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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Support Project for Transportation Section in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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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중에서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
지역의 상권 쇠퇴와 공공서비스 저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력 증진
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공기능 신도심 이
전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생활 인프라확충과 대상지역으로 활동인구 유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를 위해 지역이 가진 상황 여건에 따라 문화, 역사, 행정, 관광 등 경쟁
력 있는 단위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구도심 지역은 골목이나 도로마
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 동선도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
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주차시설의 기초생활 인프라확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 상권 활
성화를 위한 유동인구 집객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버스 같은 대중
교통 접근성의 확충 계획도 필요합니다.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 교통거
점시설을 활용한 사업발굴을 통해 활동인구를 유인하는 방안도 효과
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러한 교통 측
면의 기초 인프라와 접근성 고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
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실무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을 대상으로 교통부문 진단을 수행하고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을 도
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
획 등 주요 과정에서 교통부문 사업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결과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과제 점검 회의를 통
해 유익한 자문과 도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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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
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
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
물 우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
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
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
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
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으로

xiv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한국감정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표하
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재
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되던 교
통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추진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컨설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며 교통부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 제시된 교통부문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공공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
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2018년에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 뉴딜사
업 선정지역 중 교통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내용이 주
연구대상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2019
년 상, 하반기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의 일부 사업내용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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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수행방법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특위의 승인을 얻
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교통관련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 교통관련 사업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도
시재생사업의 검토내용 및 방법을 고찰하여 교통부문 사업평가의 주요 고려사
항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에 두어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앞서 제안한 방법론을 바탕에 두어 2018년
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보행, 가로, 대중교통 부문
등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사업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교통부문 정부지원방안, 국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 분석 등으로 구
분하여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70곳
내외를 광역지자체에서 평가, 선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선정방식은 평
가주체에 따라 광역평가, 중앙평가로 구분되나 본 연구의 범위인 중심시가지
형 이상 사업은 중앙평가로만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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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구분
신청·제안
평가주체
신청사업 유형

선정규모
신청가능 지역

중앙평가
광역지자체 평가
지자체 신청
공공기관 제안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서울 등 제외)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모든 유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사업계획, 단위사업,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기획안)
15곳 내외
70곳 내외
(경제기반형 2-3곳
15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내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31일 제13
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이
발표되었다. 전국적 인구감소지역 증가, 고령화 가속화 등 도시소멸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 대상지(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당초 99곳
을 선정하였으나, 부동산 과열양상을 감안하여 대규모사업(서울 동대문, 서울
종로, 서울 금천) 일부는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2017년 공공기관 제안사업(2
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되었다.
<표 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
구분
2018. 3~4
사업
신청

2018. 4
2018. 6

사업
평가

2018. 7

선정계획
의견수렴
선정계획
공고
사업
신청·접수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018. 8

2차
발표평가

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관련 의견 수렴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공고
․권역/기관별 설명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접수
․부동산영향 검증 진행
․1차 서면평가(사전검증)
․사전적격성, 부동산영향 검증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공정성 검증
․2차 발표평가
․평가 공정성 검증

요 약

구분

2018. 8. 31
선정 및
후속조치

2018. 12
2019년

평가종합
및 검증
사업선정
발표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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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 종합
․부동산 영향 검증
․도시재생특위
․도시재생특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국가지원사항 결정 및 승인

2018년 8월 특위 의결로 선정된 사업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한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
인받고 국비지원사항 등이 확정되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평가 대상
사업 신청 시 활성화계획(안)을 접수받고 실현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을
선정하며, 이와 동시에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표 3>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활성화계획 승인 상황(중심시가지형 이상)1)
지역

유형

승인상황

시도
부산

시군구
동래구

중심시가지형

선정
●

대구

북구

중심시가지형

●

-

대구

중구

중심시가지형

●

△

인천

서구

중심시가지형

●

●

광주

북구

경제기반형

●

●

광주

북구

중심시가지형

●

●

강원

태백시

경제기반형

●

●

강원

삼척시

중심시가지형

●

●

충남

보령시

중심시가지형

●

●

전북

정읍시

중심시가지형

●

△

전북

전주시

중심시가지형

●

●

전북

김제시

중심시가지형

●

-

1) 2019. 10 기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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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도
전남

시군구
나주시

전남
경북

유형

승인상황

중심시가지형

선정
●

승인
-

광양시

중심시가지형

●

●

포항시

경제기반형

●

●

경북

경주시

중심시가지형

●

△

경북

구미시

중심시가지형

●

△

경남

남해시

중심시가지형

●

-

경남

창원시

중심시가지형

●

●

경남

김해시

중심시가지형

●

-

본 연구의 범위는 2018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이상)이
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이 아래와 같이 변화함에 따라 선정년도(시기)
와 활성화계획 수립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ㅇ (2018년도 선정사업 이전) 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사업진행의
방식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특위)에서 승인된 사업은 이후 지자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활성화계획
이 특위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진행
o (2019년도 선정사업 이후) 기존 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사업진
행의 방식이 아닌 사업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의 활성화계획을 함께 평가하
여 바로 사업에 착수

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진행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해당 활성화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
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주민과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물리적 사업과 사
회·경제적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또한 활성화계획은 상위계획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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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며 해당 지역에
대해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계획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지역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대상지역 내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계획, 사업조사,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조직, 시민단체 등 현황조사
․목표 및 전략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의 발굴
․단위사업 계획: 핵심전략을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사후 운영관리주체
및 방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계획 등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사항
구분

내용

진단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
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
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
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정비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
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
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
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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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엔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업별
각 항목별 가점을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가점요
소는 신청접수 후 중앙에서 산정하여 각 시도로 통보된다.

<표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
구분

가점

경제

중심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1~2점

●

●

생활SOC

1점

-

●

지역
특화재생사업

2점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점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점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

1~2점

●

●

장기 미집행공원
활용사업

1점

●

●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 소관
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최대 가점 2
점을 부여함 (중앙정부 17개 부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
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
활SOC를 3개 이상 복합공급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한 경우 혹은 국가균형발전
위워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
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을
의미하고 가점 1점을 부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
경관‧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
델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가점 2점 부여
․대학타운 특화모델, 건축·경관 특화모
델,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역사·문화
특화모델, 지역상권 특화모델, 여성친
화 특화모델, 농촌지역 특화모델, (일반
근린 이하)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지역사회 통합돌봄특화모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
보하였거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
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으
로 가점 1점 부여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
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수도권 30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
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2점의 가점 부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을 활용하여 계획할 경우 가점을 1점 부여

요 약

구분

가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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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

․가점요소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략적으로 포함
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신
청하는 사업대상지를 우선 평가·선정
하여 추가지원함
․5개 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
선정년도마다 사업지역당 국비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지
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최대 30억원
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스마트 사업계획
의 컨설팅을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을 별도 단위사업
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사업내용 및 예
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각 선정시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ㅇ 2018년 선정사업: 신청사업이 선정된 이후 활성화계획(안)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제출
ㅇ 2019년 선정사업: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일괄제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과정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타평
가)’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가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를 사
전 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사후 검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절차
구분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내용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평가위원회 적격 여부 평가
․각 사업유형별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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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실사

발표평가
평가종합 및
적격성 검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내용
․최종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실사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 현장실사 시 설명, 현장 자문
→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 최종평가
․선정사업에 대해 조건(부대의견) 부여,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이행
요구 가능
․평가위원 평가를 종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격성 사후 검증(부동
산 시장 영향 등)
․중앙정부 선정사업(중심시가지형 이상)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
가를 이해,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에서 검토 및 승인

사전 적격성 검증과정은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뉴딜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평가위
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외되며, 쇠퇴기준, 기금사업
반영, 사업추진 실적(실집행률)은 필수요건으로 불충족시 평가위원 평가와 상
관없이 과락되어 선정에서 제외된다.

<표 7> 도시재생 사전 적격성 검증
구분
쇠퇴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부합성

내용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철거 방식 여부, 기선정·진행사업 재생사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 규모 적정성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적합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영향 대응
사업추진 실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 여부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 여부
․기존 선정사업의 실집행기준(20%) 충족 여부

요 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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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핵심 단위사업 투자, 공공기관 특화 등 여부

공공기관
제안방식 적합성

․공공성 확보, 공익적 기여 등 여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 뉴
딜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뿐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효과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표 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주체별 역할
구분
국토교통부

평가단

평가지원단

내용
․역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총괄업무
를 위탁하여 사업 유형별 평가 실시
․구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기타 민간전문
가 등 사업지역당 3인 이상으로 구성
․역할: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자문, 지자체 평가요청서 및 평가지원단
의 검토의견서 검토, 평가(서면평가 및 질의응답)실시, 평가결과 조정,
평가의견서 작성 등 평가임무 전반 담당
․구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로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업담당 사무관으로 구성
․역할: 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원, 지자체의 평가요청서 작성 자원, 평가
요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전반적인 평가과정 지원 등 평가지원
업무 전반 담당

<표 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
구분

내용

1단계

지자체 → 평가지원단

․활성화계획(안) 및 평가요청서 제출

2단계

평가지원단 → 평가단

․활성화계획(안) 및 평가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3단계

평가단

․활성화계획(안), 평가요청서, 검토의견서를 토대
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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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2018년도 선정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부터
적용되었고 평가방법은 정량, 정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며, 평가항목은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사업효과 등 총 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
구분

내용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
-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구축 여부
- 계획이 지역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도출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부사업,
사업효과

․세부사업별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
-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목표에 부합하며 사업비 대비 성과목표 타당 여부
-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반요건 준비 여부
․전체사업의 ‘사업효과 타당성’ 평가
- 전체 사업을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목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지를 종합하여 판단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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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① 국내외 주차관련 법제도
본 연구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교통부문 사업유형으로 주로 제시되는
주차, 보행, 대중교통 부문과 관하여 국내외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먼
저 우리나라의 주차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11> 우리나라의 주차관련 법제도
구분

내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군·구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
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각 시·군·구별로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주차
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에 조사를 진행
․주간시간대의 회전율, 첨두율이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
을 받고 있음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
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
․각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관리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
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의무를 부여
․다만, “주거지역”에만 한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과
같이 상업지역의 주간시간대 중심의 주차환경에 대한 관리에는 한계
가 있음

부설·노상·노외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위락시설 100㎡당
1대, 업무시설 150㎡당 1대이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로 지정 ⇒ 지방 중소도시의 건축물에선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유발수요를 수용하기에 충분하
지 않음.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한다’
⇒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관련 상위계획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교통영향평가

․건축연면적 6,000㎡인 백화점, 쇼핑센터나 이상, 건축연면적 12,000~
25,000㎡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됨. ⇒ 도시재생사업대상
지에 주로 분포하는 저층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 변화는
교통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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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발계획 기준으로 보면 현행 법령상 부지면적 100,000㎡이상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이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부지면적 100,000㎡이상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
위계획, 부지면적 200,000㎡이상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의 규모가 200,000㎡이상이므로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규모별로 이에 해당되
지 않거나 개발계획 기준으로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조건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단이 생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은 입지적정화계획 내에
포함되며, 내용상 노외주차장의 적정 배치와 구역 주변으로의 집약화로 나눌
수 있다. 입지적화계획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정촌이 도시계
획구역에 대해 거주유도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 유도시설과 함께 주차장배치
적정화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계획 시
교통안전 관점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해당구역의 토지소유자, 주차장사업자,
교통사업자 외 주차장이용자로 구성된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지역 관계자의
합의를 거치며, 토지이용, 교통류 등의 변화에 따라 주차장 배치적정화 및 구
역의 범위도 정기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은 미래 도시상과 구역설정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보
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트랜짓몰(Transit Mall) 등이 있으면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구역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가짐. (토지이용현황, 주요시
설 입지 및 분포현황, 개발동향, 차량·보행·자전거 등 교통현황, 공공교통(대중
교통) 이용 현황, 주차장 현황, 고령자 비율 등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 인접되는
시정촌과 연계되는 구역을 설정). 즉, 철도역 등의 교통유발시설이 복수의 시정
촌과 연접된 경우, 인접 시정촌과 연계하여 구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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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 보행·도로관련 법제도
도시재생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제시된 단위사업에는 보행과 관련한 사업이
많다. 노후된 중심시가지의 경우 차로가 좁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도
많고 이마저도 불법·이면주차된 차량이 많아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교통사고
가 빈발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표 12> 우리나라의 보행·도로관련 법제도
구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5년 주기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조사내용: 지역일반현황, 보행환경현장실태조사 등 보행자길에 설
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현황,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을 조사함
․보행교통 개선계획 등 보행과 관련한 법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기본계획의 내용이 보행교통 개선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지방대중교통계
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갈음하며, 이러한 부분도
모두 포함시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기본계획상
계획된 사업의 추진상황은 연 단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에서 점검함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
동차의 통행을 억제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보행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정함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길 신설, 단
절된 보행자길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등을 포함함

본 연구에선 영국 교통부(UK DOT; Department of Transport)에서 발간한
가로설계 매뉴얼인 ‘Manual for Street’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추후 가이
드라인 작성에 참고하였다. Manual for Street은 시속 50km 이하의 가로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개
념이나 설계속도를 다루는 범위에선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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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법제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여기서의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법 제2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를 의미한다.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
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노선버스, (도시)철도를 의미하며, 대중교
통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환승시설 등을 의미한다. 대중
교통 기본계획은 전국 지역내, 지역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내, 지역간 통행여건을 개선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
수는 관할지역에 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관할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 때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
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관련된 교통부문
의 법정계획과의 내용상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간
및 도시광역 통행 개선을 위한 저비용으로 단기 시행가능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상위 법정계획에 수록
된 대중교통 정책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엔 대중교통 기
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입지적정화계획과 지역공공교통 활성
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이 병렬 수립이 규정
된다.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은 국가기본방침에 준하여 지역공공교
통망의 방향성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역공공교통 재편사업,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의 위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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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

⇩

입지적정화계획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주거기능 및 도시 기능의 입지유도
주차장 배치 적정화 및 집약화 등

지자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교통 정비 및 방향성 설정

<그림> 일본의 도시재생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개념도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법정 기재사항
구분
개요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지역의 바람직한 공공교통망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종합계획’

기재
사항

․지속가능한 지역공공망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계획 구역, 계획 목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추진 주체
․계획 달성상황의 평가, 계획 기간
․기타 계획실시에 대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재를 위해 노력할 사항
․ 도시기능 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 적정화에 관한 시책과의 연계, 기타 지속가
능한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에 배려해야 하는 사항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은 대상구역 설정 후 법정협의회를 구성,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지역 현황, 대중교통 현황,
이동의 특성 및 장래 예측, 기존 연계계획,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부처의 계획
및 예산 등을 확인하여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수립 시엔 지자체
중심의 사업자 연계, 지속가능한 지역 대중교통망 구축, 도시재생과 연계 강
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및 평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 대중교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형성계획의 기본방침과
목표, 목표실현을 위한 방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이용
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교통성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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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 낙후된 주민공동
체를 회복하고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3가지 관점에 대한 정책목표, 주요 추진
내용, 교통부문 연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과 교통 연계
구 분

정책 목표

주요 추진내용

교통 연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역 공동체 주도 재생
(전면 개발 방식 탈피)

주민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대학등)

보행·주차·대중교통 등
주민 체감 이슈 제공

물리적
환경 개선

일상 생활 삶의 질 향상
(안전성, 편리성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지정비,
노후상권시설개선)

보행 환경 개선
주차 시설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활력 재생
(일자리 창출)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
(어울림 센터 –
청년창업등)

대중교통 등 접근성
제고
유발 교통 처리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부분에
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성 예시 및 사업계획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업구성 예시는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부처협업사업 등 5가지 유형에 따른 87개의 사업모델이 수
록되어 있는데, 이중 교통부문 사업은 주로 ‘삶의 질 향상’ 부문의 생활인프라
사업에 대부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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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대분류

Ⅰ. 삶의 질 향상

1-15
1-16
1-17
1-18
1-25

중분류
…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공공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
골목길 정비

비고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
〃
〃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교통관련 단위사업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교통관련 단위사업 사례(중심시가지형)
부문

보행 및
도로정비
관련

주차
관련
대중교통
관련

내용
․스마트 안심골목길 조성사업(CPTED)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보행인도교 설치
․유니버셜 디자인, 배리어프리 가로 조성 등
․도로 다이어트 사업(특화가로 주변)
․도로 확장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대여소 설치/확대
․시티투어 연계 역사탐방로 및 테마가로 조성
․스마트 CCTV 설치 등(교통안전, 방범용)
․스마트모빌리티 특화거리 조성
․공용주차장 확충(재래시장 및 특화가로 주변 등)
․스마트주차장 조성 등
․소방도로 확충
․대중교통 허브 광장 조성
․버스출도착 안내서비스 정비 등
․철도역/버스터미널 ↔ 관광지(특화가로 등) 연계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안내표지 자동번역서비스, 통합관광안내소 설치

교통관련 단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
성된다. 따라서 교통부문 단위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구성 예시
를 바탕으로 검토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대체로 주거복지 관련 내
용으로 구성, 중심시가지형 이상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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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 집객 등을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성화지역 내 보행동선 및 주차체계가 담보되어야 하고, 활성
화지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여건과 개별 사업간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하므
로, 관련 항목으로 구분하여 활성화계획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평가 기본방향 설정

본 연구에선 교통관련 활성화계획(안)의 교통부문 검토항목을 교통관련 현
황조사, 소방도로 정비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도로 및 골목길 정비사업, 거점
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단위사업간 연계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먼저 현황파악 부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서 내 교통관련 조사항목을 상세히 파악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보행, 도로체계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불법·이면주차로
인한 불법주차 단속 건수, 혹은 이로 인한 주민 민원 빈도 등을 제시했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부문별 시설현황, 운영현황을 상세히 파
악할 뿐 아니라 사업지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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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 가이드라인(1)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서의 교통관련 조사항목의 부문별 현황 파악내용 검토
※ 참고예시: 보행, 도로체계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불법주차 현황 관련 통계 누락 등
항목

보행
및
도로

주차

대중교통

검토내용
․보행체계의 시설 현황
- 폭원별 보행도로 현황
- 보차분리 현황 및 불량 보행로 현황
․보행체계의 운영 현황
- 불법 적치물, 이면불법주차 현황
- 유효보도폭 및 보차분리여부
- 보행동선 단절구간 검토
․도로체계의 시설 현황
- 도로 폭원별 현황(4m 이하, 5~12m, 13m 이상)
- 도로 폭원에 의한 불량도로 현황
- 기타 도로 환경 여건(중앙분리대, 침수, 관리, 불법적치물)
․도로체계의 운영 현황
- 도로 기능에 따른 활성화지역 내 도로소통 여건
- 교통량(ex.~400, ~1,000, ~1,800, ~2,600, 2,600대/시)
- V/C
- 교통안전 위협요소(안전시설, 불법주정차, 통행속도, 가로시설물)
․주차 시설 현황
- 주차장확보율 파악여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최신자료 여부)
: 주차장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수행여부에 따른 최신자료 반영여부 검토
․주차 운영 현황
- 불법/이면주차현황 파악여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최신자료 여부)
- 공영주차장 및 유형별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사업지 접근 대중교통체계 운영현황(통과 포함)
- (버스) 노선(위계별), 배차간격, 정류장(환승센터) 위치
- (도시철도) 노선, 배차간격, 역 위치

주: 연구진 작성

본 가이드라인에서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은 보행 및 도로, 주차, 대중
교통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빠
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보행·도로, 주차분야 사업이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
해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 특성,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구간)이 선정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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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제안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등의 물리적 검토와 더불어 단
위사업으로 인한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행태 개선노력, 감독방안,
주민협의체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표 1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 가이드라인(2)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① 보행 및 도로부문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성 예시에는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지
역의 보행환경 및 도로상태 불량여부, 생활도로 기능여부, 지역내 특화기능 조성여부 등에
따라 도로정비 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음
- 보행 및 도로정비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사업 대상 구간이 선정되
고 사업내용이 구상되었는지 검토
※참고예시(1): 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목적을 두나 사업간 연계보행체계 정비가 미흡한 경우
※참고예시(2):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보행 동선체계와 지역거점(광장, 특화가로 등)간 단절이 있는 경우
항목
검토내용
․사업대상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 가로(보행)환경 개선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가로(보행)환경 조성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도로 개설 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도로 정비 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사업의
․사업예산의 적절성
적절성
- 추가/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토지비준표(한국감정원)
․사업내용의 적절성
- 도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업(예: 도로 다이어트) 시행 가능성 등
․보행 및 차량간 이동여건 검토
- 보행-차량간 상충, 차량 소통여건 등
- 소방도로 미확보 여부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노력
- 도로 불법점유 및 적치 등에 의한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행태개선 노력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도로 정비구간 및 소방도로 구간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설정 및 안전 보행로 위한 보행설계 및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 보행로 불법 점유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주민간 협의 노력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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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급사업을 제시한 경우 사업의 적절성 중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략적
계획,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어느 수준으로 제안했는지 살펴보며, 구도심에서
문제가 되는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의 감독방안, 행태 개선노력 등을 다루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 가이드라인(3)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② 주차 부문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주차상 수급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대다수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추진가능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모두 해결하긴 어려우나,
주차장 확충사업의 적절성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참고예시: 불법주정차 심각지역이 아닌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건설하는 경우
항목

검토내용
․사업대상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 주차장 보급(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사업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 지역별 조달청 건설기준단가(예시)
- 혹은 한국감정원에 주차관련 토지비준표 있는지 확인
․사업내용의 적절성
- 자주식, 기계식 등
․향후 유지관리방안 및 공공기관 가용 주차공간 공유/개방유도방안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 무/유료화, 운영주체, 공공주차장 기능부여 등
- 무료화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포함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 상업지/주거지 주차 공유방안 등 주민 협력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주민협의체 등)
- 무/유료화, 운영주체, 공공주차장 기능부여 등
- 무료화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포함

주: 연구진 작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경우 면적제한 등으로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접근성 개선대책이나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은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에
서 제안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의 목적과
더불어 외부 관광객의 유입 등을 전제에 두고 계획한 관광 관련 핵심컨텐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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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을 제안한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은 필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동거점간 보행 연계체계, 주차 동선, 거점간 안내체계,
지역간-지역내 연계교통체계의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며 단위사업간 연계되었
을 때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0>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 가이드라인(4)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③ 거점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부문
-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함
- 사람의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으로 활성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
- 이를 위해 사업내용 중 주요 거점조성사업에 대해 보행, 차량,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함께 검토
※참고예시(1): 지역특산품 위주의 특화가로(거점) 중심의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나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열악하며 활성화계획 내에서 검토되지 않은 경우
※참고예시(2): 교통거점 주변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나 교통거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유입계획이 부재한 경우
항목

검토내용
․사업대상지 입지 및 규모 적절성

사업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 거점시설(특화거리 조성 등)의 거점기능 실현 가능성
․활성화지역 내 연계교통체계(보행, 주차) 적절성

연계교통
접근교통

- 활동거점간 보행 연계체계 및 주차동선 등 검토
- 거점간 안내체계 등 연결성
․활성화지역 접근교통체계(대중교통, 주차) 적절성
-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교통체계 검토
- 교통거점에서 재생지역내 활동거점으로 보행 연계체계
․단위사업간 연계 필요사업 여부

단위사업
연계

- 교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단위사업간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
․단위사업간 연계성 확보방안
-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교통체계 검토
- 거점시설로 인한 주차유발수요 검토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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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현황과 부문별 단위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하며
각 계획요소의 적절성 및 추가보완 필요여부를 진단하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파
악된 문제점과 비교하여 제시된 계획요소가 적절한지, 또한 대상지의 현안 해결
을 위해 계획요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표 2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 가이드라인(4)
Ⅲ. 활성화계획 총괄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파악, 제시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총평으로서 계획요소의 적절성 및 추가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
※참고예시: 교통관련 현황 검토, 문제점 도출과정과 제시된 사업계획간 일관성이 미흡한 경우
검토내용
․활성화계획 내 기재 현황문제 대비 계획요소 적절성
- 대상지 관련 파악 문제점 대비 제시된 계획요소가 적절한지 검토
․활성화계획 내 추가보완계획 필요 여부
- 대상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획요소의 추가보완 필요여부 검토
주: 연구진 작성

각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는 도시재생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지자체에서 각 부문별 자료에 대한 보고서(안)의 페이지를
표기하고, 이에 대한 검토위원의 검토결과를 기재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고 검토결과는 적/부심사 혹은 5점 척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표 22>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안)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항목
검토내용

자료

․보행체계의 시설 현황

(Page)

․보행체계의 운영 현황

(Page)

․도로체계의 시설 현황

(Page)

․도로체계의 운영 현황

(Page)

보행
및
도로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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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주차 시설 현황

(Page)

․주차 운영 현황

(Page)

․사업지 접근 대중교통체계 운영현황

(Page)

주차

대중교통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Ⅱ-① 보행 및 도로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사업대상 구간 및 규모의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보행 및 차량간 이동여건 검토

(Page)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노력

(Page)

․도로 정비구간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Page)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Page)

Ⅱ-② 주차 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자료

․시설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향후 유지관리방안 및 공공기관 공유/개방유도방안

(Page)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Page)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주민협의체 등)

(Page)

Ⅱ-③ 사업지역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자료

자료

․사업대상지 입지 및 규모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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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연계교통
접근교통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활성화지역 내 연계교통체계(보행, 주차) 적절성

(Page)

․활성화지역 접근교통체계(대중교통) 적절성

(Page)

Ⅲ. 활성화계획 총괄 검토
검토내용

자료

․활성화계획 내 기재 현황문제 대비 계획요소 적절성

(Page)

․활성화계획 내 추가보완계획 필요 여부

(Page)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1)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2018년도에 승인된 사업들의 대상지별 쇠퇴원인을 살펴보면 교통거점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활
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쇠퇴 과정에 있던 곳이 대부분이다.
이전년도 사업인 ’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
자체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개략적 광역교통, 간선교통 수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중요한 간선교통, 접근교통체계에 대한 현황파
악이 매우 미흡하여 교통부문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결여가 우려된다.
2018년도 승인사업 활성화계획 내 교통관련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면 대체로
보행/도로관련 사업 및 주차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중물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문 사업내용을 특히 마중물사업을
위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주차장 공급사업, 특화거리 조성 및
CPTED 적용 등 보행/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대부분으로 파악되었고. 마중
물 사업 중엔 대중교통 관련 사업의 비중이 주차장, 보행/도로 관련 사업보다
현저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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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형의 사업이 승인되었어도 각 지역별 특징은 다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원도심 활성화
와 주거복지 증진이 주목적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공공청사, 교통거점시
설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감소한 이들 지역은 대부분 특화가로,
테마가로 등의 집객기능을 가진 컨텐츠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설정하였고 이
에 보조되는 보행, 주차, 대중교통 부문 단위사업을 제시하였으나. 하지만 집
객의 범위에 있어 도시유형별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유형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3>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도시유형 분류
도시유형 1:
대도시(인구100만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구광
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
구, 인천광역시 서구, 창원
진해구

