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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tandard for the distribution of opinion decision-making 

which affects effectively to the decision process among partipatory citizen in the urban regeneratio 

projects.

(2) RESEARCH METHOD

As the research method, the systemized questionnaire to participatory citizen was used in on-go-

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research outcomes are delivered by AHP..

(3)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 related that the residents regared the opinions of the people as importa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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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order:

∙residents within the commercial area(0.437)

∙small and large business owners in the commercial area(0.325)

∙residents outside the commercial area(0.125)

∙and small and large business owners outside the commercial area(0.113)

2. RESULTS

The following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pose a method that minimizes conflict and 

maximizes effective decision-making. Because the business owners found to not only have greater in-

terset, but also be more sensitive to the eff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highly re-

comneneded to work with the local business association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3.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Resident Participation, Conflict Management, Governance, Distribution of 

Decision-making authority

국문 록

본 연구는 성공 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인 

지역주민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계층분석과정(AHP)를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

하 다. 본 연구결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합리 인 의사결정권 요도는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37)>사업지내 업상인 의견(0.325)>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0.125)>사업지외 업상인 의견(0.113)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한 심도  민감도가 주민보다 상인인 경우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지내

의 상인조직과의 계 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요한 성공요인임을 제시하 다. 

핵심어 : 도시재생, 주민참여, 갈등 리, 거버 스, 의사결정권 배분

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 최근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13개소, 도

시재생일반지역사업 33개소 총 46개소에서 도

시재생사업이 추진 에 있다.1) 해당 사업을 추

진 인 지자체별로 사업추진에 한 진도율은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인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주민참여가 

필수 이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바람직한 

안 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각 을 받고 있

다. 반면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는 재생사업이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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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는 지역의 사회경제  조건  정부와 주민 

간 계에 따라 참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배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도시재생사

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다양한 갈등구조를 양

산할 수도 있는 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는 주민참여, 갈등 리, 의사결정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까지 선정

된 도시재생사업지역 46개소의 사업추진 성과가 

인근지역에 되는 것이 사업의 부수 인 효과

임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 인 참여주민간의 의사

결정권 배분구조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 은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주민간 의견을 

조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

정 기  요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 진행 는 계획 인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효

율 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인 충청북

도 C시를 심으로 2015년 상반기부터 재 시

까지 진행 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들의 의사결정 방식과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

분에 한 요도를 도출하 다. 이를 해 본 연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도

시재생사업지내 거주주민, 도시재생사업지내 

업상인, 도시재생사업지외 거주주민, 도시재생

사업지외 업상인 등 4개 주체로 분류하고, 개

별 주체들의 의사결정권 요도를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를 통한 AHP 분석방법을 실시하

다.2)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 한다.

Ⅱ. 도시재생사업의 이론  고찰

1. 도시재생사업의 의의

도시재생의 법률  정의는 “인구의 감소, 산

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

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3) 도시재생

은 물리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  

측면까지 상으로 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쇠퇴지역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채워 도시를 활성

화시키는 종합 인 정책수단이다.4) 도시재생은 

도시 체 차원에서 장기 인 으로 주민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력

을 통해 도시 체의 지속 인 성장을 한 통합

인 근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5)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  환경만을 개선하는 면 철거형 

사업과는 달리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요한 추

진주체로 참여하며,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

역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6)7) 이는 향후 지

역을 유지하는 지역자산으로 발 되어 간다.8) 

2) 김정열 김종진,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이주 책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pp.236～250.

3) 김상묵․황종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5, 제60집, pp.87～105.

4) 정진호․윤두원․성순아․황희연,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로그램 효과 분석 - 청주시 앙동을 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

회, 2015, 제49권 제1호, pp.15～25.

5) 성순아․오우․황희연,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  참여동기에 미치는 향 분석 - 청주시 사직2동을 심으로”, 한지리

학회지, 한지리학회, 2015, 제50권 제1호, pp.393～406.

6) 정진호․윤두원․성순아․황희연,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로그램 효과 분석 - 청주시 앙동을 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

회, 2015, 제49권 제1호, pp.15～25.

7) 이왕기․지남석, “사례비교를 통한 인천시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로”,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 2015, 제49권 제3호, 

pp.307～323.

