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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성동구는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동구는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

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는 17개의 성동안심상가를 성수동에 조성하여 젠트

리피케이션의 피해를 경험한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가 등에게 시세 대비 70~90% 수준에서 최대 10년 간 임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은 시행 5년을 경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가능발전 구역 내 임대료 수준

을 낮추고,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입점을 지역구성원이 제한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지만, 정책적 실효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는 지역자산화 전략 등 현 정책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지역자산화는 공익기반의 수익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으나, 지역자산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 및 금융 기반은 미흡

지역자산은 지역 구성원 전체가 소유 및 활용하는 공유재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산화는 지역의 문제 해결

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유재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는 비자발적 이주의 방지, 지역사회의 파편과 해체를 방지하는 기반,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의 계기로 작동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지역자산화는 공익기반형 수익 활

동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역자산화는 공동이 소유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형태는 「민법」과 관련 있고, 공유재산의 활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매각과 임대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이고,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대(sublease) 등은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간을 임차·매각하기 위한 금융 대출 및 상환 조건 역시 까다로워, 지역자산화의 실현에 제약이 따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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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지역자산화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기반의 자립적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지역자산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영국은 「지역주권법(Localism)」의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일본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상 정기차지권(定期

借地権)을 지역자산화에 활용하여 공동체 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은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와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등을 통해 지역자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자산

화의 주요 추진주체는 영국, 미국은 사회적 경제 조직, 일본은 NPO 등의 비영리 법인이며, 지역공동체가 공공서비스, 앵커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함으로써 자립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 미국, 일본은 지역 공동체가 지역 자산을 30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지역자산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수익의 내부순환 구조와 공동의 선(common good)을 구현

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역자산화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물리적·인적 자원과 행정적 경험 및 추진 능력을 갖고 있음. 

성동구는 이러한 자원을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연계·조정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 및 모델 수립을 고민해야 함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등 공공이 소유 및 관리하는 물

리적 자산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물리적 자산은 공익 기반의 수익형 사업을 지역 공동체가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

와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역자산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관내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 역시 매년 증가

하고 있고, 이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공의 측면에서 성동구는 도시재생

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선제적 경험과 행정적 추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성동형 지역자산화 추진을 위해서 나눔공유센터 시범 운영 등 유사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및 재분배 정책의 설계, 장기임대관리 신탁 방식 및 관련 신탁회사의 육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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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 사업의 부작용으로 인식

◦ 쇠퇴 도시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부정적 영향력이 도시재생 사업의 

부작용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도시재생 사업으로 쇠퇴 지역에 성장 동력이 발생하고 유동인구 등 활기가 생기면서 ‘핫 플레이스

(hot place)’가 형성

‐ 쇠퇴했던 지역이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등 투자 시장을 형성하고 임대료가 급증하여,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외부 자본이 사업 대상지로 유입

‐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의 비자발적 이주와 기존 커뮤니티의 붕괴, 갈등 관계 등

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의 몰락, 방문객 등 유동인구의 감소가 시작

‐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빈 점포가 생겨나고, 재차 지역의 쇠퇴가 진행

[그림 1-1] 도시재생사업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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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효과를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모색 필요

◦ 서울시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2015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1)를 제정

‐ 서울시 성동구(이하, ‘성동구’)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

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2016년 9월,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함

‐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성수 1가2동을 중심으로,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면적 약 26만㎡이며, 대기

업·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제한함

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2]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현황

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 제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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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가 추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이하, 상생협약)’ 체결과 성동안심상가 조성을 중요한 시책으로 담고 있음

‐ 상생협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공감하는 임대인, 임차인들의 자율적

인 참여로 이뤄지며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7월 기준, 총 255개 건물 중 178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함

구분 합계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지속가능발전구역 178/255(69.8%) 63/90(70.0%) 80/102(78.4%) 35/63(55.6%)

관내 건물주 103/127(81.1%) 36/30(92.3%) 50/57(87.7%) 17/31(54.8%)

관외 건물주 75/128(58.6%) 27/51(52.9%) 30/45(66.7%) 18/32(56.2%)

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

[표 1-1]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 상생협약 체결 현황(2019년 7월 기준)
(단위: 건수/대상건물 총 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동구는 

지상 8층 규모의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조성했고, 그 외 16개소에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함

‐ 성동 안심상가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70~90% 수준이며, 5~10년까지 임차할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동구는 향후 젠트리피케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적 실효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함

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전략으로써 지역자산화에 대한 고찰 이행 

◦ 지역자산화는 지역 구성원이 지역 자산을 관리·운영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위한 방안 모색이 가능 

◦ 지역자산화는 미국과 영국 등 국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에 필요한 함의와 방향성 모색을 위해 국내외 지역

자산화 사례를 연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측면에서 지역자산화의 전략적 특징과 작동 원리, 활용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함

‐ 단, 정책적 여건 등 제반 사항,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관점 등이 국가와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자산화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진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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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질문

◦ 이 연구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측면에서 지역자산화의 전략적 특징, 작동 원리와 활용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있음

◦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함

‐ 첫째, 지역자산화는 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인가?

‐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자산화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

‐ 셋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지역자산화는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림 1-3] 연구 질문

2) 문헌 및 관련 법·제도 검토

◦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자산화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지역자산화

에 대한 기초를 정립함 

‐ 지역자산화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찰하고, 유사 개념과 비교

‐ 지역자산의 대상과 종류, 자산화의 범위, 즉, 권한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검토함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으로써 지역자산화 전략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의의 등을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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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및 인터뷰 진행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자산화 전략의 도입 배경, 작동 원리와 활용 현황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함

◦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시흥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이 추진한 지역자산화 내용을 살펴봄

‐ 국내에서 지역자산화를 추진한 배경과 과정,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함

‐ 실제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흥 빌드 임효묵 부대표와 인터뷰2)를 진행하여 국내 지역자산화

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국외 사례로는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 추진한 지역자산화의 추진 배경과 특징,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함 

‐ 영국과 미국, 일본은 도시재생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한국보다 일찍 경험하고, 정책 및 제도적  

정비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마다 지역자산화 전략을 도입한 배경과 목적이 다른 만큼,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전략적 특징을 

분석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함    

4)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정책 및 지역자산화 활용 가능 자원 조사·분석

◦ 향후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 

자산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성동구 자산을 조사함

‐ 성동구청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 및 도시재생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 면담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함

‐ 성동구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추진 현황,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지역자산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성

동구 자산을 조사 및 검토함

5) 전문가 자문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측면에서 지역자산화 전략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및 논의 

‐ 지역자산화 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성공 요인 및 한계, 지역자산화 전략을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고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함

자문 진행일 전문가(소속) 자문 내용

2019년 11월 1일 이태희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역자산화 전략의 국외 동향과 성공 요인 및 한계
∘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자산화 

전략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 향후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방향성 

2019년 11월 8일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표 1-2] 전문가 자문 

2)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으로, 인터뷰는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2020년 3월 23일~25일까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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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자산화 전략의 필요성과 의의

1 ∙ 지역자산화의 개념 및 특징

1) 지역자산은 유·무형의 재화이며 지역 특성과 가치를 반영

◦ 지역자산은 1차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자연·구조·문화·사회·경제적 자산으로 세분하며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이 담긴 상징성, 이미지 등 정신·정서적 산물을 포함 

‐ 포괄적 측면에서 지역자산은 지역의 긍정적 요소와 구성원의 재능, 자발적 참여,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 연결망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순정 외, 2014)

◦ 지역자산의 가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결정 및 판단하기 어렵고 지역자산의 이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 등의 고찰이 필요함

‐ 지역자산은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 특성, 분류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역자산에 대한 보편화된 개념 정립은 한계가 존재(이왕건 외, 2011). 

구분 자산별 정의

지역적 자산
장소적 자산 ∘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환경적 자산 ∘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쾌적성

구조적 자산
공간적 자산 ∘ 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징 

시설적 자산 ∘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유 및 활용성

관광적 자산 ∘ 지역 내 예술·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성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 ∘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정도 및 잠재력

이미지 자산 ∘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경제적 자산
기업체 자산 ∘ 지역 내 기업 활동 기반 및 정도

노동력 자산 ∘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정도 및 잠재력

자료: 이왕건 외(2011)

[표 2-1] 지역자산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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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산은 지역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는 효용적 재산

◦ 지역자산의 개념을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민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지역자산의 사용 및 소유 주체로 인식

‐ 최명식 외(2016)는 지역자산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자 그들이 함께 

만들고 소유하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정의

‐ Kretzman·McKnight(1993)과 Mayer(1994)는 지역자산이 지역 구성원의 역량과 기술, 자원과 관련

함을 강조

‐ Fuller 외(2002)는 지역자산을 지역공동체 안에서 인식 및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특히 

Mayer(1994)는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에 지역자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

   

구분 내용

Kretzman·McKnight(1993)
∘ Regional properties are capacities, skills, and assets of individual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Mayer(1994)
∘ Regional properties are combined influences of the community’s 

commitment, resources, and skills which can be deployed build on 
community strengths and address community problems

Fuller et al.(2002)
∘ Regional properties are what people want to keep, build upon, and 

sustain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popularly recognized attributes 
of communities

[표 2-2] 지역자산의 개념 고찰

 

3) 자산화는 제3의 소유영역이 공유하는 자산의 창출 과정을 의미3)

◦ 자산화는 공적소유, 사적소유 외 제3의 소유영역이 공유하는 자산을 스스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 

사회적 조직, 공동체 구성원 등 새로운 소유 주체의 등장을 요구함 

‐ 제3의 소유영역은 시민 소유(citizen ownership),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공동 소유

(commons ownership)로 구체화 할 수 있음

‐ 자산화에 필요한 자산은 소유주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동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함

◦ 자산화 과정 참여 방식과 수준에 따라 직접 및 간접 자산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자산화는 특정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자산화 과정 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산관리조직, 협동

조합 등 자산화 조직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나타남

‐ 간접 자산화는 상호소유, 임대 등의 소유방식, 펀딩 참여, 특구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산화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

3) 최명식 외(2016)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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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연구는 지역자산화를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재의 창출 과정으로 정립

◦ 지역자산화를 위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며, 지역 구성원이 소유 및 활용하는 공유

재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유재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생산 및 보호, 이용하는 것이며 소유권은 공동 이익을 위해 생산하는 집

단적 노동자에 귀속하는 소유 형태라는 점에서 공유재를 사용하는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

에게 주어져야 함(David Harvey, 2012/2014: 143-146) 

◦ 따라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지역자산화의 궁극적인 

역할과 기능임 

‐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으로 지역자산화를 정의(행정안전부, 2020년 3월 5일 보도자료)

◦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지역자산화를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재의 창출 과정으로 

정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으로 자산의 유형을 한정함

[그림 2-1] 지역자산화의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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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측면에서 지역자산화의 필요성

1) 지역자산화는 비자발적 이주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 가능

◦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은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displacement) 현상에 기인함

‐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은 국내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자산화의 목적은 토지와 건물 등 공동체가 사용 및 소유하는 자산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장이 형성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 가치와는 차별적·독립적 속성을 갖고 있음

‐ 지역자산화로 구축한 자산의 활용은 사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할 필요가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지역자산화 전략은 비자발적 이주의 방지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 가능함

2) 지역자산화는 공동체 등 지역사회의 파편과 해체를 방지하는 기반으로 작동

◦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지역 구성원이 대체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기존 지역사회의 파편 및 해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지역자산화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지역을 위해 사용함. 즉, 지역자산을 지역에

서 생산 및 소비하는 내부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지역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자산화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음

3) 지역자산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 발전 견인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가능 

◦ 지역자산을 지역 구성원이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동체 역량을 개발 및 강화할 수 있음

◦ 지역자산화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역발전 및 활성화 등 지역 이슈에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인재

를 양성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지역자산화는 지역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구성원 간 신뢰 등을 구축하

고, 지역공동체 간 교류의 계기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기반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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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역자산화 전략의 국내활용 현황 조사·분석

1 ∙ 지역자산화 관련 법·제도 

1) 「민법」에 따라4) 사적 영역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합유·총유 재산으로 구분

◦ 공유(public ownership)재산은 2인 이상의 소유권자가 소유권 지분을 분할해서 가지는 형태

‐ 공유재산은 자산의 보유 및 이용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의 이용 및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

‐ 개별 소유권자는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리할 수 있으나, 자산의 처리는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함 

◦ 합유(partnership-ownership)재산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 합유재산은 비법인 모임 구성원이 공동사업, 조합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자산과 지분의 처분에는 전원 합의가 필요

