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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변동과정에 대한 연구

명성준(경상대학교)

*

이 연구는 도시재개발로 시작해 도시재생이란 개념으로 발전해 온 도시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적 목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도시가 가진 다양성,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건
축물과 사람의 조화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한 재개발정책은 정책의 초점에 따라 정
책개입의 주요대상에 차이가 있었고, 개입의 결과인 도시의 모습, 구성원, 생활환경의 변화는 재개
발 지역의 다수 이해관련자들로부터 찬성과 비난 의견을 공유하여 왔다. 이 연구는 각 정권별 도
시재개발정책의 내용과 정책 초점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었던 찬반론을 정리하며, 도시재개발정책
의 정책 목표, 대상, 수단의 변화 속에서 표출되었던 찬반론을 정리하였다. 정책이 가진 다양한 목
표 속에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안정적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속에서 도시재개발이 가져오는 다른 장점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결과는 도시재개발정
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수단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모형의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정책목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발전]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심화되고, 현대 도시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도시활성화, 도시재개발, 도
시재생 등 오래된 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 지역주민의 생활과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의 정책적 노력은 도시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고 있다.
한때 도시의 확산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전과 보호를 강조하면서 도시재개발이 강조되
었고, 이후 도시 생활이 가진 문화적 혜택, 풍요로운 주거환경, 의료보건 등의 혜택까지 합쳐지
면서 구도심의 재개발, 수도권 중심의 개발, 압축된 도시 속에서의 생활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도시재개발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정
책이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개발정책의 변동과 이상적인 도시재생정책
의 모습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다수 개념과 정책에 대해 시행된 다
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분석·논의한다. 둘째, 각 정권별로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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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시재개발정책, 특히 현재의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까지,
정권별 정책의 특징과 강조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정책
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책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통합하여 도시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개선을 통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변화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이란 용어는 도시활성화, 도시재정비, 최근에는 도시재생
등 용어 등과 통용되며, 일면으로는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왔다. 도시재개발의 개념은 도
심 노후화와 도심 공동화 등 도심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람, 도시환경, 그
리고 자본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이다(Fainstein, 1994).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지역에
일터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와 공용시
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본세력과 연결되어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주는 등 도시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도시재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까지 변화해오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
는 수요와 가치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도시재건, 도시활성화, 도시재정비, 도
시재개발, 도시재생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을 대표하는 용어
는 도시재생이다.
도시재개발의 시초는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도시활성화(urban revitalization)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도시재건은 1950년대 2차대전의 결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
하여 건물을 새로 짓고,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다시 재정비하는 노력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을 개선하여 도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도시재건이란 여전히 지진,
홍수 등 재난으로 발생한 도시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도시활성화는 도시재건의 개념이 도시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경제활동, 사회복지, 문화
등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분야로 확대된 개념이다. 도시 내부의 비교적 작은 마을
(neighborhood) 수준에서 많이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적 원인으로 구도심 지역의 쇠퇴
한 도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주로 도로나 인도 등 교통과 수송 기능을 강
화하여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대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
화가 심화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의 저하, 교통, 수송, 통신이 발전하면서 교외화
(suburban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구도심의 사회·경제활동이 쇠퇴하며 도시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해가면서 시작되었다. 도심지역의 공동화가 시작되면서 범죄가 많아지면서, 도시공
간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도로와 산업시설 중심의 도시활성화는 이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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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의 혁신, 높은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 발전 등과 연계하여 접
근하며, 개념적 접근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재정비(urban renewal)는 이후 소개될 도시재개발(urban regeneration 또는 urban
redevelopment)과 비슷한 맥락에서 되지만, 주로 도시쇠퇴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
용되는 토지재개발 프로그램들을 지칭한다. 도시 공동화 등으로 황폐해진 도심지역을 정화하기
위하여 슬럼을 제거하고, 이전 산업활동으로 오염된 지역(brownfields)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
개선, 산업 및 상업활동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정
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생기업(start-ups)의 성장과 외부의 민간-공공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의 경제적 활력을 살리는 것이다. 도심재정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합쳐지면
서 민관협력에 의한 도시개발, 도시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확장과 이를 막기 위한 성장관리,
원주민 압출효과 등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면서 찬반론을 계속되었다.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상태인 지역, 즉 불량주
거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도시를 성장·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토지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토지활용계획을 변경하여 고밀도
의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많은 경우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정부가 민간개발업자와 협
력하여 국가부지에 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제공하며, 정부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개발
권 또는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기도 한다. 도시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으로 교통혼잡, 공공시설의 입지불가능, 기반시설의 노후 혹은 질적 낙후
등으로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경제를 초래하는 지역, 지역의 경제활동의 미약, 해당
주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기타 도시문제(범죄, 공해 등)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협
의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며, 더 넓게 정의한다면 현대 도시의 동
태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정태적인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적응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권용우, 2009).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시재개발 정책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개념
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침: 도시재
생법)」에는 제2조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며, 국가도시재