도시유형 2:
지방중소도시(인구증가)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도시유형 3:
지방중소도시(인구감소)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북 포항시

ㅇ 도시유형 1: 대도시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
시 북구, 창원시 진해구이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교통인프라가 대부분 양호
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많다. 또한 대상지가 대체로 인구가 줄지 않거나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ㅇ 도시유형 2: 인구 증가추세의 지방 중소도시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중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는 인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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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이며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도)의 경우엔 인구가 감소
하지만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일부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서 집객이 필요할
경우 대상지역을 포함한 시지역 혹은 인접지역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각각 14.3%,
39.4%, 21.3% 증가하였다. 물론 사업대상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면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통부문 사업으로는 시내 접근성을 높
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접근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ㅇ 도시유형 3: 인구 감소추세의 지방 중소도시
세 번째 도시유형은 보령시, 정읍시, 포항시가 해당된다. 이 지역은 대상지
역을 포함한 지자체의 인구가 대체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뿐 아니라 인접지
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다. 충청남도는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이는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
의 도시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할 때 해당 지자체
와 인접 지역의 수요를 유도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전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거점에서 대상지역까지의 접근성에 대해 고려한 단위사업을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하다.
ㅇ 기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는 도시유형 3과 유사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지역 모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의 인구는 1% 증
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 및 혁신도시 입지로 인한 춘천시
(+20.6%)와 원주시(+44.8%)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외의 강원도 내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앞선 도시유형 3의 지방 중소도시
와 달리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들에 차이가 있어 유형을 별도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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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교통사업 수립내용을 부문별로 진단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의 보행 및 도로부문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화가로 개설사업, 교통안전 관련 CPTED 적용사업, 가로 및 도로 확
장 사업 등을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
시된 사업지역은 대부분 이면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교통사
고 발생 등의 문제를 앓는 곳이 많아 계획된 보행·도로부문의 사업이 시행되
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이면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의 주차부문 계획 역시 지역의 특성에 크게 관계없
이 핵심컨텐츠사업 공간인 어울림센터, 상생플랫폼에 주차장을 공급하거나 신
규로 입지하게 된 공공청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수급율,
불법·이면주차 단속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찰하지 않고 부
지매입 및 확보의 용이성에만 기반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다른 교통부문 계획과 달리 대중교통 분야는 지역적으로 처한 환경이 달라
사업의 제안내용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주변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지역내 대중교통 개선의 내
용을 담은 계획을 거의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형이상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가 평가주체가 되어 시행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중
심시가지형 이상은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계획(안)과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
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실무위와 특위 심의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
정하고 시행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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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선정과정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및 평가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교통부문 문제점
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주요 현황
․사업 구성 예시를 통해 적용가능 사
업유형 제시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가점
요소를 통해 최종평가 시 부여
․실현타당성평가를 통해 최종사업
평가 선정
․평가지원단으로써 도시재생지원기
구의 평가지원 운영

문제점
․교통시설공급 또는 교통운영 관
련 사업유형 미비
․교통관련 가점요소 미비하여 교
통사업 발굴 한계
․실타평가요청서에 교통부문 평가
요소 등 제시 불충분
․뉴딜사업 교통부문 수립과정 컨
설팅 및 평가지원 미비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및 평가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신청
단계와 활성화계획 평가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구성 예시에서
교통관련 유형 부재함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사업구성 예시는 도시재생 뉴딜사
업의 주거지 지원 유형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교통 사
업을 위한 내용이다. 중심시가지 유형의 주요 대상지인 구도심 지역거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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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문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합한
교통부문 교통시설 공급 또는 교통운영 관련 사업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내 교통관련 가점요소가 없다는 것이 문제
점이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점요소에는 교통관련 사업이 발굴될 수 있
는 가점요소가 미비하다. 중심시가지형 이상 뉴딜사업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이는 사업대상지에 활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
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의 구도심은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거점으로써의 활용이 폭넓게 가능하다. 그리고 가점요소에 일부로 포함되
어있는 부처연계사업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5>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현황 및 문제점
․사업구성 예시에서 교통부문 사
업유형 미비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교
통관련 가점요소 부재
․실현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사
업 평가 선정
․평가지원단으로써 도시재생지
원기구의 평가지원 운영

개선방향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합한
교통부문 사업예시 발굴 제시
․교통부문을 특화한 사업내용이 도입
가능하도록 가점요소 추가
․실타평가요청서에 교통부문 평가요
소 등 제시 불충분
․뉴딜사업 교통부문 수립과정 컨설팅
및 평가지원 미비

두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 단계를 살펴보면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서 교통부문 평가요소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실현 타당성 평가 해설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내용이 매우 미흡하거
나 적절한 교통사업이 제안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뉴딜사업을 시행하
면서 요구되는 교통 접근성의 문제와 교통 안전성 증진등에 효과적이고 다양
한 교통부문 대안사업을 포함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
성화계획 평가과정 상 교통부문 사전 컨설팅 및 평가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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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딜사업의 실현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 및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에 기반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구
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지원단의 지원업무가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통부문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평가지원 업무
역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앞서 도시유형별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사례로 계획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
여 사업을 진단하고 추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선 3가
지 도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들에 평가기준은 크게 2가지 측면이다. 첫 번째
는 내부 수용력 측면으로 사업대상지 내부의 주차시설이나 보행안전시설 등이
현행과 재생사업 시행이후에 수용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며, 두 번째
는 외부 유인력 측면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인구의 유
인을 위해 도시내 또는 광역 교통 접근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외부 유인력은 도시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 대도시 유형
등 대상지역 모지자체의 인구가 충분한 경우에는 도시내 접근성 확보로도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번째 유형인 소도시는 이미 모지
자체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변도시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광
역교통 접근성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유형별 활성
화계획을 계획내용, 내부 수용력, 외부 유인력으로 구분하여 진단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o (도시유형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계획내용: 본 사업은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활용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온천장역에서 이동한
방문객을 유인하고자 제안한 특화거리, 보행개선사업 등에서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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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온천방문객으로 인한 관광버스 주차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으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간략한 언
급과 함께 도시재생 혁신어울림센터 내 공영(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점에 그쳤다는 점과 온천지역의 특성상 주말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단점을 가진다.
- 내부 수용력 진단: 하지만 광역시급 도시유형의 교통여건은 다른 도시
에 비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지방중소도시들 구도심에 비해
규모가 커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차시설과
보행시설 측면에서 내부 수용력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나 보행자 안전문제의 심각성도 다른 지방중소도시
의 상황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거리 활력 제고를 통한
유인력 확보를 위한 보행사업이 마중물 사업 3개사업과 지방비 및 부
처협업사업이 4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행안전/주차공급
문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을 필요로 한다.
- 외부 유인력 진단: 모 지자체인 부산광역시내에서 부산1호선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 부산 내부접근성이 유리하고 또한 부산1호선이 부산
KTX역과 직접 연결되어 장점으로 작용하며. 본 사업에서 중점사업으
로 온천장역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관문(에코브리지) 조성
은 이러한 장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o (도시유형 2)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계획내용: 대상사업은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반해 역과 인접한 대상지
역의 방문이 저조하다는 점을 관광객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인용하
였고, 전주역과의 연계방안 대상지 주변의 보행친화도로 정비, 첫 마중
길 조성 등으로 강구한 면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전주역의 환승기
능 제고를 위해 복합환승장 운영 계획을, 전주역 주변의 교통연계방안
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도 혁신관광플랫폼 사업 내 단위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체계에서 전주시 시민교통과(노선개편TF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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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것을 명시하였고, 교통연계방안 수립, 복합환승장 운영은 시민
교통과에서 담당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교통 담당부서의 연결성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내부 수용력 진단: 내부수용력 측면에서 대상사업지 인근을 살펴보면
전주역사 전면의 첫마중길은 넓은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차량과 공간
분리가 비교적 우수하다. 하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주차구획선밖에
주차가 즐비하며 심지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행로에 올라가 있는 차
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역에서도 전주역으로부터 양편
으로 보행친화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도로의 이면주차 문
제의 해결방안은 계획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 외부 유인력 진단: 전주시의 입장으로써는 전주역을 통한 인근 지역으
로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으나
본 도시재생 사업지로서는 복합환승장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은
크게 유인 효과가 높지 않고, 전주역 교통연계방안의 경우도 전주역의
접근성 향상 측면만 고려한다면 사업대상지의 직접 효과와는 관련이 낮
다. 혁신관광 플랫폼 사업으로 전체 국비보조금 250억에서 38억을 투입
하고 있는데 본 사업대상지의 활성화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 복합환승장 등 세부사업이 사업지로의 유인 효과를 가
지기 위해서는 역세권 혁신거점과 대상지간에 6차로의 도로를 넘어 접
근할 수 있는 보행 편리성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 (도시유형 3)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계획내용: KTX 정읍역을 활용한 거점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수요
에 대한 고민을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방문 통계를 인용하며,
내장산을 정읍역을 통해 방문하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읍역과 내장
산을 연결하는 에코버스 운영계획, 정읍역 활성화 및 연계방안, 정읍
역과 인접한 정읍터미널, 정읍IC(정읍TG)를 연계하는 KTX+ex-Hub
프로젝트를 공기업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정읍역의 거점기능활용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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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정읍역과 정읍시의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정읍역 앞으로 이끌
기 위해 경유형 도심관광을 지향하며 연지시장과 주변골목의 특화거
리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내부 수용력 진단: 구도심은 오래되고 낮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많
이 차지하여 개별 건축물 부설주차가 불가능하므로 이면도로 주차가
만연하다. 공영주차장 공급계획이 있지만 보행관련 조성사업이 6개 마
중물 사업과 지방비 사업등 다수로 계획되어 있어 전주역 이용객들을
보행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
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해소하지 못한 보행로 조성은 안전성과 편리
성을 확보할 수 없다.
- 외부 유인력 진단: 정읍시 자체인구의 감소로 구도심의 활성화는 광역
적 수요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읍역 교통연계방안과 에코버스
운행 등은 광역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역 앞의 도시재생 사
업대상지로 유인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행 편리성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는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전
주역 인근에 매우 공간적으로 밀접히 가까운 공간에서 두 개의 사업
(‘17년도, ’18년도 사업지 인접)을 시행하게 되어, 정읍역을 통한 광역
교통수요의 보행 접근성을 두 사업으로 모두 연결 가능하도록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o (도시유형 4)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계획내용: 삼척시 정라지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선 동해선 철도사업, 동
서철도고속화사업 등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에 큰 기대를 갖고 삼척항
인근의 폐공장지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다. 하지만 삼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주차
장조성사업 외엔 문화관광클러스터 사업 내 일부 보행관련 단위사업
만 단편적으로 제시된 것은 단점으로 판단된다. 동해안 최대 문화예술
공간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주변지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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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멀리서도 접근하여 사람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라지구는 삼척터미널, 삼척IC와도 멀어 광
역도로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주차, 보행부문이다. 공
영주차장 신규공급이 어렵고 전면적 불법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보행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 양성화로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활용성 제고하기 위해 건
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체 집약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기존 법제도를 활용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대체‘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집약주차장 형태로 활
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체 집
약주차장은 죽어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건물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저항이 감소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 상권 쇠퇴
와 공공서비스 저하를 개선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므로 지역이 가진 상황 여건에 따라 문화, 역사, 행정, 관광
등 경쟁력 있는 단위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때 활동인구 유인을
위한 교통접근성 측면의 고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2018년 활성
화계획 진단에 따르면 현실은 매우 미흡하다. 대부분의 활성화계획에서 교통
접근성의 체계적 고려나 사업시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교통측면의 부정적 효
과를 외면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
청하는 과정과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교통
부문 평가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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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ㅇ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내 교통관련 유형 추가
먼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참고하는 사업구성 예시
내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부문 교통거점시설 관련 내용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 기존의 2-1. 친환경 에너지 재생사업, 2-2. 주민 참여형 녹화, 2-3. 스마
트 도시 조성 사업, 2-4. 폐․공가 등 방치건축물 정비, 2-5.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조성 등의 다섯 가지 사업구성 예시는 “도시 활성화”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거점시설(철도역 등 철도시설, 버스터미널) 인
근 정비 및 중심기능 활성화” 유형과 사업구성요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판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삶의 질 향상’ 부문의 교통안
전개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보차혼
재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의 한계 및 교통안전 위협요소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 관련 사업구성 예시 보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내 교통관련 가점요소 보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7가지 유형 외에 ‘교통기반형 도
시재생’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교통거점시설을 중심으로한 사업내
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으론 복합환승센터, 철도시
설, 버스터미널을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
는 방향으로, 복합환승센터, 철도시설, 버스터미널의 소유주체와 지자체/공공기
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 제안하면 인정되는 것이다. 유사한
방향으로 새로운 가점요소를 추가하는 대신 「‘18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
업신청 가이드라인」의 지역 특화재생사업 유형 중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론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의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타부처와의 연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 타
회계의 교통부문 계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과의 연계를 도모한 사업으로
구성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교통시설 확충 등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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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유형 중 ‘공공생활(교통)서비스 특화모델’ 보완
’19년 하반기 개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내에 일반근린형 이
하 사업(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을 대상으로 ‘공공생활서
비스 특화모델’을 사업내용으로 제시하는 지자체에게 가점(최대 2점)을 부여
하고 있다. 본 가점사업의 주요내용은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
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는 것이며, 계획내용 상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체계를 마련하는 교통망
계획을 제시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
한 ‘Compact & Network’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으나, 15만㎡이
하 면적의 사업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의 교통망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통망 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을 구도심 활성
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통부문 법정계획(대중교통
기본계획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본 연구에선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개선방안으로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세
부사업,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ㅇ 거버넌스 부문: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내 교통부서 추가
현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요청서상 유관부서 참여 대상에 교통부문
이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주차장 공급 및 운
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
생사업의 효과적 실행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그리고 지역도시에는 이러한 교
통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교통부서가 존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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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시재생 계획과 실행이 교통업무 담당 부서와 적절한 협의나 상호 협력이
미비할 경우 추후 다양한 책임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본 과제
연구진이 직접 지역도시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여도 교통 담당부
서와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자체의 교통 담당부서
에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문의하여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행정협의
회 유관부서 참여에 ‘교통’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교통 담당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하였다.
ㅇ 활성화계획: ‘기반시설 보급률’ 산정 기준 개선 및 추가
현재 교통부문 사업내용 신청시 제출하는 2-1-1-5 ‘기반시설 보급률’ 산정
기준표엔 도로밀도, 도로, 주차장확보율이 포함되어 있다. 주차장확보율은 사
업지역 내 총 주차면수를 차량등록대수로 나눈 값으로 주거지역의 야간시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표로써 활용되는 수치이며 중심시가지형의 상업지 주차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차장확
보율을 대신한 주간시간 주차장확보율 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지역의
주차면수와 주간시간대 주차수요의 조사가 필요하다. 주간시간대 주차수요는
신청 지자체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
으나 만일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차수급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주차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형별 주차 공급면수
만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현황 조사가 필요하며 즉 사업대상지 또는
인근에 철도역 또는 터미널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량의 변화를 포함할 것을 제
안하였다. 특히 지방지역의 철도역은 구도심의 거점으로 이용수요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파악과 대응방안 도출하기 위해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
업에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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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사업: 조성사업 부문 지표 개선 및 성과지표 추가
현행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상에는 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예시가 제시되었
는데 교통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주거복지 및 삶의질 향상’의 지표로 주차장보
급(면), 가로(보행)환경 개선 건수(건), 가로보행환경 조성 건수(건), 도로 개설
건수(건), 도로 정비 건수(건) 등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바
있는 사업구성 예시에서 생활인프라 개선의 5가지 사업예시에 따른 내용으로
판단되며, 우선 기존 성과지표에서 보행가로나 도로의 개선 및 조성사업을 건
수로 표현하였는데 그보다는 연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사업내용의 목표에
부합된다. 그리고 앞서 본 과제에서 사업구성 예시의 교통부문 관련 추가방안
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추가도 필요하다.
ㅇ 도시재생지원기구 교통부문 역할 강화방안
지자체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평가지원단은 지자체의 평가요청서 작성
을 지원하고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단 제출 등
평가과정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선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
교통연구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지원 역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
모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주차, 보행, 가로환경 등
쇠퇴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교통부문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역 교통계획 등 교통여건·계획과의 연관성 및
정합성 진단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제고방안 컨설팅의 수행 및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안) 내 교통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단계 뿐 아니라 사업
진행 및 종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및 종료
후 운영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변화요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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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2017년에 68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하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후
매년 100여 사업지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 상권 쇠퇴와 공공서비스 저
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상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지역으로 활동인구 유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요소
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상황에 따라 문화, 역사, 행정, 관광
등 경쟁력 있는 단위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때 활동인구 이동을
위한 교통접근성 측면과 사업지내 보행·주차환경 개선 측면의 고려가 요구된
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 사업유형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적
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 낙후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그 과정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의 3가지 목적에 대한 주요 추진
내용과 교통부문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주민공동체 회복 측면에서는 과거
의 관 주도 전면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공동체 주도의 지역재생을 정책
목표로 주민협의체 또는 도시재생대학등을 통한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과의 연계 측면에서 보행, 주차, 대중교통 등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당면 교통이슈로써 현행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만
들어 가는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하
여 노후 주거지 정비 또는 노후 상권시설 개선 등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대상 지역내 보행환경 개선 및 다양한 주
차시설 공급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측면에서는 지역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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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재생하고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어울림 센터 또는 청년창업등 구
도심 혁신 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은 교통측면에서 매우 연
계성이 높으나 간과되기 쉬운 경향이 높은데, 구도심 대상지역의 활성화를 위
해 유동인구의 집객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제고가 필
요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유발된 교통수요에 대한 처리 대책이 중요하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경제기반형과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중앙평가를 통해서 20개의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공공청사, 교통거점시설 등이 신도심 등지로 이전하며 유동인구가 감소
한 이들 구도심 지역은 주로 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특화가로, 테마가로 등의
집객기능을 가진 컨텐츠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이에 보조되는 보행, 주차 등
의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대상 도시
가 현재 처해있는 사업 대상지 내부 및 주변 도시의 인구규모와 내부/광역 접
근성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사업의 형태와 수준도 다르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인구규모와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크게 3가지로 도시유형을 분류하
였다. 사업지역의 인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공공기능의 이전으로 줄었지만 모
지자체 또는 주변 지자체의 유인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도시유형 1과
도시유형 2는 교통접근성의 차이가 주요 차별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들은 도시내 접근성을 높이며 활성화에 따른 집객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도시유형 3의 경우엔 광역교통거점에서 대상지역까지의 교
통접근성을 고려한 단위사업 또는 부처 협업사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대해 3가지 유형의 대
표사업을 대상으로 내부수용력 측면과 외부유인력 측면으로 진단하였다. 내부
수용력은 대상 지역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였을 때 내부에서 보행
또는 주차수요를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외부유인력은 사업대상지로
주변지역에서 활동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지에 대한 판단
이다. 도시유형 1, 2에 해당되는 사업지의 경우 주차시설과 보행시설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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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소도시들과 비교하여 내부 수용이 가능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만, 관련 계획 사업이 체계적 수요조사를 통한 수립이 여전히 미흡하다. 도시
유형 3의 구도심은 오래되고 낮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개별 건
축물 부설주차가 불가하여 이면도로 주차가 만연하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보행도로 계획은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외부 유인력 측면에서도 인구규모가 큰 모지자체
를 가지고 있고 내부 교통망이 연계된 중급도시 이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광역시급 도시의 사업지는 대부분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유동인구 유
인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모지자체와 주변도시의 인구
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이 지역 활성화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공공부문에서 평가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도
출하고 도시재생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문 사업요소의 평가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구도심에서
교통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역 버스터미널등 교통여건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평가체계의 개
선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교통부문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준
비하도록 독려하는 시그널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 주요 과정에서 교통부문 사
업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하게 수립되고 공공부문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요 약

lvii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서 교통부문의 주요 쟁점은 보행/주차/
대중교통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행시설과 주차문제는 상호 연관이
높다. 특히 지방 구도심의 경우 개별건축물 부설주차가 미비하여 무질서한 이
면도로 주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보행자 동선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면도로
주차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급 등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재생에서 제안되는 특화/테마가로 등의 보행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구도심에서 보행과 주차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려
하는 방안으로 이면도로 안전 설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
본의 집약주차장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도정책을 제안하였다. 대중교
통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더욱 난해하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내용은
도시재생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버스
등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위계수준으
로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대중교통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뉴딜사업의 신청단계와
평가·선정단계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청단계에서는 뉴딜 사
업구성 예시(메뉴판)에 교통관련 유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보완사항과 신청 가
이드라인에서 교통관련 가점요소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선
정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서 유관부서 또는 성과지표 등에서
의 보완을 추가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써 교통부문의 컨설팅 지원
또는 교통부문 영향평가 지원단의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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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
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
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
물 우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
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
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
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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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
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한국감정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표하
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재
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되던 교
통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추진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컨설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며 교통부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 제시된 교통부문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공공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
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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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적
연구방법
- 연구명 : 교통기반형 도시 - 도시재생의 이론적 고찰
재생사업 추진방안 연구
등 문헌조사
- 연구자(년도) : 이주연 외 - 국내 교통거점시설 현장
사례 조사 및 시범대상지
(2014)
1 - 연구목적 : 교통중심 도시 발굴
재생사업 발굴 및 정책적 - 계획요소 및 설계 가이드라
추진방안 마련
인 도출을 위한 AHP 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연구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 및 추진현황 분석
-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시범사업 발굴
-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시
범사업 기본구상
-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의 정책적 추진방안

- 연구명 : 대중교통전용지
구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
화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김영국(2015)
- 연구목적 : 대중교통전용
지구와 도시재생사업이
2
연계를 위해 필요한 현행
법제도 개정방안 제시

-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사
업추진 결과와 효과 분석
- 국외 대중교통전용지구 검토
- 도시재생사업 및 대중교
통전용지구 전문가 대상
자문 및 검토의견 수렴
- 현행 법률체계 검토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개념
및 현황
- 대중교통전용지구 효과분석
-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 법률 제정안 제시

- 연구명 :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역할 정립방안
- 연구자(년도) : 이창 외
(2015)
- 연구목적 : 도시거점지역
3
과 노후주거지역을 대상
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방
향 제안

- 관련 법률과 사업 추진 단
계의 제도적 원치 및 재원
조달 방안 고찰
- 국외 도시재생사업 고찰
- 도시거점지역 및 노후주거
지역의 교통문제점 파악
- 전문가 의견 수렴

- 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의
역할 증대 필요성 제시
-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률
과 추진체계
- 도시거점지역 도시재생과
교통
- 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과
교통

- 연구명 :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4 - 연구자(년도) : 이춘용 외
(2017)
- 연구목적 : 도시재생사업
에서 도로공간 기능의 적

- 문헌조사
- 국내외 도로공간기능 활
- 관련 법제도 및 정책분석 성화사례 고찰
- 사례연구(경주, 전주, 제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도
- 면담조사
로공간기능 활용방안 제
- 전문가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시(도로법 개정 및 가이드
라인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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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적
용 및 활성화 전략 도출 등

- 연구명 : 철도부지를 활용
한 도시재생 참여 전략
- 연구자 (년도) : 김정곤 외
(2017)
연구목적
: 도심기능의 회
5
복과 경제활성화, 공공공
간 확보 등을 위한 철도부
지 개발 도시재생사업 참
여전략 도출

본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 내용

- 철도부지 개발사업 및 역 - 철도부지 활용개발사업
세권 연계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관련제도 고찰
관련 문헌조사
- 국외 역세권 도시재생사
- 현장조사
업 추진사례 검토
- 전문가 자문
- 철도부지 활용 도시재생
사업 참여방향 검토
- 사례연구
- 공공기관 협업방식 사업구
조 도출 및 기대효과 제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검토
통관련 추진현황 검토 - 도시재생 교통부문 사업 - 기존 도시재생사업 검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 진단 및 평가방법 개발 내용 및 방법 고찰
통부문 정책지원방안
및 시범적용
- 도시재생 우수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현장조사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교통부문 사업내
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부문 사업진단 및 평가방법을 도출하여 2018
년, 2019년 선정사업에 대해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효과 제고를 위한 진단·평가 결과 활용방안
등의 정부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유형을 제
안하거나 교통거점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을 다룬 선행연구와는
연구대상, 범위, 목적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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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2018년에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 뉴딜사
업 선정지역 중 교통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내용이 주
연구대상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2019
년 상, 하반기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의 일부 사업내용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한다.

<표 1-2> ’18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99곳)
구분

합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서울

7

-

-

2

3

2

부산

7

-

1

2

3

1

대구

5

-

2

2

-

1

인천

7

-

1

-

4

2

광주

5

1

1

-

3

-

대전

3

-

-

1

1

1

울산

4

-

-

2

-

2

세종

2

-

-

2

-

-

경기

9

-

-

5

3

1

강원

7

1

1

2

2

1

충북

4

-

-

1

2

1

충남

6

-

1

3

1

1

전북

7

-

3

2

1

1

전남

8

-

2

3

2

1

경북

8

1

2

4

-

1

경남

8

-

3

2

2

1

제주

2

-

-

1

1

-

계

99

3

17

34

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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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수행방법 및 수행체계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특위의 승인을 얻
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교통관련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 교통관련 사업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검토내용 및 방법을 고찰하여 교
통부문 사업평가의 주요 고려사항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에 두
어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앞서 제안한 방법론을 바탕에 두어 2018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
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보행, 가로, 대중교통 부문 등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사업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교통부문 정부지원방안, 국
내외 도시재생 우수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제1장 서 론

주: 연구진 작성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7

8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법을 기반으로 2014년 13개 지역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2016년
33개의 도시재생 일반지역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출발한 새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 수립체계와 사업 추진체계로 나누
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체계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시재생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시재
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
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법은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이루고 있고, 국가 도시재
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각 사업별 실행계획 등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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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획의 수립 주기 및 내용을 정하고 있다.