8) Hocking, G., "Oxfam Great Britain and sustainable Livelihoods in the UK",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2003, 

38(3),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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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해서는 지역사회의 경

제재생이 필수 인 요소가 된다.9) 도시재생을 

먼  경험한 표 인 국가로 국에서는 일

이 regeneration(재생) 개념이 사용되었고, 미

국에서는 renewal(재정비)라는 개념이 리 사

용되고 있다. 표  학자인 Peter Roberts & 

Hugh는 도시재생을 ‘Urban Regeneration’으

로 정희하고 있다.10)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도시  주거환경정

비사업 역을 포함하되 그간 물리  환경정비 

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환경

, 산업․경제 , 사회․문화 으로 쇠퇴한 도

시지역의 노후된 인 라를 재정비하고, 공간 구

조재편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사업을 

의미한다.11) 기존의 도시정비정책과는 구별되

는 특성을 가진다.12) 특히, 낙후지역을 재생하

는 것은 단일 사업이나 단기 , 단편 인 근으

로는 달성하기 어렵다.13) 

정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

시키고자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한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 다.14)15) 

도시재생사업은 유형별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

형, 공공․민간 력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된

다.16) 재 진행 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

형 11개소), 도시재생일반지역 33개소(경제기

반형 5개소, 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개소, 일반 

근린재생형 19개소)가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앙정부로부터 계획수립비와 사업비가 

4년간 지원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문기 이 행정과 기술

인 사항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일반지역 사업은 

사업단계별 문심사를 도입하여 단계별 목표달

성 시에만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되

고 있다. 장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

총 코디네이터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임과 권

한을 강화하 다. 각 사업지 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그림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지 황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그림 2> 도시재생일반지역 사업지 황

9) 中山徹, 地域社 と經濟の再生, 東京: 新日本出版社, 2004, pp.79~80.

10) Roberts, P. W. and Sykes, H.,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London, 2000.p.14.

11) 원태 ․이창석, “도시재생을 한 민․  트 십에 한 일고”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9, 제38집, pp.33～53.

12) 이진경, “도시정비정책 시스템 평가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집, pp.65～79.

13) 장재일․오종열,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문헌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pp.137～151.

14) 김경천․김갑열․이재수,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한 평가지표 연구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을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1집, pp.31～45.

15) 김상묵․황종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5, 제60집, pp.87～105.

16) 김혜천, “한국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제26권 제3호,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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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와 의사

결정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는 지역주민, 지방

자치단체, 지역 문가, 지원조직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일반 으로 해당 주체들은 거버 스 형태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17) 성공 인 도시

재생사업을 한 조건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주민

참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18)19)20)21)22) 
23)24)25)26)27)28),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의 성향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재생

사업에 한 주민 경험이 으로 부족한 것이 

실이다.29)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는 추진주체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추진주체들이 이에 한 복잡한 이해

계와 요구를 제 로 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30)31)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추진과 

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

이 복합 으로 고려된다. 해당 요인의 요도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에 사업

참여주체들의 의견조정과 갈등 리는 매우 요

한 사항이다. 특히 도시재생의 성공 인 추진을 

한 민 트 쉽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32)33) 먼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주민

의 의견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한 추진의지가 활발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이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약사항 는 지자체

장의 의지  련 공조직의 사업시행 의지가 높

은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다

음으로 지역  역 문가의 의견이다. 문가

들은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 인 재생, 

17) 권정주․조진희․ 원식․황희연,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거버 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향력 분석 - 청주시 도시재생사

업 의사결정 과정 심으로”,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제25권 제2호, pp.325～343.

18) 배웅규, “도시공동체 재생을 한 주거지정비와 주민참여”, 건축, 한건축학회, 2002, 제46권 제11호, pp.44～49.

19) 이 아,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한지리학회 학술 회논문집, 한지리학회, 2012, pp.249～250.

20) 정성규․문건주․유길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 부산 역시 찬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심으

로”, 한건축학회논문집, 한건축학회, 2015, 제17권 제5호, pp.31～39.

21) 손동욱,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건축, 한건축학회, 2008, 제52권 제7호, pp.22～24.

22) 윤 경, “도시재생을 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건축, 한건축학회, 2011, 제55권 제10호, pp.26～28.

23)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  추진을 한 주민참여 개선 방안 강구 - 경기 뉴타운 시민 학을 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

지역개발학회, 2010, 제22권 제4호, pp.63～86.

24) 김민석․이우형, “원도심 재생을 한 주민참여 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학술발표 회논문집, 한건축학

회, 2013, 제33권 제2호, pp.243～244.

25) 오형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착형 원도심 활성화 계획 - 인천 역시 제물포역 북측 역세권을 심으로”,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15, 제50권 제6호, pp.53～70.

26) 이 주․최 선․오윤경,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한 의사소통모형 연구: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근방법을 바탕으로”, 인

문언어, 국제언어인문학회, 2013, 제15권 제2호, pp.127～159.

27) 최나래․한경민․백종인․반 운, “청주시 원도심 보행환경 개선을 한 주민참여 과정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 회논문집, 한국

환경정책학회, 2011, pp.158～158.

