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두정도서관 다목적실 (1층)

◦ 주 최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주거복지센터

◦ 후 원 : 중부재단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두정도서관 다목적실 (1층)

◦ 주 최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주거복지센터

◦ 후 원 : 중부재단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 토론회



  토론회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신문기 교수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 인사말

❐ 사전영상

❐ 발제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현황
- 박은순 간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 곽현근 교수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 토론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추진현황 및 방향
- 김수열 과장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 서종균 박사 (한국도시연구소)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 김영수 의원 (천안시의회)

✤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 조응주 센터장 (천안지역자활센터)

❐ 종합토론 





  글차례

 [ 발 제 ]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현황 ……… 1

◦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 55

 [ 토 론 ]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추진현황 및 방향 ……… 101

◦ 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 115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 117

◦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 119

 [ 부록 ]

◦ 주거실태조사 경과보고 ……… 123

◦ 주거환경실태조사 소감문 ……… 124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설문지 ……… 143





      발   제 
  

1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현황

                                박 은 순 간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1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과제

박은순 간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1. 조사설계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주택부담이 커진다는 뉴스가 이어진다. 그리고 집

값이 떨어지면 여전히 어렵게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한 서민들에게 그 고통

이 전가된다. 사실상 부동산 불패신화는 일반 서민이 손에 쥘 수 있는 황금이

아님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확인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로또보다도 큰 기

대심리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2002년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2009년 말 기준 천안시 주택보급

률은 116.8%에 달한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0.6%로 전국은 물론 전국 7대도시보다도 낮은 상황이다.1) 또한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개선서비스의 경우 자가를 소유한 가정에만

한정되는 등 주거를 통해 총화되는 도시빈민층의 복합적 삶의 문제가 고착화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기

초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주거복지센터는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현황을 파악하

고, 저소득층 주거권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표본의 구성 및 자료수집

1) 표본의 구성

본 조사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가정을 중

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전국 7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자가 점유비율 51%, 

전국 자가점유비율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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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조사대상 천안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조사지역 천안시 28개 읍면동

표본크기 303명

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설문지 307부 중 유효한 설문지 303부를 분석 조

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천안시 28개 행정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비

율에 따라 무작위로 층화표집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단체(천안지역아동

센터, 천안시알콜상담센터,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아우내노인

종합복지관 등)의 협조로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동의절차 후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사과정에 협조해주신 천안시와 각 단체에 감사드

린다.

2) 자료수집

설문조사 전 2008 인천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주거복지실태조사 결과와

설문지를 참고하였으며, 국토연구원(2009)에서 발행한 저소득․서민의 주거안

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

고 천안시 수급자현황 및 저소득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자료와 천안시 2009 통계연보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3) 조사 방법

조사는 2010년 6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명단확보 후 조사에 대한 우편안내 후 동의과정을 거쳐 사전

에 교육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1 >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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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7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설문지 303부로 설문 분석)

표본추출방법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천안시 행정구역 28개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에 따라 표본추출 시행

최대 표준오차 ±1.57% (95% 신뢰수준)

자료수집방법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 후 작성

조사기간 2010년 6월 14일 ~ 2010년 10월 22일

분석방법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X²검증, t-검증, 신뢰도검사 실시

조사영역 내 용

응답자
일반적 사항

거주지, 성별, 연령

가구 특성
동거가족 수, 가족구성, 장애인 유무
수급여부,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고용상태,
건강보험 유형 및 보험금 연체유무, 가구 총수입

주거 현황 1

주거위치(지상층 거주여부), 주택형태, 주택보유현황
보증금 및 월세금, 전세 또는 월세 거주 기간
최근 5년 이내 이사경험, 이사 이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 개수, 주택 총면적

4) 설문지 구성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설문지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

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가구특성, 주거위치 및 방 수 등 일반적 사항이 포함된

주거현황1, 최저주거기준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현황2, 주거 및 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 > 설문조사 내용



4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92 30.4

여자 211 69.6

합 계 303 100.0

나이 20대 2 0.7

주거 현황 2

최저주거기준 중 부부와 자녀의 방 분리
최저주거기준 중 부부와 노부부의 방 분리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식수시설)
난방시설,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용 시설
주택의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 주택의 개보수 의향, 개보수 시 시급한 내용
장애 및 노령으로 인한 주택개조 필요성
가구 월평균 주거비, 주택융자 상환비용

주거 및
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입주의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할 때 원하는 평수
납부 가능한 보증금과 월임대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5) 설문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윈도우즈용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상관분석, 기술통계분석, X2검증, t-검증 실

시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Ⅰ. 조사대상 일반특성

< 표 3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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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36 12.1

40대 70 23.5

50대 44 14.8

60대 42 14.1

70대 63 21.1

80대 39 13.1

90대 2 0.7

합 계 298 100.0

지역구분 1

읍면지역 123 40.6

동지역 180 59.4

합 계 303 100.0

지역구분 2

동남구 173 57.1

서북구 130 42.9

합 계 303 100.0

무응답 : 나이(5명)

전체 설문응답자 303명 중 남녀 성비는 남자 92명(30.4%), 여자 211명

(69.6%)으로 여자 응답자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았다. 연령대는 40대가 70명

(2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70대가 63명

(21.1%)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에 해당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9.3세(표준편차 16.52)로 비교적 고연령층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지역적 구분을 보면, 동지역이 180명(59.4%)으로 읍면지역 123명

(40.6%)보다 약간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상 구분으로는 동남구가

57.1%로 서북구 42.9%보다 다소 높게 구성되었다. 이는 조사 설계를 했던 당

시(2010년 1월 1일 기준), 천안시 수급자 현황인 동지역 6,908명(62.2%), 읍면

지역 4,202명(37.8%)과 동남구 6,164명(55.5%), 서북구 4,946명(44.5%)의 지역별

인구 분포 비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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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가족 수

1인가족 100 33.0

2-4인가족 174 57.4

5인이상 29 9.6

합 계 303 100.0

가구
구성

부부 20 6.6

부부+자녀 34 11.2

한부모+자녀 85 28.1

부모(또는 편친)+부부 2 0.7

부모(또는 편친)
+부부+자녀 25 8.3

부모(또는 편친)+부부
+자녀+부부의 형제자매 4 1.3

조부모+손자 18 5.9

미혼형제, 자매, 친척 4 1.3

1인가구 99 32.7

기타 12 4.0

합 계 303 100.0

< 표 4 > 조사대상 가족 수 및 구성

응답자의 가구원 수를 확인해보면, 1인 가구가 33%로 2009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2)인 20.7%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평균 가구

원수는 2.5명(표준편차 1.4914)이다.

이어 가구 구성에서도 1인 가구가 32.7%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한부모가정이

전체 응답자의 28.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정이 11.2%,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정 등이 9.6%, 조손가정도 5.9%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분

류에는 노모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들이 살아가는 가정, 80대 노자매가 살

2) 도시형 생활주택, 서용식 저, 매일경제신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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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빈 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장애유형

지체장애 42 50.6 54.5

뇌병변장애 11 13.3 14.3

시각장애 5 6.0 6.5

청각장애 2 2.4 2.6

신장장애 3 3.6 3.9

심장장애 3 3.6 3.9

호흡기장애 1 1.2 1.3

간질장애 2 2.4 2.6

지적장애 13 15.7 16.9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가구
재분류3)

한부모가정 84 27.7

조손가정 18 5.9

독거노인 69 22.8

합 계 171 56.4

아가는 가정, 친구 또는 직장동료와 살아가는 가정 등 조사지에 표기하기 어

려울 정도로 다양한 가정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5 > 가구 재분류

가구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유형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

거노인(65세이상, 1인가구)으로 재분류하면 이 세 가구 유형이 전체가구 중

56.4%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감안할 때,

재분류한 이 가구유형은 소득의 열악함 및 주거비용 부담의 가중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표 6 >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3) 응답자 303가구 중 해당가구의 비율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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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1 1.2 1.3

합 계 83 100.0 107.8

무응답(4명), 유효사례수(77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지체장애 5
(33.3%)

8
(47.1%)

14
(87.5%)

7
(77.8%)

6
(100.0%)

6
(85.7%)

40
(60.6%)

뇌병변장애 4
(26.7%)

2
(11.8%)

2
(12.5%)

0
(0%)

0
(0%)