◦ 총유(collective ownership)재산은 합유재산과 같은 형태이나, 자산의 보유는 불가능하며 이용만 가능

‐ 총유재산은 비법인 모임 구성원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재산으로 자산의 처분을 위해

서는 총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용 및 수익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

구분 정의

공유재산
(public ownership)

∘ 자산의 보유 및 이용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

∘ 2인 이상의 소유권자가 소유권 지분을 분할해서 가지는 형태

합유재산
(partnership- ownership)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총유재산
(collective ownership)

∘ 비법인 모임 구성원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재산

∘ 합유재산과 같은 형태이나, 자산의 보유는 불가능하며 이용만 가능

[표 3-1] 「민법」에 따른 공동이 소유하는 재산의 구분

4) 「민법」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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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과 임대가 가능

◦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매각은 일반재산만 가능하며,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재산으로, 청사, 시·도립학교, 시민회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재산은 행정제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으로, 나대지, 공장부지 등이 있음 

‐ 행정재산은 수익 목적의 활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고, 일반재산의 매각은 매수자의 범위 설정이 필요

하면 지명 입찰도 가능하며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36조)

‐ 매각 대금은 연 2% 이상, 연 6% 이하의 이자를 적용하여 10년 이내 분납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37조)   

◦ 지자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임대는 대부로 진행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절 ‘대부’)

‐ 일반재산의 임대는 수의 계약할 수 있고,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지자체장이 지명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음

‐ 대부기간은 토지와 정착물을 5년, 그 외의 재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수의계약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갱신 가능

‐ 연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 대부료의 면제는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대

부하는 경우 가능하며, 조례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감액해 줄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구분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절

∘ 일반재산의 임대는 수의 계약할 수 있음

∘ 단,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지명 

필요가 있으면, 지명경쟁으로 대부 할 수 있음

[표 3-2] 지자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임대 사용료 감면 및 무상 대여 기준

◦ 지자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의 임대는 사용·수익허가로 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당사자를 선정하며,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

지 않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행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수의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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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행정재산료의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및 무상 대여 가능(표 3-3)

    

구분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재산 사용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표 3-3] 지자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의 임대 사용료 감면 및 무상 대여 기준

3)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은 위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자체 외의 자가 재산의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행정사무로는 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체납 처분 등이며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수행함 

◦ 공유재산의 위탁 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써 위탁해야 함(「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2조 및 별표6, 1.가)

‐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해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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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산화 구축 가능 지원사업 조사

1)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사회활동 단체가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

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 지원을 이행할 예정

‐ 행정안전부와 농협, 신용보증기금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

으로써 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컨설팅 등을 지원

‐ 시설자금은 부지·건물매입,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이며, 운전자금은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 비용

◦ MOU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와 농협,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

‐ 행정안전부는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 사항 조정 등

‐ 농협은 재원(37.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제공

‐ 신용보증기금은 농협 출연 재원의 10배(375억 원)를 보증하고, 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증을 제공

◦ 지원대상은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당 

     

구분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 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표 3-4]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지원 규모는 1건 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증 이행이 기본이며, 연간 약 25건의 사업을 3년 

동안 지원 예정

‐ 융자금액은 총 5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 공간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융자금리는 3.5%이며 이 중, 민간단체가 2.5%를 부담하고, 1%는 지자체 이차보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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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기간은 10년이며, 최초 1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9년 동안은 매월 이자와 원급 납부를 원칙

으로 하며,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 가능  

◦ 민간단체는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를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증요율 0.5% 또한 부담해

야 함

‐ 자기자금은 부지·건물매입,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리모델링 등 개보수비, 가구·설비·물품 구입

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을 말함 

◦ 행정안전부는 2019년, 민간단체가 지역 내 방치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지역사회 활동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함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신협,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회투자지원재단이 MOU를 체결하

고, TF를 구성

‐ 농협이 2.1%~2.2%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4년 동안 이자 및 특별 출연금 등 40억 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보증을 제공

단체명 사업지 매입대상 건물 향후 활용 용도

별의별 전주 완산구
노송목공소

(공실기간 10년)
주민 대상 복합 커뮤니티

자이엔트 충남 서천군
무지개식당, 서광장여관

(공실기간 5~10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거제시
주민 운영 민박시설

(공실기간 4년)
이주 청년 공유주택 및 숙박업

(출처: 201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표 3-5] ’19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선정

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한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

트를 대상으로 투·융자 지원을 위하여 2013년 도입하고,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

획’과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

◦ 2019년 기준 총 규모는 841억 원이며, 2019년 예산 215억 원 중, 지역자산화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활용

◦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 소유 자산을 구축하여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비용을 10년 동안 2%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

5)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함. 현행 예산편성기준
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라고 정의함. 이차보전의 
목적은 산업정책적 목적과 사회정책적 목적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구분함(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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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25억 원 이내에서 부동산, 자산화 등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에게 서울특별

시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하고, 사회적 금융기관은 민간자산 공동소유 및 사용을 계획하는 사회적경제조

직에 융자 한도 30억 원 내에서 2%대의 저리 융자 지원

‐ 단, 사회적경제조직은 3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및 

사용할 목적의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단체로 한정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

◦ 이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50% 이상 입주해야 하며, 임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이어야 함  

 

3) 경기도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 경기도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

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재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이며,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부동산 상가 매입비와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지원함

‐ 2020년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총 규모는 80억 원이며, 최대한도 10억 원 내에서 상가매입

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의 90%를 고정금리 1.5%로 융자 지원

‐ 융자 기간은 10년과 15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

보증을 별도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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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자산화 추진 국내 사례 조사·분석 

1) 관-민 연계형 지역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빌드”6)

(1) 지역 자산화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시흥시 월곶신도시는 1996년, 17만 평의 바다를 매립 조성한 곳으로, 전원 관광도시 개발 계획이 

실패한 후, 항구 및 도시 기능이 상실하고 슬럼 등 도시문제 발생

‐ 인근 신도시 개발로 인한 퇴적물 문제로 월곶 포구가 항구 기능을 상실하고, IMF 경제 위기, 주먹구

구식 도시계획 등으로 관광지 개발이 무산

‐ 이에 따라 기존 상권의 침체, 주거지 내 유흥·숙박업소의 혼재, 계획부지의 방치, 공실 증가 등 도시 

문제가 발생 

◦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시설, 특히, 육아 가구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가 부족해짐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짐

‐ 월곶 신도시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물론, 부모를 위한 

공간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아 합리적인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빌드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재생 스타트업으로, 2017년 경기도 시흥시와 

‘시민 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관-민 연계형 지역 자산화를 추진 중

구분
1호점 바오스앤밥스
(브런치 레스토랑)

2호점 월곶동 책한송이
(북&플라워 카페)

3호점 바이아이
(실내놀이터)

위치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107 4층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111 1층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121 1층

공간 마련 
방식

민간 소유 건물 내 공간 임대 민간 소유 공간 임대 공공 소유 공간 임대

[표 3-6] ㈜빌드의 지역 활동 현황

‐ 청년 6명이 모여 창업한 ㈜빌드는 월곶에서 공간을 임차하여 브런치 레스토랑과 북&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재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바이아이’를 설립하고, 경기

도 시흥시와 함께 지역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음

6) ㈜빌드 임효묵 부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및 최설희(2019); 최명식 외(2018); 이코노믹 리뷰 2019년 6월 24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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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자산 운영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자체 소유 건물을 ㈜빌드가 임차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민 자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시흥시는 월곶동 소재 건물 1층, 약 54평의 공간을 예산 9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재산으로 매

입하고, ㈜빌드에게 임대 후, 소유권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

‐ 2017년, 시흥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건물) 대

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인 ㈜빌드에게 5년 동안 임대를 결정

◦ ㈜빌드는 해당 공간을 시세 대비 50%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2018년 8월부터 실내놀이터, ‘바이아이’를 

운영하고 있음

‐ 바이아이는 장난감이 없는 놀이 공간으로, 아이들끼리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키즈카페와 차별화하고, 운영자 1인, 프로그램 개발 1인의 정규직 2명과 놀이 선생님 4~6명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음

‐ 월평균 매출은 약 1,200만 원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시민의 직접 투자로 바이아이 운영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P2P(Peer-to-Peer)금융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7)

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빌드는 프로그램 개발, 공간 런칭, 매장 운영 자금 등, 바이아이의 착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

성을 위해 비플러스와 같은 임팩트 투자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출처: 비플러스 홈페이지,https://benefitplus.kr/)

[그림 3-1] 임팩트 투자 오픈 플랫폼, ‘비플러스’를 통한 ㈜빌드의 시민투자 조성 활동

(3) 지역 자산화 의의 및 향후 계획

◦ ㈜빌드는 사회적 목적의 서비스 공급 주체가 활동 공간을 소유한다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자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단순한 임대 수익 창출 수단 이상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산화가 젠트리피

케이션 방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7) P2P(Peer-to-Peer) 금융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로, 온라인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임(출처:한국P2P
금융협회, http://p2plending.or.kr/)

http://p2plend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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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기간 종료 후, 금융기관 대출과 시민 투자를 활용한 공간 매입 계획을 수립

‐ ㈜빌드는 공간 매입을 위해 자본금 20%,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대출 50~60%, 시민 투자금 20%의 

조달 계획을 설정했으며, 특히 시민의 직접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 ㈜빌드는 시민 자산화 기금 적립 및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시민 자산화 시범사업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공간 매입을 위해 ㈜빌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해야 하며, 향후 ㈜빌

드가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나머지는 주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

‐ 위 협약에 따라 ㈜빌드는 공간 매입금의 30%를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시민 자산화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협약 이후, 시민 자산화 관련 조례 제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음

     

주체 협약 내용

경기도 시흥시 ∘ 시민 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민 자산화 촉진을 위한 지원

㈜빌드
∘ 시흥시의 시민 자산화 기금 적립 및 법인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 임대계약 이내에 부분적으로 공간 매입 착수
∘ 총 매입비의 30%는 자기 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그 중 50%는 지역주민의 투자로 충당할 것 

[표 3-7] ㈜빌드-경기도 시흥시 시민 자산화 시범사업 협약 내용

2) 지역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한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8)

(1) 지역 자산화 추진 배경 및 목적

◦ 과거, 임대차 계약 만료 때마다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에 한계가 존재했으

며,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임금을 체납 또는 미지급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음

◦ 광진주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안전한 둥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자산화 진행

‐ 첫 번째 지역자산화는 2010년, 입주 중이었던 건물을 같은 건물 임차자였던 지역단체 4곳과 12억 원

에 매입

‐ 매입비는 기존 보증금 3억 원, 회원 모금 3억 3천만 원, 은행 대출금 5억 7천만 원으로 마련 

‐ 그러나 해당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두 번째 지역자산화를 진행했고, 2017년 중곡동 대

로변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36억 원에 매입 

‐ 매입비 중 25억 원 이상이 은행 대출 및 차입금이며, 첫 건물 매매로 발생한 차익 6억 원 외 나머지

는 입주 보증금과 회원 기금으로 마련  

8) 오은주 외(20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8);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018); 한국일보 2018년 6월 30일 토요기획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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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자산 운영 현황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7년 매입한 건물을 공유공간(‘나눔’)으로 조성했으며, 현재 지역 내 시 민 단

체, 회원 사업체 등 15개사가 입주함

‐ 광진주민연대, 주거복지센터, 생활협동조합, 병원, 약국, 카페를 운영하는 자활기업 등이 입주

‐ 지하 1층과 지상 3층 회의실은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거점으로 활용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이며, 매출 규모와 공간 크기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 적용

‐ 단,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공익성 활동 기업에는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있음

◦ 대출금 상환 등 건물의 유지 및 운영관리는 입주 기관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결정하고 있음

   

구분 공유공간 ‘나눔’

위치 및 규모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000.54㎡

자산 운영 주체
사회적기업: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현재는 개인소유. 5년 후 이전 예정)

자산화 방식 건물 매입

자금 조달 방식

단기 차입 등 대출금(약 25억 원) 외,

자기자산(시세차익금, 보증금) + 조합원 출자

(약 11억 원)

자산 운영 방식 공유공간 조성 후, 임대

 

[표 3-8]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 자산, ‘나눔’ 현황

(3) 지역 자산화 의의 및 향후 계획

◦ 지역 자산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 간 협업이 수월해지고, 업무의 효율 향상

‐ 특히 나눔 입주 후, 입주 기관은 임대료를 약 1/3 정도 절감함

◦ 자산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출자자 1인이 개인 대출을 받았고, 

향후 5년 이내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소유권 이전 예정이며,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자산의 추가 