나.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정책의 계획적이고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단
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본방침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안을 통해 대통령이 승인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
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계
획의 성격을 지닌다. 수립주기는 10년이며, 정비주기는 5년으로 특별·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인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전담조직,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 논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특위의 승인을 득하여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여 특위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활성화계획 자료를 검토하며, 활성화계획의 수립, 평
가에 초점을 맞춘다.

10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1/link.do(2019. 12. 15)

<그림 2-1>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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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중앙조직, 지방조직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심의·조정기구, 정부조직, 지원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구분
중앙
조직

심의·조정기구

정부조직

지원조직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지원기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지방
조직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주: 연구진 작성

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다. 특위는 관계장·차관2)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각 분야3) 민간위원으로 구
성되어 지자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심의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평가
하여 국비지원사항을 정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사업추진
사항을 통합, 조정한다.

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림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화재청 차장
3) 경제, 산업, 문화, 도시, 건축, 복지, 교통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인으로 구성

12

나.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국토교통부의 별도조직으로 2017년 7월 발족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4)은 도
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로 구성되며 도시재생정책과와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평가과정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의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도시재생
경제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의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
를 관장한다.

다.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10조를 근
거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아래 표와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재생지원기구는 각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정부의 선정·평가과정을 지
원할 뿐 아니라 각 사업의 시행을 돕는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7. 4),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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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의 지방부문 지원조직으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
원센터를 들 수 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심의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주도로 하여 각 사업의 기
획, 관리, 운영과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며, 공공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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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검토
1.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
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7년 시범사업 이후 2년차에 들
어서며 2018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 부처협업사업, 국정과제 실현 및 도시문제 해결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
하는 목표를 정립하였다.
<표 2-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구분

내용

뉴딜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사업과
혁신공간 조성 등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 선정(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
나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제외)
․주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창업지원, 경제조
직 육성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선정(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내
몰림 현상 우려지역은 대책 수립 의무화

지역특화
부처협업사업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 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
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사업 중점 선정

국정과제
실현사업

․청년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녹색건축 등 중점 선정

도시문제
해결사업

․도시안전(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구축, 장
기미집행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사업
․외곽신규개발 등 과도한 도시확장을 지양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을 연계
하는 복합기능, 대중교통 등 체계적인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가점 부여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p. 9-10의 내용을 재구성

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70곳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15

내외를 광역지자체에서 평가, 선정하도록 권한을 위임5)하였다. 선정방식은 평
가주체에 따라 광역평가, 중앙평가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범위인 중심시가지
형 이상 사업은 중앙평가로만 선정된다.

<표 2-3>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구분
신청·제안
평가주체
신청사업 유형
선정규모
신청가능 지역

중앙평가
지자체 신청
공공기관 제안
공공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서울 등 제외)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모든 유형
(사업계획, 단위사업,
사업기획안)

15곳 내외
(경제기반형 2-3곳 내외)

15곳 내외

광역지자체 평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70곳 내외
(예산총액 배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 12의 표를 재인용

중앙평가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사업을 15곳 내외 선정하고, 전체 사업계획 외에 ‘주요 단위사
업(점, 선 단위) 또는 사업기획안’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기관 제
안 사업을 15곳 내외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6)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
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의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고, 이와 같은 지역은 중앙평
가사업 중 지자체 신청방식의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했
으나 공공기관 제안방식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
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은 공공기관 제안방식 사업도 3곳 이내로 제한하였다.

5) 2017년 기준 64.7%
6) 서울특별시(전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경기도 과천
시, 성남시 분당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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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절차는 지자체의 제안, 중앙정부의 평가, 최종 선정
과정 등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이후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및 사업구성 예시 등이 개정되었고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
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이 추가되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 선정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
구분
2018. 3~4
사업
신청

2018. 4
2018. 6

2018. 7

현장실사

사업
평가
2018. 8

2018. 8. 31
선정 및
후속조치

선정계획
의견수렴
선정계획
공고
사업
신청·접수
1차
서면평가

2018. 12
2019년

2차
발표평가
평가종합 및
검증
사업선정
발표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승인

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관련 의견 수렴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공고
․권역/기관별 설명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접수
․부동산 영향 검증 진행
․1차 서면평가(사전검증)
․사전적격성, 부동산 영향 검증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공정성 검증
․2차 발표평가
․평가 공정성 검증
․평가 종합
․부동산 영향 검증
․도시재생특위
․도시재생특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국가지원사항 결정 및 승인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 17의 표를 재구성

2018년 8월 31일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도시
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이 발표되었다. 2018년에는 전국적 인구감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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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고령화의 가속화 등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도 시범사업
대상지(68곳)보다 대폭 확대하여 99곳을 선정하였고, 부동산 과열양상을 감안
하여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7) 일부는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2017년 공공기관 제안사업(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의 사
업이 선정되었다.

<표 2-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공공기관 제안사업 목록
선정지역/제안
대구광역시 북구
(LH)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도시公)
세종특별자치시
(LH, 한전)
경기도 고양시
(LH)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시公)
경기도 안양시
(LH)
강원도 태백시
(광해관리公)
강원도 철원시
(LH)
충청남도 아산시
(LH)
전라북도 정읍시
(LH)
전라남도 나주시
(LH)
전라남도 여수시
(LH)
경상남도 남해군
(한국관광公)

유형

사업명

중심시가지형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우리동네살리기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일반근린형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일반근린형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일반근린형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주거지지원형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경제기반형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 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주거지지원형

평화지역 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마을, 지화자”

일반근린형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동심 장미마을 R.O.S.E

중심시가지형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중심시가지형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주거지지원형

스마트하게 通通通 문수동

중심시가지형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자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중 공공기관 제안사업 목록을 분류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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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상황
2018년 8월 특위 의결로 선정된 사업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한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특별위원회8)의 의결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받고 국비지원사항 등이 확정되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받은
2018년 선정 중심시가지형 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6>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활성화계획 승인 상황(중심시가지형 이상)9)
지역

사업명

유형

시도

시군구

부산

동래구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대구

북구

대구

승인상황
선정

승인

중심

●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중심

●

-

중구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중심

●

△

인천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

●

●

광주

북구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경제

●

●

광주

북구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중심

●

●

강원

태백시

폐광부지에다시세우는신재생·문화발전소“ECOJOBCITY태백”

경제

●

●

강원

삼척시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중심

●

●

충남

보령시

충남서남부의새로운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Viva 보령

중심

●

●

전북

정읍시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중심

●

△

전북

전주시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중심

●

●

전북

김제시

역사·문화·사람이만나, 다채로움이펼쳐지는“세계축제도시김제”

중심

●

-

전남

나주시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중심

●

-

전남

광양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양”

중심

●

●

경북

포항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경제

●

●

8) 제16차(2019. 4. 8) ~ 제19차(2019. 10. 8)
9) 2019.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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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명

유형

시도

시군구

경북

경주시

이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부활

경북

구미시

경남

승인상황
선정

승인

중심

●

△

도시재생: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중심

●

△

남해시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중심

●

-

경남

창원시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중심

●

●

경남

김해시

3-방(주민, 청년, 대학)이소통하고상생하는어울림캠퍼스타운

중심

●

-

주: ●(승인완료), △(일부 단위사업 보류), -(미승인)
자료: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재생특위 승인상황을 정리함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평가 대상 사업 신청 시 활성화계획(안)을 접수
받고 실현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을 선정하며, 이와 동시에 국비지원 사
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3.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개황
2018년 선정사업 중 활성화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며 1,200,000㎡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론 경상북도 포항시 경제기반형 사업이 759,645㎡으로 파악되었다.

<표 2-7>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개황
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지역

부산

동래구

중심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27(온천1동) 일원

168,000

대구

중구

중심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성내2동) 일원

224,572

인천

서구

중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역(가정1동, 석남1~3동) 일원

213,392

광주

북구

경제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611번지(무등로 235) 일원

500,000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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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광주

지역
시군구
북구

유형

지역

중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강원

태백시

경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10번지 일원

460,826

강원

삼척시

중심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 100번지 일원(삼척항 일대)

212,580

충남

보령시

중심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71번지 일대

244,948

전북

정읍시

중심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연지동 일원

286,000

전북

전주시

중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67번지 일원

201,322

전남

광양시

중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99번지 일원

206,500

경북

포항시

경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
북구 중앙동 동빈1가 60-4번지 일원

759,645

경북

경주시

중심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18-12번지 일원

215,000

경북

구미시

중심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17-20번지 일원

223,000

경남

창원시

중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중앙동,여좌동 일원

234,873

면적(㎡)
1,200,000

자료: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지역별)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승인된 지역 중 마중물예산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심시가
지형 사업으로 3,000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론 경상북도 포항시 경
제기반형 사업이 1,5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
도의 사업을 제외하곤 사업 대상지가 교통거점시설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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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2018년 선정되었고 활성화계획이 승인되어 국비지원사항이 확정된 중심시
가지형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15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정된 지역은 부도심 개발, 산업구조 변화, 지역인프라 이전 등으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 및 거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18년에는 공공기관 제안 사
업의 선정비율을 높여 대학, 산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이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주변의 광역교통, 간선교통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관련된 교통부문 통계, 조사자료 등은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부족한 현황 파악은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에서 현황
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정합성 결여로 이어졌음을 진단할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은 주로 주차장공급사업, CPTED 적
용 등의 보행·도로 개선사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나 교통사고 발생률 등의 조사·통계 자료를 근거로 사업
을 계획, 시행하는 지자체는 드물어 사업제안 시 파악한 교통체계 현황과 제안
한 사업내용 사이의 간극이 발견되었다. 사업계획서 및 활성화계획 등을 작성
할 때 교통부문 여건 분석의 부재, 교통부문 계획과의 괴리는 비단 계획수립자
의 역량 부재에서 원인을 찾긴 어렵다. 사업계획 작성시 참고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선정과정에서 교통부문 관련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작성자에겐 고려하지 않아도 될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점도 지적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평가과정을 고찰하고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의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작성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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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 및 제출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및 작성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정의
도시재생 특위의 의결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
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
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
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
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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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활성화계획은 해당 활성화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주민과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물리적 사업과 사회·
경제적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계획은 상위계
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며 해당
지역에 대해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
함하며 지역의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계획, 목표와 전략, 단위사업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
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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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방침으로 도시재
생특별법 시행령과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다. 각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방향, 중점 고려사항을 정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
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
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
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5.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6.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
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7.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이뿐 아니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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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사항
구분
진단
전략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다양한 수법 활용
기반시설의 정비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위험관리

내용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
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
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
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
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
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3

이에 따라 도시재생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상위계획인 준하여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계획
·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대상지역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대상지역 내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계획, 사업조사,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조직, 시민단체 등 현황조사
· 목표 및 전략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의 발굴
· 단위사업 계획: 핵심전략을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사후 운영관리주체 및 방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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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1)10)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활성화계획(안)
평가 시 일부 요건을 포함한 사업들이 반영되었을 경우 사업별 최대 5점까지
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점요소는 사업신청 연도별로 요소 신설, 삭제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
구분

가점

경제

중심

일반

주거

우리

비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1~2점

●

●

●

●

●

생활SOC

1점

-

●

●

●

●

지역 특화재생사업

2점

-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1점

●

●

●

●

●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1점

●

●

●

●

●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1~2점

●

●

●

●

●

장기 미집행공원 활용사업

1점

●

●

●

●

●

’19~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1점

●

●

●

●

●

’19~

시도 자체 부여 가·감점

±2점

-

-

●

●

●

’19~

소규모 주택정비

1점

●

●

●

●

●

’19~

기금 활용계획

1~5점

●

●

●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3점

●

●

●

~’18
●

●

~’18

자료: 1)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p. 41-46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함
2)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p. 17-27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함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
인』, pp. 17-27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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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처협업사업
부처협업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 소관부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도시
재생 부처연계사업이 뉴딜사업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
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로 부처연계사업의 총사업비, 연차
별 투입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한하여 가점부여가 적용된다.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계사업의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합산)가
뉴딜사업비(국비지원액) 이상이면 2점, 그 이하인 경우엔 1점을 부여한다. 중
앙정부 17개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78개)은 다음과 같다.

<표 3-3> 부처협업사업 중 중점 연계사업 (2019년 기준)
부처명

사업 수

문화체육
관광부

17

문화재청

6

중소기업
벤처부

9

환경부

10

산림청

1

행정안전부

8

고용노동부

6

부처 연계사업
① 문화적 도시재생, ② 문화특화지역 조성, ③ 생활문화공동체 만들
기, ④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⑤ 마을미술 프로젝트, ⑥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⑦ 문화영향평가, ⑧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⑨ 관광
두레 조성, 
 시티투어 활성화, 
 열린관광지 조성, 
 문화콘텐츠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특화(생태)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①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③ 등록문
화재 제도 개선, ④ 생생문화재,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⑥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③ 특성화시장
육성, ④ 청년상인 육성 ⑤ 상권 활성화, ⑥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⑦
지식산업센터건립, ⑧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⑨ 소공인 특화지원
① 생태휴식공간조성, ② 생태하천복원, ③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④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⑥ 하수도 악취개선, ⑦ 좋은빛 환경조성, ⑧ 취약계
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⑨ 도시 고물상 시설개선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① 도시숲 조성
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②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③ 마을기
업 육성, ④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⑤ 시민 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
트 ⑥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⑦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
신 활성화사업 ⑧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②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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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사업 수

부처 연계사업
③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④ 사회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⑥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
자원부
법무부
경찰청

1

① 일반농산어촌 개발

1

①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① 항만 재개발, ② 漁울림마을 조성, ③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④ 어촌마을 리모델링 ⑤ 어촌뉴딜 300

5
2

① 산업단지 환경조성 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1
1

범죄예방환경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②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청소년시설 확충,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② 다함께 돌봄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

3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

①
①
①
③
①
③
①

1

① 공중선 정비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16의 표를 재인용

② 생활SOC
생활SOC 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미달하는 지역에 생활SOC를 3개 이상 복합공급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 경우
혹은 국가균형발전위워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계획
을 수립한 경우 등을 의미하고 가점 1점을 부여한다.
먼저,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대한 생활SOC 복합공급 사업의 경우엔 국토교
통부가 제공하는 지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최저기준 미달
시설을 판단,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매입 중인 사업이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
는 시설을 3개 이상 복합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에 국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주민 수요조사를 바
탕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SOC 시설을 복합공급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신청
하고 활성화계획(안)에 반영한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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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특화재생사업
지역 특화재생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
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가점 2점을 부여하며 대학타운
특화모델, 건축·경관 특화모델,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역사·문화 특화모델,
지역상권 특화모델, 여성친화 특화모델, 농촌지역 특화모델,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지역사회 통합돌봄특화모델 등 9가지 유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표 3-4>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내용 및 인정요건
구분

내용

대학타운 특화모델
(중심, 일반)

-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 시설자원
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예시:
대학 중심의 지역공헌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창업지원공간, 주민거
점시설 조성, 기숙사 등 주거확충, 도시재생 시민강좌 개설 등 추진)
- 대학부지의 일부(또는 전체)를 포함할 시 유형별 권장면적 초과를
허용하되 대학부지 외의 면적이 권장면적에 적합하도록 설정
- 사업구역은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대학에 연접되고 기
능적으로 대학의 직접 영향권 내에 포함된 지역에 한함
- 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간적으로 도보권내에 직접 연
계된 지역에 한함

건축·경관 특화모델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조성
하여 국토경관 품격 향상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뉴딜사업 앵커시설
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여 지역명소(랜드마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
- 뉴딜사업의 사업단위 계획·설계를 지양하고 건축물 간, 건축물과 외
부공간 간 통합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전 과정의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및 지속적 총괄조정 역할 부여
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가치 구현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건축·경관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에 한함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중심, 일반, 주거,
우리동네)

- 한옥·근대건축물 등이 밀집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재생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는 사업(｢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된 지역)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권자 및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신
청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축자산 연계형으로 추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

역사·문화 특화모델
(중심, 일반)

- 구도심의 문화자원‧유산을 거점으로 지역재생하는 내용을 담은 사
업으로 문화재청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및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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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한함
- 해당 부처(문화체육관광부 혹은 문화재청)가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에 한함

지역상권 특화모델
(중심·일반)

-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
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에 한함

여성친화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
우리동네)

-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여성친화형 공간 조성,
여성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한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요
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
한 경우에 한함

농촌지역 특화모델
(중심·일반·주거·
우리동네)

-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
하다고 추천한 경우에 한함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뉴딜사
업은 중심지에 시행하고, 주변지역은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울림센터 등의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 체계를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초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구 감소지
역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
- 행정안전부가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로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
(일반·주거·우리동네)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으로 보건의료‧돌봄‧여가 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가 육성 등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포함
-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급 추진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사업에 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요건 해당사업의 추진을 확정하였거나,
연계추진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경우에 한함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p. 23-25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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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
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한 사업으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거
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택매매계약 완료, 또는 공기업과 사업
추진 협약을 완료한 사업에 한하며,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할 때 한국토지주택
공사(LH)의 건설협의를 지원한다.

⑤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은 산업·고용위기지역 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근로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주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하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이 모델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에 해당하고, 국비지원사업(마중물사업) 중 신산업육성 및 해당지역 근로자·실
업자 대상 주거 또는 재취업 지원 내용 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며, 신산업육성의
예시로는 기업성장센터, R&D센터 등 혁신거점 조성, 취업지원센터,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고, 활성화계획(안)에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
한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의 육성·지원계획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수도권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대
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
되며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 유형은 100만㎡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30만㎡ 이상인 경우 가점이 2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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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기 미집행공원 활용사업*
장기 미집행공원 활용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
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경우 가점을 1점 부여한다.

⑧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가점사업 중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도시재생법｣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미흡｣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 가점(+1) 혹은 감점(-1)을 부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형의 경우엔 지자체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다른 항
목에 대한 가점요소 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 시 함께 통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⑨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사업추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설립(신고 또는 인가)되어 있
는 사업으로 가점이 1점 부여된다.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2):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앞서 살펴본 11가지 가점요소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략적으로 포함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는 사업대
상지를 우선 평가·선정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
업 5개 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 선정연도마다 사업지역당 국비를
추가지원해주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비 최대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스마트 사업계획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경우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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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구분
사업의
타당성
참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지자체
스마트역량

선정기준(평가항목)
․재생계획과 연계성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지자체의 기존 스마트도시 인프라 연계 가능성 유무
․스마트 서비스 도출과정에서 시민참여 유무
․일자리 창출 가능성
․민간기업 유치 계획
․신규 데이터 생성 및 수집, 활용방안 유무
․스마트도시재생을 위한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리빙랩 계획 유무 또는 실적

배점(100)
30
20
30

20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28의 표를 재인용함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출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활성화계획(안), 실
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8
년 선정사업은 신청사업이 선정된 이후 활성화계획(안)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선정사업은 사업신청시에 사업신청서, 활성
화계획(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서류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제출사항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사업신청서 원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참고·증빙자료 포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참고·증빙자료 포함)
․사업신청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
․부처 연계사업 가점신청서
․전자도면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34의 표를 재인용함

11)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 pp.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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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평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과정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타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평가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
정도를 사전 검증하고, 부동산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 등으로 구분된다.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
여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되며
중앙정부 선정 유형인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공공기관 제안방식
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광역정부(시·도) 선정사업의 경
우 신청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하는 중앙평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절차는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평가종합, 적
격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며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7>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절차
구분

내용
․신청주체가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평가위원회 적격 여부 평가

①

사전 적격성 검증

②

서면평가

․각 사업유형별 평가 후 현장실사 대상사업 선정

③

현장실사

․최종평가에 앞서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실사
․평가위원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 현장실사 시 설명,
평가위원 현장 자문 → 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④

발표평가

․보완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 최종평가
․선정사업에 대해 조건(부대의견) 부여,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행 요구 가능

⑤

평가종합 및 적격성 검증

․평가위원 평가를 종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격성 사
후 검증(부동산 시장 영향 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중앙정부 선정사업(중심시가지형 이상)은 실현가능
성 및 타당성 평가를 이해, 평가결과에 대해 도시재
생특위 실무위에서 검토 및 승인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37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35

가. 사전 적격성 검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 절차 중 사전 적격성 검증 과정에서는 신청기관
의 준비 정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뉴딜사
업 취지에 맞는 ‘준비된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사전 적격성 검증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8> 도시재생 사전 적격성 검증
구분
①

②

쇠퇴진단의
적절성

뉴딜사업 부합성

내용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별 진단결과 제시 여부
․진단결과의 쇠퇴기준 충족 여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철거 방식 여부, 기선정·진행사업 재생사
업 지역 등 여부
․뉴딜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 여부
․사업 규모 적정성

③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적합성

․사업 내용 부합성
․기금사업 반영(국비 대비 10% 이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 여부

④

둥지내몰림 및
부동산 영향 대응

․투기방지 등 부동산시장 관리대책 마련 여부

⑤

사업추진 실적

․기존 선정사업의 실집행기준(20%) 충족 여부

⑥

공공기관
제안방식 적합성

․핵심 단위사업 투자, 공공기관 특화 등 여부
․공공성 확보, 공익적 기여 등 여부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 59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사전 적격성 검증은 신청기관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부항목에 대해서 평가위
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외되며, 쇠퇴기
준, 기금사업 반영, 사업추진 실적(실집행률)은 필수요건으로 불충족 시 평가
위원 평가와 상관없이 과락되어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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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2018년 선정 사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뿐 아니라 「도시재생 뉴
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청서」를 제
출하여 사업효과와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였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과 계획(안)의 승인 및 예산지
원 근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준비정도 및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효과 정도를
점검하는 평가체계12)이다.

1) 평가주체 및 평가절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평가지원단(도시재생지원기구)에 활성화계획(안)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요청서(이하 평가요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의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신청 유형별로 분배
하여 활성화계획(안)과 평가요청서를 사전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평가지원단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도시재생특위로 상정되어 평가단은 활성
화계획(안), 평가요청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결
과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원단은 지자체의 평가요청서가 요건
을 채우지 못했거나 내용상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하면 검토를 계속 진행한다. 또한, 평가지원단
이 평가단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평가단과 지자체 담당자간 질의응
답 및 현장실사, 자료확인 과정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12)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평가 해설서,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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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국토교통부

․역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단

․구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기타 민간전문가
등 사업지역당 3인 이상으로 구성
․역할: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자문, 지자체 평가요청서 및 평가지원단의
검토의견서 검토, 평가(서면평가 및 질의응답)실시, 평가결과 조정, 평가
의견서 작성 등 평가임무 전반 담당

평가지원단

․구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로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업담당 사무관으로 구성
․역할: 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원, 지자체의 평가요청서 작성 자원, 평가
요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전반적인 평가과정 지원 등 평가지
원업무 전반 담당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 3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표 3-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
구분

내용

1단계

지자체 → 평가지원단

․활성화계획(안) 및 평가요청서 제출

2단계

평가지원단 → 평가단

․활성화계획(안) 및 평가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3단계

평가단

․활성화계획(안), 평가요청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 확정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 8

<그림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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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부터 적용되었고 평가방법은 정량, 정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병행한다. 평
가항목은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사업효과 등 총 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계획 부문에서는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
가능성을 평가하며, 세부사업 및 사업효과 부문에서는 세부사업별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과 전체 사업의 ‘사업효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표 3-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
구분

내용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
-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의 구축 여부
- 계획이 지역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조사 등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부사업,
사업효과

․세부사업별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
-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목표에 부합하며 사업비 대비 성과목표 타당 여부
-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반요건 준비 여부
․전체사업의 ‘사업효과 타당성’ 평가
- 전체 사업을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목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지를 종합하여 판단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p. 5-6의 내용을 재정리함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 6

<그림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방법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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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버넌스 항목은 크
게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
축으로 나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적 지원체계, 지원센터 기반의 현장
지원체계, 주민협의체 지원체계 등을 점검한다.
<표 3-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1)
1. 거버넌스
중분류
1-1.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
1-2.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
1-3. 지역공동체
협력기반구축

세분류
1-1-1. 도시재생 전담조직
1-1-2. 도시재생 추진단
1-1-3.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1-2-1.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1-2-2.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1-3-1. 주민(예비) 협의체 및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운영위
원회 등)
1-3-2.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1-3-3. 도시재생대학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p. 13-16의 표를 재정리함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 부문에서는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조사, 지역 현안문
제 도출,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컨텐츠) 발굴, 사업구상으로 구분하
여 진단하고 있다.
<표 3-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2)
2. 활성화계획
중분류
2-1.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조사
2-2. 지역 현안문제 도출
2-3. 지역 문제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콘텐츠) 발굴
2-4. 사업구상

세분류
2-1-1.
2-1-2.
2-1-3.
2-2-1.
2-2-2.

쇠퇴진단
지역자산 조사
재생 시급성 조사(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도출 근거
도출된 현안문제

2-3-1. 기본방향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2-3-2. 발굴된 기본방향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p. 13-16의 표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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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세부사업 부문에서는 중점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의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그 외 일반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
업시행 및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표 3-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3. 세부사업
중분류
3-1. 중점사업1 : 거점공간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등) 조성사업

세분류
3-1-1.
3-1-2.
3-2-1.
3-2-2.

3-2. 일반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 추진 가능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 추진 가능성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p. 13-16의 표를 재정리함

마지막으로 사업효과 분석 부문에서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대해 평가하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주차장 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4. 사업효과 분석
중분류
4-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4-2.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4-3.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세분류
4-1-1.
4-1-2.
4-1-3.
4-1-4.
4-2-1.
4-2-2.
4-2-3.
4-2-4.
4-2-5.
4-3-1.
4-3-2.
4-3-3.