0
(0%)

8
(12.1%)

시각장애 1
(6.7%)

1
(5.9%)

0
(0%)

2
(22.2%)

0
(0%)

1
(14.3%)

4
(6.1%)

청각장애 0
(0%)

0
(0%)

0
(0%)

0
(0%)

0
(0%)

1
(14.3%)

1
(1.5%)

신장장애 1
(6.7%)

2
(11.8%)

0
(0%)

0
(0%)

0
(0%)

0
(0%)

3
(4.5%)

심장장애 0
(0%)

2
(11.8%)

0
(0%)

0
(0%)

0
(0%)

0
(0%)

2
(3.0%)

호흡기장애 0
(0%)

1
(5.9%)

0
(0%)

0
(0%)

0
(0%)

0
(0%)

1
(1.5%)

간질장애 0
(0%)

0
(0%)

0
(0%)

1
(11.1%)

0
(0%)

1
(4.3%)

1
(1.5%)

지적장애 5
(33.3%)

3
(17.6%)

2
(12.5%)

1
(11.1%)

0
(0%)

0
(0%)

11
(16.7%)

합 계 15
(22.7%)

17
(25.8%)

16
(24.2%)

9
(13.6%)

6
(9.1%)

7
(10.6%)

66
(100.0%)

무응답(237명), 유효사례수(66명)

가구원 중 장애인이 1명이상 있는 가구의 비율이 26.7%(81명)인 가운데, 가

구원의 장애유형을 확인하면 지체장애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장

애가 15.7%, 뇌병변장애 13.3%, 시각장애 6%, 심장 및 신장장애가 각각 3.6%,

간질장애 2.4%, 호흡기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 장애급수에 따른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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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수급여부

해당없음 24 8.1

일반수급자가구 255 85.6

조건부수급자가구 17 5.7

특례수급자가구 2 0.7

합 계 298 100.0

건강보험
가입현황

지역건강보험 17 5.6

직장건강보험 9 3.0

의료급여 1종 194 64.0

의료급여 2종 79 26.1

잘모름 4 1.3

합 계 303 100.0

무응답 : 수급여부(5명)

장애급수와 장애유형을 교차분석하여 비교해본 결과, 1급 장애유형 중 지체

장애와 지적장애가 33.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났으며, 2급 장애 유형에

서도 지체장애가 47.1%로 가장 많았다. 1~2급 중증장애 유형으로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이 포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8 > 수급여부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

조사대상자 선정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추천으로 진행되

어 응답자 중 일반수급자의 비중이 8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1종 및 2종으로 편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상황이다. 수급여부와 건강보험가입여부의 수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수급적용의 개별지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손가정에서 손자는 수급자로 선

정되었으나, 할머니는 지역건강보험에 소속된 경우 등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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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가구주의
직업

서비스 종사자 16 7.1

전문가 2 0.9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0.9

사무종사자 2 0.9

전업주부 4 1.8

판매종사자 3 1.3

농, 임, 어업숙련종사자 3 1.3

기능원 및 조립종사자 2 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 0.4

단순노무 종사자 48 21.4

학생 3 1.3

무직/퇴직/기타 138 61.6

합 계 224 100.0

가구주의
고용상태4)

자영업자 4 6.0

고용주 1 1.5

상근근로자(1년이상) 13 19.4

임시근로자(1개월 ~ 1년미만) 19 28.4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21 31.3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자 5 7.5

실업자 2 3.0

무급가족종사자 2 3.0

합 계 67 100.0

무응답 : 가구주의 직업(79명), 가구주의 고용상태(16)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질문에 3명이 연체 중이

며, 기간은 10개월 정도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 표 9 > 가구주 직업 및 고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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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태 조사대상가구 전국평균

자영업자 6.0% 23.3%

고용주(자영업자) 1.5% 23.3%

상근근로자(1년이상) 19.4% 42.5%

임시근로자(1개월 ~ 1년미만) 28.4% 21.2%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31.3% 7.4%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자 7.5% -

실업자 3.0% 3.4%

무급가족종사자 3.0% 5.6%

합 계 100.0% 100.0%

* 전국평균자료는 통계청 2010. 9 현재 고용현황 자료인용

가구주의 직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어 무직/퇴직/

기타가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단순노무 종사자

21.4%, 서비스 종사자 7.1%, 전업주부 1.8% 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 중 학생과 무직등을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고

용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가 31.3%로 가장 높으며,

임시근로자가 28.4%로 고용자 중 약 60%정도가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10 > 전국 평균대비 고용상태 비교

이번 조사결과를 2010년 9월 기준, 전국고용상태와 비교해보면 상용근로자

의 경우 전국의 1/2 수준이며,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약 3배 이

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가구의 불안정고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구주의 직업 중 학생과 무직/퇴직/기타 를 제외한 83명을 대상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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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주택
위치

지하 4 1.3

반지하 6 2.0

지상 290 96.3

옥상(옥탑) 1 0.3

합 계 301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14 39.6

다가구주택 53 18.4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37 12.8

원룸 19 6.6

아파트 54 18.8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3 1.0

기타 8 2.8

합 계 288 100.0

무응답 : 주택유형(2명), 주거형태(15명)

Ⅱ. 조사대상 주거현황

< 표 11 > 주택위치 및 주거형태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 위치는 지상이 9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낮은 비율이지만 지하 및 반지하가 10여 가구에 해당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39.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파트 18.8%,

다가구주택 18.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12.8%, 원룸 6.6% 등의 순으로 확

인되었다. 기타응답으로는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조립식 가건물, 컨테이너,

상가개조, 상가주택, 하천부지 거주 등 비주거형태에 가까운 거주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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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 조사대상가구 천안시 평균

단독주택 39.6% 19.3%

다가구주택 18.4% 3.2%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12.8% 7.7%

원룸 6.6% -

아파트 18.8% 71.6%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1.0% 1.5%

기타 2.8% -

합 계 100.0% 100.0%

* 천안시 평균은 2009 천안시통계연보 중 주택자료 인용

< 표 12 > 천안지역 평균주거형태 대비 응답자 주거형태

2009 천안시통계연보 중 천안시 종류별 주택자료를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

하여 확인해보면, 현재 응답자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약 2배, 다가구 주택

의 경우 약 6배정도 높았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천안시 평균

의 1/3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

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①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②용도

별 방의 개수, ③전용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적 설비의 기준, ④안정성․쾌적

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3>에 제시된 방사용을 기준으로 한 최저주거기준 충족은 침실분리기

준에 따른 조사결과이다. 침실분리기준이란 부부침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

제하에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을 분리하고,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

(딸-아들)는 방을 분리, 노부모와 부부의 방 분리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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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최저주거
기준 충족
(방사용)

방 기준 미달 60 19.8

방 기준 충족 243 80.2

합 계 303 100.0

만 6세이상
자녀의
침실분리

예 17 5.8

아니요 41 13.9

해당없음 236 80.3

합 계 294 100.0

만 8세이상
아들딸의
침실분리

예 29 10.0

아니요 37 12.7

해당없음 225 77.3

합 계 291 100.0

노부모와
침실분리

예 35 12.0

아니요 24 8.2

해당없음 233 79.8

합 계 292 100.0

무응답 : 만6세이상 자녀의 침실분리(9명),
만8세이상 아들딸의 침실분리(12명), 노부모와 침실분리(11명)

< 표 13 > 최저주거기준 현황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조사결과 최저주거기준 중 방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은 19.8%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항목의 해당없음의 비율이 약 80% 정도

로 높은 것은 최저주거기준 중 방 분리의 원칙이 부부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며, 조사 대상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이 많아 정확한 적용이 어려

운 점이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침실은 평균 1.91개(표준편차 0.77)로

2개가 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방 분리원칙을 적용하

기에 물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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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주택보유
현황

자가 74 24.7

전세 40 13.3

월세 139 46.3

무상 47 15.7

합 계 300 100.0

무응답 : 3명

< 표 14 > 소득분위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구분
←저소득층 고소득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10분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40.7 16.9 13.2 11.5 6.1 6.2 1.4 1.9 2.1

82.3 17.7

자료 : 건설교통부(200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40.7%는 소득1분위이고, 저소득층인 소득4분위 이

하가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에 따른 주거수준의 격차가 심하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수준을 높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최

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 최저주거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 주