조성을 추진 할 계획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

되어 지역자산으로 남길 수 있음

‐ 또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산에 투입한 보증금을 출자금 개념으로 전환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 지역자산의 추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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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자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모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울타리 넘어”9)

(1) 지역 자산화 추진 배경 및 목적

◦ ‘울타리 넘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6명의 학부모가 방과 후 아이 돌봄을 위해 품앗이 형태로 시작한 모임으

로, 임대료 인상으로 비자발적 이주를 반복함에 따라 안정적인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해짐  

‐ 울타리 넘어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를 중심으로 2005년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3월, 지하 단칸방

에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방과후’를 개설함.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 인상으로 여러 차례 이주하면 불

안정한 활동을 이어나감 

◦ 울타리 넘어는 2009년 유휴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를 마련한 것을 시

작으로 2015년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까지 총 2개의 지역 자산을 구축함

‐ 방과 후 아이 돌봄과 공동 육아에서 영역을 확장하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장을 마련

하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을 설립했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여 조

합원의 합의를 통해 건물을 매입함

(2) 지역 자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울타리 넘어는 현재, 민간 소유 건물 내 공간을 매입하여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을 지역 자산으로 구축함

구분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집 

‘영차’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6길 22-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6길 23-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3길 13-1

부동산 
확보 방식

민간 소유 건물 1층 점포 매입 민간 소유 건물 매입 민간 소유 건물 임대

자금 
조달 방식

조합원 출자금 및 대출금
(약 2억원)

조합원 출자금, 대출금, 보증금 
(약 7억원)

조합원 출자금

운영 방식
무료 운영

(조합원비, 후원금, 정부지원금)
카페 운영 수익, 임대 수익 창출, 조합원 매달 운영비 납부

[표 3-9] 경기도 안산시 “울타리 넘어” 지역자산화 현황

9) 박철(2019); 오마이뉴스 2019년 12월 2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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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은 2018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사장 1인, 매니저 2인 체제를 갖추고 브런치 메뉴개발, 

세미나 공간 마련, 리모델링을 실시함

◦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은 조합원 등 개인 출자금과 대출을 통해 조달함 

‐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출자금과 대출금 약 2억 원으로 매입했고,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은 

울타리 넘어의 조합원 94명이 출자금 1억 원을 마련하고, 세입자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 6억 원

을 합해 약 7억 원으로 매입함

◦ 울타리 넘어의 협력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영차’는 현재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지역 자산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음

‐ 임대료 등 영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운영비 월 납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음 

◦ 울타리 넘어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10년 이상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와 영차는 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마실은 세입자

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카페 자체 수익으로 대출금 이자 상환과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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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국내의 지역 자산화는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과거 비자발적 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공간을 소유 및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지역 자산화의 주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 및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대부분

‐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며, 소규모 모임 등으로 출발한 

후, 지역 자산화 추진을 위해 법인 성격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있음 

◦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 성격 상, 기관 대상 대출에 한계가 존재하여 조합원 등 관계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자산 매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의 정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자산화 주체의 역량 개선 및 강화 역시 필요 

‐ 특히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체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 및 차별화하여 일반 시장 상

품과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지역 기반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유대와 신뢰 구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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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외 사례 조사·분석

1 ∙ 영국 사례 조사 ‧ 분석

1) 지역자산화의 추진 배경 고찰

  ① 영국의 산업혁명은 농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시작

◦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으로 농촌에서 내몰린 값싼 노동력의 대거 도시 유입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동

‐ 15~17세기 양털 값 폭등으로 지주가 농경지를 목장으로 전환하면서 울타리를 세웠고, 도시로 내몰린 

농민은 공장에서 일하는 도시 하층민으로 전락

◦ 인클로저로 시장경제 체제의 시작과 경제적 계급이 발생하고, 공유자원에 대한 특정 이해 집단의 배타적 독

점이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진행10)

‐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고 합법적인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

‐ 그러나 특정 이해 집단과 자본분파들이 합법적 장치를 가장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 상품화, 재산권의 재

편성 하는 등 배타적 독점을 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

  ② 지역 공동체에 의한 도시개발·관리·운영,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에 대한 역사적 시도11)

◦ 19세기 초, 에버니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는 토지의 공유를 통한 개발이

익의 추구와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을 구상

‐ 전원도시는 인구 집중 등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등장

‐ 토지 매입과 도시개발의 주체는 비영리·영속 회사가 진행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

업 참여 주체에게 환원해야 함을 주장

‐ 초기 관리·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발 비용 상환에 사용하면 이후에는 도시 및 복지서비스

로 지출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성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

◦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전원도시를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가 지역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음

‐ 거주민과 입주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의 창출과 축적

이 가능

10) 서울연구회(2017)

11) 권태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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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정위기 등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대처 미흡 

◦ 영국은 1970~80년대 고질적인 재정위기로 지역 곳곳에서 공공서비스가 중단됨

‐ 특히 1970년대 후반,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등 국제 금융기구의 원조를 받음

‐ 이후 1980년대 대처 정부는 공공부문의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하였으며, 특히 수도, 전기, 가

스, 철도 등의 기간사업을 외국 자본에 넘김

◦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공동체가 공공서비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이익 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CICs)’를 제도화함

     

Community Interest Companies(CICs)

∘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 이윤과 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회사로, 2004년
「Companies Act」를 제도적 기반으로 도입한 후, 2005년 후속 조치로「Community Interest Companies Regulation」을 
제정했다. 

∘ 영국 정부의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해서 설립목적을 심사받고, 자산과 수익을 공동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asset 
lock)한다. 

∘ CICs는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라는 점에서 법적 조직을 취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과 구별한다. 영국 정부는 
영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법적 조직체로 공식화하여, 투자자나 기부자에게 사업 참여의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했다.

∘ 2005년 360개였던 CICs는 2019년 3월 현재 1만 5,729개에 이른다. 

자료: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2019); 강정혜(2014)

[표 4-1] 영국의 공동체 이익 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ies) 

  ④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고 

◦ 2010년 연합정부는 ‘Big Society’를 정책 기조로 설정12)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예산 부족과 서비스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

‐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크고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ig Society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및 벤쳐가 정책 이념을 달성하도록 영국 정부는 사

회적 투자시장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2011년, 지방정부와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 마련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민간조직 ‘로컬리티(Locality)’의 주도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이 2011년 

4월 의회를 통과함

12) 김갑래·박수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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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산화의 제도적 기반, 「지역주권법(Localism Act)」

  ① 「지역주권법」의 제도적 효과13)

(1) 「지역주권법」은 국가 전반에 유의미한 변화를 행사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지역주권법」의 효과는 국가의 권력을 지역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를 주

고, 사람들에게 결정 통제의 기회를 제공함

◦ 첫째, 지방정부를 위한 새로운 자유와 융통성(New freedom and flexibilities for local government)

‐ 「지역주권법」은 「지방자치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면, 도시의 성장과 번영, 도시민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

정부가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함

‐ 또한, 영국 도시의 위상 제고, 지역 민주주의 강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역량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장려함

‐ 결과적으로 「지역주권법」은 런던시민을 민주적으로 책임지는 선출직 대표자에게 더 많은 권력이 돌아

가도록 런던의 거버넌스를 개혁함

◦ 둘째,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권리와 권한(New rights and powers for local communities)

‐ 지역주민이 사랑하고 지역 생활의 일부로 남기고 싶은 생활편의시설(amenities)을 지역 공동체가 쉽

게 인수하도록 해 줌  

‐ 「지역주권법」은 지역 사회적 기업, 자원 봉사자 및 지역사회 단체에게 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

디어 창출의 기회를 부여함

‐ 납세자의 세금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지역 당국에 호출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보다 명확하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계획 체계 개선(Reform to make the planning system more 

clearer, more democratic, and effective)

‐ 「지역주권법」은 지역주민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이슈를 지역주민이 다룰 때, 유의미한 영향

력을 행사함  

‐ 새로운 발전을 원하는 지역 공동체에게 적절한 지원과 인식을 제공함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을 위해 공공이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줌

‐ 대중에게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주체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관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계획 체계의 민주적 측면을 더욱 강화

◦ 넷째, 주택은 지역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보장하는 개혁(Reform to ensure that decisions 

about housing are taken locally)

‐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지역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

‐ 사회주택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줌

‐ 사회주택 입주자가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수월한 이주를 도움  

13)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1)



지역자산화 전략의 국내현황 및 국외사례 조사·분석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30

(2) 「지역주권법」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권리 창출을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14)

◦ 「지역주권법」은 권력과 거버넌스, 마을계획, 사회주택의 3부분으로 나눠지며, 10개의 파트(parts)와 29개의 

챕터(chapters)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파트 1. 지방정부
(Local Governance)

지방정부(포괄적 권한 및 거버넌스의 구성 등)

파트 2 및 3. 
(EU Financial sanctions)

유럽연합 공공 조달법 등 유럽연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재정적 제도

파트 4.
(Non-domestic rates etc)

업무용 부동산 세율 조정에 관련한 기술적 문제

파트 5.
(Community 
Empowerment)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공동체 권한 강화)
Community Right to Challenge(Chapter 2)
Community Right to Bid(Chapter 3: Asset of Community Value)

파트 6.
(Planning)

도시계획-개발계획 준비단계에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 참여 및 의무화 / 마을단위 계획 도입 등에 
관한 사항
Community Right to Build

파트 7.
(Housing)

주택-사회주택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 정립 및 지방정부 소유 주택의 재정조달 등에 관한 사항

파트 8.
(London)

런던 재개발 관련, 대런던청의 권한 및 런던시장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

파트 9.
(Compensation for 
compulsory acquisition)

1961년 토지보상법을 일부 개정하는 토지수용 보상에 관한 사항

파트 10.
(General)

행정적 세부 규정들에 관한 사항

자료: 전지훈(2016)을 바탕으로 재정리

[표 4-2]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 구성 

◦ 이 중 파트 5와 6은 지역 개발 및 행정 권한을 공동체에 이양하는 ‘지역 공동체의 권리(Community 

Rights)’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5개의 측면을 골자로 함

‐ 지역 공동체가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 매각 자산을 지역 공동체가 우선 입찰할 수 있는 ‘Community Right to Bid’

‐ 지역 공동체에게 부동산 개발권을 보장하는 ‘Community Right to Build’

‐ 근린계획을 다루는 ‘Neighbourhood Planning’

‐ 지역 공동체의 유휴공공토지 활용 요청권에 대한 ‘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14) 박수빈·남진(2016); 전지훈(2016)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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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산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Community Right to Bid’, 

‘Community Right to Build’15)

◦ ‘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지역공동체 조직

이 운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 입찰을 통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안전, 소방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를 위탁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조직은 이해표명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작성하여 지방정부의 심의를 받음

‐ 이해표명서는 지역공동체의 재정적 자원, 서비스 운영 능력 보유 증거, 서비스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해

야 하고, 해당 조직이 실제 공공서비스 위탁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함

‐ 입찰 및 위탁 가능한 조직 형태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기관, 자선단체, 지역 교구회(parish 

council),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two or more employees of the relevant authority)로 제

한

◦ ‘Community Right to Bid’는 지역공동체에게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공간 및 시설 매각을 우선 

입찰 및 응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지역공동체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자산이 개인의 이윤추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함

‐ 지역공동체 조직이 매각하고 싶은 지역 자산을 지방정부가 ‘공동체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List of 

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등재할 것을 요청하면, 약 6개월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체

의 매각을 제한함

‐ 공동체 가치가 있는 자산은 공익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역사회로의 이익은 문화, 오락, 

스포츠를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적 복지를 지향함16)

‐ 지역자산의 입찰 가능 주체는 자선단체, 보증 책임 주식회사, 산업공제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 지역 교구회로 제한

‐ 다른 주체의 매각을 제한하는 6개월 동안 지역공동체 조직은 매각 대금을 마련해야 하며, 대금 확보

를 못하면 매각 제한을 해지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진행함

‐ 2017년을 기준으로 공동체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 약 4천 개의 자산이 등록17)

15) 박수빈·남진(2016); 전지훈(2016); 김재선(2017)을 바탕으로 정리

16)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1)

17) Mark, 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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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런던 브롬리(Bromley)구의 공동체 가치가 있는 자산 등록 현황

          자료: http://friendsofhavelockrec.org

◦ ‘Community Right to Build’는 지역공동체가 개발 계획을 직접 제안하고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여 공동체 이익에 