주차장 보급
빈점포 정비
노후불량상가 정비
불량도로 정비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
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
총 창출 일자리
해당 시군구 현재 고용인구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주민만족도 조사 항목
주민만족도 조사 계획 여부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p. 13-16의 표를 재정리함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41

제2절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단위사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차,
보행, 대중교통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부문별로 다양한 사
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중 교통부문 단위사업에 대한
진단에 앞서 각 부문별 국내 제도 및 국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차부문
가. 우리나라의 주차관련 법제도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장의 설치·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주차장법에
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
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
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
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시·군·구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이다. 또한 조
사구역은 각 시·군·구별로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주
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에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 주간시간대의 회전율, 첨두율이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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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
차장 확보율13)이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각 시장·군수와 구
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관리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
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의무를 부여받는다. 다만, 주차환경
개선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만 한정14)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과 같이 상
업지역의 주간시간대 중심의 주차환경에 대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3) 부설주차장 및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2조에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
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위
락시설 100㎡당 1대, 업무시설 150㎡당 1대이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지방 중소도시의 건축물에선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유발수요를 수용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 또한, 주차장법 제6조에선 ‘시·군·구청장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
본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장을 확충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상위계획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에 따라
13) 주차단위구획의 수(공급면수)를 자동차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14)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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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 도로의 건설,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사업을 하
기 전 시행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건축물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가장 작은 수준으로 건축연면적
6,000㎡인 백화점, 쇼핑센터나 이상, 건축연면적 12,000~25,000㎡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대상지에 주로 분포하는 저층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 변화는 교통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발계획 기준으로 보면 현행 법령상 부지면적
100,000㎡ 이상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 이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부지면적 100,000㎡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부지면
적 200,000㎡ 이상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의 규모가
200,000㎡ 이상이므로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규
모별로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개발계획 기준으로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조건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단이 생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1)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수립 과정
일본에서는 가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의 혼잡이 초래
되며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시설 이용자)간 상충에 의해 교통
사고 발생위험이 증대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촌15)이 입지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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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노외주차장배치 등 기준’, ‘집약주차시설의
위치·규모’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차장 배치를 적정화하고 있다. 이를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16

<그림 3-3> 일본의 주차장배치 적정화 관련 도식

주차장배치 적정화를 통해 도심 진입차량 유입 억제, 차량-보행자간 동선분
리가 이루어져 보행자에게 편의성, 안전성이 높은 집약형 도시구조가 제공되
고 가로의 연속성 확보, 도시매력 창출 등의 2차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일본의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은 입지적정화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다. 입지
적정화계획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81조에 의거 시정촌이 도시계획
법상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거주유도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 유도시설
과 함께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등
을 기재하는 경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16) 공안위원회,
주차장조례를 정한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15) 일본의 행정구역 구분상 시정촌(市町村)은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함
16) 일본의 행정구역 구분상 도도부현(都道府県)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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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등을 계획 시 교통안전 관점을 포함하
여 검토하고, 해당구역의 토지소유자, 주차장사업자, 교통사업자 외 주차장이
용자로 구성된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지역 관계자의 합의를 거칠 것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교통인프라, 교통류 등의 변화에 따라 주차장 배치적
정화 및 구역의 범위도 정기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받는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23

<그림 3-4> 일본의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수립 과정

2)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의 설정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은 배치적정화, 집약화의 대상 범위로 업무·상업 등
의 지역의 용도, 규모, 교통상황 등 지역 특성에 기초하여 일정 규모(정도)로
통합되는 규모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미래 도시상과 구역설정의 방
향성을 설정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트랜짓몰(Transit Mall) 등
이 있으면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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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설정한다. 두 번째로 구역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
을 갖는다. 토지이용현황, 주요시설 입지 및 분포현황, 개발동향, 차량·보행·
자전거 등 교통현황, 공공교통(대중교통) 이용 현황, 주차장 현황, 고령자 비율
등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 인접되는 시정촌과 연계되는 구역을 설정한다. 즉,
철도역 등의 교통유발시설이 복수의 시정촌과 연접된 경우, 인접 시정촌과 연
계하여 구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한다.
①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1): 면적인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노외주차장 및 집약주차시설은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의 외곽부에 배치하도록
한다. 다음 그림의 음영부분은 보행자우선구역(歩行者優先エリア)을 의미한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26

<그림 3-5>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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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2): 복수의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1개 도시 내에 복수의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구역별로 별
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구역은 집약주차시설로 한정하고, 다른 구역은
노외주차장배치 등 기준을 시설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음 그림의 점선으로 된
구역은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의미하고, 음영이 되어있는 부분은 노외주차
장설치가 억제되는 구역을 말한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28

<그림 3-6>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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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3): 1개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복수의 블
록으로 구획하는 경우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복수의 블록으로 구획하는 경우엔 블록별로도 적
용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블록(A)는 노외주차장과 집약주차시설, 다른
블록(B)는 집약주차시설만, 또 다른 블록(C)는 노외주차장배치 등 기준을 적용
하도록 한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29

<그림 3-7>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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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엔 도시교통 전체와 주차장배치적정화
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다. 먼저 도시교통 전체를 총괄한 측면에선 도시기능유
도구역 전체의 토지이용과 교통상황에 기초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그리고 주
차장배치적정화의 효율성 관점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81조에 의거하여
노외주차장의 배치적정화와 부설의무주차시설의 집약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일부를 구역으로 설정하
는 것과 주차장적정배치의 필요성·긴급성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구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지구, 전통건축물보호지구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구 특성과 조화되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3)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의 내용(1): 노외주차장 배치 적정화
① 노외주차장 배치적정화 기본구상 및 근거 법령
일본의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 주차용으로 제공하는 면적이 500㎡ 이상으
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과의 조정
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도부현지사 등에게 등록(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
어 있다. 그 이유는 노외주차장의 무질서한 설치는 노외주차장 이용차량으로
인한 도심 자동차 유입의 집중뿐 아니라 출입구 주변에서의 차량-보행자간 상
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의 방지이다.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노외주차장도 배치적정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는 유도시설의
입지, 자동차통행량, 보행동선 등의 현황파악 및 장래예측을 통해 시정촌이 조
례에 명시한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특정노외주차장)에 대해선 시정촌장에게
신고(등록)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장은 필요에 따라 권고
또는 토지취득 알선 등의 장치를 통해 노외주차장의 적정한 위치 유도가 가능
한데, 예를 들어 의료·복지시설의 이용과 쇼핑 목적의 보행자가 많은 가로에
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외주차장의 도시외곽 집약
화, 유도를 통해 도심 차량유입 억제, 동선 분리 등 편리성과 안전성이 높은
도시구조를 지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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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06호 ① 시정촌 조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특
정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노외주차장 설치 착수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정노외주차장의 위치, 규모 그 외 국토
교통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정촌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함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등록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변경에 관한 행위의 착수일 30일 전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시정촌장에 신고(등록)해야 함

일본에서는 중심시가지의 공터 등 소규모의 시간제주차장(코인파킹)으로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500㎡ 미만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기술적
수준이 적용되지 않고 교차로 주변과 보조가로에서도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특히 의료, 복지, 상업 등의 도시기능 고밀도
집적 구역에서는 자동차 유입량 증대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 부근 차량-보행자
간 교착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34

<그림 3-8> 규모별 주차장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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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차장법상 등록주차장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노외주차장의 관계
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가 500m2 미만인 경우
주차장의 종류

노외주차장

주차장의 규모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500m2
2

500m 이상

특정노외주차장(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06조 제1항)
등록주차장(주차장법 제12조)

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가 500m2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종류

노외주차장

주차장의 규모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500m2
2

500m 이상

등록주차장(주차장법 제12조)
특정노외주차장(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06조 제1항)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35

② 노외주차장 배치 기준 설정 및 설치·등록
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노외주차장의 주차용도 면적(규모요건)은 시정촌의
조례에서 각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진출입 교
통량이 적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아 일률적으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소규모 주차장사업자 및 이
권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각 지자체에서 규제가 필요한지를 비교,
검토하여 정하도록 했다. 규모요건을 정하기 위해 유도시설, 공공시설 등의 입
지·집적이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동선의 현황 및
장래예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특정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착수일 30일 전
까지 시정촌장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때엔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규모
(주차구역면적, 주차용도면적), 자동차 진·출입구 위치, 지형도 및 평면도 등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취지 역시 시정촌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52

각 시정촌장은 노외주차장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사업자가 신청한 노
외주차장의 설치장소 및 출입구, 접속 가로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권고,
대체지의 토지취득 등 알선 조치를 통해 노외주차장 배치의 적정화를 시행하게
된다.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배차상황뿐 아니라 구역 주변의 노상주차장 배치상
황을 파악, 노외주차장 수요를 종합하여 노외주차장의 배치 및 규모를 결정한다.
구역 내 교통시설 정비상황, 대중교통 이용현황 등 지역특성이 상이할 경우
구역 내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대응, 구역을 세분화하여
지구별로 적절한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 직접
연결되도록 주차장 출입구를 개설하지 않음’, ‘보행교통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
차로의 근접부에 주차장 출입구를 개설하지 않음’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구체
적으로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에 대해선 시정촌장이 별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용(이동제약자용) 주차
시설과 화물주차시설에 대해선 별도로 설치에 관한 결정이 가능하다.

③ 노외주차장 배치 적정화 사례: 일본 가나자와
일본의 중부지방 이시카와현(石川県)에 위치한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이시
카와현 현청 소재지로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47만 명17)이다. 가나자와시에
는 철거된 건물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고 도심 공동화현상이 진행
되어 도시 활력 및 교통안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2018년 주차장 적정
배치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 보행안전 향상을 위해 ‘가나자와시 주차장 적정
배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 안 주차장구역(まちなか駐車
場区域)’에서 주차장(50㎡)을 신설·증축을 위해 영업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주
차장 설치자는 미리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시장은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도하도록 했다.

17) 가나자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anazawa.ishikawa.jp/foreign/guide_k/index_k.html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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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39

<그림 3-9> 가나자와시 마을안 주차장 구역 도식
<표 3-17> 가나자와시 주차장 적정화 배치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구분
중심상업지구
적용사항
가로내 주차장구역
적용사항

내용
․주차장 진출입 자동차가 쇼핑객의 이동동선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점포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
․입체화, 집약화 등에 토지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
․마을 안으로 과도한 자동차 유입을 조장하지 않을 것
․주차장 출입이 전면 도로의 정체를 초래하지 말 것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말 것
․주변의 가로경관을 배려할 것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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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외주차장 배치 적정화를 위한 권고·토지취득 알선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정촌장은 노외주차장 설치 등록내용이 기준
에 적합하지 않고 보행자의 이동성, 안전성 향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설치자에게 출입구 설치 구조변경, 유도원 배치 등의 개선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106호 ③ 시정촌장은 등록내용이 노외주차장배치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의 이동성 및 안전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권고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노외주차장배치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출입구에 경비원을 상
시 배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거나 실질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차시설과
동등 이상으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의 예외로 둘 수 있다. 또한, 시유지(국유지) 및 유휴지
등이 있을 경우 등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취득에 대해 알선하거나 노
외주차장배치 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의 내용(2): 부설 의무주차시설 집약화
① 집약주차시설의 정의 및 지정요건
집약주차시설이란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내 부설 의무주차시설의 기능을
집약하기 위해 정비하는 주차시설로 정의한다. 입지적정화계획에는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시설의 집약화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집약주
차시설의 위치, 집약주차시설의 규모’를 입지적정화계획에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의무시설은 현행 일본 주차장법에 의거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
물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주차장법 특례로 인하여 집약주차시설 내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약주차시설은 주차시설 부설의무를 지닌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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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의무를 지지않는 주차장사업자 등의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혹은 마을만들
기 회사18) 등의 공적주체가 정비하는 주체가 된다. 집약주차시설은 기존 주차
장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차
장의 이용상황과 신규 정비를 위한 적합장소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집약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18> 집약주차시설 활용 가능한 기존 주차장의 요건
집약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의 요건
․부설 의무대수 이상의 주차가능대수가 정비되어 있는 주차시설
․부설의무 원단위 재검토에 의해 잉여분의 대수가 발생하는 부설 의무주차시설
․노외주차장의 이용상황에 여유가 있는 곳(도시계획주차장 포함)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3

또한 복수의 건축부지에 부설된 주차시설(부설의무 이외 주차장 포함)을 지
하네트워크 등으로 연결하여 집약주차시설을 복합적, 입체적으로 정비하는 방
법을 통해 주차시설 출입구를 통폐합하여 보도 단절부분을 줄이는 것도 가능
하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4

<그림 3-10> 히로시마시 모토마치 파킹 엑세스 사례

18)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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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시에 위치한 모토마치 파킹 엑세스(もとまちパーキングアクセス)
는 히로시마 중심부, 히로시마현청, 히로시마성, 평화기념공원의 지하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1,345대를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지하주차장이 연장 820m의
지하도로(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1994년 3월부터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차로 입출구는 각각 2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② 집약주차시설의 위치 설정
집약주차시설의 위치는 첫 번째로 주차시설 부설 건축물(목적시설)과 집약
주차시설간 거리를 검토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한다. 이후 지역지구 차원,
블록(가로) 차원에서 검토하여 위치를 좁히고 필요에 의해 공안위원회 등의 도
로관리자와 조정을 진행한다. 집약주차시설은 필요에 따라 주차장배치적정화
구역 내부와 외부 모두 가능하다.
집약주차시설의 정비로 인해 주변 자동차 통행량의 집중, 도로 혼잡, 소음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약주차시설의 위치를 지역지구 차원에서 검토하고
블록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역지구 차원에서 위치를 검토할
때에는 도로네트워크의 정비상황,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으로의 주요 도로별
자동차 유입량, 주변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한다.

<표 3-19> 집약주차시설 위치 검토(1): 지역지구 차원
검토사항

검토 관점

도로 네트워크 정비상황

․집약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도로 용량인지?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으로의
주요도로별 자동차 유입량
주변 토지이용상황

․주차장배치 적정화구역의 자동차 유입 경로
․경로별 자동차 통행량 발생 정도
․주변 토지이용 현황
․장래개발계획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3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57

지역지구 차원 위치 결정 이후 특정된 블록에 대해선 교통 정체 등의 비효율
적인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배치, 입출차 동선, 차량 및 보행자 안내·유
도가 필요하다. 또한 집약주차시설이 주차장법에 제시되어 있는 주차장 중 면적
이 500㎡ 이상 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집약주차시설의 입출차 동선은 해당 집약주차시설로 향하는
통행방향 등을 근거로 비효율적인 동선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7

<그림 3-11> 집약주차시설의 입출차 동선 개념도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8
주: 좌) 렌탈사이클, 우) 주차장 조감도

<그림 3-12> 일본 돗토리시 시영 카다하라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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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시에 위치한 시영 카다하라 주차장은 주차장에 렌트사이클(자
전거 대여) 거점을 병설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였다. 처음엔 일반자전거 5대
와 전동자전거 10대로 시작했으며 돗토리역 등의 거점에서 상호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요금은 할인해준다. 친환경적인 교
통수단이며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콤팩트한 도시구조 측면에서도 집약주차
시설에 간편하게 쇼핑, 관광시에 이용가능한 자전거 등의 수단이용 거점을 병
설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③ 집약주차시설의 규모 설정
집약주차시설의 규모는 구역 전체 규모 검토, 집약주차시설 개별 검토, 부설
의무 주차대수의 조정(차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49

<그림 3-13> 일본의 집약주차시설 규모 검토 순서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에서 예상되는 부설 의무주차시설의 대수를 적절히
평가하여 집약주차시설의 규모를 검토하고, 해당 집약주차시설에 의한 개별적
인 주차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개별 집약주차시설의 규모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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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규모설정에 있어선 건물용도별로 이용첨두시간대의 차이를 염두해
상이한 건물 용도의 조합에 의한 부설 의무주차대의 조정을 병행하여 검토해
야한다. 대규모 집약주차시설의 경우엔 원활한 입출차, 출입구 주변 안전, 노
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0

<그림 3-14> 서로 다른 건물용도의 조합으로 인한 주차대수 조정 개념도

개별 건축물(목적시설)은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주차시설 이
용 첨두(집중)시간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오피스와 상업시설은 일반적으로 각각
평일, 공휴일에 주차수요가 피크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주차시설별 이용상황의
차이를 감안하여 주차시설의 부설의무대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차장배
치 적정화구역 전체에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부설의무주차시설 규모를 가산정
한 후, 해당 구역 건축물의 용도·요일별 평균 이용대수를 조사하여 이를 집약주
차시설의 면수에 가산함으로써 필요한 부설의무대수를 산정할 수 있다.
부설의무대수를 차감할 경우 주차장 조례로서 그 취지의 규정 추가가 필요
한데, 표준 주차장 조례에서는 차감 후 부설의무주차대수는 차감이 없는 경우
의 부설의무주차대수에 대해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대수로 정하고 할인율은
주차장배치 적정화구역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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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1

<그림 3-15> 부설의무대수 조정(차감) 예시

④ 이동제약자(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계획
주차시설 집약으로 인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원활한 동선 확보뿐 아
니라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배치, 지원수단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약주차시설에서 주차장배치 적정화구역 내 주요
목적지까지의 동선에 대해선 보도 폭원, 경사, 보도-차도간 단차, 포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2

<그림 3-16>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계획 관련 개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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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3

<그림 3-17>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계획 관련 개념도(2)

⑤ 화물처리 주차시설 계획
이뿐 아니라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화물 배송, 상·하차를 위한 주
차시설 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화물처리 주차시설 부설이 조례로 의
무화되어 있는 경우, 화물처리 주차시설의 집약화도 가능하다. 이로 인한 주차
시설의 집약으로 차량-보행자간 상충이 줄어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화물 수송거리, 경로를 고려하여 집약화물주차시설에서 대
차 등을 활용하여 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물주차시설을 집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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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4

<그림 3-18> 화물처리 주차시설 집약 개념도

현재까지 다룬 일본의 주차장배치 적정화계획에 대해 정리해보면, 가로 내
노외주차장의 적정 배치와 구역 주변으로의 집약화로 나눌 수 있고 이뿐 아니
라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확충,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보행자
의 편리성, 안전성이 높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추구하는 것을 아래
와 같이 알 수 있다.

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재구성), p. 57

<그림 3-19> 주차장배치 적정화에 따른 도시구조 지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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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가로부문
가. 우리나라의 보행·가로관련 법제도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2012년 2월 보행자의 권리를 높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
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이 제정되었다. 보행안전법 제6조에
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5년 주
기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서는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
리현황,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 등 다음 <표 3-20>의 내용을 조사한다.
<표 3-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내용
구분

내용

지역 일반현황 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목표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면적 등 지역내 일반현황자료 조사

보행환경
현장실태조사

․보행자길 현장실태조사: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등 보행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보행자길을 선정하
여 현장실태조사(표본조사) 시행
․이용만족도 조사: 지역내 보행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

자료: 행정안전부(2013), 『2013 보행업무편람』, p. 9의 표를 재구성함

19) 약칭 보행안전법

64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앞서 언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는 보행안전법 제7조에 의거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법 제7조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 주체이다.

<표 3-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내용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및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교통 개선계획 등 보행과 관련한 법
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을 제시한다. 본 기본계획의 내용이 보행교통 개선계획20), 지방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2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22), 도로건설·관리계획23), 지방대중
교통계획24)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갈음하며, 이러한 부분도 모
두 포함시켜 보행관련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행안
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기본계획상 계획된 사업의
추진상황은 연 단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에서 점검한다.

20)
21)
22)
23)
2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교통안전법」 제17조
「도로법」 제6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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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안전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와 보행환경개선사업
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
성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억제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보행의 위험요
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정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2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
내용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무조건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필요시 포함)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자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표 3-2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내용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보차분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과
의 통합 설치 방안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자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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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Manual for Street
도시재생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제시된 단위사업에는 보행과 관련한 사업이
많다. 노후된 중심시가지의 경우 차로가 좁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도
많고 이마저도 불법·이면주차된 차량이 많아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교통사고
가 빈발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선 개별적인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설계·운영에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교통부(UK DOT,
Department of Transport)에서 발간한 가로설계 매뉴얼인 ‘Manual for
Street’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추후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고하였다.
Manual for Street(이하 MfS)은 시속 50km 이하의 가로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나라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개념이나 설계속도를
다루는 범위에선 차이가 있다.

1) 가로설계 단계
‘Manual for Street’에서는 계획/정책 리뷰부터 시공,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
기까지 7단계의 가로설계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UK DOT(2007), Manual for Street, p. 23

<그림 3-20> 가로 설계 과정(The seven key stages in the life of a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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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가로 설계단계
단계

내용

①

Policy review

②

Objective setting

․설계목표의 설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지역상권
활성화, 장기적으론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차량
속도 저감 등

③

Design

․설계를 위해 기존 시설 및 가로배치를 검토하고
․학교, 소방서, 관광서 등의 공공기관과 중심시가지 등 중
요 거점과의 위치 및 연결성을 분석하여 설계를 진행

④

Quality auditing

⑤

Planning approval

⑥

Implementation

⑦

Monitoring

․국가, 지역, 지자체의 단지 조성 관련 정책방향 검토

․기존 통행패턴을 분석하는 단계
․보행자의 동선을 가장 우선시하며, 대중교통 동선 및 비상
차량 동선, 그 외 차량 동선 순으로 중요성을 둠
․기존 시설 배치, 차량과 사람의 이동 패턴을 바탕에 두어
신규 가로를 제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
․이 때 주민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동성, 장소성 측면에
서 제안되는 가로의 특성을 정의함
․주변지역과 연결성, 가로배치, 건물의 층고선, 건물 배치,
주차, 전기 및 수도의 공급, 경관, 유지관리, 비상차량 동
선, 속도 관리방안 등을 포함함
․건축 시공
․준공 후 모니터링

자료: UK DOT(2007), Manual for Street, pp. 24-38의 내용을 연구진이 요약함

<표 3-25> 계획규모별 가로 설계 시 고려사항
단계

①

Policy
Review

②

Objective
Setting

③

Design

구체적 사항
․국가·지역적 정책 검토
․지역교통계획 검토
․공공부문 전략 검토
․지역개발계획상 미포함된
가로설계지침 검토
․개발 브리프 준비
․목표설정 동의
․현황 평가
․통행 프레임워크 계획
․마스터플랜 개요 구축
․가로 특성 계획
․가로 네트워크 설계
․세부 마스터플랜 구축
․디자인 코드 적용

대규모
계획
●
●
●

소규모
계획
●

기존가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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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④

Quality
auditing

⑤

Planning
approval

⑥

Implement
ation

⑦

Monitoring

구체적 사항

대규모
계획

소규모
계획

기존가로
개선

●

●

●

●

●

●
●
●
●
●
●

●
●
●
●
●

․목표준수여부 평가 진행
․설계 및 접근성 관련 설명
서 등 문서작업
․계획 개요 적용
․전체 계획 적용
․세부 설계 및 기술부문 진행
․건설
․적용
․통행계획
․도로이용자 모니터링

●
●

●

자료: UK DOT(2007), Manual for Street, p. 25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2) 가로 설계 시 고려사항
① 보행로
Manual for Street에서는 통행패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 대
중교통 이용자, 특수차량25) 이용자, 기타 승용·승합차량 이용자 순으로 위계
를 설정하여 우선 고려26)한다. 특히 가로설계 시 보행자, 휠체어이용자, 유모
차이용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행자의 동선이 방해받
지 않고 보행시설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뿐 아니라 동선이
시각적으로 명확하며 가급적 직선이 되도록 하고, 싱크홀이나 물 웅덩이와 같
은 위험요소가 없고, 차량 속도도 낮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횡단시설은 가
급적 10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육교와 지하도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MfS에서는 가로수종, 종단선형, 휴게공간의 간
격까지도 제안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25) 응급차량, 쓰레기수거차
26) UK DOT(2007), Manual for Street,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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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도로 및 차도
차량 통행이 적은 곳에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나, 자전거도
로와 차도가 병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의 모서리 반경을 조절하여
차량의 일시정지를 유도한다.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차도는 양방향
폭원을 6m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상주차 가능여부에 따라 더 늘려야 한다. 버
스정류장은 각종 시설과 근접하도록 설치 위치를 고려하며 보행자와 승·하차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폭원에 여유를 두고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는 불법주차를 철저히 금지한다.
③ 가로 통행속도 관리
MfS에서는 속도제한 없이도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도록 설계기법을 적용하
는 것을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제시한다. 가로설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
은 여러 정온화시설을 통한 교통정온화기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MfS에서는 수
단 혹은 시간대별로 우선통행권을 부여하거나, 교차로 간격을 좁히거나 수직
적 혹은 수평적으로 굴곡 설치, 시거 제한, 차로 주변 가로수 설치 등을 통한
과속방지 유도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④ 주차
MfS에서는 주차면을 줄여서 자동차 소유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
다고 판단, 적정한 주차면을 공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속도가
높은 가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위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볼라
드, 식수 등의 설치물을 설치하여 보도상 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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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K DOT(2007), Manual for Street, p. 111

<그림 3-21> 주차면 크기 기준 및 보도상 주차 관련 개념도

영국의 가로설계 매뉴얼인 Manual for Street에서는 단순한 도로와 시설의
설계 기준뿐 아니라 도로가 갖는 성격 및 위계에 따라 관련 시설 모두가 일관
성있게 계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해당 도로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라
장소성이 강한지, 기능적으로 이동성이 강한지에 따라 설계 중점요소가 바뀐
다. 이러한 설계 및 운영 지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보행
자와 자전거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며 보행로, 차도,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은
한국의 기준보다 다소 넓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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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부문
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기본계획
1)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개념 및 내용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27)」 제5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
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
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표 3-26>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대중교통법 제2조)
대중교통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자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또한, 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서 다음을 의미한다.

27) 약칭 대중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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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대중교통시설의 정의(대중교통법 제2조)
대중교통수단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환승시설
자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전국 지역내, 지역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내, 지역간 통행여건
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 교통부문의 여러 법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계획적 범위를 비교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자료: 국토교통부(2017),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p. 1 인용

<그림 3-22>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대중교통법 제5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1년, 제2
차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
은 2017년부터 2021년의 5개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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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내용(대중교통법 제5조 제2항)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내용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방안 등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자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함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시, 군에서 관할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
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 때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다.