생기본방침의 수립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즉 도시새쟁을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경제·사회·문화·고용 등 서비스의 양적 공급 확대를 넘어 특정 지역이 가진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며, 물리적 개발중심의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과 지역민 중심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박종문 외. 2018).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시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의 통합에서 특징을 찾고 있다. 도시재생이 도시의 쇠퇴라는 기본적 가정 속에서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공동체적, 교육, 고용, 주거 등의 다양한 이슈를 회생이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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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과거의 낙후된 주거환경, 도시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강화,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방법과 정책적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의 주요 쟁점
도시재개발의 개념은 1970년대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 주어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도시화된 우리 사회의 필요
성과 서구 도시재개발사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용어에 있어서도 물리적 환경개선을 강조하던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이란 용어가 널
리 사용되며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당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2006년 도시재생사
업단을 설립하며 관련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 해당 연구에는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이 외에도 도시재개발
사업의 추진기법, 도시공동체의 변화, 도시재생의 정책과 제도, 이해 관련자 간의 갈등과 해결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사례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 앞서 도시쇠퇴와 도시재생의 과정을 거친 미국·독일·영국 등 서구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재생과정과 재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며 정책적 함의를 찾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는 이해관련자들의 협력체계, 지역주민의 참여와 상향적 접근, 지
역공동체의 역할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찾고 있다.
양도식(2008)은 런던, 맨체스터, 버밍행의 산업지역, 주거지, 도시중심지의 6개 재개발 사례들
을 분석하며 진행과정과 성공요인이란 2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ㅇ았다. 진행과정의 측면에
서는 명확한 문제 파악을 통한 대상과 목표지역의 설정 및 구체적 정책대안의 파악, 명확한 사
업전략을 사업초기부터 작성하는 것,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 접근방법,
재생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부분별로 접근하는 모자이크적인 접근방법, 지속적인 점검·평가·환류
과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명확한 중장기 계획 속에서 부분별로 접근하는 모자이크식 접근법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장기적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또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물리적 기반의 개선과 함께 공동체를 기반으
로 사회적 환경개선, 즉 도시가 처한 근본적인 빈곤, 고용, 복지,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같이
재생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였다. 도시디자인은 해당 도시만이 가진 도시의 모습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시의 정체성과 함께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며,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높인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이자은·서순탁, 2018). 즉 이러한 요소들이 추
진과정 상에서도 중요하게 파악되었던 장기적 안목의 마스터플랜 속에 반영되는 것이다.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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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마스터플랜은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대처하는 수단이 되며, 사업의 목표를 일
관되게 수행할 수 있게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 변화하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단계적으로 대처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호·이왕건(2015)는 미국·일본·독일의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관련자의
참여를 통한 단계적·협력적 계획 수립,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고려한 복합개발, 교통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사례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경관, 보행환경,
지역유산 등 지역의 물리적 환경 정비를 강조하는 전략 수립이 도시재생사업의 수용성을 높인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민간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목표를 설
정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민간 중심의 지역공동체
가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며 지역 활성화, 지역가치 증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 협력,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이에 따른 학문적 관심으로 우리나라에
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사례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많은 비판을 받은 뉴타운 방식의 재
개발에서 시작하여 전주, 청주, 창원 등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관련한 많은 사례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김주영 외(2017)은 전주 한옥마을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의 상업화
와 관광지화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심화와 지역 공동체의 상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역의 투기대상화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찰
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권정주 외(2012)는 청주시 중앙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
해관련자의 영향력을 분석하며, 사업은 처음 행정관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된 점을 강조하였다. 이 과
정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높아
짐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현
주·강명구(2017)는 해방촌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하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
민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진행 시기에 따른 주민들의 역할을 명확히하여 사업 초
기에는 소극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
며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방대함과 다양성을 통해 공통된 요
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수의 연구를 검토하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주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 도시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지역갈등결, 지역공동체 활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채종헌 외. 2019).
도시재생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목적과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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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도시재생특별법의 목적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었듯이 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거
버넌스(governance)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업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의 주체, 그리고 잠재적 갈등해결 기제의 확보되어야 한다.
즉 도시재생과정에서 중요해지는 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 역시 원활한 의사결정
과 갈등해소를 통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참여자 또는 이해관련자의 실체이다. 사업 전반
에서 의사결정주체는 누구이고 사업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해관련
자의 생각, 즉 목적 역시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향상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주관심사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관련자, 즉 민간건설업자 등의 관심사는 사업의 수익
성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예산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와 사업
재원의 다양성 확보는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
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양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화의 실체에 대한 논의 역
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내용이다.
2000년 이후 모든 정부는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의 개발
은 물론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각 정부에서 도입한 도시재개발 사업들의 주요 목적과
의사결정체계,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형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된다.
Ⅲ. 도시재개발정책의 변화