합당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함

‐ 일반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공동체 조직이 개발 형태, 규모, 건축 디자인, 활용 내용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부담하는 ‘커뮤니티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개발수입을 공동체에 재분배함 

‐ 단, 지역공동체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corporate body)을 조직해야 하며, 의결권 및 운영권

을 보유한 거주자나 활동가가 조직 내 과반 이상이어야 함

‐ 해당 법인은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민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내용이 기타 공공정책 및 국가와 지방의 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심사함

‐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정부는 Homes and Communities Agency18) 등이 운영하는 펀드 등을 통해 

3년간 1,750만 파운드(한화 약 267억 원)을 지원

18) 사회주택 등 지불가능한 주택을 주민과 기업(residents and businesses)에게 공급하는 비정부 집행기구(executive non-department public body)(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omes-and-communities-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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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Community Right to Bid Community Right to Build

목적 

∘ 이해표명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
체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자산 매각의 우선 입찰 권한
을 지역공동체 조직에게 부여

∘ 지역공동체가 부동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

효과
∘ 지역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 공동체 가치가 있는 지역자산을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
고, 지역공동체가 소유하여 보호

∘ 부동산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

활용 주체
∘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기관, 지역 

교구회, 공공 부문 종사자

∘ 자선단체, 보증책임 주식회사, 산
업공제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사
회적기업, 지역 교구회

∘ 의결권 및 운영권을 보유한 거주
자나 활동가가 과반 이상인 법인 
조직

자료: 전지훈(2016)을 바탕으로 재정리

[표 4-3] Community Right to Challenge·Bid·Build 내용 정리

  ② 「지역주권법」관련 사례 

(1) 「지역주권법」제정의 계기가 된 사회적기업,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oinstreet Community 

Builders)’19)

◦ 코인스트리트는 1970년대 부터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코인스트리트 액션 그룹

(Coinstreet Action Group)’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 개발 계획을 무산시킴

‐ 이후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oinstreet Community Builders, CSCB)’로 조직을 확장하고 해당 

부지 중 약 5만 3천㎡를 런던시로부터 1㎡ 당 약 3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임대주

택,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상업시설을 조성함 

‐ CSCB는 토지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런던 의회(the Greater London Council)로부터 해당 토지의 매입 승인을 

받았으며, 표준 담보대출(standard mortgage)을 활용하여 런던 의회와 런던 기업 위원회(the Greater London 

Enterprise Board)로부터 100만 파운드를 대출받음

            

[그림 4-2] 코인스트리트가 조성한 Mulberry 주택협동조합(좌) 커뮤니티 센터(우)
          
자료: https://coinstreet.org/

 

19) https://coinstreet.org/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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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CB는 이후 OXO 타워를 매입하여 문화예술 공간, 작업실, 갤러리, 상점,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하여 OXO 타워 일대는 템즈 

강변(the reiver Thames) 사우스 뱅크(South Bank)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부상함

‐ OXO 타워는 조미료 회사 OXO가 소유한 공장으로, 타워가 있는 부두 일대(OXO Tower Wharf)가 

1930년대 부흥기를 거쳐 1970년대부터 쇠퇴함

‐ OXO Tower Wharf의 정비 사업은 건축도시사무소 ‘Lifschutz Davidson Sandilan ds’가 계획한 2

천만 파운드 규모의 정비 프로젝트(refurbishment project)

‐ 사업비 마련을 위해 CSCB의 자기자본, 은행 대출, 주택 공사 기금(Housing Corporation Grant), 

잉글리쉬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20)을 활용함  

◦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의 고급화를 추진하여 CSCB의 지속가능한 지역자산 운영 

전략을 구축

자료: https://www.oxotower.co.uk/; https://coinstreet.org/

[그림 4-3] OXO타워 BI(좌)·OXO 타워 Harvey Nicholas(중)·OXO 타워 전경(우) 

‐ Harvey Nichols와 같은 고급 식당을 루프탑(rooftop)에, 전문 문화예술 기관, 스튜디오 등을 1~2층 

보행로에 입점시켜 집객 효과 및 고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

‐ 지역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은 지역 및 인근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상업 및 문화 공간들

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21)

◦ CSCB의 활동은 지역 재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자산화 전략과 공동체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주권법」제정에 많은 영향을 줌

(2) 「지역주권법」으로 비자발적 이주의 위협을 극복한 아이비 하우스 펍(Ivy House Pub)22)

◦ 역사적 건축물과 개성있는 소규모 상점이 모여있는 런던 넌헤드(Nunhead) 지역에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의 부

작용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소규모 상점의 존립을 위협

‐ 인접 지역인 뱅크사이드(Bankside)의 문화구역(cultural quarter)을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 주거지가 형

성되고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 Museum),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이 유명해지면서 넌

헤드에도 부동산 개발을 진행

‐ 2012년 도시재생 사업 착수로 지역의 독특한 소규모 상점이 생존에 위협을 받음

20) 영국 도시재생 국가기관으로 비정부 기구이며, 2008년부터 ‘the Homes and Communities Agency’로 대체됨 

21) Bibbly(2001)

22) 박수빈·남진(2016); 김건(2017); https://www.ivyhousenunhead.com/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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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주민의 허브(hub)공간으로 작동했던 아이비 하우스 펍은 건물주에게 일방적 매각 통보를 받았으며, 

아이비 하우스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회사(Enterprise Inns)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일주일 만에 아이비하

우스 펍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음

‐ 지역주민 80명이 건물 매각 반대 운동을 진행했으나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이 해체 위기에 처함 

◦ 지역주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지역주권법」을 기반으로 아이비 하우스 펍을 2012년 10월, 공동체 가치

가 있는 자산 목록에 영국 최초로 등재

‐ 지역주민은 부동산 입찰이 가능한 조직 형태로써 ‘Ivy House Pub Limited’를 설립

‐ 영국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인 로컬리티(Locality)와 페캄 소사이어티(Peckham Society)에게 법

적 자문을 받아 Community Right to Bid 절차를 진행

‐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관인 Plunkett Foundation이 지원하고, 지방

정부(Southwark Council) 역시 신속한 승인 처리 등으로 협조함

◦ 2013년 지역주민의 아이비 하우스 펍 소유가 결정되고 같은 해 9월, 정식 개업하여 본래 일하고 있던 매니저

와 함께 최초 주민 공동체 조직원 8명이 운영 중

‐ 매입 대금 81만 파운드와 초기 운영 자본은 ‘Architecture Heritage Fund’로 55만 파운드, 사회적 

투자 기업으로부터 45만 파운드, 371명의 지역주민이 발행한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 14만 

2천 파운드로 충당함

‐ 특히 공동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Ivy House Pub Limited는 사회적 협동조합(community 

benefit society)으로 형태를 전환함

‐ 아이비 하우스 펍 사례 이후 현재까지 약 2천 개의 펍이 공동체 가치가 있는 자산 목록에 등록23)

자료: 김건(2017)에서 재인용

[그림 4-4] 아이비 하우스 펍의 입찰 및 자금조달 구조 

23) https://camr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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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 사례 조사 ‧ 분석

1) 공동체 토지신탁

  ① 등장 배경

◦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은 지역 기반 조직이 공동으로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하여 부동

산 자산의 개발과 운용이 지역 구성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주요 전략

◦ 토지 공유의 필요성은 19세기 말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

의 편중을 지적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토지 가치의 증가분을 공공이 소유해야 함을 주장함

◦ ‘토지신탁’은 1930년대 공동체 경제학(community economics)을 주장한 미국의 사회철학가 랄프 보르소

디(Ralph Borsodi)가 ‘토지 임대형 공동체’를 일컬으면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로버트 스완(Robert S. 

Swann)에 의해 ‘공동체 토지신탁’으로 개념이 확장

‐ 랄프 보르소디는 토지 투기와 지주제를 비판했고, 1960년대 말 로버트 스완과 함께 ‘공동체 경제학 

협회(the Institute for Community Economics, 1973년 설립)’의 전신인 ‘국제 자립 협회(the 

International Independence Institute)’을 설립함 

◦ 공동체 토지신탁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바탕으로 1969년 이후 미국에서 발전

‐ 로버트 스완은 목사이자 지역 리더였던 슬레이터 킹(Slater King)과 함께 알바니 조지아(Albany 

Georgia)에 ‘뉴 커뮤니티(New Communities,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약 23.7㎢의 토지를 구입

하고 이를 흑인 농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함

‐ 이는 공동체 토지신탁의 출발이자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흑인 농부들에게 삶터를 제공하고 그

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함(전은호·이순자, 2012)

◦ 공동체 토지신탁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적 재생의 기반 형성을 추구함

‐ 지역 기반의 경제조직이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구성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준(affordability)에서 부동산 가치를 형성 및 유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자산의 공적 가치 회

복의 토대를 구축함

‐ 즉,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 간 공유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에 환원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지역 내 선순환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회적 재생의 계기를 마련함(박성남, 

2018; 전은호·이순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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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징24)

◦ 공동체 토지신탁은 토지의 분배(allocation), 지속성(continuity), 교환(exchange)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메커니즘(mechanism)으로 구성됨

◦ 공동체 토지신탁은 주민이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의 권리를 인

증받은 합법적인 독립체(legal entity)이자 공공성이 강한 단체(quasi-public body)임

◦ 공동체 토지신탁은 공동 소유권 그 자체보다는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한 소유권을 중요하게 생각함

◦ 공동체 토지신탁은 로버트 스완이 정의한 각 구성요소의 개념적 이해가 필요함     

‐ ‘신탁(trust)’은 신탁 관리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stewardship)를 강조함. 신탁은 토지를 보존하

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임대함

‐ ‘토지(land)’는 영구한 자원이 아니며, 공동체가 영구적으로 소유해야 함. 토지의 이용 권리는 주민에

게 있으며, 인간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한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복지(welfare)를 위해서 토지 이용

은 제한되어야 함

‐ ‘공동체(community)’는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resident community)을 말하며, 넓

게는 거주 예정자와 신탁 조력자, 신탁 관련자를 포함함

◦ 따라서 공동체 토지신탁은 토지의 공동 소유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자산 가치 향상과 장기적인 

복지라는 공동의 선을 위해 주민이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공공성에 입각한 합법

적인 독립체를 지향함

24) Swann et al., (1972)을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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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MUNITY-WEALTH.ORG 공식홈페이지(https://community-wealth.org/) 자료를 번역 및 정리

[그림 4-5] 공동체 토지신탁의 개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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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영 및 활용

◦ 공동체 토지신탁이 소유하는 토지는 지역공동체가 매입하거나 지역의 재단 및 개인의 기증을 통해 마련함

‐ 공동체 토지신탁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는 비영리 조직이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이며, 토

지는 공동체 토지신탁이 영구 소유함

‐ 지역공동체는 토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과 펀딩 등을 통해 마련함

◦ 공동체 토지신탁은 토지를 확보하여 개발한 후, 분양(homeownership)이나 임대(rental) 등의 형태로 사용

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함

◦ 토지의 사용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가능한 수준을 고려한 가격의 책정 등을 통해 공동체 자산

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구조를 구축함

‐ 공동체 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체 토지신탁에 

따라 소득자격 요건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사례인 ‘Champlain HT’는 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Cooper Square CLT’는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함(박성남·이은석, 2019)

‐ 수분양자가 주택의 재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체 토지신탁이 만들어놓은 일정의 환매 가격 기준을 

따라야 함(박성남, 2017)

◦ 공동체 토지신탁은 자산의 가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진행함

‐ 주택의 수선 및 유지보수 등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과 손해보험 가입, 관련 세금의 납부 등을 사용자

가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함

◦ 공동체 토지신탁은 현재 미국에서 약 270여 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영국, 캐나다, 벨기에, 호주 등에서

도 시도되고 있음(김륜희·윤정란, 2017)

  ④ Champlain Housing Trust 사례25)

◦ Champlain Housing Trust(이하, ‘CHT’)는 주민에게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 및 관리하는 

주체로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으로 운영

‐ 2006년 벌링턴 공동체 토지 신탁(Burlington Community Land Trust)과 레이크 챔플린 주택 개발 

회사(Lake Champlain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가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지불가능

한 저렴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합병

‐ 주택투기 방지와 주거환경 노후화 극복의 대안, 정부 재정지원의 장기적 효과 확보 등을 위해 시 차

원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 

◦ CHT는 2019년 기준, 총 자산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CLT로,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

(Champlain Housing Trust, 2019)