2)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절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
교통운영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하며, 대중교통법 제6조에 따라 국가교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계획 변경 시에도 국
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이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지방
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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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대중교
통 기본계획과 지방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9>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방 대중교통계획 비교
구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수립주기

5년

공동수립

수립예외

의견수렴
및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의견수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전)

심의

국가교통위원회

검토

통보
및
열람

지방 대중교통계획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 제외)
5년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
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공동수립 가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장·군수: 도지사와 협의
▹교통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한 경우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장·군수: 도지사와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
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지방교통위원회
(시·도지사만 해당, 시장·군수 예외)
▹입안 시 제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
-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검토 후 심의를 거쳐 변경 요청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거
나 지방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국가교통위원회
-도지사: 지방교통위원회

-확정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송부하여 일반인 열람

지료: 국토교통부(2017),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p. 104 인용

확정·고시 후 일반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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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관련된 교통부문의 법정계획과의 내용상 중복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간 및 도시광역 통행 개선을 위한 저비용
으로 단기 시행가능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대중
교통과 관련한 상위 법정계획에 수록된 대중교통 정책 중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17-2022)에서는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대중교
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안전
성 향상, 사각지대 해소 등의 4가지로 설정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가
능성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 대중교통 이용특
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요인을 도출하여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를 3차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표 3-30>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구분
비전
목적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내용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네트워크 최적화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버스 요금·재정지원체계 개선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운수업체 안전 관리
․운전 종사자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 관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

자료: 국토교통부(2017),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p. 57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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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1)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개념
일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입지적정화계획과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
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이 병렬 수립이 규정화되어있다. 일본의 지역공공교통
망 형성계획은 국가기본방침에 준하여 지역공공교통망의 방향성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으로, 지역공공교통 재편사업,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의 상위계획의 위계를 갖는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
⇩
입지적정화계획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주거기능 및 도시 기능의 입지유도
주차장 배치 적정화 및 집약화 등

지자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교통 정비 및 방향성 설정

<그림 3-23> 일본의 도시재생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개념도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이후 2018년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지역 공공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할
때 Compact & Network city 개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
하고 있다.
Ⅲ.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추진과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1]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 (접근성) 전략계획 수립 시 지역의 공공교통망 계획을
반영하고, 공공형 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연계

하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응하는 교통부문 법정계획이 연계되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지역의 공공교통망 계획 등의 방침 부재로
Compact & Network 개념 반영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선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내용 및 구성을 살펴보고 이어질 가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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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고하도록 한다.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은 ‘지역의 바람직한 대
중교통망’을 정하고 확립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가 정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교통사업자 등과 협의하고, 도시재생사업(마을만들
기)와 연대하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
한 사업에 대해 작성한다. 이의 하위계획으로선 지역공공교통망 재편 실시계획
이 있으며 이는 상위계획인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시계
획의 성격이 있으며 이 역시 지자체에서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국가수립
지자체

사업시행

지자체

지역공공교통
재편사업

기본방침
⇩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
지역공공교통망 특정사업
․궤도운송 고속화사업(LRT 정비)
․철도사업 재구축사업(상하분리)
․도로운송 고속화사업(BRT 정비)
․해상운송 고속화사업
․철도 재생사업
⇩

지역 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실시계획

⇩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고, 계획 시행 지원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8),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입문편),
p. 4 재구성

<그림 3-24>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재편 실시계획의 위상

2)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내용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과 재편 실시계획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사업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개별 위계에 따른 구역 및
목표, 사업의 진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도시기능 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입
지적정화와도 연계하는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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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재편 실시계획의 법정 기재사항
구분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지역 공공교통망 재편 실시계획

개요

지역의 바람직한 공공교통망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종합계획’

지역 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시계획’

․지속가능한 지역공공망 형성에 기여
하는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
생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계획 구역
․계획 목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추진 주체
․계획 달성상황의 평가
․계획 기간
․기타 계획실시에 대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구역
․사업내용 및 실시주체
․지자체 지원 내용
․실시예정기간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및 조달
․사업효과
․상위계획(형성계획)에 도시기능 증
진에 필요한 시책의 입지적정화와
관련한 시책 및 연계에 대한 사항이
정해진 경우 해당 사항
․기타 지역 공공교통 재편사업의 운
영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기재사항

* 기재를 위해 노력할 사항
․ 도시기능 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입
지 적정화에 관한 시책과의 연계, 기
타 지속가능한 지역 공공교통망 형
성에 배려해야 하는 사항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8),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입
문편), p. 13 재구성

3)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수립 및 검토 절차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의 수립 및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구역이 설
정되면 법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을 수립할 때엔 지역의 현황, 대중교통 현황, 이동의 특성 및 장래 예측, 기존
연계계획,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부처의 계획 및 예산 등을 확인하여 지역 대중
교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형성계획의
기본방침과 목표, 목표실현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이
용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교통성에 제출한다. 이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의 달성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예를 들면 입지
적정화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사항 발생 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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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수립 및 검토 절차
수립 절차

검토 절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8),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입문
편), p. 16 재구성

4)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공공교통망 수립 시 지자체 중심의 사업자 연계, 지
속가능한 지역의 대중교통망 구축,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등의 4가지를 고려하게끔 하고 있다. 각 고려사항의 세부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중심의 사업자 연계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은 주로 시정촌이 주도해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
시정촌의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
통부문 사업자, 주민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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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통부문 사업자와의 관계를 양호하게 구축해야 한다. 평소부터 정기
적으로 교통사업자와 대화를 하며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신뢰관계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담당자가 어느 정도 지역 공공교통에 관한 상황이
나 교통사업자의 현황 등을 파악하게 되면 좀처럼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의 현
황 분석 등을 행정이 솔선해서 시행하여 교통사업자와 공유하는 등, 행정이
한걸음 앞서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시정촌의 담당 공무원이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역 실태를 상세히 알고 이를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 교통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자가 ‘이용자’의 시선에서 지역 실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현지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실태나 문제점을 감각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성계획에 기재하는 내용(목표와 사업
등)을 조정할 때는 협의회 등에서 관계자와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의 시 지
역이나 공공교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에서 감각적으로 파악한 사안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실제적으
로 확인하면 논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시정촌에서는 소수의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활한 형성계획의 수립을 위해선 사무 절차 등의 업무에 쫓기지
않고, 관계자를 포함한 결실이 있는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후술하는 조언자 등도 유효하게 활용해서 친절한 조언 등을 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 담당자와 연계해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회 등의
협력관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상위기관 교통관련 부서 담당자도 회
의 등에 참가하게 해서 검토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적절하게 조언을 받거나
타 지역의 정보 등을 얻는 것 등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실제로 시찰하여 선진 사례의 고안이나 시행착오를 학
습하여 계획 수립에 도움으로 삼을 수 있다.
형성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협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협의회는 망 형
성계획 작성에 관한 협의 · 실시에 관한 연락 조정뿐만 아니라, 계획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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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도 협의가 될 수 있게 한다. 즉, 협의회는 단순한 계획책정의 공인 기관
이 아니라 미래의 공공교통 재편을 추진해 가는 ‘추진 본부’이다. 지역에 필요
한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성계획을 검토할 때,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고안하고, 실행해
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정부, 교통사업자,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형성계획 내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한 지역 대중교통망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실제 행정구역 경계보다
생활권을 위주로 ‘광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교
통을 담당할 여러 수단에 대한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형성계획은 개별 지구나 사업이 아닌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 수립 시엔 예를 들면 대상 지역만의 대책을 검토한다거나 어느 사
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책정한다는 발상으로는 지역 전체에서 보았을 때 반
드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지구나 사업이라는 ‘부분 최적’의 사
고방식이 아닌, 지역 공공교통 네트워크 전체의 바람직한 방식을 위해 지역
전체 · 지역에 관계하는 사업 전체를 망라한 지역 전체의 최적화를 염두에 두
어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전제로 ‘광역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의
생활권과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범위를 보면, 개별 시정촌에서 끝나지 않고 경
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지역간 간선버스 노선이
형성된 경우, 형성계획 및 재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나의 시정촌만이 아
니라 여러 시정촌을 연계하여 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한다. 혹은 복수의 시정촌
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도 먼저 단독 시정촌에 대해 선도적으로 검토
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연계가능한 시정촌 담당자에게 계획 수립 시 참여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시정촌의 연대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의 역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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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광역적인 시책을 검토할 때는 상위기관 담당자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이유에서 계획 수립엔 특정 교통수단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를 들면 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버스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등의 명백한 결정을 내릴 때는 문제가 없다. 다만 철도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버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와 버스의 연계와 역
할 부담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등 지역의 대중교통망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기존 노선버스, 일반 택시, NPO를 이용한 자가용 유상여객 운송이나 스쿨버
스 등 다양한 연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XX),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지역공공교통 재편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입문편),
p. 20

<그림 3-25>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에서 검토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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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재생(마을만들기)와 연계 강화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시한 ‘장래도시 구조’와 현재의 지역 공공교통에 관한
방침을 고려하여 수행할 사업에 대한 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시가지화가 예측되는 구역과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같은 지
도상에서 표시하고, 정합성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공공교통 서비스 수준을 검
토하는 것 등이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입지 적정화 계획과의 비교·검토를 통
해 Compact city를 지향하고, 각 지역에서 도시와 공공교통의 편리성과 효율
성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에 대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
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입지 적정화 계획을 책정하는 일이 없는 지방도시도 거
점시설의 입지가 공공교통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은 거점’이나 병
원, 슈퍼, 온천시설, 공공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모이는 시설
의 입지를 반영해서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각종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 예를 들
면 교통 결절점이 되는 거점 정비나 공공교통 주변 인구 유도 등에 대해서는
형성계획 수립 시 검토하고, 향후의 도시계획 종합계획 수정과 입지 적정화
계획 책정에 반영해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향후의 입지 적정화 계획
책정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망 형성계획 등을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이른바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수단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을 연결하면서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동시에, 공공교통의 이용 촉
진 · 수요 창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도 각 분야와 연대를 도모하고,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검토 · 입안 · 시행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즉, 관광, 복지·
건강,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④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및 평가
앞서 제시한 ①~③의 기본적 방법을 바탕에 두어 계획의 목표를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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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 관계자가 공통인식을 갖고 노력을 추진할 수 있게 가능한 한 구체
적이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계획 수립 후, 실제로 평가할 때는 정한 목
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며 달성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
라 시책의 충실 정도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계획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
로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
지에 대해서도 계획 속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목표를 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정해진 각종 사업의 시행 상황을 적절하게 모니터
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계획 내에 모니터링·평가 방법과 일정,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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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1. 현재 교통부문 사업평가의 주요 고려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교통부문과 연계
를 살펴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
낙후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민공동체 회복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재생을 위해 주민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고 교통측면에서는 보행·주차·대
중교통 등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이슈이므로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
법을 만들어 가는 중요 이슈로 제공될 수 있다. 물리적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일상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주거지 또는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기
초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교통측면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주차시설 공
급 등과 연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상권 활력 재생하고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한 구도심 혁신 거점 중심 사업이 중점 추진되며 교통측면에서
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제고 또는 유발되는 내부교통처리 대책 등이 요구된다.

<표 3-33>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과 교통 연계
구 분

정책 목표

주요 추진내용

교통 연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역 공동체 주도 재생
(전면 개발 방식 탈피)

주민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대학 등)

보행·주차·대중교통 등
주민 체감 이슈 제공

물리적 환경
개선

일상 생활 삶의 질 향상
(안전성, 편리성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노후 주거지정비,
노후상권시설개선)

보행 환경 개선
주차 시설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활력 재생
(일자리 창출)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
(어울림 센터 –
청년창업등)

대중교통 등 접근성 제고
유발 교통 처리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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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성 예시 및 사업계획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업구성 예시는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부처협업사업 등 5가지 유형에 따른 87개의 사업모델이 수
록되어 있는데, 이중 교통부문 사업은 주로 ‘삶의 질 향상’ 부문의 생활인프라
사업에 대부분 해당된다.

<표 3-34>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대분류

중분류

비고

…
1-15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Ⅰ. 삶의 질
향상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1-16 공공 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1-17 민간 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1-18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

…
1-25 골목길 정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
로 수립하며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해야 하는데,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에선 인문·사회적 기초조사 부분 내에 교통관련 현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시설 입지와 규모 중심으로 개략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교통관련 단위사업을 주차관련 사업, 보행·도로정비
관련 사업, 대중교통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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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교통관련 단위사업 예시(중심시가지형)
부문

내용

주차관련 사업

· 공용주차장 확충(재래시장 및 특화가로 주변 등)
· 스마트주차장 조성 등
· 소방도로 확충

보행·도로정비
관련 사업

·
·
·
·
·
·
·
·
·

스마트 안심골목길 조성사업(CPTED)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보행인도교 설치
유니버셜 디자인, 배리어프리 가로 조성 등
도로 다이어트 사업(특화가로 주변)
도로 확장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대여소 설치/확대
시티투어 연계 역사탐방로 및 테마가로 조성
스마트 CCTV 설치 등(교통안전, 방범용)
스마트모빌리티 특화거리 조성

대중교통 관련
사업

·
·
·
·

대중교통 허브 광장 조성
버스 출도착 안내서비스 정비 등
철도역/버스터미널 ↔ 관광지(특화가로 등) 연계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안내표지 자동번역서비스, 통합관광안내소 설치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평가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교통관련 단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교통부문 단위사업의 적절성을 평가
하기 위해 사업구성 예시를 바탕으로 검토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대체로 주거복지 관련 내용으로 구성, 중심시가지형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평
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
점조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 집객 등을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성화지역 내 보행동선 및 주차체계가 담보되어야 하고, 활성
화지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여건과 개별 사업간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하므
로, 이와 관련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활성화계획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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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그림 3-2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평가 기본방향 설정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교통부문 검토항목
1) 교통관련 현황 조사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선 지역현황조사 항목 내에 도
시계획 현황의 하위항목으로 교통시설에 대해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한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신청 시 사업목표별 성과지표로서 주
차장 보급면수, 가로(보행)환경 개선·조성 건수, 도로 개설·정비 건수 등을 설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략적인 교통거점시설과 목표만 제시하면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이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보급 및 도로·보행환경 개선을 위
해선 비교적 정량적인 현황 파악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총 연장, 4m 미만, 4~6m 미만, 6~8m 미만, 8m 이상), 주차장 확보
율, 공영주차장,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타) 등이 조사
되어야 도로 확충 및 주차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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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교통관련 현황 부문 검토내용(예시)
항목

검토내용
․도로 폭원에 의한 불량도로 현황
․도로 기능에 따른 활성화 지역내 도로소통 여건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 현황
․주·야간 불법주차 현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수행여부에 따른 최신조사 자료 포함여부 검토
․공영 주차장 및 유형별 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

도로

주차

2) 소방도로 정비사업 관련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불량도로를 중심으로 소방도로 정비사업이 포함
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소방도로 기능유지를 위한 불법주차
관리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3-37> 소방도로 정비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항목
사업의 적절성
소방도로 기능 유지

검토내용
․시설 규모 : 폭원, 연장 등
․불법주차 상시 감독 방안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3) 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주차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업에 주차장 확충사업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 확충사
업은 도시예산 제약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인 현실이며, 주차장
수급문제를 도시재생사업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합리적 정책이라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검토에서는 사업자체의 적절성과 함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함
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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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항목
사업의 적절성

주차여건 개선방안

검토내용
․시설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
․사업예산의 적절성 여부
․주차유형(자주식, 기계식 등)의 적절성 여부
․향후 유지관리 방안 : 유료화, 운영주체, 공공주차장 기능 부여 등
․공공기관, 학교 등 가용 주차공간의 공유 및 개방 유도
․첨단 기술을 통한 주차 관리 방안
․노상 주차 확대 및 정비 방안 : 일방통행
․불법주차 상시 감독 방안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4) 도로 및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보행환경 개선사업 포함)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에는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활성화 지역의 보행환경 및 도로 상태 불량 여부, 생활도로 기능 여부, 지역내
특화기능 조성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 정비 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
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구간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의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적절하게 구
상되어야 한다.
한편, 도로 정비사업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된
공간에 불법주차 등 이용행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
한 지자체나 주민 공동체의 이행여부가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39> 도로 및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사업 대상 구간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
․사업예산의 적절성 여부
․보행 및 차량간 이동 여건 검토 : 보행-차량간 상충, 차량 소통여건 등
․사업내용의 적절성 : 도로 다이어트 등 도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 가능성 등

정비사업 효과
유지관리 방안

․도로 불법점유 및 적치 등에 의한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노력
․도로정비 구간의 불법주차 상시 감독 방안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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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에서의 거점시설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은 사람의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내 활기를 되찾기 위한 사업으로
서, 활성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도시재
생사업내용 중 주요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 및 차량, 대중교통의 접근
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표 3-40>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관련 검토항목(예시)
항목
사업의 적절성
거점시설의 접근성 및
주변지역 연계

검토내용
․사업 대상지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
․사업예산의 적절성 여부
․보행 연계 체계
․대중교통 연계 체계 :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교통체계
․주차유발 수요 검토

6) 도시재생 단위사업간 연계성 관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활성화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구상되고 있
으며, 일부 단위사업간에는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단위
사업간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표 3-41> 도시재생 단위사업간 연계성 관련 검토항목(예시)
항목
단위사업간 연계성 검토

검토내용
․단위 사업간 연계 필요사업 여부 파악
․사업간 연계성 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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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앞선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교통부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내 현황파악을 검토하는 부분,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보행 및 도로, 주차, 사업지역 접근성 및 대중교
통), 활성화계획 총괄 검토하는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설명은 각각의 부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가. 현황파악 부문 검토
먼저 현황파악 부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기초조
사서 내 교통관련 조사항목을 상세히 파악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예를 들어 보행, 도로체계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불법·이면주차
로 인한 불법주차 단속 건수, 혹은 이로 인한 주민 민원 빈도 등을 제시했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부문별 시설현황, 운영현황을 상세히 파
악할 뿐 아니라 사업지로 접근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영하였다.
<표 3-42>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1)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서의 교통관련 조사항목의 부문별 현황 파악내용 검토
※ 참고예시: 보행, 도로체계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불법주차 현황 관련 통계 누락 등
항목

검토내용
․보행체계의 시설 현황

보행
및
도로

- 폭원별 보행도로 현황
- 보차분리 현황 및 불량 보행로 현황
․보행체계의 운영 현황
- 불법 적치물, 이면불법주차 현황
- 유효보도폭 및 보차분리여부
- 보행동선 단절구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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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주차

대중교통

․도로체계의 시설 현황
- 도로 폭원별 현황(4m 이하, 5~12m, 13m 이상)
- 도로 폭원에 의한 불량도로 현황
- 기타 도로 환경 여건(중앙분리대, 침수, 관리, 불법적치물)
․도로체계의 운영 현황
- 도로 기능에 따른 활성화지역 내 도로소통 여건
- 교통량(ex.~400, ~1,000, ~1,800, ~2,600, 2,600대/시)
- V/C
- 교통안전 위협요소(안전시설, 불법주정차, 통행속도, 가로시설물)
․주차 시설 현황
- 주차장확보율 파악여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최신자료 여부)
: 주차장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수행여부에 따른 최신자료 반영여부 검토
․주차 운영 현황
- 불법/이면주차현황 파악여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최신자료 여부)
- 공영주차장 및 유형별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사업지 접근 대중교통체계 운영현황(통과 포함)
- (버스) 노선(위계별), 배차간격, 정류장(환승센터) 위치
- (도시철도) 노선, 배차간격, 역 위치

주: 연구진 작성

나.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1)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1): 보행 및 도로 부문
본 가이드라인에서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은 보행 및 도로, 주차, 대중
교통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빠지
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보행·도로, 주차분야 사업이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 특성,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구간)이 선정되고 사업내
용이 제안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사업내용
의 적절성 등의 물리적 검토와 더불어 단위사업으로 인한 개선방안 및 사업효
과 제고를 위해 행태 개선노력, 감독방안, 주민협의체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
으로 모색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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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2)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① 보행 및 도로부문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성 예시에는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지
역의 보행환경 및 도로상태 불량여부, 생활도로 기능여부, 지역내 특화기능 조성여부 등에
따라 도로정비 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음
- 보행 및 도로정비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사업 대상 구간이 선정되
고 사업내용이 구상되었는지 검토
※참고예시(1): 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목적을 두나 사업간 연계보행체계 정비가 미흡한 경우
※참고예시(2):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보행 동선체계와 지역거점(광장, 특화가로 등)간 단절이 있는 경우
항목

사업의
적절성

검토내용
․사업대상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 가로(보행)환경 개선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가로(보행)환경 조성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도로 개설 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 도로 정비 건수(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사업예산의 적절성
- 추가/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토지비준표(한국감정원)
․사업내용의 적절성
- 도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사업(예: 도로 다이어트) 시행 가능성 등
․보행 및 차량간 이동여건 검토
- 보행-차량간 상충, 차량 소통여건 등
- 소방도로 미확보 여부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노력
- 도로 불법점유 및 적치 등에 의한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행태개선 노력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도로 정비구간 및 소방도로 구간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설정 및 안전 보행로 위한 보행설계 및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 보행로 불법 점유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주민간 협의 노력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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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2): 주차 부문
특히, 주차공급사업을 제시한 경우 사업의 적절성 중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략적 계획,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어느 수준으로 제안했는지 살펴보며, 구도
심에서 문제가 되는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의 감독방안, 행태 개선노력 등을
다루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44>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3)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② 주차 부문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주차상 수급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대다수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추진가능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모두 해결하긴 어려우나,
주차장 확충사업의 적절성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참고예시: 불법주정차 심각지역이 아닌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건설하는 경우
항목

검토내용
․사업대상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 주차장 보급(실타 매뉴얼 성과지표 예시)

사업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 지역별 조달청 건설기준단가(예시)
- 혹은 한국감정원에 주차관련 토지비준표 있는지 확인
․사업내용의 적절성
- 자주식, 기계식 등
․향후 유지관리방안 및 공공기관 가용 주차공간 공유/개방유도방안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주: 연구진 작성

- 무/유료화, 운영주체, 공공주차장 기능부여 등
- 무료화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포함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 상업지/주거지 주차 공유방안 등 주민 협력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주민협의체 등)
- 무/유료화, 운영주체, 공공주차장 기능부여 등
- 무료화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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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3): 거점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부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경우엔 면적의 제한 등으로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접근성 개선대책이나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은 실질적으로 활성화계
획 위계에서 제안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
의 목적과 더불어 외부 관광객의 유입 등을 전제에 두고 계획한 관광 관련 핵심
컨텐츠사업 등을 제안한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은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동거점간 보행 연계체계, 주차 동선, 거점간 안내
체계, 지역간-지역내 연계교통체계의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며 단위사업간 연계
되었을 때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45>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4)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내용을 부문별로 검토합니다.
Ⅱ-③ 거점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부문
-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함
- 사람의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으로 활성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
- 이를 위해 사업내용 중 주요 거점조성사업에 대해 보행, 차량,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함께
검토
※참고예시(1): 지역특산품 위주의 특화가로(거점) 중심의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나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열악하며 활성화계획 내에서 검토되지 않은 경우
※참고예시(2): 교통거점 주변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나 교통거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유입계획이 부재한 경우
항목

검토내용
․사업대상지 입지 및 규모 적절성

사업의
적절성

연계교통
접근교통

․사업예산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 거점시설(특화거리 조성 등)의 거점기능 실현 가능성
․활성화지역 내 연계교통체계(보행, 주차) 적절성
- 활동거점간 보행 연계체계 및 주차동선 등 검토
- 거점간 안내체계 등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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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활성화지역 접근교통체계(대중교통, 주차) 적절성
-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교통체계 검토
- 교통거점에서 재생지역내 활동거점으로 보행 연계체계
․단위사업간 연계 필요사업 여부
- 교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단위사업간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위사업
사업이 있는지 검토
연계
․단위사업간 연계성 확보방안
-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교통체계 검토
- 거점시설로 인한 주차유발수요 검토
주: 연구진 작성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괄 검토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현황과 부문별 단위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하며
각 계획요소의 적절성 및 추가보완 필요여부를 진단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파악된 문제점과 비교하여 제시된 계획요소가 적절한지, 또한 대
상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획요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
록 마련하였다.

<표 3-46>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5)
Ⅲ. 활성화계획 총괄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파악, 제시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총평으로서 계획요소의 적절성 및 추가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
※참고예시: 교통관련 현황 검토, 문제점 도출과정과 제시된 사업계획간 일관성이 미흡한 경우
검토내용
․활성화계획 내 기재 현황문제 대비 계획요소 적절성
- 대상지 관련 파악 문제점 대비 제시된 계획요소가 적절한지 검토
․활성화계획 내 추가보완계획 필요 여부
- 대상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획요소의 추가보완 필요여부 검토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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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재생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앞에서 제시한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각 부문에 대
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에서 각 부문별 자료에 대한 보고서(안)의
페이지를 표기하고, 이에 대한 검토위원의 검토결과를 기재하도록 운영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결과는 적/부심사 혹은 5점 척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표 3-47>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안)
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항목
검토내용

자료

․보행체계의 시설 현황

(Page)

․보행체계의 운영 현황

(Page)

․도로체계의 시설 현황

(Page)

․도로체계의 운영 현황

(Page)

․주차 시설 현황

(Page)

․주차 운영 현황

(Page)

․사업지 접근 대중교통체계 운영현황

(Page)

보행
및
도로

주차

대중교통

Ⅱ. 활성화계획 내 단위사업계획 부문별 검토
Ⅱ-① 보행 및 도로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자료

․사업대상 구간 및 규모의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보행 및 차량간 이동여건 검토

(Page)

․보도 및 도로 이용행태 개선 노력

(Page)

․도로 정비구간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Page)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 등

(Page)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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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활성화계획 중 현황파악 검토
(부적합~적합)
Ⅱ-② 주차 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개선방안 및
사업효과

․시설 위치 및 규모의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향후 유지관리방안 및 공공기관 공유/개방유도방안

(Page)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 불법주차 상시 감독방안

(Page)

․주차이용행태 개선 노력(주민협의체 등)

(Page)

Ⅱ-③ 사업지역 접근성 및 대중교통 부문
항목
검토내용

사업의
적절성

연계교통
접근교통

자료

자료

․사업대상지 입지 및 규모 적절성

(Page)

․사업예산의 적절성

(Page)

․사업내용의 적절성

(Page)

․활성화지역 내 연계교통체계(보행, 주차) 적절성

(Page)

․활성화지역 접근교통체계(대중교통) 적절성

(Page)

Ⅲ. 활성화계획 총괄 검토
검토내용

자료

․활성화계획 내 기재 현황문제 대비 계획요소 적절성

(Page)

․활성화계획 내 추가보완계획 필요 여부

(Page)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검토결과
0~5점
(부적합~적합)
0~5점
(부적합~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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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제1절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수립한 교통부문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에 두어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에 대한 진단을 진행한다. 진단에 앞서 각 대상지별
쇠퇴원인 분석과 교통체계 현황, 교통관련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도시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사업을 분류하였다.

