CDC 수는 2000개에 이르며 주택 공
급량은 125,000호에 달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는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이며 3600개까지 
그 수가 증가하였고, 주택공급량은 650,000호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 지역 개발과 주택 정책에 있
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
에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차원의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등)이 큰 역
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로 진입하며 CDC의 성장은 안정기에 
들어선다. 연평균 성장률은 3%정도를 웃돌았으며 
그 수는 2005년 기준 4600여개로 조사되었다. 누
적 주택 공급량은 1,252,000호로 1990년대 말에 
비하여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CDC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즉,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여 CDC가 매우 전문화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심각한 경기 침

체로 CDC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C를 통한 지역 개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누적 주택 공급량
은 1,614,000호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CDC의 
성장과 현황은 커뮤니티 단위의 저소득층 주거 개
발을 통하여 CDC 가 여전히 지역의 균형과 발전
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ACEDA, 2010).

2) CDC 조직 형태 및 영역

CDC를 통한 성공적인 지역 개발은 CDC의 조직 
형태와 그 활동영역에서 비롯된다. CDC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지역의 리더들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 주택개발조합과는 다르게 각 분야에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또한, CDC는 일반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로 인해 통찰력을 
가지고 지역 수요에 맞춘 개발을 유도 할 수 있고, 
실제 개발 사업의 계획, 실행,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NCCED에 의하면 각 CDC의 규모는 다
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1명의 임원진이 포함
된 이사회와 10명의 일반 직원, 그리고 5명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New York 동부 지역의 CDC
인 Cypress Hills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CHLDC)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2005 1998 1994 1991 1988

CDC 수 4,600 3,600 2,000-2,200 2000 1,500-2,000

주택 공급량
 (누적)

1,252,000 650,000 400,000 320,000 125,000

일자리 창출 774,000 247,000 67,000 NA 26,000

<표 1> CDC의 성장과 변화 (1980년대~2000년대)

출처: CDC 2005 정기 보고서 (NC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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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이사회 (의장, 부의장, 회계담당 등 9명의 임
원진)와 실행 조직으로 나뉜다. 실행조직은 조직
의 운영과 행정, 비영리 주거 개발/계획, 지역커뮤
니티 경제개발 계획, 운영 프로그램 개발, 주택 카
운슬링,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보육 등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한다(NCCED, 2005; http://www.
cypresshills.org).

대부분의 CDC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조직원과 전문성있는 조직원을 갖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개발을 수행한다. 특히, CDC 업무 중, 가
장 중요한 사업분야는 양질의 주거 계획 및 공급
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중산층
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 수 있
는 커뮤니티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CDC의 
업무범위 (지역 커뮤니티 개발 관련) 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단
순한 주거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는 쇼핑몰과 같은 상업공간과 오피스 건물, 공원
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개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개
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커뮤
니티 서비스와 같은 비물리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필라델리피아 소재 CDC는 주거의 보
존과 수리, 소규모 사업과 상점의 재활성화, 녹지
와 경관 증진, 커뮤니티 쇼핑 지구 관리, 기반시
설 리모델링, 실용 기술 교육, 직원 교육, 주택 구
매 및 소유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좋은 음식
과 식재료 제공, 새로운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CDC는 물리적인 
지역 개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충분
히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aren Black, Collective 
Strength, 2012).

 

3) CDC의 재정과 정책적 지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저렴주택공급기
조는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정책이 실
패로 돌아가면서 CDC와 같은 비영리 민간 기관
에 큰 역할을 맡기고 정부는 펀딩 자금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비록 자체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CDC가 존재하기도 하나, 여전히 
많은 CDC는 정부의 공적 보조(public subsidy)
에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개발 자금 확보가 저소득층 주택 사업의 성
공여부를 가르기도 한다. 보다 나은 개발과 효율
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개발 기준을 제안요청서(REP)에 제시하면, CDC
는 이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을 제시하여야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방식과 지
원을 통하여 정부는 정책기조에 맞는 개발을 유
도할 수 있고, CDC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
velopment)에서 운영하는 LIHTC(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CDBG (Community De-
velopment Block Grants)와 HOME등으로 일반
적인 CDC 펀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NC-
CED, 2005; Liou & Smith, 1996)