1. 정권별 도시재개발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가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였
다. 개발시대로 구분될 수 있는 1980-90년대까지는 도시재개발은 현재와 같은 독립적 위상을
갖기보다는 도시정책의 범주 속에서 도시의 혼잡 해소, 주택 확보와 기반시설 확대라는 정책목
표 속에서 함께 추진되었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이었던 도시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이
어져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이 도시화의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시대의 도시재개발은 도시정책의 큰 범주 속에서 도시내 혼잡해소와
주택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위성도시 개발을 포함한 수도권 주
변이 개발되었고,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철거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이전 개발시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개발보다는 1950-60년대 폐허화된 국토를 개발하
고, 급속한 인구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발생한 팽창적 도시화는 도시와 도시정책을 국가의 관리분야로 포함시켰고, 중앙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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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왕건
외, 2017).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은 구도심 노후화와 이
로 인한 도시공동화, 교통과 공해, 환경문제,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
고, 이후 도시재개발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로 이어졌다.

2. 노무현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
노무현 정부는 과거 재개발 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 양적중심의 방식의 탈피를 시작한 시기
로서, 도시재개발에 대한 개별접근보다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질적 개선을 강조하였다(이왕건 외. 2017). 노무현 정부는 국정의 핵심 가치로서 지역균형발
전을 지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주거지 개선 및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대표적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
칭: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정비법)」으로 도시정비법
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1월 제정된 법으로 도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통합
해 도시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등 개별적 상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광역적 접근법을 도입하며, 도심 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대규모 개발과 필
요기반시설의 중앙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가능하
게 하였고,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도시재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단위지구 방식 대신
광역 생활권을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거지형(50만 제곱미터)와 중심지형(20만 제곱미터)
로 구분하여 재개발을 허가하였다. 뉴타운 사업으로 불리는 이 시기 도시재개발 정책은 주거환
경의 개선도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경제력이 취약한 원주민을 더 열악한
환경의 주거지로 몰아내 원주민 교체와 지역공동체의 약화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은 공공의 역할부재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지방중소도시
의 도시재생 사각지대화, 사업 및 재원조달 방식의 미비, 갈증조정기구의 부재로 인한 불신과
갈등의 확대, 서민주택의 멸실화, 추진체계의 부재로 인한 사업성과의 미비 등의 비판을 받았다
(김창석. 2009).
이 당시 도시재개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협화음, 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도시재개발 정책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
선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두
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이 주거지에 대한 애착과 자
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
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과 여건을 개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
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홍경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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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
2000년대 초중반 도시재정비사업법,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많은 사업이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 요건을
완화시키고,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당시 진행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의 비자발적인 이주, 지역공동체 붕괴 등이 문제가 되면서 대안적 사업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도시재개발보다는 지역발전정책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구축과 광역권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발전 전략 구축 및 지역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국을 초광역 개
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목적과 공간 단위, 계획체계를 차별화하였
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역 활성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구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기존 뉴타운 개발방식의 수정을 가져오도
록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
에서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까지 모두 고려한 개념의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노력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인구, 사업체, 지가, 건
축물을 기준으로 쇠퇴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을 구분,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 구분을 통해 권역별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아룰 바탕으로 국토부는 보존형 재생사업을
진해하고 있던 전주시와 창원시를 도시재생 연구개발 테스트베드(test-bed)로 선정하였다. 전주
시는 1990년 중반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나타나면서 2000년부터 도심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
다. 전주시는 도심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을 혼용해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비된 전주한옥마을로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
개되고 있다. 2011년 전주시와 창원시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
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현장적용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구도심 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력수복형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4.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
도시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지역의 노후화·슬럼화 문제, 국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의 난항, 지역주력산업의 붕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건 속
에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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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은 철거위주의 도시재생이란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홍경구, 2017)과 함께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구조변화,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으로의 전환이란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김호철, 2017).
쇠퇴한 도시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러오기
위한 도시재개발로서 도시재생은 2006년 도시재생R&D를 시작으로 학술적 검토가 시작되었고,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그리고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
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 5월 정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경제기반형 2