1.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쇠퇴 원인 분석
2018년도에 승인된 사업들의 대상지별 쇠퇴원인을 살펴보면 교통거점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활
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쇠퇴 과정에 있던 곳이 대부분이다.
<표 4-1>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별 쇠퇴원인
시도
부산

지역
시군구
동래구

유형

쇠퇴원인 파악

중심

․터미널 이전, 세원백화점 등 상업시설 부도 등으로 온천장 쇠
퇴, 유흥거리로 전락
․도시공간구조 변화 및 소비유형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획일적
상권으로 관광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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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쇠퇴원인 파악
․도시 확장으로 공공기능 및 중심성 약화
․KTX 개통 이후 대구역 정차횟수 감소로 인해 상권 쇠퇴, 유동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경인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인접지역 단절, 접근성 저하
․공업지역 노후화로 소비력 저하, 노후주거지 집중 형성

대구

중구

중심

인천

서구

중심

광주

북구

경제

광주

북구

중심

강원

태백시

경제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경제기반 악화로 원도심(장성중앙시장 등) 및 지역상권
쇠퇴, 주거환경 악화

․대학-대상지간 물리적 단절
․대상지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목가 이면주차 만연

강원

삼척시

중심

․산업 구조의 악화로 지역산업(시멘트산업 등 제조업) 쇠퇴, 인
구감소, 공동화 진행
․방치된 대규모 폐산업부지로 인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경
관훼손, 환경오염 심각

충남

보령시

중심

․석탄합리화사업, 이농현상, 신시가지 개발로 원도심 쇠퇴 가
속, 고령화 및 상권경쟁력 약화
․승용차 이용인구 증가로 대중교통 결절지인 원도심의 유동인
구 감소
․상권침체 및 빈점포 증가
․대상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쾌적성 저하

전북

정읍시

중심

전북

전주시

중심

전남

광양시

중심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 대상지 사업체수 감소, 상권의
전반적 경기 하락, 건축물 노후
․중심지 상권 쇠퇴 및 공점포 증가로 원도심 쇠퇴 가속
․가로공간의 활동인구 부족으로 범죄발생 가능지역 증가

경북

포항시

경제

․부도심 개발, 포항시청 및 포항역 이전으로 원도심 경제기반
상실, 쇠퇴진행 가속화
․대학 이전, 산업화로 인한 수질 악화, 백사장 유실 등으로 관
광, 교육기능 상실

경북

경주시

중심

․경제활동인구 감소, 원도심 공동화 지속
․안전사고 위험, 경관 및 환경악화로 상권 이미지 훼손

중심

․국가산단 내 주요 대기업 이전으로 전반적 경기침체 지속
․인근 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쇠퇴 가속화
․특화가로 내 문화적 콘텐츠 부족, 구제의류 판매 침체 등으로
상권 침체

중심

․육군대학, 해군작전사령부, 진해시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
른 원도심 기능 약화
․진해 외곽개발로 인한 상권유출 가속화, 원도심 공동화, 개발
제한구역으로 노후 건축물 급증
․광역대중교통체계 미흡, 교통연결의 말단으로 접근성 미흡

경북

경남

구미시

창원시

주: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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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교통체계 현황 파악
이전 사업인 ’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개략적 광역교통, 간선교통 수준에서 현황을 파악
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
히,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중요한 간선교통, 접근교통체계에 대한 현황파악
이 매우 미흡하여 교통부문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결여가 우려된다.

<표 4-2>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별 교통체계 현황 파악
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지역간
교통

지역내
간선교통

지역내
접근교통

비고
(연구진 작성)

부산

동래구

중심

-

-

-

온천장역

대구

중구

중심

대구역

-

주차시설
부족

인천

서구

중심

서인천IC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석남역
(인천2)

주차시설

대구역
중앙로역
석남역
(7호선 연장
개통예정)

광주

북구

경제
-

-

주차장 부족
이면주차
심각

광주역

광주

북구

중심

강원

태백시

경제

-

-

-

태백역

강원

삼척시

중심

-

-

-

삼척항
동서고속철도
추진중

충남

보령시

중심

-

-

-

-

전북

정읍시

중심

정읍역,
정읍고속·시
외버스터미널

-

주차시설

정읍역
정읍고속·시
외버스터미널

전북

전주시

중심

전주역

주차장 부족
도로폭원
협소

전주역

전남

광양시

중심

옥곡IC
(남해고속도로)

경북

포항시

경제

영일만항
기능이전예정

경북

경주시

중심

경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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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지역간
교통

경북

구미시

중심

구미역

경남

창원시

중심

-

지역내
간선교통

지역내
접근교통

비고
(연구진 작성)
경주고속·시
외버스터미널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

-

-

진해버스터미널

주: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함

3. 2018년도 승인사업 활성화계획 내 교통관련 사업내용 검토
이어서 승인된 지역의 활성화계획에 제시된 대중교통 관련 사업, 주차관련
사업, 보행·가로관련 사업 등을 재원유형별(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자체지
방비사업, 공공기관사업, 민간사업)로 정리28)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중 교통관련 사업내용(재원별 분류)
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대중교통
관련사업

부산

동래구

중심

대구

중구

중심

인천

서구

중심

광주

북구

경제

부처협업(3)

광주

북구

중심

부처협업(1)

강원

태백시

경제

강원

삼척시

충남

보령시

주차
관련사업

보행/도로
관련사업

마중물(1)

마중물(3)

기타

마중물(2)
마중물(1)
부처협업(0.5)
지방비(1.5)

마중물(1)
부처협업(1)
지방비(1)
마중물(2)

마중물(1)

마중물(1)
부처협업(1)

중심

지방비(1)

지방비(1)

중심

마중물(1)

마중물(2)
공공기관(1)

28) 단위사업에 2종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경우 0.5개로 분류

마중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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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대중교통
관련사업

주차
관련사업

보행/도로
관련사업

전북

정읍시

중심

마중물(2)

마중물(1)

마중물(6)
지방비(1)

전북

전주시

중심

마중물(1)

마중물(1)

마중물(1)
부처협업(1)

전남

광양시

중심

마중물(1)

마중물(1)

경북

포항시

경제

경북

경주시

중심

경북

구미시

중심

경남

창원시

중심

기타

마중물(1)
부처협업(1)
지방비(2)

지방비(1)

마중물(1)

마중물(3)

마중물(3)

마중물(1)

마중물(1)

마중물(1)

마중물(1)

주: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함

대체로 보행/도로관련 사업 및 주차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마중물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문 사업내용을 특히 마중
물사업을 위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주차장 공급사업, 특화거리
조성 및 CPTED 적용 등 보행/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마중물 사업 중엔 대중교통 관련 사업의 비중이 주차장, 보행/도로 관
련 사업보다 현저히 적었다.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의 교통관련 단위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4>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중 교통관련 사업내용(세부내용)

시도

부산

지역
시군구

동래구

(단위: 원)

유형

교통부문 사업내용

중심

․(주차) 혁신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신설(마중물, 84.9억)
․(보행/도로) 핫스프링 거리 조성(마중물, 20.4억)
․(보행/도로) 걷고싶은 안심거리 조성(마중물, 4.7억)
․(보행/도로) 동래온천 보행관문 조성(마중물, 54.2억)
․(보행/도로) 동래온천 보행환경 개선산업(부처협업, 16억)
․(보행/도로) 온천365 도시활력 증진사업(테마거리)(지방비, 93.7억)
․(보행/도로)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지방비, 33.6억)
․(보행/도로) 중앙대로(온천장역 일원) 확장공사 (지방비, 4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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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구

인천

광주

지역
시군구
중구

서구

북구

유형

교통부문 사업내용

중심

․(보행/도로) 역사생활가로 조성(마중물, 10억)
․(보행/도로) 안전마을만들기 CPTED 조성(마중물, 8억)

중심

․(주차) 석남 거북이기지내 공영주차장 신설(마중물, 38억)
․(주차) 신거북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부처협업29), 80억)
․(주차) 석남어울림센터 내 공영주차장 조성(마중물, 30억)
․(주차)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지방비, 100억)
․(주차) 역세권 환승주차장 사업(지방비)
․(대중교통) BRT 환승센터 조성사업(지방비)
․(보행/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지방비, 832억)
․(보행/도로) 걷고싶은 마실길 조성(마중물, 20.5억)
․(보행/도로)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부처협업, 40억)
․(보행/도로) 석남 보행육교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마중물, 11.4억)
․(자전거)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지방비)

경제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개설 및 환승역 개설(부처협업, 518억)
․(대중교통) 광주송정역~광주역간 셔틀열차 운행(부처협업, 8.2억)
․(대중교통)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부처협업, 5억)
․(보행/도로) 광장주변 교통보행환경개선(마중물, 20.3억)
․(보행/도로) 푸름이음공원푸른숲길및도로보행환경정비(마중물, 5.4억)

광주

북구

중심

․(대중교통) 광주 지하철 2호선 신설(부처협업, 518억)
․(주차) 북구 공영주차장 조성(마중물, 53.6억)
․(보행/도로) 글로컬 문화거리 보행 가로경관 조성사업(마중물, 22.2억)
․(보행/도로)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부처협업, 83.5억)

강원

태백시

경제

없음

중심

․(주차) 주차장 조성사업(지방비, 8억)
․(주차) 체류형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 중 주차장 조성(민간)
․(보행/도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지방비, 8억)
․(보행/도로) 체류형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 조성(민간, 1,278억)

중심

․(주차)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지하주차장 신설(마중물, 27억)
․(보행/도로) 스마트 안심가로(스마트 횡단보도 등) 조성(마중물, 10억)
․(보행/도로) 역사문화테마가로 및 탐방루트 조성(마중물, 7.3억)
․(기타) 전선지중화 사업(공공기관, 40억)

중심

․(대중교통) 정읍역 에코버스 운행(마중물, 5억)
․(대중교통)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 연계방안(마중물, 1억)
․(대중교통) 정읍역 KTX + ex-Hub 프로젝트(공기업)
․(주차)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마중물, 24억)
․(보행/도로) 유니버셜디자인 안심도로 조성(마중물, 3억)
․(보행/도로) 생태 생활도로 개설(마중물, 8억)
․(보행/도로) 관사지구 안전골목 조성(마중물, 0.6억)
․(보행/도로) 시가지 녹색기능 제고사업(마중물, 13억)

강원

충남

전북

삼척시

보령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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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
시군구

유형

교통부문 사업내용
․(보행/도로)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지방비, 9억)
․(보행/도로) 연지시장-주변골목살리기(마중물, 27억)
․(보행/도로) 중앙로 살리기(마중물, 11억)
․(대중교통) 혁신관광플랫폼조성(교통및복합환승장설치) (마중물, 38억)
․(대중교통) 혁신관광플랫폼조성(전주역주변교통연계방안수립) (마중물)
․(주차) 청년문화놀이터 내 다목적 주차장 조성(마중물, 5억)
․(보행/도로) 보행친화도로 정비(마중물, 14억)
․(보행/도로)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부처협업, 60억)

전북

전주시

중심

전남

광양시

중심

․(주차) 광양 시민광장 1층 주차장 조성(마중물, 24.3억)
․(주차) 녹색주거지 조성 중 녹색주차조성사업(국비 1.2억, 지방비 8천)
․(보행/도로) 안심골목 조성사업(마중물, 13억)

경제

․(보행/도로) 송도-영일대해수욕장 연결교량 건설(부처협업, 662억)
․(보행/도로) 상생 인도교 개설(지방비, 37.5억)
․(보행/도로) 복합 문화예술 체험 거점 및 특화가로 조성(마중물, 112.5억)
․(보행/도로) 범죄예방 생활환경 CPTED 조성(10억)

중심

․(주차) 황오 커뮤니티센터 내 공영주차장 조성(마중물, 28.7억)
․(보행/도로) 황오거리 조성(마중물, 17.6억)
․(보행/도로) CPTED 안전한 골목길 조성(마중물, 3.5억)
․(보행/도로) 글로벌 문화로 조성(마중물, 6.2억)

중심

․(대중교통) 신교통수단(Tram) 도입 타당성 검토(지방비, 1.5억)
․(주차) 상생플랫폼 내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마중물, 104.5억)
․(주차) 미니큐브 내 지하주차시설 조성(마중물, 21억)
․(주차) 구미호 부설주차장 설치(마중물, 0.5억)
․(보행/도로) 원형미로 조성사업(마중물, 9.5억)

중심

․(주차) 근대군항 공유가로 리브랜딩 중 포켓주차장 조성(마중물)
․(주차) 하나로이음센터 부근 주차장 조성(마중물)
․(보행/도로) 근대군항 공유가로 리브랜딩(마중물, 10억)
․(기타) 스마트투어프로그램(교통정보시스템 연계구축) (마중물, 5억)

경북

경북

경북

경남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창원시

주: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함

동일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대상지별 쇠퇴원
인을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역의

29) 지방비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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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었으나 특화가로 조성 등으로 주변지역의 인구를 유인함으로써 유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반면, 그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전체의 인구 감소가
가속될 경우엔 원거리 지역에서도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12
개에 대해 도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단을 진행하였다.

4. 2018년도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
앞서 언급했듯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승인되었어도 각 지역별 특징은 다르
다.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복지 증진이 주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중심시
가지형은 주로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
화 또는 공공청사, 교통거점시설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감소한 이
들 지역은 대부분 특화가로, 테마가로 등의 집객기능을 가진 컨텐츠를 중심으
로 사업계획을 설정하였고 이에 보조되는 보행, 주차, 대중교통 부문 단위사업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집객의 범위에 있어 도시유형별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사업지역의 경우엔 대도시의 인구는 거의
유지되나 해당 사업지만 일부 쇠퇴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교통체계를 확충하여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인구 규모 자체는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도시내 혹은 주변 도시의 방문객을 늘리는 방법으
로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대상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
역뿐 아니라 대상지역 주변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지자체의 인구가 함께 감소
하는 경우엔 주변지역뿐 아니라 다소 원거리에 있는 거점도시의 방문객을 끌
어올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업의 목적인 유
동인구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유형을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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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1)

먼저 사업지역의 인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공공기능의 이전으로 줄었지만
모지자체의 유인가능한 인구가 일정수준 이상인 도시유형 1과 도시유형 2는
교통접근성의 차이가 주요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들
은 도시내 접근성을 높이며 활성화에 따른 집객 효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부
교통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도시유형 3의 경우엔 전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거점
에서 대상지역까지의 광역접근성에 대해 고려한 단위사업이 중요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도시유형 1

도시유형 2

도시유형 3

<그림 4-2>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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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 추
이와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
시 북구, 창원시 진해구가 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교통인프라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이들 대상지는 대체로 인구가 줄지 않거나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인구가 지난 23년간 약 10% 정도 감소했으나 인구가
증가하는 북구(4.8%), 해운대구(34.2%)에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다. 대구광
역시 중구는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끌고 올 수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핵심 컨텐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에선 인접지역 및 도시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단위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5> (도시유형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인구 추이
지역

1995(A)

2005

2015

2018(B)

B/A

부산광역시 동래구

313,176

276,095

272,837

266,515

-14.9%

부산광역시

3,883,880

3,638,293

3,513,777

3,441,453

-11.4%

대구광역시 중구

114,759

80,081

80,928

79,401

-30.8%

대구광역시

2,478,589

2,511,306

2,487,829

2,461,769

-0.7%

인천광역시 서구

298,724

380,916

504,606

538,596

80.3%

인천광역시

2,353,073

2,600,495

2,925,815

2,954,642

25.6%

광주광역시 북구

464,700

454,241

446,316

439,773

-5.4%

광주광역시

1,285,633

1,401,745

1,472,199

1,459,336

13.5%

창원시 진해구

129,716

156,992

185,733

193,376

49.1%

창원시

1,039,142

1,086,530

1,070,064

1,053,601

1.4%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연구진 재구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
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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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중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는 인구가 증가
하는 지역이다.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도)의 경우엔 인구가 감소
하지만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일부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서 집객이 필요할
경우 대상지역을 포함한 시지역 혹은 인접지역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각각 14.3%,
39.4%, 21.3% 증가하였다. 물론 사업대상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여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면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통부문 사업으로는 시내 접근성을 높
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접근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표 4-6> (도시유형 2)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1)
지역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전라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남해군
하동군
전라남도

1995(A)
569,804
328,152
128,415
151,039
86,461
40,086
44,612
2,006,602
302,413
151,641
133,895
33,577
86,169
53,878
86,365
2,770,378
129,111
185,551
251,156
36,432
68,406
65,743
2,185,564

2005
621,749
318,506
102,720
129,050
83,651
29,021
32,511
1,885,335
374,614
141,632
110,444
27,709
64,457
46,960
107,750
2,688,491
138,098
301,389
270,934
29,577
51,825
53,131
1,967,205

2015
652,282
302,061
88,721
115,977
95,303
26,203
30,271
1,869,711
419,915
140,132
102,374
24,126
54,477
45,029
122,829
2,702,826
153,587
290,168
278,765
27,308
45,865
50,259
1,908,996

2018(B)
651,091
294,062
85,331
112,169
94,444
25,963
30,072
1,836,832
421,494
141,104
100,297
23,919
52,944
44,672
118,828
2,676,831
156,564
283,300
279,389
27,117
43,990
47,533
1,882,970

B/A
14.3%
-10.4%
-33.6%
-25.7%
9.2%
-35.2%
-32.6%
-8.5%
39.4%
-6.9%
-25.1%
-28.8%
-38.6%
-17.1%
37.6%
-3.4%
21.3%
52.7%
11.2%
-25.6%
-35.7%
-27.7%
-13.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연구진 재구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
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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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시유형은 보령시, 정읍시, 포항시가 해당된다. 이 지역은 대상지
역을 포함한 지자체의 인구가 대체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뿐 아니라 인접지
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엔 이례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만 해당된다. 이러
한 유형의 도시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할 때 해당
지자체와 인접 지역의 수요를 유도하는 것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므로 전국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거점에서 대상지역까지의 접근성에 대해 고려한 단위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7> (도시유형 3) 보령시, 정읍시, 포항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1)
지역

1995(A)

2005

2015

2018(B)

B/A

보령시

122,895

108,056

104,754

101,990

-17.0%

부여군

103,516

81,430

71,143

68,078

-34.2%

서천군

85,184

64,322

56,910

53,922

-36.7%

청양군

45,714

34,921

32,485

32,296

-29.4%

홍성군

101,458

90,931

94,553

101,082

-0.4%

1,852,361

1,962,646

2,077,649

2,126,282

14.8%

151,039

129,050

115,977

112,169

-25.7%

전주시

569,804

621,749

652,282

651,091

14.3%

김제시

128,415

102,720

88,721

85,331

-33.6%

부안군

84,350

65,018

56,848

54,441

-35.5%

임실군

44,612

32,511

30,271

30,072

-32.6%

순창군

39,728

32,012

30,248

29,209

-26.5%

고창군

85,173

63,676

60,046

57,041

-33.0%

담양군

61,174

50,364

47,009

46,917

-23.3%

장성군

58,898

49,165

46,360

45,795

-22.2%

2,006,602

1,885,335

1,869,711

1,836,832

-8.5%

510,167

507,052

519,584

510,013

0.0%

경주시

283,766

275,087

259,773

256,864

-9.5%

영천시

123,069

107,337

100,648

101,595

-17.4%

영덕군

37,878

29,298

26,384

25,678

-32.2%

청성군

57,548

45,003

39,191

38,108

-33.8%

2,770,378

2,688,491

2,702,826

2,676,831

-3.4%

충청남도
정읍시

전라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연구진 재구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
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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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도시유형은 강원도 삼척시이다. 강원도 삼척시는 도시유형 3과 유사
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 모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인구는 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철 연
장개통 및 혁신도시 입지로 인한 춘천시(+20.6%)와 원주시(+44.8%)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외의 강원도 내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앞선 도시유형 3의 지방 중소도시와 달리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들에 차이가 있어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표 4-8> (도시유형 3-1) 삼척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
지역

1995(A)

삼척시

2005

2015

2018(B)

B/A

90,005

73,134

70,839

68,326

-24.1%

동해시

100,277

99,230

93,895

91,272

-9.0%

정선군

61,115

44,203

39,197

37,700

-38.3%

울진군

70,717

56,707

51,885

50,036

-29.2%

봉화군

49,960

36,599

33,808

32,843

-34.3%

1,528,488

1,513,110

1,549,507

1,543,052

1.0%

강원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연구진 재구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
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2019. 12. 21)

위와 같이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대상지를 3가지 도시유형으로
나눈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도시유형 분류
유형
도시유형 1: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구광역시 중구, 광주광역
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창원 진해구

도시유형 2: 지방 중소도시(인구증가)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도시유형 3: 지방 중소도시(인구감소)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북 포항시

도시유형 3-1: 강원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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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업 유형별 수립내용 진단
가. 보행 및 도로부문
도시유형 1에 해당하는 부산에서는 온천장을 중심으로 특화거리 위주의 사
업을 많이 제시하였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핫스프링 거
리 등의 테마가로 조성사업, 보행관문 조성사업뿐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대구에서도 관풍루 진입광장, CPTED 적용 안심가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고, 인천에서는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스마트안전시
설 설치를 포함한 걷고싶은 마실길 조성 사업을 제시하였다. 광주 역시 글로컬
문화거리 보행 가로경관 조성사업, 민주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
막으로 창원시 진해구 사업은 근대군항을 주제로 문화공유가로를 정비하는데
도로다이어트와 보행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들 도시들은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 등의 교통거점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거점에서 핵심컨텐츠사업까지
의 접근성을 한층 제고하는 목적과 더불어 보도 또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안전
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주로 제시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중소도시 유형의 사업(도시유형 2)을 살펴보면 전주는
보행친화도로 정비사업, 첫마중길 조성사업, 광양시는 안심골목 조성사업이,
구미시는 원평미로 조성사업 내에 가로환경 통합정비 사업이 제안되었다. 도시
유형 3에 해당하는 충남 보령시는 역사문화테마가로 및 탐방루트 조성, 스마트
안심가로 조성사업, 전북 정읍시는 유니버셜디자인 안심도로, 연지시장-주변
골목 살리기사업 등의 특화거리, 안전사업 외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방비
사업으로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경주시는 글로벌 문화로, 황오거리
조성 등 특화거리 사업과 CPTED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
막으로 경남 삼척시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체류형 문화예술관광 클러스
터 조성사업 등에 가로정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의 보행 및 도로부문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
분 특화가로 개설사업, 교통안전 관련 CPTED 적용사업, 가로 및 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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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을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사업지역은 대부분 이면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교통사고 발
생 등의 문제를 앓는 곳이 많아 계획된 보행·도로부문의 사업이 시행되는 과
정에서 이러한 불법·이면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자료: 네이버 지도(로드뷰), https://map.naver.com/(2019. 11. 30)

<그림 4-3> 중심시가지형 사업 대상지의 불법주차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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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부문
이어서 주차부문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은 혁신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
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며, 인천에서는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신설 외에 신
거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연계된 환승주
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북구 공영주차장 조성사
업을 제안하였다. 창원시에서는 하나로이음센터 부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
유가로 정비 시 포켓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유형 2에 해당하는 전주시는 청년문화놀이터 내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
며, 광양시도 시민광장 주차장 조성뿐 아니라 녹색주거지 조성사업에 담장허물기
와 연계한 녹색주차 조성사업을 제시한 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다. 구미시는 상생
플랫폼 내 시장 공영주차장, 미니큐브 내 지하주차시설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인 보령시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지하주
차장을 신설할 예정이며, 정읍시에서도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지역 주변 공영
주차장, 경주시는 황오커뮤니티센터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
에 강원도 삼척시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의 주차부문 계획 역시 지역의 특성에 크게 관계없
이 핵심컨텐츠사업 공간인 어울림센터, 상생플랫폼에 주차장을 공급하거나 신
규로 입지하게 된 공공청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
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수급률, 불법·이
면주차 단속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찰하지 않고 부지매입
및 확보의 용이성에만 기반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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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 부문
도시유형별로 계획상으로도 가장 다양하며 처한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
이는 부문은 바로 대중교통이다. 도시유형 1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창원은
(도시)철도역과 인접한 곳으로 유동인구를 집적하기에 좋은 곳이다. 광주의 경
우엔 철도역과 인접하나 광주역은 KTX 미정차 이후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
열차 운행, 광주지하철 2호선 개통,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이 예
정되어 있어 관련 계획 시행 시 유동인구 증가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엔 다른 도시와 달리 경인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연계한 BRT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제안하였다.
인구가 증가한 지방도시 중에는 전주시가 혁신관광플랫폼 조성사업에 복합
환승장 운영사업과 전주역 주변 교통연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을 편
성하였고, 구미시는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도시유형 중에선 정읍시만이 정읍역과 전주시, 내장산 등 인근 관
광거점을 연결하는 에코버스 운영계획과 정읍역 활성화 및 교통 연계방안,
KTX+ex-Hub 연계(정읍역-정읍IC)를 계획하였다. 경주시의 경우엔 경주역의
폐역 예정으로 인하여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계, 활용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교통부문 계획과 달리 대중교통 분야는 지역적으로 처한 환경이 달라
사업의 제안내용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주변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지역내 대중교통 개선의 내
용을 담은 계획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실적
문제로 판단된다. 전체 지자체의 일부를 차지하는 사업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하면서 도시내부 또는 광역적 대중교통 개선을 시행하기에는 계획 위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위 개념의 도시재생 지자체 대중교통계
획의 수립 등으로 현실적 한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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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앞서 간략히 설명되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
형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가 평가주체가
되어 시행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그림 4-4>에 따르면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계획(안)과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
토부에서 실무위와 특위 심의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하
도록 되어있다.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 8

<그림 4-4>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선정과정30)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을 시작으
로 2018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 사업대상지