LIHTC(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은 
감세가 아닌 면세(tax credit)를 기반으로 하는 프
로그램으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발전하
였다. CDC를 포함한 민간 개발업체가 주거용 건
물을 건설할 때, 저소득층 주택의 비율만큼 면세
액 (Tax Credit)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CDC는 성격상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대
상자이기 때문에 면세액 (Tax Credit)은 그들에
게 무용지물일 수 있다. CDC는 이를 다른 회사
들(특히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게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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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가져왔고, CDC는 
금융회사에게 판매한 수익 (면세액: tax credit)
을 초기 개발 자금(equity)로 활용하여 저렴주택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LIHTC은 월 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이 저소득층 주
택 건설에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CDC
의 성장과 저렴주택공급 확대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김경민, 2011).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의 경우 CDC가 도시 재생 사업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책인데, 모
든 CDC에게 일률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자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한 CDC의 사업에 자금을 투여한다. 환
경이 양호한 지역의 커뮤니티를 파괴하면서까지 
불필요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지역이 
정말 낙후되고 쇠퇴하여 재개발이 확실히 필요한 
지역인지가 판단근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산
하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CDC는 재정 확보
가 가능하다.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슈

2008년 금융위기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 그리고 
CDC 운영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
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던 저소득층이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현상
이 발생하면서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심
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결국 더 저렴
한 주택을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
니 저소득층이  밀집하는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
했고, 과거에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과 중산층
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개발은 
퇴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많은 CDC역

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앞서 설명하였
듯이 CDC 사업 자금의 많은 부분은 정부 및 재단, 
기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데, 국가 경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자연 
줄어들었고, 이는 CDC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였
다. 또한 CDC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많은 리더
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CDC 운영의 어려움은 
더해졌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CDC는 
조직 자체의 운영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작은 커
뮤니티 개발을 담당하던 작은 규모의CDC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결국 2000년대 후반과 2010
년대 초반 CDC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Hoffman, 2012).

이는 커뮤니티 개발과 주택 공급에 있어서 또 다
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
으켰고, CDC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CDC는 
큰 규모의 예산이 대거 투입해야 하는 주택 공급 
위주의 개발에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지원하
고 지역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CDC를 보다 전문적이고 
대형화된 조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조직의 안정
성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개발을 통한 사회적 변화
를 추구하고자 한다 (Hoffman, 2012).

5) 사례: Sugar Hill Project of Broadway 

Housing Communities(BHC)

출처: http://www.broadwayhousing.org/
<그림 2>. Sugar Hill 개발 프로젝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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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완공된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인 
Sugar Hill을 통하여 CDC의 실제 역할과 사업
을 통한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
는 뉴욕시 맨하튼 북서부의 워싱턴 하이츠와 웨
스트 할렘지역 기반 CDC 인Broadway Housing 
Communities(BHC)에 의해 개발되었다. BHC는 
1983년 비영리 주택 개발 단체로 출범하여, 지난 
30년동안 약 300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하고 공급
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관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BHC는 의장, 부의장, 비서관 등 13명의 임원진
을 중심으로 실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 조
직은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부동산, 프로그램, 
컨설팅, 도시계획 등의 전문 분야로 나뉘어 각각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 
개발 및 운영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러한 서비스는 거주자들의 수요에 맞게 제공되며,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심리 건강 서비스, 직
업 훈련과 소개, 약물 오남용 치료, 소득 상담, 일
반 생활 기술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거주지역 아이
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웨스트 할렘 지역의 역사지
구.1) 인 Sugar hill 커뮤니티 지역을 대상으로 위
에서 설명한 기능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교육, 
그리고 문화와 예술 기능) 을 제공한 복합 개발이
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뉴욕시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무려 17% 증가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Sugar hill은 가난하
며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률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다. BHC는 유휴토지를 녹지와 커뮤
니티 재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 교육 및 문