28) 홍연․이상호,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안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한건축학회, 2012, 제28권 제8

호, pp.55～62.

29) 이왕기․지남석, “사례비교를 통한 인천시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로”,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 2015, 제49권 제3호, 

pp.307～323.

30) 박정우․송태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 완화 방안”, 한국정책연구, 경인행정학회, 2013, 제13권 제3호, pp.133～148.

31) 강 규․유정호․김창덕․손보식,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리 요소”, 한건축학회논문집, 한건축학회, 2009, 제25권 

제7호, pp.219～228.

32) 이동 , “도시재생과 민 트 쉽의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4집, pp.125～140.

33) 乙間末広, 北九州エコタウンにおけるマテリアルフロー調査と分析, 廃棄物学会論文誌, Vol.18, 2007,  pp.4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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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 재생, 경제 인 재생, 지역사회 효

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지방

자치 단체의 의지와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제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상지 이

외의 경우 지역 이기주의  정치 인 견해가 개

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의 주민참여와 참여주민의 사업추진과 련한 의

사결정에 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먼  

도시재생의 주민참여와 련하여 도시재생은 주

민의 자발 인 참여에 의해 가능하다. 주민참여

는 어떤 사업의 시행의 여부에 따라서 직․간

으로 이해가 련되어 있는 당사자로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발의와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 주

체 으로 여하는 일체의 행 를 말한다.34) 최

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넘어선 주민에 의한 주도가 되어야 사업이 성공

으로 추진되어짐이 주장되고 있다.35) 이는 주

민들의 사업참여 행태가 규범 인 수 을 넘어 

실질  수 이 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짐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36)

반면 사업참여자들은 각자의 이해 계에 따

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갈등과 비리가 

상존하여 왔다.37) 한 사업시행이 아직까지 

기의 단계에 머무름으로 인해 민 력  주민

자치에 의한 주민참여방법이 정착되지 않고 있

다. 행정주도형 참여방식은 미약하지만 제도화되

어 있지만, 민 력형  주민주도형 참여 방식

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 이외에는 아직까지 제도

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에서는 주민의견조

정 등을 하여 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지

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주

민 등의 의견청취와 련된 내용이 입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는 임의

 규정이며, 주민의견 청취 한 형식화 될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38) 특히 도시재생사업추진과

정에서 참여 주민간의 의견충돌이나 이해 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주민참여

는 수학 이고 규범 이지만 실에서의 주민참

여는 훨씬 더 복잡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39)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

주민간 의사결정과 련하여 성공 인 도시재

생사업의 추진을 해서는 거버 스 참여주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향력이 강해야 한

다.40) 반면, 도시재생에서 요한 주체가 되고 

있는 주민의 참여가 어떤 지역에서는 용이하지

만 어떤 곳에서는 그 지 못하다. 도시재생사업

에 이해 계가 있는 주민들은 보다 극 으로 

참여하게 되나 이해 계가 없거나 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도  주민참여를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발한 주민주도가 어려

워진다.41)

34) 배웅규, “도시공동체 재생을 한 주거지정비와 주민참여”, 건축, 한건축학회, 2002, 제46권 제11호, pp.44～49.

35) 정성규․문건주․유길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 부산 역시 찬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심으

로”, 한건축학회논문집, 한건축학회, 2015, 제17권 제5호, pp.31～39.

36) 김동빈․이창석, “지역주택조합 운 상 조합원의 참여행동 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2집, pp.233～247.

37) 이서연․정복환,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자 간 갈등완화-갈등 련 언론보도를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2집, 

pp.284～297.

38) 김상묵․황종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5, 제60집, pp.87～105.

39) 이 아,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한지리학회 학술 회논문집, 한지리학회, 2012, pp.249～250.

40) 권정주․조진희․ 원식․황희연,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거버 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향력 분석 - 청주시 도시재생사

업 의사결정 과정 심으로”,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제25권 제2호, pp.325～343.