택 정책에서도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결국 저소

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5)

< 표 15 > 주택보유 현황

5) 주거권 현실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2009), 주거권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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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 현황
지역구분

합 계
읍면지역 동지역

자 가 50
(41.0%)

24
(13.5%)

74
(24.7%)

전 세 11
(9.0%)

29
(16.3%)

40
(13.3%)

월 세 33
(27.0%)

106
(59.6%)

139
(46.3%)

무 상 28
(23.0%)

19
(10.7%)

47
(15.7%)

합 계 122
(100.0%)

178
(100.0%)

300
(100.0%)

X2=48.534, df=3, p<0.01

응답자의 주택보유현황은 월세비중이 46.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세와 월

세를 포함하면 약 60%에 해당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임을 감안할 때 전․월세 비중이 높음은 월 소득 중 일정부분을 지속적

으로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천안시에서 집수리서

비스 등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자가를 소유한 가정으로만 한정되어

주거의 열악함이 가중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응답자 중 무상거주의 비율도

15.7%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6 > 지역구분에 따른 주택보유 현황

지역구분에 따른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지

역보다 자가소유 비율이 41%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지역의 경우 월세비중

이 59.6%로 높게 나타나, 동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의 경우 주거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의 배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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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전세
보증금

500만원 이하 7 19.4

501-1,500만원 이하 8 22.2

1,501-3,000만원 이하 7 19.4

3,001만원 이상 14 38.9

합 계 36 100.0

무응답 : 4명

전세금 구간
가구 재분류

합 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500만원 이하
1

(9.1%)
0

(0%)
5

(62.5%)
6

(30.0%)

501-1,500만원 이하 3
(27.3%)

0
(0%)

1
(12.5%)

4
(20.0%)

1,501-3,000만원 이하 3
(27.3%)

0
(0%)

2
(25.0%)

5
(25.0%)

3,001만원 이상 4
(36.4%)

1
(100.0%)

0
(0%)

5
(25.0%)

합 계 11
(100.0%)

1
(100.0%)

8
(100.0%)

20
(100.0%)

X2=10.527, df=6, P<0.1

< 표 17 > 전세보증금 현황

전세거주자 4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확인한 결과 3,001만원 이상의

가구가 38.9%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 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 기존주택전세임대(3,800만원 지원)로 거주하는 5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501만원~1,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22.2%, 500만원 이하와 1,501만

원~3,000만원 이하가 각각 19.4%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394

만원(표준편차 1655.5)이었으나, 최소 전세보증금이 15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

가 있을 정도로 응답자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표 18 > 가구유형별 전세금 구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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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월세
보증금

100만원 이하 34 31.5

101-300만원 이하 36 33.3

301-500만원 이하 29 26.9

501-1,000만원 이하 6 5.6

1,001-2,000만원 이하 3 2.8

합 계 108 100.0

무응답 : 31명

전세금 구간별로 가구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독거노인의 경우 전세금 500만

원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62.5%로 주거자산이 낮을수록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3,001

만원 이상이 36.4%, 501-1,500만원 이하, 1,501-3,000만원 이하가 각각 27.3%의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표 19 > 월세보증금 현황

월세거주자 139명의 월세보증금을 분류해 본 결과, 101-300만원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가 31.5%, 301-500만원 이하가 26.9%의

비율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의 월세보증금이 전체 월세거주자 중 64.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저소득층의 주거자산의 열악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과 비교했을 때 보증금의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월세보증금은 331만9천원(표준편차 328.28)이며

최소 보증금이 15만원인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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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구간
가구 재분류

합 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100만원 이하 8
(18.2%)

0
(0%)

11
(68.8%)

19
(29.2%)

101-300만원 이하 15
(34.1%)

3
(60.0%)

4
(25.0%)

22
(33.8%)

301-500만원 이하
15

(34.1%)
2

(40.0%)
1

(6.3%)
18

(27.7%)

501-1,000만원 이하 5
(11.4%)

0
(0%)

0
(0%)

5
(7.7%)

1,001-2,000만원 이하 1
(2.3%)

0
(0%)

0
(0%)

1
(1.5%)

합 계
44

(100.0%)
5

(100.0%)
16

(100.0%)
65

(100.0%)
X2=19.673, df=8, P<0.05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보증금 있는
월세금 1-5만원 2 1.8

< 표 20 > 가구유형별 월세보증금 구간 현황

가구유형별 월세보증금 구간을 확인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의 월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8.8%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이하

의 보증금 보유가 독거노인의 93.8%에 해당하고 있다.

사례수가 적지만 조손가정의 경우도 100만원~500만원 정도의 월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두 가구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보증금을 가지고

있지만, 한부모가정 중 86.3%가 500만원 이하의 월세보증금을 보유하는 것으

로 나타나 월세가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열악한 주거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표 21 > 보증금 있는 월세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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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보증금 무,
월세금

1-5만원 1 3.4

5-10만원 11 37.9

11-15만원 8 27.6

16-20만원 5 17.2

21-25만원 2 6.9

26-30만원 1 3.4

36-40만원 1 3.4

합 계 29 100.0

무응답 : 110명

5-10만원 8 7.2

11-15만원 23 20.7

16-20만원 22 19.8

21-25만원 18 16.2

26-30만원 18 16.2

31-35만원 7 6.3

36-40만원 9 8.1

41만원 이상 4 3.6

합 계 111 100.0

무응답 : 28명

보증금이 있는 월세금은 매월 11-1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가정이 20.7%

로 가장 많았으며, 16-20만원이 19.8%, 21-25만원과 26-30만원을 부담하는 가

정은 각각 16.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을 감안하면 평균 23만3천원(표준편차 9.4127)의 월세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최대 45만원의 월세금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었다.

< 표 22 > 보증금 없는 월세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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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전세,월세
거주 기간

없음 23 8.8

1년 미만 16 6.1

1년이상~3년미만 38 14.6

3년이상~5년미만 25 9.6

5년이상~10년미만 59 22.6

10년이상 100 38.3

합 계 261 100.0

무응답 : 42명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최근
5년이내

이사경험

있다 155 57.8

없다 113 42.2

합 계 268 100.0

무응답 : 35명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서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매월 5-1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가정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11-15만원이 27.6%, 16-20만원이

17.2%로 나타났다. 보증금 없는 월세금 평균액은 15만원(표준편차 7.9013)이

며, 이는 보증금 있는 월세금 평균액보다 8만3천원이 적은 액수이다.

< 표 23 > 전월세 살아온 기간

전월세로 살아온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월세에서 거

주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미만이 22.6%로

그 다음을 이었다.

< 표 24 > 최근 5년 이내 이사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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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유
이사횟수

합 계
1-2회 3회이상

주택임대비용 등의 부담으로 25
(34.7%)

10
(52.6%)

35
(38.5%)

평형이 넓은 곳으로 이사 1
(1.4%)

0
(0%)

1
(1.1%)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 2
(2.8%)

0
(0%)

2
(2.2%)

자녀의 학업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

5
(6.9%)

2
(10.5%)

7
(7.7%)

취업 및 이직 등의
이유로 이사

7
(9.7%)

0
(0%)

7
(7.7%)

기타 39 10 49

있다 없다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11% 15% 89% 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보건사회통계실(패널관리팀), 2008

최근 5년이내 이사경험을 묻는 문항에 57.8%가 이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이사 횟수는 1회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2회 11.5%, 3회 10.4%, 4회

8.3%, 매년 이사했다는 응답도 2.1%도 있었다. 평균 이사 횟수는 1.66회(표준

편차 1.09)이다.

< 표 25 > 소득대비 이사경험 비교

2008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사경험 통계에 의하면 일반가구 15%

에 비하여 저소득가구는 1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천안시 저소득가

구의 이사경험을 보면 5년이내 3회 이상의 이사를 한 경우가 20.8%나 되어

주거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세 및 월세거주의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할 때, 5년간 3회 이상의 이사경험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표 26 > 이사 횟수에 따른 이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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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최저주거
기준충족

(시설)

시설기준 충족 163 53.8

시설기준 미충족 140 46.2

합 계 303 100.0

(54.2%) (52.6%) (53.8%)

합 계 72
(79.1%)

19
(20.9%)

91
(100.0%)

유효사례수(91명), 무응답(212명)

주소 사례수 시설기준
미충족

주거만족도
(표준편차)

읍면지역
성환읍 20 9 (45.0%) 1.9440 (0.4453)

성거읍 12 8 (66.7%) 1.8179 (0.2984)

이사횟수에 따른 이사 이유를 확인해 보면 3회 이상 이사한 경우, 주택임대

비용등의 부담으로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다는 응답비율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잦은 이사 이유가 주거비 부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로는 가정해체로 이사,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이사, 이전에 살던

집이 화재로 인해 이사, 재개발 등의 응답이 있었다.