30)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 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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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에서 활성화계획을 평가하여 선
정하는 절차를 진행시켜 왔다. 2018년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
이드라인 초안」(2018)에서는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
유형 및 선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사업
까지는 사업계획 신청 및 선정과정과 활성화계획 승인과정을 분리하였으나
2019년 사업에서는 두 과정을 통합하여 최초 신청단계에서 활성화계획을 함
께 제출·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청단계와 활성화계획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각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라 함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
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활성화계획과 실현
타당성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
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실현 타당성평
가 요청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를 기초하
여 작성한다. 중앙정부에서는 두 가지 자료를 대상으로 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현황진단 및 지역주민 등 의
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사업구성 예시(메뉴판)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
정하여 패키지 융·복합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31) 또한 지자
체에서 제안하는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은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인
정되는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아 사업 선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 두 과정에서 교통부문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31)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p. 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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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라 함은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국고보조의 타당성
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실현타당성 평가과정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실현타당성 평가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써 평가지원단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국토부 사업담당 사무관으로 구
성되어 지자체의 실타 평가요청서 작성지원 및 검토의견서 작성 등 평가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계획 평가를 실타평가 요청서
교통부문 개선의 필요성과 평가지원단의 일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역할에 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10>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교통부문 문제점
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주요 현황

문제점

․사업 구성 예시를 통해 적용가능 사
업유형 제시

․교통시설공급 또는 교통운영 관
련 사업유형 미비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가점
요소를 통해 최종평가 시 부여

․교통관련 가점요소 미비하여 교
통사업 발굴 한계

․실현타당성평가를 통해 최종사업
평가 선정

․실타평가요청서에 교통부문 평가
요소 등 제시 불충분

․평가지원단으로써 도시재생지원기
구의 평가지원 운영

․뉴딜사업 교통부문 수립과정 컨
설팅 및 평가지원 미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단계
가. 뉴딜 사업구성 예시에서 교통관련 유형 부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는 주거복
지·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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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2018)는 4가지 부문에 대해 각각 ① 삶의 질 향상(주거복지 실현) - 26개
사업, ②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 5개 사업 ③ 일자리 창출 – 15개 사업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 14개 사업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장소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예시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사업구성 예시에서 교통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삶의 질 향상(주거복
지 실현)」 목표에서 ’생활인프라 개선‘ 부분에 5개 사업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15.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16. 공공주도 소규모 공영 주차장
건설), (17. 민간주도 소규모 공영 주차장 건설), (18.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
차장 건설), (25. 골목길 정비) 이다. 이는 정책목표나 뒤이어 제시된 사업 추진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거지 지원 유형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교통 사업을 위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사업 예시는 본 과제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 유형의
주요 대상지인 구도심 지역거점의 교통부문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합한 교통부문 교통시설 공급 또는
교통운영 관련 사업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교통관련 가점요소 미비
제3장에서 설명되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는 활성
화계획 평가과정에서 최종평가 시 부여되는 가점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별로 각 항목별 가점과 감점을 중복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별 최
대 점수를 제한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당초 최대 5점 내지 2점이고
최대 점수도 10점이었으나 가점요소가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항목당 점수도 최대 2점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점수도 5점으로 제한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가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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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개로 이루어져 있다.32)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최종 선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세부사업을 결정
해야 하고 또한 가점요소를 통해 추가 점수를 받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점요소에는 교통관련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가점요소가 미
비한 현황이다. 중심시가지형 이상 뉴딜사업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주요한 목
적으로 하며 이는 사업대상지에 활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사업대
상지에 활동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 교통거점 시설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의
구도심은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거점으로써의 활용이 폭
넓게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공간적 특성과 교통시설 입지 등을 특화한
사업내용이 도입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점요소를 보완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점요소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부처연계사업의 경
우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표 4-11>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사업구성 예시에서 교통부문 사
업유형 미비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합한
교통부문 사업예시 발굴 제시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교
통관련 가점요소 부재

․교통부문을 특화한 사업내용이 도입
가능하도록 가점요소 추가

․실현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사
업 평가 선정

․실타평가요청서에 교통부문 평가요
소 등 제시 불충분

․평가지원단으로써 도시재생지
원기구의 평가지원 운영

․뉴딜사업 교통부문 수립과정 컨설팅
및 평가지원 미비

32) 시·도에서 부여하는 가점은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에서만 가능하며 시·도에서 지정한
항목에 한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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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가.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서 교통부문 평가요소 불충분
앞서도 설명되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사업
의 선정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현 타당성 평가 해설서에 따라서 실현 타당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도시재생 특별위원과 실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한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부 담당 공
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활성화계획
(안)과 실현타당성평가 요청서를 평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2019)에는 실현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양식과 평가요청서 작성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부예산 지원 등의 이유로 중
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실현타당성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현 타당성평가 해설서에서 제시되
는 평가요청서 작성법 등을 최대한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실현 타당성 평가 해
설서의 배점기준, 작성 예시 또는 성과지표 등은 가능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실현 타당성 평가 해
설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내용이 매우 미흡하거나 적절한 교통사업이 제안되도
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실현타
당성 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요구되는 교통 접근성의
문제와 교통 안전성 증진 등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통부문 대안사업을 포함
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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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사전 컨설팅 및 평가지원 미비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실
현타당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포함한 평가지원단은 다
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뉴딜사업의 실현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 및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에 기
반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지원단의 지원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도시
재생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
로 공식적으로 포함된 본 연구원이 교통부문에 있어서 평가지원단으로써 지자
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평가지원 업무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
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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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구분한 도시유형별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사례로 계
획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사업을 진단하고 추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제4장에서는 도시유형을 인구 대도시, 인구가 증
가하는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들 3가지 도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들의 평가기준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내부 수용력 측면으로 사업대상지 내부의 주차시설이나 보행안전시설
등이 현행과 재생사업 시행 이후에 수용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두
번째는 외부 유인력 측면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인구의
유인을 위해 도시내 또는 광역 교통 접근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외부
유인력은 도시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도시 유형 등 대상
지역 모지자체의 인구가 충분한 경우에는 도시내 접근성 확보로도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그러나 3번째 유형인 소도시는 이미 모지자체의 인구가 전체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변도시도 유사한 수준이므로 광역교통 접근성의 확보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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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유형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은 관광휴양지이나 주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노후화에 따라 쇠퇴한 지역이다. 따라서 본사업은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을 활용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온천장역에서 이동한 방문객을 유인하고자 제안한 특화거리, 보행개선사업 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획수립권자는 지역의 자연발생형 가로망 구조로 인해
보행환경이 불량하여 접근성, 연속성은 다소 열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온
천방문객으로 인한 관광버스 주차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방안으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도시재생 혁신어
울림센터 내 공영(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점에 그쳤다는 점과 온천지역의 특
성상 주말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광역시급 도시유형의 교통여건은 다른 도시에 비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업의 경우도 사업대상지의 건축물들은 다른 지방중소
도시들 구도심에 비해 규모가 커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주차시설과 보행시설 측면에서 내부 수용력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나 보행과 차량간 혼용되며 발생하는 안전문제의 심각
성도 다른 지방중소도시의 상황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거리
활력 제고를 통한 유인력 확보를 위한 보행사업이 마중물 사업 3개 사업과 지
방비 및 부처협업사업이 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행안전/주차
공급 문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을 필요로 한다. 외부 유인
력 측면에서는 모 지자체인 부산광역시내에서 부산1호선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 부산 내부접근성이 유리하고 또한 부산1호선이 부산KTX역과 직접 연결
되어 장점으로 작용한다. 본 사업에서 중점사업으로 온천장역과 사업대상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관문(에코브리지) 조성은 이러한 장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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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산광역시 동래구(2019), ｢온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p. 91

<그림 5-1>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2. (도시유형 2)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 주변으로 전주역세권지역인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공업무 기능의 이전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쇠
퇴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추후
연계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상사업에서는 전주역 이용객의 증가추세에 반해 역과 인접한 대상지역의
방문이 저조하다는 점을 관광객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인용하였고, 또한
전주역과의 연계방안 대상지 주변의 보행친화도로 정비, 첫 마중길 조성 등으
로 강구한 면에서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전주역의 환승기능을 제고하기 위
해 복합환승장 운영 계획을 제시했으며 전주역 주변의 교통연계방안을 수립하
기 위한 용역비용도 혁신관광플랫폼 사업 내 단위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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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거버넌스 체계에서 전주시 시민교통과(노선개편TF팀)와 연계할 것을 명
시하였고, 교통연계방안 수립, 복합환승장 운영은 시민교통과에서 담당함으로
써 타 지역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교통 담당부서의
연결성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앞서도 설명되었듯이, 전주시는 60만이 넘는 중급 이상 도시로써 전체 거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이 발달하여 관광지로서도 많
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도시이다. 전주역세권은 이러한 현황을 적절히 활용하
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내부수용력 측면에서 대상사업지 인근을
살펴보면 전주역사 전면의 첫마중길은 넓은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차량과 공간
분리가 비교적 우수하다. 하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주차구획선밖에 주차가
즐비하며 심지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행로에 올라가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역에서도 전주역으로부터 양편으로 보행친화도로 정
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도로의 이면주차 문제의 해결방안은 계획상에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면도로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가능 방안을 모색하고 활용되
고 있지 못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집약화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대상사업은 큰 규모의 교통관련 사업으로 전주역 교통연계방안 및
복합환승장 운영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 전주시의 입장으로써는 전주역
을 통한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도시재생 사업지로서는 복합환승장을 통해 스쳐 지나가
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 전주역 교통연계방안의 경우도
전주역의 접근성 향상 측면만 고려한다면 사업대상지의 직접 효과와는 관련이
낮다. 혁신관광 플랫폼 사업으로 전체 국비보조금 250억 원에서 38억 원을 투
입하고 있는데 본 사업대상지의 활성화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복합환승장 등 세부사업이 사업지로의 유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는 역세권 혁신거점과 대상지간에 6차로의 도로를 넘어 접근할 수 있는 보행
편리성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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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주시(2019),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 p. 113

<그림 5-2> 전주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계획 총괄도

3. (도시유형 3)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역 주변지역 역시 행정기능(지방검찰청, 지방법원지
원, 소방서 등)의 이전으로 쇠퇴한 연지동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KTX 정읍역을 활용한 거점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광
객 수요에 대한 고민을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방문 통계를 인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읍의 손꼽히는 관광지인 내장산을 정읍역을 통해 방문하는 수요
를 늘리기 위해 정읍역과 내장산을 연결하는 에코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
시했고, 정읍역 활성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뿐 아
니라 정읍역과 인접한 정읍터미널, 정읍IC(정읍TG)를 연계하는 KTX+ex-Hub
프로젝트를 공기업 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정읍역의 거점기능 활용과 함께 정
읍역과 정읍시의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정읍역 앞으로 이끌기 위해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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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심관광을 지향하며 연지시장과 주변골목의 특화거리 조성과 보행환경 개
선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유형 3은 모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대상지인 구도심도 쇠퇴
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정읍시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도
시에 해당한다.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에서 구도심의 쇠퇴는 도시 전체의
쇠퇴와 연계되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의 도시재생 문제는 앞선
대도시나 중급 이상 도시의 구도심 재생문제보다 시급하고 전면적이다.
정읍시의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는 다른 소규모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구도심
은 오래되고 낮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많이 차지하여 개별 건축물 부설주
차가 불가능하므로 이면도로 주차가 만연하다. 공영 주차장 공급계획이 있지
만 보행관련 조성사업이 6개 마중물 사업과 지방비 사업 등 다수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전주역 이용객들을 보행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해소하지 못한 보행로 조성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읍시 자체 인구의 감소로 구도심의 활성화는 광역적 수요의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정읍역 교통연계방안과 에코버스 운행 등은 광역수요를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이다. 정읍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정읍역 앞의 도시재생 사업대
상지로 유인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행편리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읍시의 경우는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전주역 인근에 매우 공
간적으로 밀접히 가까운 공간에서 두 개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2017년 도
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
는 시민경제도시 정읍!”이 현행 사업지와 거의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따라
서 정읍역을 통한 광역교통수요의 보행 접근성을 두 사업으로 모두 연결 가능
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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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읍시(2019), 「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보고서(안)」, p. 163

<그림 5-3>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4. (기타)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강원도 삼척시는 대상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도 인구가 감
소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과거 제조업, 시멘트업, 수산물가공업, 군수품 생
산 등의 산업 쇠퇴와 더불어 방치된 환경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삼척시 정라지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선 동해선 철도사업, 동서철도고속화사
업 등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에 큰 기대를 갖고 삼척항 인근의 폐공장지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공
간재생계획, 항만(이사부 미항) 재생계획, 공동체 재생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문화예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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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 주차장 조성사업 외엔 문화관광클러스터 사업 내 일부 보행관련 단위사
업만 단편적으로 제시된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재차 강조되지만 동해안
최대 문화예술공간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주변지
역뿐 아니라 멀리서도 접근하여 사람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라지구는 삼척터미널, 삼척IC와도 멀어 광역도로망
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삼척역에서도 삼척교를 건너 1km 정도 떨어져있어 보행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여객취급이 중지되어 당장의 사업시행을 위
한 대중교통 연계는 어렵겠지만 동해선(포항~영덕~삼척) 개통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 광역교통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KTX 동해역과 정라지구를 연계하는 버스 운영방안도 고민해봄직
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삼척시(2019), 「심척 정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확(안)」, p. 82

<그림 5-4> 삼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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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보행부문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
업 교통부문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가 주차시설과 보행 안전이다. 지
방 중소도시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면도로의 만연한 주차문제와 그로인해
위협받는 보행교통의 문제이다. 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상적으로 교통전문가 또는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제안되는 해법은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신규
공급이 필요하고 신규 공급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료화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구획선 밖에 이면도로 주차는 불법
이므로 전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5-5> 도로 우측차선 유형별 주차방법

하지만 이에 대한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우려사항도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
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필요 규모 공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와 주
차장 등 교통관련 법 준수 요구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실적 문제이다. 그
리고 만일 재생지역에서만 이격된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게 했을 경우 주
차장 이용 불편은 재생지역 활성화에 방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
다. 특히 유료주차장과 불법주차 단속은 거대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에
대한 의사결정자인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 회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면도로
의 경우 언제나 주차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도로 우측차선의 유형에 따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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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다르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
안전의 위험지역을 주정차 금지 또는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등
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단속도 하지
못하고 주차시설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오히려 보행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보듯이 여러 구간에
보행안전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곳의 이면도로 주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만일 해당 구간만 이면주차를 못하게 할 경우 다른 구간
의 이면주차와 보행안전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5-6>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보 설계

이와 같은 이면도로를 보행이 안전하면서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
을 살리게 되면 우선 지방 중소도시 주차장 절대부족 현상에 해소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목적지 접근 편리성을 반영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질서있는 이면도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해 보행안전 도모
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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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 그림의 출처는 지면의 한계로 보고서 후면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그림 5-7>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시설 설계 예시

주: 연구진 작성

<그림 5-8>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의 추진효과 및 추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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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설주차장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부설주차장의 현행 설
치기준이 건축물기준으로는 건축물 유형과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발수요
측면에서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부설주차장
면수 추가가 필요한데 해당 시점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야 하며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면제』와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대체 설치”가 가능하나 현행 법제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않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인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부설주차장
의 필요 면수가 매우 작게 되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의견으로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죽은 공간이고,
주차장 설치부담으로 재건축도 못한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5-9>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체 집약주차장 추진

따라서 기존 법제도를 활용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사용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대체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집약주차장 형태
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
체 집약주차장은 죽어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건물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
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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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원철(2019.11.13.),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주차장 배치 적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p. 57

<그림 5-10> 노외주차장 집약화 일본사례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건축물 공유특성을 효과적
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급규모
산정 시 가능하면 유발수요를 반영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주: 연구진 작성

<그림 5-11>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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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신청 단계에서 지자체가
가진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주도적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방향과 거버넌
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단위사업을 계획하게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자
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요청서’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평
가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각 유형이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등 사업진행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 상권
쇠퇴와 공공서비스 저하를 개선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
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
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지역으로의 활동인구 유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상황 여건에 따라 문화, 역
사, 행정, 관광 등 경쟁력 있는 단위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때
활동인구 유인을 위한 교통접근성 측면의 고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구도심
에서 교통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을 인근에 보유한 지역
교통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구도심 지역상권으로 활동인구 집객 수준이 높아지므로 유발되는 보
행과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 거버넌스 구성 시 교통부문 전문
가의 참여와 뉴딜사업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 교통부문을 포함시키는 개선
도 유용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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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본 2018년 활성화계획 진단에 따르면 현실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활성화계획에서 교통 접근성의 체계적 고려나 사업시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교통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과정과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평가하
고 선정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교통부문 평가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과정 및 평가·선정과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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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메뉴판)」 내 교통관련 유형 추가
1) 현황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도시재생 뉴딜의 4대 정책 목표하에
‘ 삶의 질 향상(주거복지 실현),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으로 분류하여 60여 개의 사업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통부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주거복지 실현)
목표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또는 소방도로 및 골목길 정비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맞추어진 사업 예시
이며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심시가지형에 적용하기에 한계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구성 예시에 교통부문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교통거점시설로써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교
통시설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요소가 사업구성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계획 수립 시 고려되지 못하였다. 교통 거점시설 기반의 도
시재생사업 추진은 지역의 구도심 거점을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활력(경쟁력) 회복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연(2018)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철도시설 기반의 도
시재생사업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주연(2018)33)은 기존의 2-1. 친환경 에너지 재생사업, 2-2. 주민 참여
형 녹화, 2-3.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2-4. 폐․공가 등 방치건축물 정비, 2-5.

33) 이주연 외(2018),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pp. 116-120의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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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의 다섯 가지 구성된 “도시 활성화” 유형에 “교통
거점시설(철도역, 버스터미널) 인근 정비 및 중심기능 활성화” 유형과 사업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판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 활력(경쟁 력) 회복
(도시 활성화)
2-1. 친환경 에너지 재생사업(수소차 충전소 등 친환경 교통 연계)
2-2. 주민 참여형 녹화
2-3.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2-4. 폐･공가 등 방치건축물 정비
2-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교통거점시설(철도역, 버스터미널) 인근 정비 및 중심기능 활성화)
2-6. 교통거점시설 내부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성 제고
2-7. 교통거점시설 인근 공공주차장 확충 또는 확대
2-8. 연계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노선 증대 및 정류장 정비
2-9. 교통거점시설 인근 가로 정비(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
2-10. 교통거점시설 인근 공원 및 녹지 확충
2-11. 상업시설 정비 및 활성화
2-12. 교통거점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
2-13. 지역주민 맞춤형 시설(커뮤니티 공간 등) 확충

또한 구도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은 전통시장과 근린생활시설 등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그 이면도로는 차량(주행, 주차) 및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다. 여기에 주차시설
또는 보행시설에 대한 개선이 없이 유동인구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으며, 만일 유동인구가 늘어나도 교통혼잡 및 보행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관련 단
위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2018년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보면 특화 안전 보행거리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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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 이에 첫 번째 뉴딜사업 정책목표인 「삶의 질 향상」에 “교통안전 개
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삶 의질 향 상
(생활인프라 개선)
1-15.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1-16. 공공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1-17. 민간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1-18.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1-25. 골목길 정비
(교통안전 개선)
1-27. 보행 친화도로 정비
1-28. 보행안전 보호구역 조성
1-29. 안전한 이면도로 노상주차 조성
1-30. 안전한 문화관광 테마 보행로 조성
1-3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조성
1-32. 안전한 이면도로 공유주차 정비 및 활성화

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내 교통관련 가점요소 보완
1) 현황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 평가와 더불어 가점요소 부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특화재생사
업의 경우는 지역특성별 역사, 문화, 경관, 관광 등 각자의 지방도시들이 보유
한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점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
재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점요소로 9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각 부처연계사업은 78개 연계사업 목록을 제
시하고 있고 또한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9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이상 뉴딜사업의 경우

142

지역이 가진 교통 기반시설의 활용을 통한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철도역이
나 버스터미널을 구도심 거점으로 특화한 사업추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
고 있는 교통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내 교통관련 가점요소 보완은 세 가
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많은 경우의 지방중소도시 구
도심은 철도역 또는 버스터미널을 인근에 포함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 구도
심에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와 같은 교통거점시설
을 활용하는 것은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활동인구 유인에도 유리하고 공간시설
활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통거점시설에 기반한 지역특화 도시재
생사업의 가점요소 고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연(2018)은 철도역
및 폐선부지 등 지역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에 따라 철도역 또는 버스터미널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화된 도시재생사
업을 추진하는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유형을 제안한 바 있어 본 연구는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주연(2018)이 제안한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은 “지역특화
재생 프로그램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복합환승센터·철도시설·버
스터미널을 중점 공간으로 구도심 거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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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2018) 개선(안)
………

 교통기반형 도시재생
ㅇ (주요 내용) 복합환승센터․철도시설․버스터미널*을 기반으로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의 “복합환승센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철도시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2조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의미함

ㅇ (인정요건) 복합환승센터․철도시설․버스터미널의 소유주체와 지자체/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뉴딜사업을 신청․제안
자료: 이주연 외(2018),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p. 116

또한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가점요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
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78개 중점연계사업에 대해 가점
을 부여하고 있다. 단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뉴딜사업지역에서 기확정 또는 추
진 중이거나 연계 추진이 적합하다고 해당 부처가 인정한 경우로, 부처연계사
업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금액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34)
연계사업 유형 소관 부처: 17개 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소관하고 있는 교통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연계 가점요소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서 물류 등 기타 부문 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중
에는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도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시
도에서 자율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사업을 추진하면 국고보조율 50%로

34) 국토교통부(2019),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p. 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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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점요소로 반
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중소도시에서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
<표 5-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부문 국고지원 지자체 이전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억 원)

계정

부문

프로그램

지역자율
계정

물류
등기타

광역교통정책

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지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450

철도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 건설 지원

5,509

지역지
원계정

세종시
계정

광역교통정책

세출예산액

주차환경개선 지원

176

대중교통 지원

850

광역도로

826

대중교통 지원
물류 등
기타

제주도
계정

단위사업

778

광역 BRT

5

도시 BRT

30

환승체계 구축

103

제주 구국도 건설

220

제주 구국도 유지관리

287

도로

국도건설

물류등
기타

광역교통정책

주차환경개선 지원(제주)

38

국토교통행정지원

제주도로관리단 지원

34

광역교통정책

주차환경개선 지원(세종)

10

물류등
기타

합계

14,316

자료: 국민안전처(2017),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p. 2

마지막으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19)에 새
롭게 추가된 지역특화재생사업 가점요소인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의 보완
방안이다. 새로이 추가된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은 일반근린형 이하 사업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자체에
게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구 감소지역의 중심지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적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
를 구축하게끔 하는 것이며, 계획내용상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연결체계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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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체계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가진
농촌도시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한 ‘Compact &
Network’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망 계획을 수립
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을
구도심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가
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교통부문 법정계획(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
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3. 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p. 19

<그림 5-13> Compact & Network City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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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내 교통부문 보완
1) 현황
지자체에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현 타당성 평가 해설서에
따라서 실현 타당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국토부는 지자체
에서 제출한 활성화계획(안)과 실현타당성평가 요청서를 평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2019)에는 실현 타당성평가를 위
한 평가방법,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양식과 평가요청서 작성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시가지형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실현타
당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지자체에서는 실현 타당성평가 해설서에서
제시되는 평가요청서 작성법 등을 최대한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실현 타당성
평가 해설서의 배점기준, 작성 예시 또는 성과지표 등은 가능한 다양하고 현실
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상 4가지 평가 대항목인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사업효
과분석에서 교통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선방안
①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항목으로 크게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 지역 현장지원 기반 구축, 지역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은 도시
재생 전담조직을 필수로 조직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추진단 또는 도시재생 행정
협의회는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택, 경관, 환경, 산업, 문
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단위사업이 계획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관련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47

행정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
관과 상호 업무 협의를 필요로 하고 이는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차후 도시
재생사업 종료 후 운영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시행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현타당평가 요청서상 유관부서 참여 대상에 교통부문이 제
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주차장 공급 및 운영, 안
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
업의 효과적 실행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그리고 지역도시에는 이러한 교통업
무를 담당하는 전담 교통부서가 존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 계획과 실행이 교통업무 담당 부서와 적절한 협의나 상호 협력이 미
비할 경우 추후 다양한 책임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본 과제 연
구진이 직접 지역도시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여도 교통 담당부서
와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자체의 교통 담당부서에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문의하여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
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유관부서 참여에 ‘교통’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교통 담당부서가 누락되는 일
이 없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표 5-3>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선
평가지표

1-1-3 도시재생행정협의회
…

평가항목

1-1-3-10.
유관부서 참여

…

도시·주택

예)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경관

예 건축과, 도시지자인과

스마트

예) 정보통신과

문화·복지

예)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환경

예) 하수관리과

산업

예)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

예)교통행정과,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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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 분야는 지역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2019)에서는 세부항목으로 쇠퇴진단 및 지역자
산조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지역 현안문제 도출, 지역문제 대응
을 위한 기본방향(콘텐츠) 발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현안 문제의 도
출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쇠퇴정도와 대응 잠
재력으로의 지역자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부문과 관련하여 2-1-1-5 ‘기반시설 보급률’ 산정 기준표에 도로밀도,
도로, 주차장확보율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차장확보율은 사업지역 내 총
주차면수를 차량등록대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앞서 설명된 바 있듯이 주거지
역의 야간시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표로써 활용되는 수치이며 중심시가지형
의 상업지 주차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차장확보율을 대신한 주간시간 주차장확보율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차면수와 주간시간대 주차수요의 조사가 필요하
다. 그러나 주간시간대 주차수요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주
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만일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차수급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주차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별 주차 공급면수만이라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표 5-4> ‘기반시설 보급률’ 산정 기준표 개선
지표

산정방식

구축범위

출처

주간시간 주차장
확보율

주간시간
주차수요/주차면수(%)

사업대상지

지자체 주차장
수급조사

유형별 주차면수

각 면수(대)

사업대상지

지자체 주차장
수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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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즉 사업대상지 또는 인근에 철도역 또는 터미
널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량의 변화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방지역의
철도역은 구도심의 거점으로 이용수요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파악과
대응방안 도출하기 위해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필요 요소이다.
2-1-1-12 역, 터미널 이용객수
․ 해당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인근 철도역 또는 버스터미널 이용객수 조사
지표

산정방식

구축범위

출처

철도역 이용객수
변화

최근 5년간 철도역
이용객수(인)

사업대상지

철도통계연람

버스터미널
이용객수 변화

최근 5년간 버스터미역
이용객수(인)

사업대상지

지자체
대중교통계획

③ 세부사업
세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사업비 대비
성과목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목표달
성 가능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포함한다. 세부사업은 거점공간(도시재생 어
울림센터 등)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과 각 사업목표별 지표의
설정 및 달성도 또는 사업비 예산집행 계획 등 구체적 사항이 적시되고 평가된
다. 특히 각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달성도
의 판단은 성공적 사업추진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현행 실현타당성 평가 요청서상에는 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예시가 제시되었
는데 교통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의 지표로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차장보급(면), 가로(보행)환경 개선 건수(건), 가로
보행환경 조성 건수(건), 도로 개설 건수(건), 도로 정비 건수(건) 이다. 이는 앞
서 설명된 바 있는 사업구성 예시에서 생활인프라 개선의 5가지 사업 예시에
따른 내용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존 성과지표에서 보행가로나 도로의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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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을 건수로 표현하였는데 그보다는 연장으로 표현하는 게 보다 사업내
용의 목표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본 과제에서 사업구성 예시
의 교통부문 관련 추가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추가도
필요하다.