곳, 근린재생형 11곳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도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
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포괄적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국토부, 행정안전부, 농림부에서 시시행되었던 주거환경개전, 살고싶은 도시만들
기,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국토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신활력지원, 소도읍육성, 도서종합개
발(행안부),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산촌상태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 전원마을조
성,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농촌동업새활용수개발(농림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다수 사업들을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란
큰 범주 속에서 도시활력재생, 마을활력재생, 기반시설정비로 재구성하여 추진하다가, 이후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의 4개 사
업으로 운영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주거지 재생 55곳, 중심시가지 재생 59곳, 기초생활 기반확
충 54곳, 지역역량 강화 15곳으로 총 183개 사업지역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2016년 문재인 정
부 출범 이후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지역역량 강화의 2개 사업범주로 다시 재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주거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조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이전에 거시적·광역적 지역발전정책 중심
의 도시정책에서 소홀히 했던 도시 내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
활수준 보장과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목
적으로 하였다. 당시 이 사업은 사업추진방식에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여, 환경개선사업과 복
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통합한 패키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 주
민들이 계획수립단계에 적극적을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주민참여, 기업의 사회
적 공헌을 포함한 사회 각층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2015년부터 전국 210곳
의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취약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약3,200억원(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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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장소의 정상화란 사업성격을 가진 새뜰마을사업은 민간협력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계획수립에서 유지관리까지 통합된 과정으로 발전해간다는 장점이 있
지만, 개별 시설 정비 중심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변화 체감도가 낮고, 잉여사업비
처리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형화가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이영환 외.
2019).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개발 정책은 이전 노무현, 이명박 정부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재생기반이 관련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도시재생특별법의 제
정과 통해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의 성
과를 남겼다. 이 시기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노후화 등 도시쇠퇴 현상을 겪고 있
는 특정 소규모지역을 선정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의 확
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지역의 사업역량 부족으로 지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김호철, 2017). 이 외에도 도시재개발 지역의 이해관련자, 공무원, 사업자들의 도
시재생의 인식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한 획일적 내용, 시간적 제약 등으
로 인해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전반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박성현 외, 2017; 홍경구, 2017).

5.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을 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국가 중심사
업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약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이 강조하는 생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보전
과 지역공동체 육성 등 공동체 중심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
출, 분배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도시재개발을 통해 지역균
형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보전, 도시경쟁력 제고 등 다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
합적, 다차원적 정책이다. 2017년 4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처음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①매년100개 동네에 10조원의 재원 투입(5년간 500개 동네 50조원), ②뉴타운 개발사업이 중단
된 저층 노후주거지의 중점개선, ③재개발과정에서 주거지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④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의 4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100
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이란 79번 과제로
포함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전 도시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의 내몰림현상), 낮은 주민체감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 부족, 부처간 협업, 지원조직 및 현장 전
문가의 부족과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진단하였다(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하며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4개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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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4대 정책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
합으로 이전 도시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의 3개
추진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첫째, 도시공간 혁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
기 위하여 노후 주거지, 도심 내 유휴시설을 재생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와 구도심을 혁신거점
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는 창업 공간 지원과 같은 정부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였다. 셋째, 주민과 지역 주도는 주민참여에 기반을 두고 주민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
적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예산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3대 전략 5대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지역 주도의 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등 도시재
생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협업지원TF,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운영내실화를 통해 국
비, 지방비, 부처 사업비를 연계하는 공적 재원의 효율적 운용의 3가지 기반구축 정책을 강조하
고 있다.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족한 예산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최대 3조원 수준의 공기업 투자를 유
도하여 도시재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국비 8천억원과 지방비
5천억원, 도시재생 관련 부처의 연계 사업비 7천억원을 연계하여 2조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
대하며,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가중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지역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라 소규모 주거형 사업인 우리동네 살
리기, 주거지원사업으로 주거지 지원형 사업, 준주거지 대상 사업으로 일반근린형 사업, 상업지
역 대상의 중심시가지형, 산업지역에 대한 경제기반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우리동네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살리기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
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법적
근거