< 표 27 > 최저주거기준 충족(시설)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가지 세부항목(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의

위치, 형태, 사용 8개 항목과 식수시설 설치여부 1개항목) 기준에 모두 충족

하는 경우는 시설기준 충족으로 분류하였으며, 1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분류하였다. 최저주거기준 시설기준에 충족

하는 경우는 53.8%이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46.2%의 비율로 나

타났다.

< 표 28 > 읍면동별 최저주거기준 충족 현황 및 주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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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 14 6 (42.9%) 1.8238 (0.2243)

목천읍 23 9 (39.1%) 2.0410 (0.5344)

입장면 11 5 (45.5%) 2.0970 (0.4167)

풍세면 6 4 (66.7%) 2.4373 (0.3016)

광덕면 11 6 (54.5%) 2.1814 (0.5080)

북면 7 3 (42.9%) 2.6381 (0.2305)

성남면 4 3 (75.0%) 2.7000 (0.4092)

수신면 3 2 (66.7%) 2.2667 (0.3712)

병천면 9 4 (44.4%) 2.0877 (0.2503)

동면 3 3 (100.0%) 2.9111 (0.0384)

동지역

중앙동 12 9 (75.0%) 1.8710 (0.3635)

문성동 7 4 (57.1%) 1.6381 (0.1580)

원성1동 14 7 (50.0%) 1.9905 (0.3428)

원성2동 8 5 (62.5%) 1.8613 (0.4141)

성정1동 17 7 (41.2%) 1.9507 (0.3712)

성정2동 15 2 (13.3%) 2.0133 (0.3790)

봉명동 16 7 (43.8%) 1.8719 (0.3887)

쌍용1동 6 1 (16.7%) 2.2222 (0.3569)

쌍용2동 7 2 (28.6%) 2.2000 (0.3611)

쌍용3동 17 5 (29.4%) 2.1714 (0.4478)

백석동 3 1 (33.3%) 1.6889 (0.6194)

일봉동 8 3 (37.5%) 2.0625 (0.5239)

신방동 6 1 (16.7%) 2.0333 (0.3718)

청룡동 21 14 (66.7%) 1.9612 (0.3099)

신안동 15 10 (66.7%) 2.0823 (0.2706)

부성동 8 0 (0%) 2.3958 (0.4233)

합 계 303 140 (46.2%) 2.0443 (0.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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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1) 부엌
위치

주택 내 290 97.0

주택 외 4 1.3

없음 5 1.7

합 계 299 100.0

2) 부엌
형태

입식 283 96.6

재래식 10 3.4

각 읍면동별 시설기준 최저주거기준의 충족정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

다. 동면지역은 조사한 3가구 모두 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며, 중앙동과 성

남면은 각각 조사가구의 75%가 시설기준에 미충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성거

읍, 풍세면, 수신면, 청룡동, 신안동은 각각 66.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문성동 57.1%, 광덕면 54.5%, 원성1동 5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문성동이 1.63점(표준편차 0.158)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면이

2.91점(표준편차 0.0384)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9가지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가 최저주거기준의 시설기준에 충족되는 사항으로 부엌의 경우 주택 내에 위

치한 입식부엌으로 단독사용일 경우에 한 한다.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단독사

용이며, 목욕시설은 온수가 나오고, 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독사용을

할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식수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Ⅲ. 조사대상 주택시설 현황

< 표 29 > 최저주거기준(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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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93 100.0

3) 부엌
사용

단독사용 284 98.6

공동사용 4 1.4

합 계 288 100.0

무응답 : 부엌위치(4명), 부엌형태(10명), 부엌사용(15명)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4) 화장실
형태

수세식 238 80.7

재래식 57 19.3

합 계 295 100.0

5) 화장실
사용

단독사용 253 86.9

공동사용 38 13.1

합 계 291 100.0

무응답 : 화장실 형태(8명), 화장실 사용(12명)

< 표 30 > 최저주거기준(화장실)

9가지 유형중 가장 최저주거기준 충족률이 낮은 시설은 화장실로 재래식화

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19.3%이며, 공동화장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13.1%에

달했다.

지역에 따른 화장실의 형태와 사용형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공동사용 화장실은 총 9가정으로, 재래식 화장실의 비중이 66.7%로 높게 나

타났다. 동지역의 공동사용 화장실 사용 가정은 27가정으로 읍면지역의 3배에

달하며, 읍면지역과 같이 재래식화장실의 공동사용 비중이 70.4%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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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6) 목욕시설
위치

주택 내 240 82.2

주택 외 14 4.8

없음 38 13.0

합 계 292 100.0

7) 목욕시설
형태

온수시설 있음 245 86.9

온수시설 없음 37 13.1

합 계 282 100.0

8) 목욕시설
사용

단독사용 243 96.8

공동사용 8 3.2

지역구분 화장실
형태

화장실 사용
합 계

단독사용 공동사용

읍면지역

수세식
88

(80.0%)
3

(33.3%)
91

(76.5%)

재래식
22

(20.0%)
6

(66.7%)
28

(23.5%)

합 계
110

(100.0%)
9

(100.0%)
119

(100.0%)

동지역

수세식
135

(95.1%)
8

(29.6%)
143

(84.6%)

재래식
7

(4.9%)
19

(70.4%)
26

(15.4%)

합 계
142

(100.0%)
27

(100.0%)
169

(100.0%)

읍면지역, X2=10.069b, df=1, P<0.01
동지역, X2=74.632c, df=1, P<0.001

< 표 31 > 지역에 따른 화장실 형태와 사용유형

< 표 32 > 최저주거기준(목욕시설, 식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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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51 100.0

9) 식수시설

설치되어 있음 247 94.3

설치되어 있지 않음 15 5.7

합 계 262 100.0

무응답 : 목욕시설위치(11명), 목욕시설 형태(21명)
목욕시설 사용(52명), 식수시설(45명)

항 목 빈 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연탄온돌 5 1.6 1.7

연탄보일러 16 5.1 5.4

기름보일러 157 50.0 52.7

가스보일러 103 32.8 34.6

난 로 2 0.6 0.7

전기장판 10 3.2 3.4

전기판넬 1 0.3 0.3

지역난방 8 2.5 2.7

기 타 12 3.8 4.0

합 계 314 100.0 105.5

유효사례수(298명), 무응답(5명)

시설 설치 내역 중 목욕시설은 주택 내에 없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나 주

방 및 화장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목욕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온수시설이 없다는 것인데 응답자의 13.1%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주

거 난방시설과 연계된 것으로 설비가 되지 않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장기

간 방치한 채 생활하는 가정이 많았다.