‐ CHT 설립 당시 벌링턴시가 25만 달러를 지원하여 지방정부 주도로 토지신탁을 시작했고, 현재는 연

방 및 주정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 마련 

25) 배도현 외(2013); 김륜희 외(2017); 박성남 외2017); 오은주 외(2019)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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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총 자산은 2018년에 비해 550만 달러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수익은 약 2,248만 달러

로 수익 창출의 약 56.9%가 임대수익(rents)이며, 13.1%가 유지관리 수수료(property management 

fee), 8.5%가 보조금(grants), 4.4%가 기부금(donations)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Champlain Housing Trust(2019)

[그림 4-6] Champlain Housing Trust 2019년 수입 구조

◦ CHT는 주택 구입 및 거주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불가능한 저렴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등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함

‐ CHT가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은 대부분 중간소득 60%에 해당하는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수준이며, 

중간소득 30% 미만 주민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아파트 2,304호, 일반 주택 611채, 상가 및 업무시설 33개를 공급

2)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① 등장 배경

◦ 기업, 엘리트 등 전문가와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조직이 기업화되고, 상업적 활동에 무게를 두고 진행

하면서 법률적 규제와 기업 간 경쟁이 발생

‐ 1960년대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시작한 미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동은 1980년대 이후 사회정책

에 대한 정부 예산 축소로, 기업과 엘리트 등 전문가와 연계로 진행

‐ 다양한 지역공동체 조직과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지역 내부 역량 강화는 한계에 봉착

◦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ABCD)는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발전 전략으로, 지

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먼저 파악하는 대안적 전략의 성격을 가짐(McKnight, 1995)

‐ 그동안 미국의 지역공동체 발전 전략이 지역 내부의 자체적 역량 개발 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과는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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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western University의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를 중심으로 지역 자산을 

스스로 개발해서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전략 개발을 진행

‐ 공동체 활성화는 수요 기반(needs-based) 또는 역량 중심(capacity-focused)의 패러다임으로 진행

해야 함

‐ 수요 기반 패러다임은 공동체의 한계(deficiencies)와 문제에 집중하고, 역량 중심 패러다임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기술, 재능과 소질(skills, talents and gifts)의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Turner & 

Pinkett, 2000)

  ② 특징 

◦ ABCD가 강조하는 자산(asset)은 지역사회에 있는 개인, 조직, 기관의 기술과 역량 등으로(Kretzman & 

McKnight, 1996), 이는 다시 개인, 기관, 물리적 자산으로 구분 가능함

‐ 개인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갖고 있는 기술, 재능 등이며 그 분야는 광범위함

‐ 기관은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등이며,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

여, 비영리 조직과의 연계, 지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이 지역 발전에 중요함(한상일 외, 2013)

‐ 물리적 자산은 공간, 사회간접자본, 자연자원 등이며, 특히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물리적 자산을 

찾아냄으로써 지역 발전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음  

◦ 공동체 역량의 이해는 공동체 자산 지도(community asset map)를 통해 가능

‐ 공동체 자산지도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점 보다 지역의 강점을 찾는 것에 의미를 둠

‐ 지역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지도를 통해 발굴하여 ABCD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과 권한·기능의 분산(empowerment)을 실현

‐ 특히 지역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공식 및 비공식의 모든 자원을 시각화 할 수 있음

[그림 4-7] Kretzman & McKnight(1996)이 제시한 공동체 자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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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메르카도 센트럴(Mercado Central) 사례 

◦ 이민자 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체 자산지도 기법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을 조사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 

‐ 미네소타(Minnesota),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중심 상업지인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는 

1960년대 이후 노후 사업의 폐업 등으로 주민 이탈, 슬럼화가 발생

‐ 기존 주민이 이탈한 지역에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의 유입이 발생하면서 이민자 간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자본의 결여가 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

◦ 종교 활동을 위해 조직한 공동체 연합을 계기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 

Community Talent Inventory(CTI)를 구축

‐ 이민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설립 캠페인을 공동체 연합이 시작하면서, 공동

체 활성화로 이 운동을 확장

‐ 공동체 연합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과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CTI를 작성하고, 특히 이것을 각 분야 사

업가 대상 맞춤 교육 훈련을 통한 이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

‐ 사업가 외 일반 주민 수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둠 

◦ 1997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ercado Central Project’를 계획하고, 부동산 개발, 스타트업 

지원을 이행. 이사회를 설립하여 사업 이익의 지역 내 선순환 기반 마련

‐ 특히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사회 설립으로 합법적 운영 법인을 구성했으

며, 은행, 재단, 비영리 단체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음

‐ 즉,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자체적 운영 기반 및 구조 등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 차원의 사업 관리 및 통제 권한의 중요성을 CTI 구축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됨

     
자료: Mercado Central 공식 홈페이지(http://mimercadocentral.com/)

[그림 4-8] Mercado Central 전경 

    

http://mimercadocent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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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rcado Central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lmercadocentral/)

[그림 4-9] Mercado Central이 기획한 아마존 배달 서비스 및 지역 축제 

◦ Mercado Central Project는 35개의 사업체, 약 15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조명, 벤치 등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수익금을 재투자  

‐ 현재는 변화된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맞춰, 아마존(AMAZON)을 통한 음식 배달 사업을 시작하는 등, 

수요에 부응하고 있음 

  ④ 클리브랜드 모델(Cleveland Model) 사례 

◦ 쇠퇴한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2005년 민-관-산-학 파트너십인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GUCI)’을 구축

‐ GUCI는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 클리브랜드시(City of Cleveland), 지역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s),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GUCI는 교통과 부동산 등 물리적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고용·산업 등 포괄적 지역경제(economic 

inclusion), 공동체 참여(community engagement)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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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eveland Foundation(2013)

[그림 4-10] GUCI의 물리적 개발사업도 

자료: https://www.community-wealth.org

[그림 4-11] 클리브랜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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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CI는 ‘Live Local, Buy Local, Hire Local’이라는 비전 아래, 앵커시설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을 고용하

고,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사업 활동 공간을 제공

◦ 사원이 소유한 사업체(employee-owned businesses) 방식 운영을 위해 에버그린 협동조합(Evergreen 

Cooperatives Corporation)을 조직해서 공동체 자산 등 사회적 가치 형성 등을 계획 및 추진 

‐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공유자산 형성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환경, 에너지, 식품 등 새롭

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 지역 공동체 자산 확대 목표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연합체인 ‘에버그린 협동조합 연합(Evergreen 

Cooperative Initiatives)를 설립

‐ 에버그린 협동조합 연합은 앵커시설 내 사업체 투자 및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

경 녹색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산업 대규모 공적 투자 유치 등을 추진

‐ 개발기금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간 상호출자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기술지

원팀인 에버그린 사업 서비스(business service)를 추진 

자료: 에버그린 협동조합 공식 홈페이지(http://www.evgoh.com/)

[그림 4-12] 에버그린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 도시재생 사업 직후, 상업 및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징후가 발견되고, GUCI는 지역 조직 차원에서 외부자본 

유입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 클리브랜드 모델 성공으로 지역 내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하여 조합원 주요 인력의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하여 공동체 토지신탁을 통해 조합원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 주택을 공급(최명식 외, 2016)

‐ GUCI는 공공 이익 창출을 지역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의 장기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도시공간을 설계하

고, 공동체 조직으로서 ‘Neighborhood Connections’을 설립하여 공동체 근황 및 행사,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공론의 장을 형성함

http://www.evg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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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 사례 조사 ‧ 분석

1) 정기자치권의 활용

  ①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의 이해26) 

◦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서 규정한 차지권의 하나로 계약 기간 종료 후 갱신할 

수 없으나, 종류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 이상 토지 임차 가능

‐ 「차지차가법」은 건물의 소유 측면에서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며, 

일반, 사업용, 건물양도특약으로 정기차지권을 구분

    

구분 존속기간 이용목적 계약방법
차지 관계의 

종료
계약종료 시 건물 처리

정기
차지권

일반 
정기차지권

∘ 50년 이상 ∘ 용도제한 없음 ∘ 공정증서 등 서면으로 이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특약으로 설정

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음
② 존속기간의 연장 불가
③ 건물의 매매 청구 불가

∘ 임대기간    
만료 기준

∘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

사업용정기
차지권

∘ 10년~50
년 미만

∘ 사업용건물소
유로 제한

   (거주용 불가)

건물양도
특약차지권

∘ 30년 이상 ∘ 용도제한 없음
∘ 3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

로 설정한 금액으로 지주에게 건
물을 양도하는 것을 특약 설정 

∘ 건물 양도에 
의해 종료

① 건물은 토지소유주가 매입
②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
③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음 

보통차지권 ∘ 30년 이상 ∘ 용도제한 없음 ∘ 별도의 제약 없음

∘ 법정 갱신
∘ 갱신 거부에

는 정당한 사
유가 필요함

① 건물 매매 청구권 존재
② 매매 청구권을 이용하면 건물은 

그대로 두고, 토지를 넘김. 임차 
관계는 지속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기자치권 해설 홈페이지(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5_000106.html)

[표 4-4] 일본 정기자치권의 종류

◦ 일반 정기차지권은 50년 이상, 사업용 정기차지권은 10년~50년 미만, 건물양도특약 차지권은 30년 이상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 일반 및 건물양도특약 정기차지권은 토지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고, 사업용 정기차지권은 사업용 건물

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26)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기차지권 해설(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5_000106.html)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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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차지차가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정기차지권의 최대 계약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면서, 사업용 건물이더라도 일반 정기차지권을 이용해서 50년 이상 토지를 임차를 할 수 있고, 30년 

이상 임차 시, 건물양도특약 차지권을 동시 적용해서 사업용 건물의 양도 역시 가능함

‐ 즉, 건물양도특약 차지권은 차지권 설정 후 30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특약으로 체결하며, 해당 건물의 매입 가격은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 기준으로 적용함

◦ 정기차지권 임대료는 지역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터 가격의 0.5%~1.5% 정도를 연간 임대료로 책정 

‐ 공터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 또는 노선가평가액(路線価評価額)으로 하며, 노선가평가액이 일반적으

로 시장 가격의 80% 정도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

‐ 임대료와 별도로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1회 내야하며, 보증금은 토지 가격의 20%~25%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음 

  ② 정기차지권을 활용한 마루카메마치 재개발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사례27)

◦ 일본 카가와현 타카마츠시(香川県 高松市)에 위치한 마루카메마치(丸亀町)는 마을만들기 주식회사를 설립하

여 민간주도 거버넌스로 상점가 재개발을 진행 

‐ 마루카메마치는 400년의 역사를 가진 상점가이나, 지가 상승, 대규모 인프라 시설 정비로 인구의 외

부 유출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

‐ 자본금 1억 엔을 토지소유주가 95%, 타카마츠시가 5% 출자하여 건물 및 시설 운영관리자, 중개업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를 설립 

‐ 토지소유주는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하여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함 

◦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주 106명 전원 동의로 60년의 정기차지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토지 소유주가 갖

되, 토지 이용권은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에게 허용  

‐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쇠퇴로 토지소유주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상점을 운영하는 

토지소유주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음

‐ 정기차지권을 통해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가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여 노후 주택 및 상점 정

비와 관리, 운영을 자치적으로 진행하고 지역주민, 지자체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함

‐ 토지소유주는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하여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감독함 

27) 타카마츠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진흥조합 내부자료(高松丸亀町まちづくり戦略 まちづくりのための事業戦略・事業計画論) 및 일본 국토교통성의 타카마츠 마루카페
마치 마을만들기 자료(高松丸亀町まちづくり戦略)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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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타카마츠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진흥조합 내부자료(高松丸亀町まちづくり戦略 
まちづくりのための事業戦略・事業計画論)에서 재편집

[그림 4-13]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구역도 및 사업추진체계 

◦ 즉, 마루카메마치 마을만들기 주식회사는 상점 운영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를 토지소유주에게 배당하되, 토지 이

용권을 확보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 유치와 건물 정비 등을 자유롭게 진행

‐ 사업구역을 A부터 G까지 7개로 나누고, 운영 불가능한 상점은 합법적으로 폐업을 진행한 후, 각 구역별

로 그 동안 개별 소유였던 토지를 일단(一團)의 토지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이해를 조정함 

‐ 7개의 구역을 최소 공동체 단위로 설정하여, 구역 마다 토지소유주가 출자한 공동출자회사가 토지소유주 

공동명의의 건물을 짓고, 이의 운영을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에게 위탁함

‐ 이 때, 60년의 정기차지권을 설정하여 임대 수익을 구역별 토지소유주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당  

◦ 정기차지권은 계약 갱신 없이 최소 10년 이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고, 재개