국 가균
형 발전
특별법

사업
유형

대상
지역
소규 모
저 층
주거 밀
집지역

지원한
도/기간
50억
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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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
주거지 정비
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
지원형 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
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
일반
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
근린형 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
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
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
중심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
시가지형 으로
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경제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
기반형 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
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근린 재 저 층
생형(일 주거 밀 1 0 0 억
반근 린 집지역 원/4년
형)
근린 재 골목 상
도 시재 생 형 권 과 1 0 0 억
생 활 (일반근 주거지 원/4년
성 화 린형)
및 지
원 에
상업,창
관 한 근린 재 업 , 역
특별법 생 형 사 , 관 1 5 0 억
(중심시 광,문화 원/5년
가지형) 예 술
등
경제 기 역세권,
반 형 산 단 , 250억
(경제기 항 만 원/6년
반형) 등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시행된 각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내용을 조사함으로서 향후 도시재
생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모형을 탐색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도시활성화 등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개
념 및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정권별 도시재생정책의 내용과 변화에 대해 분석
하였다.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업구조 변화, 도시 확산,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리적·기능적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
한 노력으로, 과거 대규모 재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내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즉 이러한 개념 속에는 노후화된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부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기본 인프라 개선
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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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합적 성격의 공공활동이다(김혜천, 2013).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법의
제정과 함께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
한 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외 다수 사례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
련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마다 지역주민
을 포함한 이해관련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고, 매 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이 의사결
정에 참여하고 서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내몰림없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역시 필요
한 재원확보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재생지역 중심의 생활밀착
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의 재원확보 노
력, 사업 전반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통한 재생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가 이
뤄져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은 사업과정에 필요한 많은 수의 이해관련자를 포함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분명히 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예산과 공기업 예산을 합해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부예산
2조원을 제외한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사업비를 사
용되고 있다. 늘어가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미미한 수준의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
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창의적 재원확보
노력이 중요하다.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가진 도시재생 또는 재개발에 관련된 예산과 함께 산업
부, 농림축산부 등 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과의 사업연
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계획과 연계한 효율적 자금 운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도시재생을 넘어서 정부의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의 행정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칸막이 제거와 부처간 협업, 적극 행정 등 정부혁신이 강조하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적극 행정을 위한 행정문화의
변화와 이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원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민간기업들은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와 관련 사업체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민간기업의 안정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공
공부문의 적극적인 선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사업에 대한 관심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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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ary Processe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Myung, Sung-Jun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 in urban regeneration policy, which started
with urban redevelopment and developed under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and
changes in policy goals. The redevelopment policy to reconstruct the shape of the city
through the harmony of buildings and people across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at is, the diversity of cities, differed in the main targets of policy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focu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 of the intervention. Changes in the shape of the
city, its members, and the living environment have been shared by many stakeholders in the
redevelopment area. This study summarizes the pros and cons that were raised amid
changes in the content and policy focu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for each regime, and
also summarized the pros and cons expressed in the change of policy goals, targets, and
mean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Among the various goals of the policy, th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a stable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s and in that context, other advantages brought by urban redevelopment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ese discussions emphasize the consideration of a new policy
model that considers the priorities and policy tools of urban redevelopment policy.
[Key Words: Urban Redevelopment, Urban Renew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Goal,
Urban Pla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