화 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Sugar hill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주택은 총 124
호로, 모든 아파트는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제공
된다. 70%의 주택은 뉴욕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계층 (4인 가구 연소득 $38,400 이하)에게 입주자
격이 주어진다. 또한 전체의 30%는 반드시 중위
소득의 30% 이하 계층 (4인가구 연소득 $20,050 
이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머지 30%는 이보
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의 50~60% 사이 계층에
게 제공된다. 건물내에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있
는데, 4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한 스튜디오나 원룸도 존재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외에 Sugar hill 프
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Depart-
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지원

1) Sugar hill historic district는 Washington Heights, West Harlem, Dominican region이 만나는 지점으로 아프리카계,
    흑인, 백인, 그리고 히스패닉 모두가 모여 사는 지역으로 1920년대 Harlem Renaissance(할렘 르네상스)의 중심지역이다.

출처: http://www.broadwayhousing.org/
<그림 3>.  예술 및 스토리텔링 박물관을 통한 교육 



도시계획 개발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JES
   

사회적 경제와 공유가치

41

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유치원
이 설립되어 있고, 약 120명의 원생들을 받을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유치원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서 어린이를 위한 예술 및 스토리텔링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육 활동을 통해 지
역의 풍부한 문화유산(heritage)를 보존하고 기념
함과 동시에 방문객을 유도 할 수 있어 지역 활
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학생들
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읽기 
능력과 사회성, 고등 교육을 위한 사전교육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http://www.broadwayhous-
ing.org).

3. 결론: 한국 도시에의 적용
   가능성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분야가 성
장하고 있음에도, CDC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 기
반 개발회사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일부 비슷
한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존재하나, 공공조직
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부동산 개발 및 금융 관
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
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의한 지원이나 정책 방향
이 달라지는 경우,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CDC유형의 
비영리 지역 커뮤니티 개발회사가 지속가능한 성
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특
히 금융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렴주택의 
건설 역시 일종의 부동산 개발이고, 부동산 개발
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
성 측면에서 장기 고정금리 금융지원책의 존재는 
매우 절실하다. 

사실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볼 수 있고, 20년간 2%
대의 고정금리 상품이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시된 적이다. 만약 이 정책이 단순 주택 공급 목

적을 넘어서서 좀 더 큰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금융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으
로 제공되었다면, CDC형 사회적 기업의 등장을 
촉진시켰을지 모른다. 

서울시 역시 한국사회투자를 통해 5년 만기 2%
대의 상품을 내놓고 있다 (https://www.social-
investment.kr).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주택개발은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
나는 부동산 개발의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그리
고 커뮤니티 개발은 그 효과가 더욱 장기적이기에 
5년만기 상품은 기간이 매우 짧다. 더군다나 CDC
는 저렴주택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의 운영의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 아
무리 2%대의 초저금리5년 만기의 중/단기 금융상
품은 다른 은행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 단
계의 메자닌 대출상품 (Mezzanine Loan)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기업 입장에
서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다른 금융기관을 
접촉하여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
략을 짜놓고 해당 상품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따
라서 자금이 풍부한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면, 사
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 

조직 측면에서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새로운 실
험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지역 단위의 조
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가지 독특한 점은 공
공조직 주도하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재생선도
지역에는 지역센터라는 조직이 설립되었다. 비록 
공공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지역 커뮤
니티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
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들은 영속적인 존속한 조직이 아니라, 한정적 
기간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 존속 기간의 한
정성은 장기적 비젼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조직이 운영하는 기간동안 상
위조직에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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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애초에 의도하였던 바와는 다른 식으로 사업
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
러한 조직들이 미국 CDC가 보유한 경쟁력 – 부동
산 개발/금융 노하우와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노
하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 CDC의 등장 배경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
다. 대규모 철거 바탕의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지
역 기반 커뮤니티 개발회사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뉴타운의 폐해에서 벗어나
고 있는 지금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

고 있다. 중산층 이하 서민 주택을 공급하고 커뮤
니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이 필요한 시
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새로운 조직
을 설립하는 실험은 높게 평가하나,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조직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
가 존재해야 하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던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이 선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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