< 표 33 > 이용하는 난방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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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 읍면지역 동지역 합 계

연탄온돌 4
(3.3%)

1
(0.6%)

5
(1.7%)

연탄보일러 9
(7.4%)

7
(4.0%)

16
(5.4%)

기름보일러
80

(65.6%)
77

(43.8%)
157

(52.7%)

가스보일러
20

(16.4%)
83

(47.2%)
103

(34.6%)

난 로
0

(0%)
2

(1.1%)
2

(0.7%)

전기장판 3
(2.5%)

7
(4.0%)

10
(3.4%)

전기판넬 1
(0.8%)

0
(0%)

1
(0.3%)

지역난방 4
(3.3%)

4
(2.3%)

8
(2.7%)

기 타
9

(7.4%)
3

(1.7%)
12

(4.0%)

합 계
122

(40.9%)
176

(59.1%)
298

(100.0%)
유효사례수(298명), 무응답(5명)

조사가구의 난방유형을 확인해 본 결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스보일러 32.8%, 연탄보일러 5.1%, 전기장

판 3.2%, 지역난방 2.5%순으로 나타났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조사과정 중 실례로 석유 한 드럼

을 넣고 겨울 한철을 나는 가정의 이야기를 빈번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전기장판 및 전기판넬을 선택하는 경우 기름보일러 고장으로 대체하거나 기

름값 부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기제품 역시 누진세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4 > 읍면동별 난방시설 이용현황

지역별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의 차이를 알아보면 도시가스 설치율이 낮은

읍면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65.6%로 높았으며, 연탄보일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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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용
시설 설치

설치되어 있음 4 3.8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96.2

합 계 104 100.0

무응답 : 80명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장애로
인한 있다 15 57.7

연탄온돌의 사용비율도 동지역보다 높았다. 동지역의 경우 가스보일러 사용이

47.2%, 기름보일러가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장판 사용비율이 읍면지

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하여 기름보일러 비중이 높아 난방비 지출비

용도 높고, 연탄온돌 및 보일러사용 비중이 높아 이용 및 연탄재 처리 등 불

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6)는 올해 5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생활공간인 주거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 50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 저소득가구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

우, 가정에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용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96.2%

에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35 >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용 시설설치

< 표 36 > 가족의 장애 및 노령으로 인한 주택개조의 필요성

6)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보도자료 : htt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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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택만족도 평균값7) 303 1.00 3.00 2.0443 .4267

1. 습기 302 1.00 3.00 1.6589 .7333

2. 환기 303 1.00 3.00 2.1089 .7173

주택개조

없다 10 38.5

이미 개조하였다 1 3.8

합 계 26 100.0

노령으로
인한

주택개조

있다 16 59.3

없다 7 25.9

이미 개조하였다 4 14.8

합 계 27 100.0

무응답 : 장애주택개조(55명), 노인주택개조(112명)

이어서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주택의 개조 필요성을 물었다. 장애의 경우 57.7%가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있

다고 답하였는데, 필요한 개조사항으로는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시설,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 등이 있었다. 노인의 경우 59.3%가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밝혔다. 필요한 개조사항으로 문턱제거, 재래식 부엌으로 가는 계단

제거, 부엌을 실내로, 안전바 설치 등이 있었다. 고령자 및 장애인시설을 설치

한 가정은 장애인 1가구(3.8%), 노인 4가구(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Ⅳ 조사대상 주거환경 만족도

< 표 37 > 현 주택의 주거환경 세부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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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광/일조 303 1.00 3.00 2.0363 .7516

4. 외풍 천정/벽 단열 300 1.00 3.00 1.5400 .7327

5. 소음 302 1.00 3.00 2.0331 .7683

6. 악취 302 1.00 3.00 1.9735 .7422

7. 침수, 화재 등 재해위험 302 1.00 3.00 2.1788 .6828

8. 보수/유지관리 301 1.00 3.00 1.9900 .6402

9. 지붕, 외벽 누수상태 303 1.00 3.00 2.0033 .7210

10. 기둥, 보,벽, 등주요구조부 298 1.00 3.00 2.1208 .6076

11. 절도, 강도 등 치안문제 301 1.00 3.00 2.1229 .6744

12. 전기시설
(콘센트, 스위치, 실내조명)

302 1.00 3.00 2.2252 .6009

13. 구조적 안정성
(지붕, 기둥, 벽등붕괴위험)

299 1.00 3.00 2.1806 .5742

14.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303 1.00 3.00 2.2343 .6100

15.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300 1.00 3.00 2.2667 .5507

최저주거기준 중 안정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을 15가지 세부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주택에 대한 질적 만족도가 2.04점

(표준편차 0.4267), 보통수준의 만족도로 나타났다.(Alpha=0.9068)

최저주거기준의 세부항목 중 외풍과 천청 및 벽의 단열이 1.54점(표준편차

0.7327)로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습기가 1.65점(표준편차

0.7333), 악취 1.97점(표준편차 0.7422), 보수 및 유지관리 1.99점(표준편차

0.6402)의 순으로 이어졌다.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자가

를 소유한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근본적 문제해결

이 아닌 일차적 접근으로 머물고 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최저주거기준의

7) Alpha = .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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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현 주택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45 15.0

불만족 75 24.9

보통 128 42.5

약간만족 37 12.3

매우만족 16 5.3

합 계 301 100.0

무응답 : 2명

세부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외풍과 천정의 단열의 경우 난방비와 직결

된 사항이며, 습기다 이어져 집안의 곰팡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후 집수

리 사업 대상의 확대만이 아니라, 주거의 근본적인 문제 및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까지 지원 대상 및 예산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표 38 > 현재 주택 만족감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5%와 불만족 24.9%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중 40%가 불만족을 나타냈다. 현주거지에 대하여 만족

하는 경우는 17.6%의 비율에 그쳤다. 응답자가 답한 현재 주택 만족감은 평

균 2.68점(표준편차 1.0414)으로 15개 주거 항목의 신뢰도 검사를 통해 확인한

평균치 2.04점(표준편차 0.4267)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전월세입자

경우 주거비용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통이

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많았다. 이는 현 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에 상대적으로 만족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직접 방문조사를 한

조사원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아님에도 불편한 것이 없다는 응답

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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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주택
개보수
의향

예 137 57.3

아니오 102 42.7

합 계 239 100.0

무응답 : 64명

현재 주택
개보수 의향

주택보유 현황
합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예 42
(72.4%)

22
(68.8%)

53
(47.7%)

19
(52.8%)

136
(57.4%)

아니오
16

(27.6%)
10

(31.3%)
58

(52.3%)
17

(47.2%)
101

(42.6%)

합 계 58
(100.0%)

32
(100.0%)

111
(100.0%)

36
(100.0%)

237
(100.0%)

X2=11.525, df=3, P<0.01

< 표 39 > 현재 거주주택의 개보수 의향

< 표 40 >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주택 개보수 의향

응답자에게 주택개보수 의향을 물었을 때, 57.3%만이 집수리를 하겠다는 응

답을 하였다. 주택개선 의향과 주택보유현황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

한 응답자는 72.4%로 주택개선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 거주자

가 68.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월세거주자는 52.3%가 현재 주택을 개선할 의

향이 없음을 밝혔다.

현재 집수리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한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에 비하여 제약이 많은 상황이

다. 전세나 월세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가소유주에게만 집중되는 현재 집수리서비스로 인해 개보수에 대한 필요

및 욕구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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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개선
1순위 2순위

점수8)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단열, 방습, 방음공사 38 20.7 8 12.7 84 2

지붕교체, 옥상, 외벽도장 35 19.0 8 12.7 78 3

보일러 수리 및 교체 12 6.5 2 3.2 26 5

화장실, 부엌, 바닥 등
내부설비 개선 67 36.4 21 33.3 155 1

도배 및 장판교체 18 9.8 19 30.2 55 4

고령자, 장애인 배려한 설비
(단차제거, 손잡이)설치

3 1.6 2 3.2 8 7

면적 확장 3 1.6 0 0 6 8

기타 8 4.3 3 4.8 19 6

합 계 184 100.0 63 100.0 431

무응답 : 1순위(119명), 2순위(240명)

< 표 41 >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화장실, 부엌, 바닥 등 내부설비 개선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열, 방습, 방음공사, 세 번째로 지붕교체,

옥상, 외벽도장, 네 번째 도배 및 장판 교체, 다섯 번째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담장공사, 전기 공급, 하수도 연결 등

이 있었다.

수급자 중 자가 소유가구에게 지원되는 집수리 공사의 대부분은 공사비용

의(가구당 170만원) 제한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주거개보수의 욕구에서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단열, 난방, 누수, 지붕

개보수 등의 욕구는 제한된 공사 비용의 문제로 거의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

8) 1순위에는 가중지 2점, 2순위에는 가중치 1점을 두어 점수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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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 총수입(A) 288 5 250 61.70 39.76

총 주거비용(B)
(월세+상환금)

274 1.00 85.00 23.4628 15.2528

소득대비 주거비용
비율(B/A×100)

269 2.2 466.7 47.292 44.721

< 표 42 > 가구 총수입 및 총 주거비용

응답자의 가구 전체 수입은 평균 61만7천원(표준편차 39.76)으로 최소수입

은 5만원이며 최대수입은 250만원이다.

월세 부담금 및 주거유지비용과 주택융자를 받은 경우 매월 상환금액을 포

함한 월평균 주거비용은 23만4천원(표준편차 15.2528)으로 최소비용은 1만원,

최대비용 85만이다.