41) 이 아,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한지리학회 학술 회논문집, 한지리학회, 2012,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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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란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련한 각종 사업

이 시행되는 경우 참여자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42)특히 도시재생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어 사업추

진이 어려움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

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없는 것

이 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도시 체를 

상으로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다.43)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

고 이에 한 사업이 선행되고, 이후 해당 사업의 

효과가 도시 체에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지 못한 주민, 해당 지역에

서 상업을 하는 상인과 그 지 못한 상인 등 

거주  업지에 따른 주민갈등 한 첨 하게 

두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보다 심각한 경우

에는 이들 주체간에 참여 는 배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4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

에 참여하는 주민을 사업지내 거주주민, 사업지

내 거주상인, 사업지외 거주주민, 사업지외 거주

상인으로 조작 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을 해 해당 주체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어떤 주체에게 얼마만큼의 

의사결정권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한 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Ⅲ. 실증분석

1. 분석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안

을 도출하기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일부

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도시재

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청북도 C시 일원에

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와 련한 제반사항이 

교육된 조사원에 의해 총 124부의 설문지가 회

수되었고, 이 가운데 불완 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0부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기본특성은 다

음과 같다. 먼  응답자의 주 연령 는 50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40 , 20

, 30 ,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추진과 

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성과 

련하여 하게 분포되었다고 단되며, 조

사과정에서 이러한 응답자 분포를 해 많은 노

력을 기울 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인지여

부와 련하여 응답자 다수가 도시재생사업에 

해 인지하고 있었으며(85%),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자 비율(59%) 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의 참여주

민간 의사결정권 배분과 련한 체 지역민의 

객  의견을 반 하기 하여 사업지내외부 거

주비율,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 주민단체 구성

원 경험, 사업추진 주체 경험 등 항목에서 등한 

응답자 비 을 유지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자 업(상업)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5%), 이후 문직, 주

부, 공무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특성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42) 이용훈, “부동산개발사업의 갈등 리에 한 연구 - 용산재개발사업을 심으로 -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2집, 

pp.159～172.

43) 南部繁樹, 欧米(米․英․佛․独)の都 再生の動き, 再開発コーディネーター協会, 2007, p.130.

44) 이 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 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공간과사회, 한국공간환견학회, 

2013, 제23권 제4호,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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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비율(%)

응답자 연령

20 18 18.0

30 16 16.0

40 24 24.0

50 36 36.0

60  이상 6 6.0

성별
남성 45 45.0

여성 55 55.0

도시재생사업 

인지여부

알고 있다 85 85.0

모른다 15 15.0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

있다 59 59.0

없다 41 41.0

사업지와 

거주지 례

사업지 내부에 거주한다 46 46.0

사업지 외부에 거주한다 45 45.0

해당사항 없음 9 9.0

사업지와 

업지 계

사업지 내부에 운 하는 

상 이 있다
23 23.0

사업지 외부에 운 하는 

상 이 있다
5 5.0

해당사항 없음 72 72.0

직업

학생 3 3.0

업주부 20 20.0

매/서비스직 2 2.0

공무원 10 10.0

문직 20 20.0

자 업(상업) 35 35.0

자 업(제조업) 3 3.0

사무직 6 6.0

기타 1 1.0

주민단체 

조직여부

조직되어 있다 65 65.0

조직되어 있지 않다 35 35.0

단체 구성원 

경험 유무

있다 51 51.0

없다 49 49.0

사업추진 주체 

경험 유무

있다 45 45.0

없다 55 55.0

<표 1> 응답자 특성

2. 실증분석 결과

먼  본 연구에서 심을 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분석결과 각 주체별 요도는 사업지내 거

주주민 의견(0.437)>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25)>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0.125)>사

업지외 업상인 의견(0.113)의 순서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 도시재생사업 추

진방식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 사업지내 거주 주민의 의견을 가장 요

하게 고려해야 하며, 참여 주민간 의사결정과정

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권 배분과 

련하여 사업지내 거주 주민이 핵심주체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업지내 거주 상인의 의견이 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지

역을 우선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사업내용이 해

당 도시의 원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는 경

우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내 사업장

을 가진 상인회 등의 의견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업

지내에 통시장 등이 존재한다면 이에 한 

향력을 보다 확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으

로 사업지외 거주 주민 의견과 사업지외 거주 상

인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사업지내의 주민과 상인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업지의 활성화를 하여 

형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보다 분명하게 

주민과 상인의 의견이 립된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에 보다 많은 의사결정권한이 배분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항목내용 요도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37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25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25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13

<표 2>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

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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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분석 결과

다음은 응답자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도시재

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

분에 한 요도를 분석하 다. 먼  응답자의 

연령 를 20 , 30-40 , 50-60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40  이하에

서는 사업지 내외부에 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

고 있었으며, 50-60  에서는 보다 완화된 사업

지 내외부의 경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항목내용
20

(n=18)

30-40

(n=40)

50-60

(n=42)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45 0.448 0.437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31 0.104 0.149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24 0.354 0.268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00 0.094 0.146

<표 3> 연령 별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성의 경우 사업

지 내외부에 한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고 있었

으며, 여성의 경우에서는 보다 완화된 사업지 내

외부의 경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도

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

성친화형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바 여성의 의사결

정권 배분에 한 요도에 많은 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목내용 남성(n=45) 여성(n=55)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47 0.432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090 0.142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78 0.300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085 0.126