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은 토지 확보 및 수용에 관한 비용, 건축비 등이 소요되나, 정기차지권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절감이 가능 

‐ 실제로 1995년 A구역 재개발 계획 당시, 토지 수용금이 130억 엔, 건축비가 70억 엔 소요되는 것으로 나

와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정기차지권을 활용하면 토지 수용금 절약 가능  

자료: 타카마츠 마루카메마치 상점가 진흥조합 내부자료(高松丸亀町まちづくり戦略 
まちづくりのための事業戦略・事業計画論)에서 재편집

[그림 4-14] 마루카메마치 정기차지권 활용에 의한 토지의 일단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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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만들기 주식회사는 토지 이용권을 활용해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령자 전용 주택, 지역의료 서비스, 시민주도 이벤트 개최 지원 등을 진행함

2) 지역 매니지먼트의 활용

  ① 지역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의 이해28) 

◦ 지역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는 지역의 양호한 환경과 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 토지

소유주 등 민간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관리 및 경영하는 전략

‐ 행정이 아니라 주민, 토지소유주 등 민간 섹터가 상호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지역을 관리 및 경영하는 

것은 지역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필요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함

‐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의 대응 역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여러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민간 영역의 각 주체와 전문가, 행정 등이 일체적으로 진행 

◦ 지역 매니지먼트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전체의 공익적인 가치를 창조

하는 프로그램 

‐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고, 자산 가치의 보전 및 증진을 도모

‐ 소프트한 측면에서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공동체 형성,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계승, 지역 

브랜드 창출 등을 진행

◦ 지역 매니지먼트는 지역관리의 계기를 형성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 

‐ 지역 매니지먼트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기의 형성, 의식의 공유, 활동 및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의 전개의 단계로 추진

  Ⓐ 계기의 형성

‐ 지역 매니지먼트의 계기는 지역의 과제·목표에 대응하는 경우와 지역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산

의 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형성

‐ 전자는 일반적으로 생활환경 악화, 공동체 의식 약화, 도시 미화 및 녹화 등, 기성시가지에서 발생하

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제의식이나 위기감을 가진 주민, 사업주, 토지소유주 등이 지역 매니지먼

트 활동의 주체로 활동

‐ 후자는 주택사업자 등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지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해서 주택 및 상점 가로를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지를 기획하는 것에서 시작  

  Ⓑ 의식의 공유

‐ 의식의 공유는 활동 계기를 인식하고, 지역을 깊게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의식을 공유 및 확대하여, 지

역의 목표를 검토하는 과정

‐ 활동의 방침과 내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

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28) 일본 국토교통성의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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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존중, 충분한 협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 
(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4-15] 지역 매니지먼트 전략의 추진 과정 

  Ⓒ 활동 및 프로그램 만들기

‐ 목표의 공유 후,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조직의 형태를 선택하고, 조직과 활동의 규칙(rule)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이 물적 대

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그 물적 대상 자체에 대한 규칙 역시 필요함

‐ 본격적인 활동 진행을 위해서는 행정의 협력과 지원, 전문가 등 기획,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함 

  Ⓓ 활동의 전개

‐ 활동이 궤도에 오르고, 조직 운영 및 활동의 규칙 운용이 안정되면, 지역 매니지먼트 전략의 활동 요

소는 하드웨어의 제작, 유지 관리 및 운영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짐  

‐ 활동의 전개 단계에서는 당초 임의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거

나 그러한 조직과 연계활동을 추진하는 등, 활동의 다양성에 따라 조직과 프로그램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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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역 매니지먼트의 추진 기반29) 

◦ 지역 매니지먼트를 추진 조직의 대부분은 임의단체이며, 법인격으로는 주식회사와 NPO 법인이 존재

‐ 임의단체로서 자치회(自治会) 등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협의회가 지역 매니지먼트를 가장 활발히 추

진하며, 조직 설립 절차, 대표 선정, 구성원 입회 및 탈퇴 등에 대한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

업 활동을 위한 융자, 보조금 신청 시 불리함 

‐ 그러나 임의단체는 고정자산세의 감액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에 필요한 거점 유지 및 관

리에 유리함

‐ NPO 법인은 비영리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격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에 가장 적합 

     

조직 법인격 목적 가입조건 가입의무 고정자산세 감액

자치회, 주민자치 조직 × 비영리
∘ 해당 지역의 주소를 

가진 세대
×

○
(용도에 따라 가능)

임의 마치즈쿠리 조직 × 비영리 ∘ 규약에 근거 ×
○

(용도에 따라 가능)

협정 운영위원회 × 비영리
∘ 협정 대상구역 내 토

지소유주
○ ×

단지관리 조합법인 ○ 비영리 ∘ 단지 건물 소유자 ○
×

(원칙적으로 불가능)

NPO 법인 ○ 비영리
∘ 부당한 가입 조건 부

가 금지
× ×

상점가 진흥조합 ○ 영리
∘ 해당 지역 판매, 서

비스업 등 종사자
×

×
(원칙적으로 불가능)

주식회사 ○ 영리 - ×
×

(원칙적으로 불가능)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의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

[표 4-5] 일본 지역 매니지먼트 추진 조직 형태

◦ 활동 자금은 조직 성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비, 출자금, 사업 수익, 기부금, 조성금 등으로 마련 

‐ 기본적인 활동 자금 마련은 구성원 차원의 회비, 입회금, 출자금과 상품 판매, 사업장 운영 등의 사업 

수익으로부터 발생

‐ 그 외,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조성금으로 활동 자금을 마련 

 

29) 일본 국토교통성의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 이태희(2018)을 바탕으로 정
리 및 이태희(2018)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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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동 자금 
확보 방법

관련 내용 법적 근거

자치회, 주민자치 조직 · 회비 · 일반적으로 회비를 설정 -

임의 마치즈쿠리 조직
· 회비
· 사업수익

· 회비는 규약으로 설정하며, 지역 내 인가 조직은 일반적으로 
회비를 설정함

-

협정 운영위원회 · 회비 · 일반적으로 회비를 설정 -

단지관리 조합법인 · 관리비 · 규약 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분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NPO 법인
· 회비
· 사업수익

· 정관으로 입회금 및 회비를 결정
· 국세청 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례조치 가능 
· 모든 수익은 비영리활동 사업에 사용해야 함

「특정비영리활동촉진
법 제 6조」 등

상점가 진흥조합

· 사업수익,
· 출자
· 부과금
· 보조금

· 조합원의 출자가 1구좌 이상이어야 함
·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음 
· 정부는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상점가 진흥조합법 
제20조, 제22조, 

제79조」

주식회사
· 출자
· 사업수익

·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출자와 관련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그 외 재산을 전부 
납부해야 함

· 주주는 보유 주식에 대한 잉여금 배당 권리, 잔여재산의 배분을 
받을 권리, 주주총회의 의결권 등을 가짐

「회사법 제34조, 제 
104조, 제105조」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의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

[표 4-6] 일본 지역 매니지먼트 추진 조직 형태

◦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매니지먼트 사업 분야는 방재, 비즈니스, 마을만들기, 민간사업 촉진 등 다양

  Ⓐ 도시재생 안전 확보 촉진사업(지역 방재 촉진사업)

‐ 대규모 지진 피해 발생 시, 체류자의 안전 확보, 도시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하드 및 소프트웨어적 대

책을 지원

  Ⓑ 국제적 비즈니스·생활환경 형성 및 시티 세일즈(city sales)

‐ 일본 도시 내 업무·주거 입지 이점 및 생활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 외국어 대응 서비스 제공

  Ⓒ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 펀드

‐ 주민 등 민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치즈쿠리 회사에 출자하기 위한 펀드 조성 시 자금 각출  

  Ⓓ 민간 마치즈쿠리 활동촉진사업(사회실증사업 등)

‐ 협정에 근거한 시설 정비와 활용, 마을의 활력과 교류 등에 기여하는 사회실험 등을 지원

◦ 지역 매니지먼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시민활동, 산업진흥·복지·환경 관련 행정 업무와 연계 

추진 가능

‐ 도시계획, 건축, 주택, 공공시설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초기 단계부터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가 파견 

‐ 특히 지역 매니지먼트로 지역의 미래상 및 계획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지구계획 제도를 활용하여 계획 

내용의 실현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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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본법」을 통해 가로경관 규제 및 유도 등 건축협정제도를 도입 

‐ 공공임대주택 건축 및 공급 시, 지역 매니지먼트와 연계하여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지

원 가능  

◦ 최근에는 대학, 경찰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의 효과 창출

‐ 대학 내 건축, 도시계획, 사회학 관련 전공과 연계하여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을 수립하고, 가로경관 규제

와 유도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 안전 및 안심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로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범활동 효과를 높이

기 위해 경찰과 지역 매니지먼트 조직의 연계를 추진 

  ③ 지역 매니지먼트의 효과30) 

◦ 지역 특성과 매력의 발굴, 지역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산가치의 증대를 추진 

‐ 지역 간 경쟁 시대 속에서 지역 자산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을 행정과 시민 등 지역구성원이 인식하고 

연계 협력 및 추진하는 계기의 형성

‐ 특히 저성장 시대에 저·미 이용 기존 자산의 활용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자산의 발굴 및 활용 확대 

‐ 지역의 가치 향상은 개인자산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순환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자산의 활용과 가치 향상으로 지역의 활력 회복 및 증진

‐ 지역자산의 활용으로 집객 효과와 활기 회복이 가능하며, 소비활동 진작으로 매출,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

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활성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의 재정 부담 경감 

‐ 지역 매니지먼트는 기존의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정비와 도입에 소요하는 

행·재정적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음 

‐ 특히 인구감소 등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도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공의 부담과 한계를 지역 매니지먼트 

추진으로 대체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추진

◦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애착과 관심, 구성원 의식 증가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같은 지역 구성원이 추진하는 마을 사

업, 지역 축제 등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의식, 지역 애착심 등의 고취를 기

대할 수 있음 

30) 일본 국토교통성의 Area Management 추진 매뉴얼(https://www.mlit.go.jp/totikensangyo/totikensangyo_tk2_000068.html), 이태희(2018)을 바탕으로 정
리 및 이태희(2018)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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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사례31) 

◦ 1972년 올림픽 개최로 삿포로시에 대규모 예산 투자와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교외 개발 진행으로 삿포로 

역 등 오오도리(大通り) 지구를 중심으로 공동화 등 중심시가지 쇠퇴와 노후 건축물의 갱신 시점이 도래 

‐ 장기적인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오오도리 지구의 중심시가지 쇠퇴가 가속되고 삿포로 역 주변 재개발사

업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음

◦ 지구 내 상점가를 중심축으로 도시재생추진법인을 설립하여 지역 매니지먼트를 추진

‐ 2009년 9월,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따라 삿포로시와 삿포로 상공회의소가 3%를 출자하고, 지구 내 상

점가와 상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지분의 60%를 소유하는 구조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회사를 설립

‐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추진법인으로 인정받아 6명의 직원과 8명이 이사, 2명의 감사로 조직

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마치즈쿠리에 기반한 상점가 활성화를 진행

◦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회사는 지속가능한 마치즈쿠리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매니지먼트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 활동을 기획 및 추진

‐ 특히, 자전거 불법 주차, 환경 미화 및 청소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필요한 마치즈쿠리 활동 추진을 위해 창출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치즈쿠리의 

자립성을 확보

◦ 공간 및 설비 대여 사업, 광고사업, 주차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허가의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로에 공공공간이자 상업시설인 ‘스와로 테라스(す

わろテラス)’를 조성하고 카페, 세미나 개최, 기업 프로모션 등을 위한 공간 및 설비 대여를 추진

‐ 지하가로 출입구 상층부나 역 근처 중심가로에 대형 벽걸이 광고 게시 공간 12개를 마련하여 수익 창

출은 물론,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구매 금액에 따라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지역 공통 주차권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맹 상점을 확보 

등을 통해 약 30개의 주차장을 운영

 

     자료: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sapporo-odori.jp/)

[그림 4-16]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회사가 진행하는 공간 및 설비 대여사업, ‘스와로 테라스’

31)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sapporo-odori.jp/)를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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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sapporo-odori.jp/)

[그림 4-17] 삿포로 오오도리 마치즈쿠리 회사가 진행하는 광고판 대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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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결

◦ 영국, 미국, 일본의 지역자산화 추진 전략은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고찰할 수 있음  

◦ 먼저, 영국과 일본은 지역 공동체 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영국의 지역자산화는 지역수요에 대한 공공의 대응 부족으로 발전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 

확대, Community Interest Companies의 제도화, 「지역주권법(Localism Act)」 등을 제정함

‐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영국 정부는 지역자산화 추진에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 