이 두 항목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 47.3%(표준편차

44.721)의 주거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의 생계비(현금급여기준으로 적용) 중 주거비 비중을 추산해보면, 4인가구

기준 월평균 53만9천원을 집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며, 나머지 60여만 원의 비

용으로 식비, 교통비, 교육비, 병원비 등 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표 43 > 최저생계비 대비 주거비 부담추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비 부담
추산액 199,691 340,014 439,860 539,705 639,551 73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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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20% 이하 68 25.3

21-40% 이하 82 30.5

41-60% 이하 45 16.7

61-80% 이하 39 14.5

81-100% 이하 21 7.8

101% 이상 14 5.2

합 계 269 100.0

무응답 : 34명

가구특성 가구 총수입 총 주거비용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전체가구

평균 61.70 23.4628 47.292

빈도(명) 288 274 269

표준편차 39.76 15.2528 44.721

한부모가정 평균 72.77 27.2377 41.581

< 표 44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의 구간을 구분해 보면, 21~40%의 주거비용 비율에

해당되는 가구가 30.5%로 가장 많으며, 20%이하가 25.3%로 뒤를 잇고 있다.

41~60%의 주거비용 비율에 해당되는 가구는 16.7%, 61~80%의 비율은 14.5%

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대비 60% 이상의 주거비용을 납부하는 가정

의 비율은 27.5%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81% 이상의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13%의 가정은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다.

< 표 45 > 가구특성별 총수입, 주거비용,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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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공공임대 신청한 적이 있으나 36 13.7

빈도(명) 79 77 74

표준편차 27.50 17.0767 32.633

조손가정

평균 65.41 31.0714 68.358

빈도(명) 17 14 14

표준편차 55.97 11.9258 58.225

독거노인

평균 33.45 15.9231 54.592

빈도(명) 66 65 64

표준편차 12.45 10.4755 61.227

장애인

평균 60.90 23.4178 44.715

빈도(명) 79 73 73

표준편차 30.65 13.3492 35.690

가구 총수입이 적은 가구 유형은 독거노인이 33.4만원(표준편차 12.45)이다.

독거노인은 가구원 수가 1명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었기도 하지만, 노인가구의

빈곤화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독거노인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

율은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54.5%(표준편차 61.227)로 나타나 주거비용의 부

담으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를 확인할 수 있다. 난방비 및 전세융자금을 포함

한 총 주거비용은 조손가정이 월31만원(표준편차 11.9258)으로 가장 높은 비

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은 27.2만원(표준편차 17.0767)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 유

형은 조손가정으로 소득대비 68.3%를 주거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Ⅴ. 조사대상 공공임대주택 관련 현황

< 표 46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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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신청

탈락되었다
신청하었으며

현재 대기 중이다
74 28.2

신청한 상태이며
결과를 알지 못한다.

8 3.1

신청한 적이 없다 139 53.1

신청하였으며,
현재 이용 중이다 5 1.9

합 계 262 100.0

무응답 : 41명

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공공임대
주택

입주의사

입주하겠다 162 66.4

입주하지 않겠다 73 29.9

잘모르겠다 9 3.7

합 계 244 100.0

무응답 : 59명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신청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53.1%가 신청경험이 없

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대기 중이다 28.2%순으로 나타났

다. 입주 신청 대기기간은 3.48년(표준편차 2.9524)이며, 최소기간은 1달 ~최대

기간은 12년이다. 상대적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짧은 이유는 정보부족으로 비

교적 최근에 신청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기간이 10년이상이라

는 이야기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13.7%는 영구임대아파트 및 기존 주택전세임대서비스 등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이다. 특히 기존 주택전세임

대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신청 시기 및 주택청약통장개설 등 사전

에 준비해야하는 과정과 주거관련 정보를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다.

현재 이용 중인 5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기존 주택전세임

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포함되었다.

< 표 47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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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으므로 78 44.3 48.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20 11.4 12.5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시설이 좋아서 69 39.2 43.1

현재 거주하는 집의
평수(또는 방 수)가 작아서

9 5.1 5.6

합 계 176 100.0 110.0

유효사례수(160명), 무응답(143명)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원하는 평수 147 4.00 31.00 16.5374 4.6659

낼 수 있는 보증금 122 .00 4000.00 511.8852 684.2461

낼 수 있는 월임대료 130 3.00 30.00 10.8038 4.8571

입주자격과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준다면 입주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66.4%가 입주의사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

고자 하는 이유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아서가 44.3%로 가장 높으며, 현

재 거주하는 집보다 시설이 좋아서 39.2%,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자주 이

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중 주거비 비중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응답자가 공공의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기대하는 점은 주거비용절감과 현재 주거지보다 쾌

적한 공간에 대한 욕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8 >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유

< 표 49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시 원하는 평수, 보증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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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면적(A) 공공임대 주택
원하는 평수(B) 평수차이

(A-B)
가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명 11.01 6.93 12.2955 3.6382 -1.2855

2명 14.79 7.27 16.2432 2.8127 -1.4532

3명 16.90 6.65 18.5152 3.6582 -1.6152

4명 18.40 6.02 18.5652 4.3571 -0.1652

5명 21.16 6.15 22.0000 3.3575 -0.84

6명 22.20 6.76 20.8000 3.0332 1.4

7명 20.67 0.58 23.3333 5.7735 -2.6633

8명 20.00 . - - -

9명 25.00 . 31.0000 31.0000 -6

합 계 15.09 7.50 16.7658 4.8770 -1.675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주택의 크기

는 평균 16.5평(표준편차 4.6659)이며, 낼 수 있는 보증금은 511만9천원(표준편

차 684.2461), 낼 수 있는 월 임대료는 10만8천원(표준편차 4.8571)로 나타났

다. 월임대료의 평균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현재 이미 높은 액수의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보증금으로 낼 수 있는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50 > 가족수별 평균 면적 및 원하는 평수면적>

응답자의 가족 수 대비 현재 거주면적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바라는 평수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평균 1.6평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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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가능한
보증금

500만원 미만 85 69.7

500만원 이상 37 30.3

합 계 122 100.0

무응답 : 40명

조사 대상 중 9명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현재 25평형에서 거주하

고 있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31평형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을 하

여 현재보다 6평이 넓은 곳을 원하는 응답을 밝혔다. 또한 가족 수가 7명인

가정에서도 현재 평수보다 2.66평이 넓은 23.3평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

히기도 하였다.

응답자의 발언을 기재한 내용이지만 9식구의 31평과 7식구의 23평은 현재

로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족 수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12~14평형으로 고정되어 있다. 둘째, 물리

적으로 가족 수 대비 생활할 수 있는 평형수가 작다는 것이다. 셋째, 저소득

가구인 이 가족의 힘으로 천안시에서 이 평형에 맞는 주거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표 51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납부 가능한 보증금

천안시 시영임대아파트는 23세대(구성1지구 12세대, 2지구 11세대)이며, 임

대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5천원이다. 하지만 이번조사를 통해

본인이 낼 수 있는 보증금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69.7%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 규정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규

정에 얽매여 기준선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은 탈피해야 한다. 천안시는 가구구성원 및 재정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가구규모 및 거주유형에 따른 주거정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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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1 1.5 1.6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자녀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
4 6.0 6.5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서

13 19.4 21.0

입주하면 지금 거주하는 집보다
관리비가 비쌀 것 같아서

14 20.9 22.6

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또는 방수)가 작아서

4 6.0 6.5

기타 31 46.3 50.0

합 계 67 100.0 108.1

유효사례수(82명), 무응답(15명)

< 표 52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공공임주택 입주기회와 관계없이 입주의사가 없다는 82명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자 기타의견을 제외하고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관리비가 비쌀

것 같아서가 2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부

할 형편이 못되어서가 19.4%,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규모가 작아서와 자녀의

학교와 멀어서가 각각 6%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였다.