<표 4> 성별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

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도시재생사업에 하

여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두 집단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

과는 매우 흥미롭다. 두 집단 모두 공통 으로 주

민의견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차 순

 항목부터는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하여 모르

는 사람들이 높은 요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도시재생사업에 하여 인지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주민참여의 요성임을 강조하

는 분석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항목내용
도시재생사업 

인지자(n=85)
도시재생사업 

미인지자(n=15)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43 0.378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23 0.145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25 0.328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09 0.149

<표 5> 도시재생사업 인지여부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도시재생사업 참여경

험이 있는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 사업지내에서 업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보다 

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내용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 
유(n=59)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 

무(n=41)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27 0.454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16 0.141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55 0.275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03 0.130

<표 6> 도시재생사업 참여경험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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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답자들을 도시재생사업지내 거

주자와 사업지외 거주자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업지내 거주자의 

경우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에 확연하게 높은 

요도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외 

거주자들은 사업지외 주민 는 상인에게 보다 

높은 요도를 배분하 다.

항목내용
사업지내 

거주자(n=46)

사업지외 

거주자(n=54)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513 0.390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04 0.138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00 0.341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083 0.131

<표 7> 거주지별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도시재생사업지내에

서 업을 하는 상인, 사업지외에서 업을 하는 

상인,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는 상인들의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

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요

도 의식을 확인하기 해서이다. 사업지내 거주

주민 의견에 확연하게 높은 요도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내에서 업하는 상인의 

경우 주민의견 보다 상인의견이 보다 요하다고 

생각하 고, 사업지외에서 업하는 상인의 경우

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인이 아닌 경우

에는 주민의견을 보다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우 요한 시

사 을 제시하고 있다. 먼  도시재생사업지내에

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사업추

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한 의사결정

권 배분에 한 논의가 규정되지 않으면 갈등

리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주

민보다는 상인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 보다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상인조직과의 력  

상생이 사업추진에 매우 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는 결과로 해석된다.

항목내용

사업지내 

운 상  

유(n=23)

사업지외 

운 상  

유(n=5)

상

운  안함

(n=72)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399 0.431 0.455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090 0.175 0.126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431 0.209 0.306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079 0.185 0.113

<표 8> 상 치별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

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거주지역에 주민단체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주민단체가 조

직되어 있는 경우보다 주민의 의견에 요도를 

배분함을 알 수 있었다.

항목내용
주민단체 조직 

유(n=65)

주민단체 조직 

무(n=35)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64 0.404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08 0.156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39 0.281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090 0.159

<표 9> 주민단체 조직여부별 도시재생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주민단체 구성원 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반 인 요도 배

분이 체 응답자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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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주민단체 구성원 

경험 유(n=51)

주민단체 구성원 

경험 무(n=49)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33 0.453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18 0.129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41 0.301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08 0.117

<표 10> 주민단체 구성원 경험별 도시재생사

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

정권 요도 분석결과

끝으로 응답자들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 

경험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특이 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주민단체 구성원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이 보다 사업지외 주민과 상인의 의사결

정권 요도를 더 배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내용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 경험 

유(n=45)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 경험 

무(n=55)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
0.432 0.453

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
0.131 0.119

사업지내 

업상인 의견
0.320 0.319

사업지외 

업상인 의견
0.117 0.109

<표 11>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 경험별 도시

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요도 분석결과

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요도에 

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 다. 분석결과 요도 

순 가 사업지내 거주주민 의견(0.437)>사업지

내 업상인 의견(0.325)>사업지외 거주주민 

의견(0.125)>사업지외 업상인 의견(0.113)

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는 참여주민간에 다양한 갈등과 의견 상충이 나

타날 수 있는 바,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주민간의 

의사결정을 단순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다수 

결의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 인 의

사결정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한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권 배분에 한 요도에 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상인 에서 상인들이 사업의 추진과 이해 계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도시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사업지내의 

상인조직과의 력 인 계구축이 매우 요한 

사안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한 사업지내외의 

참여자들에 한 인지  참여여부에 따라  요

도에 해 달리 평가되고 있는바, 이에 한 편차

를 해소하기 해서는 지속 인 도시재생사업에 

한 홍보와 주민  상인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원

활한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간 의사결정  갈

등 리와 련한 문제해결의 단 가 될 수 있기

를 기 한다.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먼 , 도시재생사

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상으로 분석

을 실시하 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지재생사업

지에 한 조사가 추가되어야 연구성과를 명확하

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 인 다수 지역에 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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