‐ 일본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을 바탕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 이

상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영국, 미국, 일본은 공동체가 지역 자산을 발굴 및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적 운영 체계를 구축

‐ 영국은 Community Right to Challenge를 통해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지역공

동체 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미국은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을 발굴 및 시각화하였으며, 특히 클리브랜드 모델에서는 앵커시설 설립으로 지역 주민 고용,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사업 활동 공간을 제공함

‐ 미국은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일본은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

‐ 특히 미국은 공동체 토지신탁이 토지를 영구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구성원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공동의 선(common good)을 구축

‐ 일본은 지역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를 통해 주민, 토지소유주 등 민간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관리 

및 경영함으로써 지역자산의 중요성과 자산가치의 증대를 추진

‐ 미국과 영국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일본은 NPO 등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자산화를 진

행하되, 필요에 따라 연합을 조직하고, 공공, 학교 등과 상호 협력을 도모

◦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국외 사례 모두, 지역자산화를 통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공익을 실현

하고 있음 

‐ 영국은 Community Right to Build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공동체 이익에 합당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되, 창출한 이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도록 함

‐ 미국은 Community Land Trust를 바탕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 일본은 지역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를 추진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필요한 

마치즈쿠리 활동에 재투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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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동구 지역자산화 추진 모색

1 ∙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 조사

1) 성동 안심상가 빌딩

◦ 성동 안심상가 빌딩은 성동구가 소유한 공공자산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임대료 안정을 목표로 2018년 8월 개장
‐ 201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부영과 사회공헌 MOU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으로 지하 1층 ~ 지상 8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공공안심상가 빌딩으로 조성

‐ 지역상권은 물론,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격과 제한업종을 설정하고 
있음 

      

신청대상 제한업종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

⚪ 사회적경제조직(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 공유기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3호) 

⚪ 구청장이 안심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가목의 비디오물감상실

⚪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등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등

자료: 성동구청 홈페이지

[표 5-1] 성동 안심상가 빌딩 및 공공안심상가 입주 신청대상 및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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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임차 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70% 수준에서 결정하며, 2020년 6월 기준, 32개 점포, 
1인 기업 16석이 입주하여 입주율 100% 달성 
‐ 성동 안심상가 빌딩은 크게 상업용과 업무용 공간으로 구분하여 임대

‐ 지상 1층 ~ 3층은 식당 및 근린생활시설, 4층 ~ 8충은 소셜벤쳐가 입주

자료: 성동구청 홈페이지

[그림 5-1] 성동 공공안심상가 기대 효과

자료: 성동구청 홈페이지

[그림 5-2] 성동 안심상가 빌딩 MOU 체결 및 전경

◦ 관내 공공안심상가 등 성동 안심상가 빌딩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성동구청 지속발전과와 일자리정책과

가 담당하며, 성동 안심상가 빌딩의 유지 및 관리는 전문 업체에게 위탁

‐ 성동 안심상가 빌딩 유지 및 관리 주체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진행했으나, 2019년 11월부터는 빌

딩 전문 유지관리 업체와 위탁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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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 도시재생 나눔공유센터

◦ 성수 도시재생 나눔공유센터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2020년 1월 건립한 앵커시설이며, 지속가능
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성수 도시재생 나눔공유센터(이하, 나눔공유센터)는 6층 규모로, 마을카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놀이 공간, 공유 공간 대관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함
◦ 나눔공유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함 
‐ 지역 주민이 마을카페,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놀이 공간, 공유 공간 대관 사업 등 나눔공유센터 전

체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익 활동 추진
‐ 창출한 수익활동은 주민과 노인 등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함 

   

운영시설 사용목적 운영자

마을카페, ‘배움’, ‘채움’(1~2층)
∘ 카페 운영을 통한 커피 및 초콜렛 판매

∘ 원데이(one day) 클래스 운영

∘ 공모를 통해 성수지역 기반의 

도시재생기업을 대상으로 

앵커시설 운영자 선정

블록놀이방, ‘끼움’(3층)
∘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실내놀이 공간

∘ 안전사고의 위험은 낮추고, 수익성은 향상

공유공간, ‘빚음’(4층)
∘ 공유부엌 등 모든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대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립 서울숲 경로당(5~6층) ∘ 어르신 쉼터 공간 제공 ∘ 성동구청 어른신장애인 복지과

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

[표 5-2] 성수 도시재생 나눔공유센터 운영시설 계획

◦ 성동구는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나눔공유센터의 운
영 주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
‐ 시범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이며, (지역관리형)서울 도시재생기업32)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신청가능 자격을 제한  

‐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생활권자로, 성수동에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 등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 앵커시설 운영의 지역성을 강조함 

‐ 평가위원회는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행정 분야 2인, 주민대표 2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

32)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으로 분류하며,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은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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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역중심 ⚪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구성한 3인 이상의 법인

지역성

⚪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진행과정을 통해 구성한 법인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구성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재생과 관련한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또는 해당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역의 특성 및 지역재생을 고려한 사업 및 활동을 발굴 / 기획 / 실행해야 하며, 지역의 중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함

공공성

⚪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1/3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함

수익성·지속가능

성

⚪ 지역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함

⚪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운영구조를 갖추어야 함

자료: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선정 공모 공고

[표 5-3] 서울 도시재생기업 요건

◦ 나눔공유센터의 임대료는 면제이나,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물 등 관리비는 공공의 지원없이 운영 주체가 일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단, 한 달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사업초기 사업안정화 및 자립경영 기반 확보를 위해 수도, 광

열비 등 운영경비를 구에서 지원
‐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1/3 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

는 것을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적립한 마을기금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성수동 지역의 공익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방안은 구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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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3] 성수 나눔공유센터 전경  

    

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4] 성수지엥 협동조합이 성수 나눔공유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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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5] 성수 나눔공유센터의 ‘채움’ 및 ‘빚음’(상단), ‘끼움’(하단) 

3)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

◦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이하, 산업혁신공간)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2019년 12월 건립했으며,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문화·홍보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앵커시설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서울시와 성동구가 개별적으로 소유한 보도에 지상 2층, 연면적 190.02㎡의 경량 철골물을 건설
‐ 1층과 2층은 홍보관, 체험공간, 청년혁신공간, 외벽 홀로그램 등의 공간으로 구성
‐ 1층은 홍보관과 체험공간, 2층은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으로 구성하고, 외

벽은 성수지역의 예술과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공간을 마련

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6]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 건설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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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내용 별로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산업혁신공간을 홍보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33) 
‐ 1층 홍보관 및 체험관에 인생사진관, 성수동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 ‘성수의 어제와 

오늘’ 등을 1월과 2월 개최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
‐ 인생사진관은 성수동 에스팩토리에 입점하여 실제 운영 중인 스튜디오이며, 성수의 어제와 오늘은 성

동 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의 과거 사진을 활용하고, 성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
의 재능 기부로 진행함

‐ 3월에는 성수동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청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이들에게는 전시 공
간을, 구민에게는 생활 속에서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층 청년혁신 공간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패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신진 디자이너 
발굴, 중견 및 글로벌 유망 디자이너 브랜드 컨설팅 등을 진행  

‐ 외벽은 성수동의 다양한 모습, 성수 도시재생을 홍보할 수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노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사업혁신공간의 계획 및 운영 추진을 위해 구청 내부에 TF팀을 구성
‐ 정책기획관을 필두로 구정연구기획단,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로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

을 분담하여 지역 내 산업 종사자 지원 방안, 외부 자원 연계 사업 발굴, 시범운영기간 후 공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함 

     
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5-7]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 TF 구성 

33) 2020년 3월 산엽혁신공간 시범사업 종료 이후, 4월 정신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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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

[그림 5-8]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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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활용 가능한 제도 및 조직 검토

1)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문제 해결과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추구하며, 이를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을 지원하고 있음

◦ 성동구는 201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히, 해당 조례는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민간 기업 등의 지원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작동

                      

자료: 성동구청 내부자료

[그림 5-9] 성동구 2019년(좌), 2020년(우)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계획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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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동구 소재 사회

적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019년까지 구 기금과 민간투자를 통해 약 18억 8,300만원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했으며, 

27개 기업에게 약 17억 7,2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함

‐ 2020년에는 구 기금 대비 민간투자 비율을 확대하여 6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할 

예정

◦ 성동구는 2017년 사회적경제 5개년(2018-2022)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고유 테마사업 육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3대 영역, 12대 주요 과제를 선정

‐ 3대 영역은 제도환경 개선, 지원체계 개선, 주체역량 강화이며, 각 영역 마다 4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

자료: 성동구(2017)

[그림 5-10] 성동구 사회적경제 5개년(2018-2022) 계획 전략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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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소셜벤처기

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함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제정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 생

태계 기반 강화 및 공정무역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확대할 예정

◦ 2017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EXPO를 개최하여, 지역의 사회혁신기업의 홍보, 네트워킹의 장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5-11] 성동구 2019 소셜벤처 EXPO 개최 

2)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2020년 2월 기준,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247개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협동조합이 153개로 가장 많고, 87개의 사회적기업, 4개의 마을기업이 4개, 3개의 자활기업이 존재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회재정부 보건복지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서비스 제공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안전부 지침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합계(247) (87) (4) (153) (3)

자료: 성동구(2020)

[표 5-6] 성동구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현황(2020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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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6년 103개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적기업은 약 5배, 협동조

합은 약 2배 이상 증가

‐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음

‐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은 문화·교육, 협동조합은 제조업이 가장 많음

     
자료: 성동구(2020)

[그림 5-12] 성동구 사회적기업 설립 추이 및 업종별 분포

      자료: 성동구(2020)

[그림 5-13] 성동구 협동조합 설립 추이 및 유형별 분포

◦ 2020년 2월 기준, 성동구 사회적기업은 26개의 인증 기업, 61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153개 협

동조합의 규모는 조합원 1,140명, 출자액은 15억 원

◦ 2020년 1월 기준, 마을기업은 총 4개이며, 패션, 봉제, 축산물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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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주요사업

성동 패션봉제 협동조합 패션봉제 기술인 양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나눔봉제 협동조합 폐원단 재활용 사업 등

고기익는 마을 축산물 및 먹거리 문화와 연계사업 등

SSST 주식회사 구두, 잡화 제조사업

[표 5-7] 성동구 마을기업 현황(2020년 1월 기준)

3)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검토

  ① 성수지앵 협동조합

◦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분과였던 ‘공간기획단’이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CRC), ‘성수지앵 협동조합’으로 발전
‐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분과 중 하나로 공간기획단을 시작 
‐ 특히 공간기획단을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양성하기 위해 주민공모사업으

로 바리스타, 쇼콜라티에 교육 등을 진행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여 2018년 5월 조합원 12명, 출자금 5천만 원 규모로 협

동조합 설립
‐ 성수지앵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협동조합 창립 후,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도시재생 관련 활동 및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 및 추진  
‐ 성동상생센터에 카페공방을 마련하고, 성수동 수제화를 모티브로 초콜렛, 가죽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

고 있으며, 성수 도시재생축제인 ‘꽃길만 걸어요’를 기획 및 운영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 

자료: 성동구(2019)

[그림 5-14] 성수지앵 협동조합이 개발 및 판매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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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성수 나눔공유센터 시범운영 주체로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앵커시설인 나눔공유센터를 도시재생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성수지앵 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선정
‐ 임대료는 면제이나,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비는 운영 주체 일체부담으로 설정. 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에 한해 수도·광열비 등은 구에서 지원 
‐ 성수 나눔공유센터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 

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15] 성수 도시재생 축제, ‘꽃길만 걸어요’  

  ② 어바웃엠 협동조합

◦ 마장동 주민공동체 ‘마도로스’를 중심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2018년 5월, ‘어
바웃엠 협동조합’이 탄생
‐ 마도로스는 마장동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주민공동체
◦ 어바웃엠 협동조합은 2019년 8월,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카페형 놀이문화 공간, ‘성동마더센터,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이하, 마더센터)’를 설립
‐ 다목적 프로그램실 제공, 품앗이 육아모임, 동아리 모임 등 육아소통 활동을 지원
◦ 마장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및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마장동 지역축제인 ‘마장의 휴일’ 기획 및 운영을 추진

자료: 성동구 내부자료

[그림 5-16] 마장동 축제 마장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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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웃엠 협동조합은 2019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사업에 선정
‐ 주민 필요에 입각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등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사업형 CRC로 선정
‐ 마더센터, 마을카페 운영은 물론,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마장 도시재생 축제 기획 