또한 46.3%의 높은 비중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 기타의견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좋고, 이사 가면 현재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꺼려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주거지 선택은

단순히 시설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이는 한 곳에서 오래 동안 거주한 경우에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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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반응백분율 사례백분율

아동보육 및 교육 32 25.2 28.1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 18 14.2 15.8

밑반찬 서비스 20 15.7 17.5

병원비 및 의료지원 17 13.4 14.9

말벗 서비스 2 1.6 1.8

도배 및 물품 지원 18 14.2 15.8

방문 및 돌봄서비스 7 5.5 6.1

일자리 지원 6 4.7 5.3

기타 7 5.5 6.1

합 계 127 100.0 111.4

유효사례수(114명), 무응답(189명)

필요한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합 계

아동보육 및 교육
17

(42.5%)
2

(25.0%)
1

(5.6%)
20

(30.3%)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 6
(15.0%)

2
(25.0%)

3
(16.7%)

11
(16.7%)

밑반찬 서비스 5
(12.5%)

0
(0%)

7
(38.9%)

12
(18.2%)

Ⅵ. 조사대상 필요한 복지서비스 현황

< 표 53 > 필요한 복지서비스

응답자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응답유형에 따라 분

류해보았다. 자녀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요청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밑반찬 서비스가 15.7%,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과 도배 및 물품 지원

이 각각 14.2%, 병원비 및 의료지원이 13.4%의 순서로 나타났다.

< 표 54 > 가구특성별 필요한 복지서비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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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및 의료지원 5
(12.5%)

1
(12.5%)

2
(11.1%)

8
(12.1%)

말벗 서비스 0
(0%)

0
(0%)

2
(11.1%)

2
(3.0%)

도배 및 물품 지원
4

(10.0%)
2

(25.0%)
2

(11.1%)
8

(12.1%)

방문 및 돌봄서비스 2
(5.0%)

0
(0%)

2
(11.1%)

4
(6.1%)

일자리 지원
2

(5.0%)
2

(25.0%)
0

(0%)
4

(6.1%)

기 타 3
(7.5%)

1
(12.5%)

0
(0%)

4
(6.1%)

합 계 40
(60.6%)

8
(12.1%)

18
(27.3%)

66
(100.0%)

66 missing cases; 237 valid cases

가구재분류에 따른 필요한 복지서비스 유형을 확인해본 결과 한부모가정은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의 욕구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이 15%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 도배 및 물품지원 등 전반적으로 복지욕구를 표현하였으며 특이

하게 일자리지원에 대한 욕구비중이 25%로 다른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밑반찬서비스 지원의 욕구가 38.9%, 생

활비 및 난방비 지원이 16.7%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했던 가정 중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

려고 하나 아이들의 보육문제 때문에 자포자기 한 상황들이 많았고, 극단적으

로는 집에 아이들만 방치하고 일하는 모자가정도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문

제점도 많지만, 저소득층의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복지접근 및 서

비스 연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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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안

1. 결론

1)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46.2%에 달해

최저주거기준은 ①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②용도별 방의 개수, ③전용부

엌 및 화장실 등 필수적 설비의 기준, ④안정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46.2%에 달하며, 시설유형 중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19.3%, 공동화장실로 이용하

는 경우가 13.1%에 달했다.

또한 가구원 수 대비 주거공간은 평균 1.6평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일률적인 평형과 구조가 아니라 가구인원 및 특성에 따라 반

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읍면지역, 난방비 부담 커

조사가구의 난방유형을 확인해 본 결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스보일러 32.8%, 연탄보일러 5.1%, 전기장

판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름보일러의 경우 난방비 부담을 많이 지적하

고 있으며,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및 전기판넬을 선택하는 경우 누진세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의 차이를 알아보면 도시가스 설치율이 낮은

읍면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65.6%로 높았으며, 연탄보일러 및

연탄온돌의 사용비율도 동지역보다 높았다. 동지역의 경우 가스보일러 사용이

47.2%, 기름보일러가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장판 사용비율이 읍면지

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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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만족도 40% 불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만족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0%가 불만족한다

고 하였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17.6%의 비율에 그쳤다. 주거만족도의 세부 내

용을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의 세부항목 중 외풍과 천청 및 벽의 단열이

1.54점(표준편차 0.7327)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다음으로 습기가 1.65점

(표준편차 0.7333), 악취 1.97점(표준편차 0.7422), 보수 및 유지관리 1.99점(표

준편차 0.6402)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전월세거주 수급자의 경우 집수리 혜택 거의 없어

응답자의 57.3%가 주택개보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주

택 소유형태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해 보면, 자가를 소유한 응답자는 72.4%로

주택개선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 거주자가 68.8%로 뒤를 이었

다. 반면 월세거주자는 52.3%가 현재 주택을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이는 현재 집수리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신의 집을 소

유한 가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에 비하여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자가를 소유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집수리 공사의 대부분은 공사비

용의(가구당 170만원) 제한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거개보수의 욕구에서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단열, 난방, 누수, 지

붕개보수 등의 욕구는 제한된 공사비용의 문제로 거의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

5) 가계수입의 47.3%를 주거비로 지출

응답자의 가구 전체 수입은 평균 61만7천원(표준편차 39.76)이며, 월세 부담

금 및 주거유지비용과 주택융자를 받은 경우 매월 상환금액을 포함한 월평균

주거비용은 23만4천원(표준편차 15.2528)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 47.3%(표준편차 44.721)의 주거비가 지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대비 주거비용을 81% 이상 부담하는

가정이 13%로 확인되어,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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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빈민(동지역 월세거주 59.6%)

응답자의 주택보유현황은 월세비중이 46.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세와 월

세를 포함하면 약 60%에 해당한다. 전월세로 살아온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

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월세에서 거주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38.3%로 확인되었

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전․월세 비

중이 높음은 월 소득 중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지역구분에 따른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지

역보다 자가소유 비율이 41%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지역의 경우 월세비중

이 59.6%로 높게 나타나, 동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의 경우 주거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의 배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7) 보증금 500만원을 부담할 수 없는 현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주택의 크기

는 평균 16.5평(표준편차 4.6659)이며, 낼 수 있는 보증금은 511만9천원(표준편

차 684.2461), 낼 수 있는 월 임대료는 10만8천원(표준편차 4.8571)로 나타났

다. 월임대료의 평균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현재 이미 높은 액수의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보증금으로 낼 수 있는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조사를 통해 본인이 낼 수 있는 보증금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6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 규정을 갖

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규정에 얽매여 기준선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구에 대

하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탈피해야 한다. 천안시는 가구구성원 및 재정상

황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가구규모 및 거주유

형에 따른 주거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8) 주거 외의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도 시급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자녀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요청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밑반찬 서비스가 15.7%, 생활비 및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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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도배 및 물품 지원이 각각 14.2%, 병원비 및 의료지원이 13.4%의 순

서로 나타났다.

가구 재분류에 따른 필요한 복지서비스 유형을 확인해본 결과 한부모가정

은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의 욕구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비 및 난방

비 지원이 15%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 도배 및 물품지원 등 전반적으로 복지욕구를 표현하였으며

특이하게 일자리지원에 대한 욕구비중이 25%로 다른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밑반찬서비스 지원의 욕구가

38.9%, 생활비 및 난방비 지원이 16.7%로 나타났다.

2. 제안

1) 다양한 주거공급 정책 마련

2009년 10월 현재 천안시 수급자는 6,450세대로 10,884명이다. 하지만 천안

시 영구임대주택은 16년 전에 1,488세대가 건축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매년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하는 가구는 1,200여 세대로 대기자를 포함

하여 약 1만명 이상이 10년을 기다려야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

황이다. 게다가 2007년 천안시가 발표한 300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이 주택공사와 토지매각협상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택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방정부 차원의 영구임대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공급정책이 현실

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영아파트 등을 통한 공급량 확대와 다

세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대하고,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인

한 사회적 낙인감 해소, 가구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등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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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등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 가계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비용 절감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 개

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급자와 차상위 등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월세, 월세, 무상 등 주택점유 현황을 고려한 금융지원 제

도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주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김

제시, 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

고 있다. 1가구당 2,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은 최대 6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김제의 경우 28가구 전북도의 경우는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군산시에

서도 올해 70세대 내년 30세대 지원하기로 하였고, 경남도는 최근 저소득계층

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조례‘를 9월에 제정․공포

정책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하고 있다. 타지역의 정책적인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주택구입능력 및 주거

비 부담 과중으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다.