나.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교통부문 역할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2019)에 따르면 지자
체에서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대해 평가지원단은 지자체의 평가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단 제출 등 평
가과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자체 평가서 작성, 평가지원
단(지원기구) 평가 지원 및 평가단의 최종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써 본 연구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지자체는
① 활성화계획(안),
②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지원단에 제출

2단계
평가지원단은
① 활성화계획(안),
② 평가요청서를 토대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

3단계
평가단은
① 활성화계획(안),
② 평가요청서,
③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 확정

자료: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p, 8

<그림 5-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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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형의 주요 대상지역인 구도심은 보행, 주
차 등 교통여건이 열악하나, 도시재생 뉴딜 선정·평가과정에서 실질적 고려가
부족하다. 특히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의 행정·상업·산업·문화 등 핵심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는 활동인구의 집객이 필연적이고, 이는 사업지
내 보행, 주차시설 확보와 사업지로의 대중교통 등 교통접근성 제고가 필수적
이다. 만일 사전대처가 미흡할 경우 뉴딜 사업지 내·외부 불법주차 등 역효과
및 주민 갈등이 심각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컨설팅 지원 등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전검토 및 평가 진행】
사업공모 및 평가
활성화계획(안) 컨설팅 및
사전검토·교통영향진단

사업진행

▷

교통부문 단위사업
진행 모니터링

사업종료 후

▷

교통부문 단위사업
성과 모니터링

우선 지자체 활성화계획 수립 컨설팅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지자
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주차, 보행, 가로환경 등 쇠퇴지
역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교통부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
역 교통계획 등 교통여건·계획과의 연관성 및 정합성 진단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 제고방안 컨설팅의 수행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내 교통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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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방안

활성화계획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해 접수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도시재생지원기구(평가지원단)로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서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평가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교통부문
현황파악 내용, 단위사업계획 부문별(보행 및 도로, 주차, 접근성 및 대중교통)
관련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사전검토 후 평가단에게 제출한다. 특히 보행·도로,
주차, 대중교통 및 접근성 부문 전문가 자문위원단 POOL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진행 및 종료 후 모니터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및
종료 후 운영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변화요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활성화계획 수
립 단계부터 사전검토하고, 대상 단위사업별 계획내용, 사업별 연계, 예상되는
교통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등을 뉴딜 사업 진행, 종료 후까지 모니터링
하여 사업시행 효과의 제고가 가능하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
른 교통영향평가와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참조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교통부문 영향평가 지원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부문의 연계 및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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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18.
12)되었기에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과
지역내 거점간 연계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여 계획에 반영, 사업시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 업계, 연구계를 망라하여 지역
교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단 POOL을 조직하여 컨설팅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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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2017년에 68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하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후
매년 100여 사업지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중심시가지형은 구도심 상권 쇠퇴와 공공서비스 저
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상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지역으로 활동인구 유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요소
들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상황에 따라 문화, 역사, 행정, 관광
등 경쟁력 있는 단위사업을 다각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때 활동인구 이동을
위한 교통접근성 측면과 사업지내 보행·주차환경 개선 측면의 고려가 요구된
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심시가지 사업유형이 추구하는 실질적 목적
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 낙후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그 과정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의 3가지 목적에 대한 주요 추진
내용과 교통부문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주민공동체 회복 측면에서는 과거
의 관 주도 전면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공동체 주도의 지역재생을 정책
목표로 주민협의체 또는 도시재생대학등을 통한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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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한다. 교통과의 연계 측면에서 보행, 주차, 대중교통 등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당면 교통이슈로써 현행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법을 만
들어 가는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하
여 노후 주거지 정비 또는 노후 상권시설 개선 등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대상 지역내 보행환경 개선 및 다양한 주
차시설 공급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측면에서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재생하고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어울림 센터 또는 청년창업등 구
도심 혁신 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은 교통측면에서 매우 연
계성이 높으나 간과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구도심 대상지역의 활성화를 위
해 유동인구의 집객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제고가 필
요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유발된 교통수요에 대한 처리 대책이 중요하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경제기반형과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중앙평가를 통해서 20개의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공공청사, 교통거점시설 등이 신도심 등지로 이전하며 유동인구가 감소
한 이들 구도심 지역은 주로 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특화가로, 테마가로 등의
집객기능을 가진 컨텐츠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이에 보조되는 보행, 주차 등
의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대상 도시
가 현재 처해있는 사업 대상지 내부 및 주변 도시의 인구규모와 내부/광역 접
근성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사업의 형태와 수준도 다르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인구규모와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크게 3가지로 도시유형을 분류하
였다. 사업지역의 인구는 산업구조 변화와 공공기능의 이전으로 줄었지만 모
지자체 또는 주변 지자체의 유인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도시유형 1과
도시유형 2는 교통접근성의 차이가 주요 차별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들은 도시내 접근성을 높이며 활성화에 따른 집객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도시유형 3의 경우엔 광역교통거점에서 대상지역까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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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접근성을 고려한 단위사업 또는 부처 협업사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대해 3가지 유형의 대
표사업을 대상으로 내부수용력 측면과 외부유인력 측면으로 진단하였다. 내부
수용력은 대상 지역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였을 때 내부에서 보행
또는 주차수요를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외부유인력은 사업대상지로
주변지역에서 활동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지에 대한 판단
이다. 도시유형 1, 2에 해당되는 사업지의 경우 주차시설과 보행시설 측면에서
다른 지방 소도시들과 비교하여 내부 수용이 가능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만, 관련 계획 사업이 체계적 수요조사를 통한 수립이 여전히 미흡하다. 도시
유형 3의 구도심은 오래되고 낮은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개별 건
축물 부설주차가 불가하여 이면도로 주차가 만연하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보행도로 계획은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외부 유인력 측면에서도 인구규모가 큰 모지자체
를 가지고 있고 내부 교통망이 연계된 중급도시 이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광역시급 도시의 사업지는 대부분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유동인구 유
인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모지자체와 주변도시의 인구
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이 지역 활성화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공공부문에서 평가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도
출하고 도시재생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문 사업요소의 평가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구도심에서
교통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여건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평가체계의 개
선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교통부문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준
비하도록 독려하는 시그널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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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 주요 과정에서 교통부문 사
업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하게 수립되고 공공부문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서 교통부문의 주요 쟁점은 보행/주차/
대중교통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행시설과 주차문제는 상호 연관이
높다. 특히 지방 구도심의 경우 개별건축물 부설주차가 미비하여 무질서한 이
면도로 주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보행자 동선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면도로
주차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급 등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재생에서 제안되는 특화/테마가로 등의 보행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구도심에서 보행과 주차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려하
는 방안으로 이면도로 안전 설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집약주차장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도정책을 제안하였다. 대중교통의 경
우는 현실적으로 더욱 난해하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관련 내용은 도시재생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버스등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위계수준으로 기초지자
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대중교통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뉴딜사업의 신청단계와
평가·선정단계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청단계에서는 뉴딜 사
업구성 예시(메뉴판)에 교통관련 유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보완사항과 신청 가
이드라인에서 교통관련 가점요소 등을 추가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선
정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에서 유관부서 또는 성과지표 등에서
의 보완을 추가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써 교통부문의 컨설팅 지원
또는 교통부문 영향평가 지원단의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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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부표 1-1>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개최내역
구분

내용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1:30
․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1차

․ 발표: 한컴모빌리티 현재영 대표이사
․ 주제: IoT 기술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참석: 본원 권영인 센터장, 이석주 부연구위원 등 9인
․ 일시: 2019년 7월 8일(월) 11:45

2차

․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 발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명훈 팀장
․ 주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이슈 및 시사점
․ 참석: 본원 권영인 센터장, 한상진 선임연구위원 등 9인
․ 일시: 2019년 8월 27일(화) 14:00

3차

․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 발표: 서울시립대학교 홍지연 연구교수
․ 주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교통부문 전략 수립방안
․ 참석: 본원 권영인 센터장, 진광성 센터장 등 8인

4차

․ 일시: 2019년 9월 5일(목) 16:30
․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 발표: 후지쯔 김재열 박사
․ 주제: 일본의 지역공공교통계획 수립 방법
․ 참석: 본원 권영인 센터장, 안강기 연구위원, 임서현 부연구위원 등 11인

5차

․
․
․
․
․
․

일시:
장소:
발표:
토론:
주제:
참석:

2019년 10월 16일(수) 15:00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동일기술공사 박상섭 부사장, 동해엔지니어링 원동욱 이사
서울연구원 이광훈 초빙선임연구위원, ㈜유네스 양훈철 대표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 내 주차시설 공급방안
본원 권영인 센터장, 박상우 팀장 등 11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16:00
6차

․ 장소: 한국교통연구원 4층 중회의실
․ 발표: 충남연구원 김원철 연구위원
․ 주제: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주차계획 현황 및 시사점
․ 참석: 본원 권영인 센터장, 김영국 부연구위원 등 9인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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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1차)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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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2차)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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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3차)

주: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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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4차)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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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5차)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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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6차)

주 : 발표자의 요청으로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는 수록하지 않음

170

부록 2. ‘2019 도시×교통 심포지엄’ – 도시재생, 교통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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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가점평가 기준
<부표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지역 특화재생사업 가점평가 기준
구분

대학
타운형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증빙서류

배점

대학타운
형성 여건

·지역 및 대학의 특성을 고
려한 대학타운의 도시
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
표 설정의 적정성
·대학과 주변지역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1

대학의
주도적
참여
(지역공헌)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학
의 참여 체계
·대학중심의 지역공헌센터
운영 체계
* 예) 교수·교직원·학생 등
대학 인적자원의 센터장,
코디네이터, 교육강사 참
여, 참여교수 연구실적 인
정조치(대학행정) 등
·대학시설의 지역공유 방안
* 예) 부지·건축물 공간 제
공, 주차장·운동장·기자재
등 공유, Barrier Free 등
·대학타운의 특성에 맞는 지
역특화재생 프로그램
·대학타운의 특성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
* 예) 학생대상 지역공헌 커
리큘럼 강화방안, 지역 주
민·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
램, 창업지원 교육 등
·기숙사 수요 검증 및 필요
시 확보방안
* 예) 대학의 부지제공+공공
기관 건설, 리츠활용 연합
기숙사 건설 등

지역
상생방안

·대학-지역주민·상인과 상
생 및 갈등해소 방안
·대학-지역주민·상인-지역
기업과의 연계방안

·활성화계획(안) 상
조직 및 구성현황
·활성화계획(안)
·기숙사 확보계획
포함 시 기숙사 수
요 조사 및 기숙사
현황에 관한 자료,
기숙사 사업계획
(위치, 규모, 시행
방안, 재원조달방
안 등)

3

·활성화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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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경관특화
요소의
적정성

건축
·경관 특화
(5점)

목표 및
구역설정
의 적정성

전문가
참여체계
의 적정성

건축
자산 연계형
(5점)

건축자산
특화
요소의
적정성

평가지표
·지역주민·상인 등의 지역공
헌 활동
* 예) 대학 및 대학타운 보안
활동, 쾌적한 대학타운 조
성·관리, 대학문화거리 조
성, 공동축제 운영, 대학의
상업·주거수요 맞춤형 지
원 등
·경관 특화 및 장소가치 향
상을 통해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요소
*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
건축물과 공공공간, 산/하
천 등 스카이라인을 형성
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을 형성하는 집단정착지 등
·특화사업에 대한 적정 범위
의 예산 투입계획 여부
·경관특화 요소를 고려한 도
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경관특화지역과 주변지역
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건축/경관 전문가의 사업기
획 및 시공 전반에 대한 총
괄조정 권한을 갖는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또는 계획)
* 전문가는 여건에 따라 도시
재생지원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
·건축경관 특화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전문가 주도-행
정 지원-주민참여 협업체계
구축 또는 검토
·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 파
악(예정) 여부
·건축자산연계사업에 대한
적정범위의 사업예산 구성
여부
·건축자산 현황을 토대로 해
당 지역에 특화된 공간 개

증빙서류

배점

·활성화계획(안)

1

·활성화계획(안)

1

·활성화계획(안)

3

·건축자산 조사 결
과
·진흥구역 지정 증
빙서류(또는 국토부
건축문화
경관과 추천서)
·활성화계획(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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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증빙서류

배점

목표 및
구역설정
의 적정성

·지역 및 건축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
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지
역)과 주변지역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2

전문가
참여체계
의 적정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의 사
업기획 및 시공 전반에 대
한 총괄조정 권한을 갖는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또는
계획)
* 전문가는 여건에 따라 도시
재생지원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
·건축경관 특화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전문가 주도-행
정 지원-주민참여 협업체계
구축 또는 검토

·활성화계획(안)

1

부처연계
사업
추진가능
성 및 연계
적정성

·연계사업 해당 부처의 사업
선정 여부(또는 부처의 추
천여부)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 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선정 공문·공고문
등 증빙자료 또는
부처 추천서
·활성화계획(안)

3

목표 및
구역설정
의 적정성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
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
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
정성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
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활성화계획(안)
·구역설정 사유서
및 사유도

2

부처연계
사업 연계
적정성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활성화계획(안)

선계획(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
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건
축자산의 지속적 활용‧관리
계획

역사문화·
지역상권
특화·
여성친화·
농촌지역
특화발전
(5점)

공공생활서비
스 특화
(5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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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증빙서류

배점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
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
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
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
정성

공공생활
서비스
특화요소
의 적정성

부처연계
사업 연계
적정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5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요소
의 적정성

·행정서비스,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생활서비스 집약
제공 계획의 적정성
*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 등 신축
·교통망 계획,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 생활 SOC 공급계
획 등 연결 네트워크 구축
의 적정성
·지역 내 공동체 회복을 위
한 지원체계 구축 적정성
·부처연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부합성 및
연계 시너지 효과
·연계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
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지역특성 및 연계사업 특성
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
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
정성
·의료‧돌봄‧복지 등 지역주
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핵심인프라 확충 계획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돌봄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구성원 간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생활 SOC 공급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계획(안)

2.5

·활성화계획(안)

2.5

·활성화계획(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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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1)
1. 거버넌스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1-1-1. 구성 여부
1-1-1-2. 담당 부서 위계
1-1-1-3. 책임자
1-1-1-4. 구성 내용
1-1-1-5. 구성 일시

1-1-1. 도시재생 전
담조직

1-1-1-6. 운영 기간
1-1-1-7. 전담인력
1-1-1-8. 전담인력 직위
1-1-1-9. 전담인력 업무 배분
1-1-1-10. 겸직인력
1-1-1-11. 운영내용 및 계획
1-1-1-12. 전담인력 보강계획
1-1-2-1. 구성 여부
1-1-2-2. 담당 부서 위계
1-1-2-3. 책임자

1-1.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

1-1-2-4. 구성 내용
1-1-2-5. 구성 일시
1-1-2. 도시재생 추
진단

1-1-2-6. 운영 기간
1-1-2-7. 운영 횟수
1-1-2-8. 전담인력
1-1-2-9. 전담인력 직위
1-1-2-10. 스마트시티
1-1-2-11. 운영내용 및 계획
1-1-2-12. 전담인력 보강계획
1-1-3-1. 구성 여부
1-1-3-2. 담당 부서 위계

1-1-3. 도시재생 행
정협의회

1-1-3-3. 책임자
1-1-3-4. 구성 내용
1-1-3-5. 구성 일시
1-1-3-6.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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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1-3-7. 운영 횟수
1-1-3-8. 전담인력
1-1-3-9. 전담인력 직위
1-1-3-10. 유관부서 참여
1-1-3-11. 운영내용 및 계획
1-1-3-12. 전담인력 보강계획
1-2-1-1. 위촉현황
1-2-1-2. 상근여부

1-2-1. 사업 총괄 코
디네이터 또는 현장
지원센터장

1-2-1-3. 인력사항
1-2-1-4. 경력
1-2-1-5. 경력 기간
1-2-1-6. 코디네이터 섭외여부 및 활동
내용

1-2. 지역 현장지원
기반구축

1-2-1-7. 향후 활동계획
1-2-2-1. 운영 예산 확보
1-2-2-2. 지원인력 확보
1-2-2. 현장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1-2-2-3. 분야별 지원인력 배치
1-2-2-4. 공간 확보
1-2-2-5.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위치
1-2-2-6. 향후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
조직) 운영계획
1-3-1-1. 주민(예비)협의체 구성 여부

1-3. 지역공동체
협력기반구축

1-3-1. 주민(예비)
협의체 및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1-3-1-2. 주민(예비)협의체 내 구성원
해당사항
1-3-1-3. 주민(예비)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1-3-1-4. 주민(예비)협의체 정관 및 운
영규정 수립 여부
1-3-1-5.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1-3-1-6.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여부
1-3-1-7.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운영 횟수
1-3-1-8. 주민(예비)협의체 향후 추진
계획
1-3-1-9.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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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중분류

세분류
1-3-2. 공공, 민간조
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세세분류
1-3-2-1. 공공 또는 민간조직 활동 내용
파악
1-3-2-2. 해당 조직의 기존 프로그램 운
영 및 조직화 활동 내용
1-3-3-1. 운영 여부
1-3-3-2. 운영 주체

1-3-3. 도시재생대학

1-3-3-3. 운영 횟수
1-3-3-4. 운영 내용
1-3-3-5. 기타 지역역량강화 활동 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2)
2. 활성화계획
중분류

세분류

2-1-1. 쇠퇴진단

2-1.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조사

2-1-2. 지역자산 조
사

세세분류
2-1-1-1. 인구
2-1-1-2. 빈점포
2-1-1-3. 산업
2-1-1-4. 노후·불량건축물
2-1-1-5. 기반시설 보급률
2-1-1-6. (상업시설) 임대료
2-1-1-7. (상업시설) 지가 및 매매가
2-1-1-8. 지방세
2-1-1-9. 종사자 수
2-1-1-10. 용도지역
2-1-1-11. 지자체 제시지표
2-1-2-1. 문화자산
2-1-2-2. 역사자산
2-1-2-3. 관광자산
2-1-2-4. 국공유지 및 유휴 건축자산
2-1-2-5. 지자체 특화자산

2-1-3. 재생 시급성 조사(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2-2-1-1. 쇠퇴진단 결과
2-2. 지역 현안문제
도출

2-2-1. 도출 근거

2-2-1-2. 지역자산 조사 결과
2-2-1-3. 주민의견 수렴 결과

2-2-2. 도출된 현안
문제

2-2-2-1. 현안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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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계획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3-1-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2-3. 지역 문제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콘텐츠) 발굴

2-3-1. 기본방향 발
굴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2-3-2. 발굴된 기본
방향

2-3-1-2. 기본방향 발굴을 위한 주민 대
상 설문조사 실시
2-3-1-3. 주민의견을 반영한 기본방향
발굴
2-3-2-1. 기본방향 123

2-4. 사업구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3. 세부사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1-1. 사업분류
3-1-1-2. 사업속성
3-1-1-3. 사업목표
3-1-1-4. 사업목표(지표)설정
3-1-1-5.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3-1-1. 목표달성 가
능성

3-1-1-6. 사업비
3-1-1-7-1. 전체 사업 규모
3- 11-7.
사 업
규모

3-1. 중점사업1 :
거점공간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등) 조성사업

3-1-1-7-2. 상생협력상가 사업
규모 및 계획
3-1-1-7-3. 도입시설 이용 수요
3-1-1-7-4. 상생협력상가 이용
수요

3-1-1-11. 사업비 대비 사업목표 타당성
3-1-2-1-1. 사업주체 확보 여부
3-1-2-1-2. 사업주체 내용

3-1-2. 사업 추진 가
능성

3- 12-1.
도 입
수 단
적 정
성

3-1-2-1-3. 사업부지 확보 여부
3-1-2-1-4. 사업부지 확보 내용
3-1-2-1-5. 민간토지 수용 및
사용가능 여부
3-1-2-1-6. 운영주체 확보 여부
3-1-2-1-7. 도입시설 운영주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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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1-2-1-8. 상생협력상가 운영
주체 내용
3-1-2-1-9. 임대·운영계획 마
련 여부
3-1-2-1-10. 임대자격
3-1-2-1-11. 임대기간
3-1-2-1-12. 임대조건(임대료
수준)
3-1-2-1-13. 기타
3-1-2-1-14. 사업비 확보 여부
3-1-2-2-1. 이해관계자간 사전
협의 여부
3-1-2-2-2. 사전협의 및 공감
대 형성을 위한 활동 내용

3- 12-2.
사 업
시 행
및 관
리 의
적 정
성

3-2. 일반사업

3-2-1. 목표달성 가
능성

3- 21-1.
사 업
비 대
비 사
업 목
표 의
타 당
성

3-1-2-2-3. 공기업과의 연계방
안 마련 여부
3-1-2-2-4. 공기업과의 연계방
안 내용
3-1-2-2-5. 공공지원센터 설치
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가능여부
3-1-2-2-6. 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 창출방안
3-1-2-2-7. 자체 수익 창출방
안 내용
3-1-2-2-8. 사업을 통한 선순
환 체계 구축방안
3-1-2-2-9. 사업을 통한 선순
환 체계 구축방안 내용
3-2-1-1-1. 사업분류
3-2-1-1-2. 사업속성
3-2-1-1-3. 사업목표
3-2-1-1-4. 사업목표(지표)설정
3-2-1-1-5.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3-2-1-1-6. 사업비
3-2-1-1-7. 사업비 대비 사업
목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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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3-2-1-2. 세부 사업내용의 구체성

3-2-2. 사업 추진 가
능성

3- 21-3.
사 업
비 산
출 근
거 의
적 정
성

3-2-1-3-1. 관련부처 연계·협
업사업 발굴·확보
3-2-1-3-2. 관련 규제특례, 조
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
획 조치 등

3- 22-1.
사 업
부 지
확 보
여부

3-2-2-1-1. 사업부지 소유
3-2-2-1-2. 민간토지 수용 및
사용가능 여부
3-2-2-1-3. 사업비 확보여부
3-2-2-1-4. 토지매입 또는 보
상비의 타당성

3- 22-2.
사 업
주 체
의 명
확 성
과 준
비 정
도
3- 22-3.
향 후
운 영
관 리
계 획
의 적
정성

3-2-1-3-3.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3-2-2-2-1. 사업주체

3-2-2-2-2. 사업방식

3-2-2-3-1. 주체 간 갈등 여부
3-2-2-3-2. (예상) 갈등 내용
3-2-2-3-3. 갈등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3-2-2-3-4. 갈등관리 계획 내용
3-2-2-3-5. 국비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방안
3-2-2-3-6. 도시재생사업 운
영·관리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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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4. 사업효과 분석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1. 주차장 보급
4-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4-1-2. 빈점포 정비
4-1-3. 노후불량상가 정비
4-1-4. 불량도로 정비
4-2-1.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4-2.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4-2-2.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
4-2-3. 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
4-2-4. 총 창출 일자리
4-2-5. 해당 시군구 현재 고용인구
4-3-1-1. 조사 실시
4-3-1.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3-1-2. 조사 대상
4-3-1-3. 거주민
4-3-1-4. 상인
4-3-1-5. 방문객

4-3.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4-3-2. 주민만족도
조사 항목

4-3-3. 주민만족도
조사 계획 여부

4- 32-1.
생 활
환 경
만 족
도
4- 32-2.
재 생
사 업
만 족
도

4-3-2-1-1. 물리적 환경 만족도
4-3-2-1-2. 조사 대상
4-3-2-1-3. 조사 항목
4-3-2-1-4. 사회적 환경 만족도
4-3-2-1-5. 조사 대상
4-3-2-1-6. 조사 항목
4-3-2-2-1. 재생사업 인식 여부
4-3-2-2-2. 조사 대상
4-3-2-2-3. 조사 항목
4-3-2-2-4. 재생사업 만족도
4-3-2-2-5. 조사 대상
4-3-2-2-6. 조사 항목

4-3-3-1. 패널 구축 여부
4-3-3-2. 추가 조사 계획
4-3-3-3.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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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Support Project for Transportation Section in
Urban Regeneration
Nakmoon Sung · Heekyung Kim · Kyunga Park et al.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started with 68
sites as a new major national agenda in 2017, has since discovered and
supported new projects on around 100 sites a year.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central area type
is expected to improve the old downtown areas, which ultimately boosts
the vitality of commercial district and creates job opportunit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commercial district of the old downtown area, which
has already lost its vitality, it must include project factors that will
enable to attract active people toward the target area. Therefore,
competitive project contents utilizing advantageous features of the
towns related to culture, history, administration, and tourism must be
planned. Transportation system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aspect of
transport accessibility and environment of pedestrian and parking. It is
because that they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as a basic living infra
but also as a mode of people’s movement to target area.
In 2018,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selected 20 sites
of central area categories, where most of target areas were fac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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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of floating population due to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or
the relocation of public offices and transport hub facilities. They also
tended to propose similar programs which consisted of
customer-attracting contents such as specialized streets and theme
streets mainly connected to community innovation centers. However,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categories, the requirement of transportation
programs depends on the given environment such as the population or
accessibility of the towns.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the regional
environments were classified based on given population and
accessibility. Moreover, in this study, three types of representative
central area projects in 2018 were selected and diagnosed on the basis
of internal capacity and external attraction.
Based up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guidelines and
checklist which could be used in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transportation section of activation plan by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in evaluation
system of activation plan classified to application, assessment and
selection to ensure that transport sector of central area type are properly
and realistically formulated and evaluated in public. As a practical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safety design on the street
of old downtown area to accommodate parking demand as well as
pedestrian safety. Moreover, this study proposed guidance policy to
provide more incentives if the project makes proper use of legal
substitution of attached parking lot in the building as shown in the
integrated parking system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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