및 진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 

출처: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urc.or.kr/company2019)

[그림 5-17] 어바웃엠 협동조합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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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성동구는 지역자산화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구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목적과 취지, 필요성에 맞게 구축 및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 

및 공동체 보호,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 조사 결과, 지역자산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관내 건축자산이 존재하며, 일부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유관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 성수 도시재생 나눔공유센터, 성수 도시재생 산업혁신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앵커시설, 민

간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성동 안심상가빌딩 등 공공이 소유 및 관리하는 물리
적 자산이 존재함

‐ 이러한 물리적 자산의 존재는 공익을 도모하는 수익형 사업을 지역 공동체가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와 기반으로 작동함

◦ 지역자산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관내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
‐ 성동구에는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s 등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동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민공모 사업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음
◦ 성동구는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대한 선제적 경험과 

추진 능력을 갖춘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음
‐ 형식적인 행정 차원의 관심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

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필요성을 공공이 인지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 특히 성동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다각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지역자산화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물리적·인적 자원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이러한 자원을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연계 및 조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추진력과 실효

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모델의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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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지역자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동구 자원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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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1 ∙ 연구결과 정리

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자산화 전략

◦ 지역자산화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자산을 제3의 소유 영역이 공유하는 자산으로 스스로 창출하는 
과정이며,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재 
‐ 지역자산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생산 및 이용, 보호하는 것이며, 소유 및 활용 권리는 지역 구성원 전

체에게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재의 창출과정으로 지역자산화를 정의함
◦ 지역자산화는 비자발적 이주 및 지역사회 파편과 해체를 방지하는 장치이며, 지역 공동체가 지역자산을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 및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자산화는 공동체가 사용 및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창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서 가격 경쟁이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지역 구성원이나 임차인이 대체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자산을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의 지역 내 순환 구조를 형성

‐ 지역자산이 지역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작동하고, 지역 이슈에 지역 구성원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그림 6-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써 지역자산화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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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산화 국내 활용 현황

◦ 지역자산의 개념 및 그 활용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는 「민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등이 존재
‐ 지역자산은 공유재산으로써, 「민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소유권자가 소유권 지분을 분할해서 가지는 

‘공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합유를 기본으로 하되 자산의 이
용이 가능한 ‘총유’로 구분 가능  

‐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에 따라 매각 및 임대 가능하며, 관리 및 개발은 위탁으로 진행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자산화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
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유휴공

간을 매입하여 지역사회 활동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2020~2022)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협업하기 위한 공동 소유의 

공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비용을 10년 동안 2%대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활용

한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상가 매입비와 상가 신축에 소요하는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관-민 연계,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합동, 유휴 부동산 매입 등의 방법으로 지역자산화를 진행한 사례

가 존재하며, 모두 불안정한 임대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자산화를 시도함 

‐ ㈜빌드는 경기도 시흥시와 ‘시민 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레스토랑, 카페, 실내 놀이터를 운

영하고 있음

‐ 서울시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같은 건물을 임차하던 지역단체와 합동으로 임차하던 건물을 자체 

매입하여 자활기업을 입주시키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 경기도 안산의 마을공동체, ‘울타리 넘어’는 유휴 부동산을 자체 매입하여 공동 육아 공간과 마을 카

페를 운영하고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지역자산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역자산화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

반의 확충, 금융 대출 및 상환 조건 개선 등 제도적 정비와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및 지역으로의 이익 환원 

구조 정비가 한계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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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산화 국외 활용 현황

◦ 국외사례로 살펴본 영국과 미국, 일본의 지역자산화는 실업, 빈곤, 불평등, 공동체 활성화, 거주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공의 수요 대응 미흡 등으로 시작
‐ 영국은 농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토지의 공유를 통한 개발이익 창출과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구상한 

‘전원도시’, 재정위기로 인한 공공 부문 축소 및 이양 등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역자산화의 필요
성을 자각

‐ 미국은 토지 소유의 편중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공동의 선(common good) 실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가 지역자산화의 계기로 작동

‐ 일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추진, 주거지 등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역자산화를 시작함 
◦ 국외에서는 지역자산화의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지역자산화의 유연한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
‐ 영국은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ies)를 제도화하고,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산을 확보하고 활용 및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본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을 통해서 최소 10년, 최대 50년 이상 토

지를 임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특히 정기차지권은 노선평가액(路線価評価額)기준으로 산출한 공터 가격의 0.5~1.5%를 연간 임대료로 

책정하여 임차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 영국, 일본은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며, 사회

적 경제 및 공동체 조직 등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
‐ 영국은 공공이 담당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지역공동체 조직이 운영하고, 미국은 앵커시설, 일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 매니지먼트를 통해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운영 및 관리를 진행  

‐ 미국과 일본은 공동체 조직이 지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안
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 

‐ 세 국가의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은 필요에 따라 연합을 조직하거나 공공 및 학계와 상호 협력을 도모
하고 훈련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함

◦ 세 국가 모두 지역자산화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 창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진행

‐ 특히 초기 운영 자본 마련을 위해 개인, 기업, 재단 등이 기금 마련 및 투자, 기부와 기증, 권리 이양 

등을 진행했으며, 법률 자문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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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적 제언

1)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지역 자산화 전략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대가 아니라 매입으로 
지역 자원을 자산화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 상 한계가 존재
‐ 현재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지역 내 미·저이용 상태인 부동산을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직접 자산화 과정 전반을 운영하는 직접 자산화가 주로 진
행

‐ 이 중, 지자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공유재산으로, 매각은 일반재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재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 한편 행정재산은 수의방법이 가능하지만, 매각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매입 방식으로 자산화 할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민간 부동산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이 시장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선 등 유연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영국처럼 지역 공동체가 매각 자산을 우선 입찰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권을 보장받거나,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법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자산화 전략을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지방

정부의 수요에 응할 수 있으며, 자치분권을 도모할 수 있음

◦ 임대 방식의 지역자산화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의 제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이 소유한 공유재산은 엄밀히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실현하려는 
주체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기본 5년~최장 10년으로, 공익기반의 수익 활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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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기반과 이익의 사회적 환원 구조 마련 

◦ 지역자산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 매입 및 임차에 소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 공간의 매입 및 임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업 이익의 축적과 효율적 배분 및 활용에 한계가 존재

◦ 공익적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를 위한 대출 및 상환 조건 개선 등의 마련 

필요

‐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 등은 대부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일반 금

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 제약이 존재

‐ 이러한 점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 조합원 등 조직 구성원이 대출을 진행

하여, 개인 부담이 발생

‐ 따라서 국내에서는 공간 매입 및 임차에 지출한 대출금의 상환, 공간 유지관리 비용, 아이디어 구축 

및 프로그램 설계 등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의 마련을 P2P(Peer-to-Peer) 금융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 조사 결과, 일부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는 P2P(Peer-to-Peer) 금융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P2P(Peer-to-Peer) 금융 대출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의 

설계와 모델 구축,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

‐ 무엇보다 해당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 아이디어를 발산 및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공유재산의 공간을 전대(sublease)하여, 규모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자산화 추진 조직은 공간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보호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자산화를 활용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활용 할 필요성 존재

‐ 국외에 비해 국내는 이익의 사회적 환원 활동에 소극적이고, 체계적 기반의 마련 역시  미흡한 상태

이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활동은 지역자산화 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중

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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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동구는 보유 자원과 관련 경험의 효율적 연계 활용이 필요함 

◦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구정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자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자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회적 경제 조직,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경험, 추진력 있는 행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성동형 지역자산화는 유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주적 활동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간 연계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개별 정책 및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자산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이들 간의 연계점 모색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눔공유센터 시범 운영 등 유사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성동형 지역자산화 추진 전략의 마일스톤(milestone)으로 활용해야 함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법과의 정합성 

상 지역자산화의 유연한 진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전대 등은 여전히 제약 대상임 

‐ 조례는 지방정부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자치 법규인 만큼, 상위법의 제도적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지방정부의 요구를 토대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장기임대관리 신탁 방식의 지역자산화 전략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응 모색 필요성

‐ 공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의무 출자 방식의 지역공동체 기반 신탁회사의 육성을 시도해 볼 필요

◦ 성동구는 지역자산화 추진 전략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및 재분배 정책을 설계하고 관련 기반을 정

비하여 성동이 추구하는 상생의 정신을 활성화 시켜야 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

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에 따라 창출된 이익 

활동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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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and Analysis of Community Asset Strategies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gentrification in Seongdong-gu -

Aeijung Song  ‧  Junghee Lee  ‧  Hyunjin Park  ‧  Jeonghoon Lee  ‧  Wonyoon Jang  ‧  Sangbaek Chu

It is time for Seongdong-gu to develop a strategy that can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anti-gentrification policy

In September 2015, Seongdong-gu became the first district in the count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cope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gentrification. Since then, it has been promoting relate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The Ordinance on Mutual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Design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Zone", Seongdong-gu designates areas where gentrification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due to an increase in rent as sustainable development zones emerge, and has 
been implementing a win-win agree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area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Seongdong-gu has created 17 
Seong-dong Ansimsanga in Seongsu-dong. They will be leased to the self-employed and young 
entrepreneurs who have experienced displacement due to gentrification for a period of up to 10 years at 
a rate of 70 to 90% of the market price, thereby helping them to conduct stable business activities. 
Seongdong-gu's policy in responding to gentrification has been implemented for five years. These policy 
efforts have lowered rent pric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zones and restricted the entry of large 
corporate franchises in the district. However, new strategies must be introduced to create synergy with 
current policies, such as community asset strategy to enable sustainable policy effectiveness.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that engage in community asset strategy based on public interest in Korea are 
attempt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nstable lease contracts. However,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secure necessary institutional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for the creation and sustainable use of local asset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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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ssets are common-pool resources that are owned and utilized by all community members, thu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Community asset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creating 
common-pool resources to solve local problems and develop local communities. 
Community asset can be used as a strategy to counter the negative impacts of gentrification by acting as 
a foundation to prevent involuntary house movement, avoid fragmentation and disinteg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s capacity. In this regard,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that promote public-interest-based profit activities through community asset in Korea are 
attempt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nstable leasing contracts.
Since community asset is a jointly owned asset, it is related to “Civil Act”, and the use of common-pool 
resources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s is a Party." However, the sale and rental of 
common-pool resources are limi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there is no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ublease thereof that can generate stable profits through the use of local assets. Moreover, financial 
lending and repayment conditions for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to lease and sell space are also strict, 
thus placing restrictions on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asset

Other countries have laid the necessary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romote community asset, and 
developed a community-based independent profit generation model. Likewise, they are recognizing public 
interest by returning some of the profits generated by community asset strategy to the local community.

The UK has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basis for recognizing the existence and value of local community 
assets by utilizing the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Localism」. Japan, for its part, has used the 
fixed-term land lease rights under the 「Act on Land Lease and House Lease」 for community asset. The 
US is implementing community asset through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nd Community 
Land Trust programs. The main proponents of community asset includ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UK and the US, and non-profit corporations such as NPOs in Japan. Along with these efforts,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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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operate public services, anchor facilities, and discover and carry out projects that reflect the 
needs of the region and their residents, thereby developing an independent profit generation model and 
responding to the problems of the local community.
Above all,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low local communities to lease or own local assets for 
30 years or more, to return some of the profits generated by community asset to the local community, 
and to gain an internal profit circulation structure to return part of the generated profits to the community, 
thereby embodying the common good. 

Seongdong-gu is equipped with the necessary institutional,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to promote 
community asset, as well as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promotion capabilities. Seongdong-gu must 
consider establishing strategies and models that can create synergy in response to gentrification by linking 
these resources to a community asset and adjusting them accordingly. 

Seongdong-gu’s related systems include "Seongdong-gu Seoul Ordinance on Support for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and "The Ordinance on Mutual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Design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Zone", as well as anchor facilities for urban regeneration, and physical assets 
owned and managed by the public, such as buildings. These physical assets, in particular, can serve as 
potential opportunities and foundations for the local community to pursue public interest-based, profitable 
projects. Furthermore, the number of local communities and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within the 
district that can operate and manage local asset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y are actively engaged 
in community businesses and community projects for residents.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Seongdong-gu possesses preemptive experience in urban generation and in responding to gentrification,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proceed with projects. 
In the future, Seongdong-gu should monitor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similar projects, such as the 
pilot operation of the Sharing Center, to promote Seongdong-type community asset.  Likewise, it must 
consider devising a policy for returning and redistributing profits to the local community, a long-term lease 
management trust method, and a mechanism for fostering related trus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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