3)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전달 체계개선 및 강화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하는 문

제가 드러났다. 해당 가구에 대한 방문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

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물을 함께 전달해 주는 과정에 특히 중장년층과 한부

모세대 등은 서비스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이 밖에 노인세대

나 장애인세대의 경우 단순한 홍보 이외에 현재 시행중인 제도 중 적절한 서

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나

타났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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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원스톱 주거복지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대부

분의 주거복지 서비스사업은 수요자의 신청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주거복지 지원체제를 통한 찾아 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및 지원대상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대한 집수리 서비스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율이

2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하면 실질적인 주거개선 사업 대상 가구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집수리 지원 대상을 비자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거개선 사업의 내용과 한도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개선의 욕구 중 욕실이나 주방 등 내부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단열, 난방, 누수 등 지붕공사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개선사업은 적은 공사비용과 비용한도 등으로 도배, 장

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개선은 근본적인 개선이나 개선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주거개선 사업 시 단순 개

량사업과 안전이나 단열, 방수 등 공사내용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5) 저소득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의 경우 공공부분도 다양한 공급주체가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적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급비용이나 대상가구 선정

등에 있어 우선순위나 적절성 등이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부분

이외에 민간차원의 주거공급이나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

시 개별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별로 진행되다 보니 전체적인 현황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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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에 관심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

체가 모여 현황공유 및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거복지 서비스가 연계되

고 실질적인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저소득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그동안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제나

역할로 인식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거공급이나 지원에 관련한 중앙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과 계획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지역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의 기능으로 조정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공포에 가까운

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바로 주거와 의료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뒷짐지

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저소득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저

소득층 주거복지 실태, 서비스 공급 현황 및 적절성, 공급계획 및 서비스 확

대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행정조직 개편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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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내용 사업비

전

라

북

도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내용 : 2010∼2014년 해마다 40억원씩 총 200억원
(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매년 200가구씩 5년간
총 1천 가구에 2천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

․사 업 명 : 저소득층 주택개량비 전액 지원

․사업내용 :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주
택 750채를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국에서는 처음으
로 도와 일선 시군이 전액 부담, 불량주택을 보수하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지붕으로 교체하는
한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은 빈집은 없앰.

5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350

김

제

시

․사 업 명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
이자지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전액(계
약금 본임부담),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최
대 6년간 지원가능) 올해 3월까지 38가구지원

-

익

산

시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내용 : 시는 6억3천만원(도비1억8천, 시비4억4천)의
예산을 투입, 2천만원 이내에서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무이자로 차등
지원함. (전용면적 29㎡/6백만원, 33㎡/750만원, 36㎡/8
백만원, 39㎡/960만원, 46㎡/1천450만원, 51㎡/1천7백만
원, 55㎡/1천950만원 지원) 1회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 6년간 지원)

6억3천만원
․도비1억8천

․시비4억4천

군

산

시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내용 : 2010년에 70세대, 2011년에 30세대를 지원
할 계획으로,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이며,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하
며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함. 2천만원 한도내에서 계약
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복지정책

※ 위자료는 각시․도별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 정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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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
-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부)

I. 서론

최근 세계화와 양극화 현상에 동반하여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배

제’(social exclusion)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외되는 과정 및 결과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배제는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된다(de Haan,

1999).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복합현상이 일정한 장소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공간단위로 간주되는 것이 ‘동

네’(neighborhood)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특정 인종․민족

또는 사회계층이 공간적으로 일정한 동네에 집중되는 주거지 격리(residential

segregation)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인종과 민족이 동일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계층에 따른 동네별 주거지

격리가 심화되고 있다. 일정한 공간에 취약계층이 밀집된 영구임대주택지역이

나 달동네 지역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나 반사회적 행동, 그로 인한 갈등과 관

리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차별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위정, 2004; 홍인옥․남원석, 2003; 하성규․서종녀, 2006).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포럼과 언론을 중

심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사회적 배제와 슬럼화현상이 다루어졌다.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민선4기 대전시가 도입한 정책이 바로 ‘무지개프

로젝트’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적 양극화에 맞서 무지개프로젝트는 취약

동네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통합과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실험의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 방

식의 행․재정지원과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는 서구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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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회적 배제 전략으로 강조되는 ‘장소에 기초한 종합적 접근’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2006년 9월 대전시 동구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 3단계 사업을 거쳐 2010년 2월 현재

4단계 사업대상지역으로 3곳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장이 교체되기 전까지 무지개프로젝트는 대전시를 대표하는 주거

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무지개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박성효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담당조직이 바뀌고 예

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 무지개프로젝트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과 관계없이 무지개프로젝트는 우리사회에서 전례를 찾

아볼 수 없는 취약동네 주거복지에 초점을 둔 광역자치단체수준의 정책주도

사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연 무지개프로젝트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론적 또는

규범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채

택한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지역 복지향상을 위한 지

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조명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지 격리와 동네효과

1) 사회적 배제와 주거지 격리

오랜 시간 취약계층 문제는 ‘빈곤’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빈곤은 소득과 같

은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일컫는다. 최근 이러한 빈곤의 대체개념으로 ‘사회적

배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저소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

한 경제적 박탈의 원인과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제도

와 구조, 차별,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권리 등과 같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주변화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Saraceno, 2002; Todman, 2004; Pier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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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집단은 주택, 교육, 고용, 보건,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차원

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 어떤 한 부분의 사회적 배제는 다시 더

심각한 취약상태 및 사회적 배제로 이끌게 되고, 결국 영구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으로 고착된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관심의 초점을 소득과 같은

경제적․물질적 변수를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 변수들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한 변수들의 연계성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호강화 관계에 초점을 둠으로써, 현상의 종합적 이해와 정책개발을 강조한

다(Todman, 2004).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주거지 격리’이다. 산업화와 도

시화와 병행하여 많은 도시에서 ‘부자 동네’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가난한 동네’로 불리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확연히 구분되어가는 경향을 보

여준다. 이처럼 주거지 중심의 유유상종 현상을 주거지 격리라 한다. 주거지

격리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Spicker, 1998; Arthurson and

Jacobs, 2003). 저소득상태에 있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

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열악한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나마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동네를 떠나가게 되고, 주거지 선택과 관련

해 대안이 없는 사람들만이 다시 취약동네에 남게 된다. 결국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이 취약동네에

밀집하게 되고, 주민들은 사회적 동질화(social homogenization)가 된다

(Holt-Jensen, 2000).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집중은 다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된다(Spicker, 1998; 김위정, 2004; 신명호 외, 2004; 홍인옥․남원석,

2003). 저소득층이 밀집한 공간적 구분은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

고, 해당동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며, 거주자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의 다양하고 복합적 현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취약동네이다.

2) 주거지격리에 따른 동네효과

빈곤의 공간적 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고립과 차별의 결과로 발생하

는 문제가 바로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이다. 동네효과는 사회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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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형성한 동네환경이 해당지역 주민의 심리적

건강상태나 행동,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이

다. 모든 면에서 개인적 특성은 동일하지만 거주 지역만 다른 두 사람을 비교

할 때, 취약동네 살고 있는 사람의 정신보건,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네효과의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낙인

효과(stigmatization effect)를 들 수 있다(Musterd and Anderson, 2006; 김위

정, 2004). 만약 기업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회적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이 동

네의 부정적 이미지 또는 명성과 같은 요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면, 동네주

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인찍힌 동네주민들은 고용뿐

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취약동네에 있어서의 사회화과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적인 측면이

동네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Jencks and Mayer, 1990; Shinn and Toohey,

2003). 실업자의 공간적 집중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나 역할모형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사

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로부터도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

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기회로부터도 단절된다.

셋째,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동네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동네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Ellen and Turner, 1997; Leventhal and Brooks-Gunn, 2000). 예를 들어

빈곤동네의 경우 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및 우수한 교사 등과 같은 서비스나

제도 등이 부재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넷째, 동네 환경의 ‘전염적인’(contagious or epidemic) 성격 때문에 동네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Jencks and Mayer, 1990). 이모형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

위를 가진 동네의 주민들이 개인의 낮은 지위와 관련된 문제시되는 행동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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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주민들에게도 퍼뜨린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동네의

이웃들은 서로의 자아개념이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신적으로 건

강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리적인 경

험과 느낌을 제공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환경에서는 긍정적인 대리의 경험의 기

회가 적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호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동네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공간적 차원에서 특정한 지역에 사회적

약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빈곤층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Lupton, 2003; Atkinson and Kintrea, 2004). ‘사회적 혼합’(social mix)

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미국의 Gautreaux 프로

그램과 ‘기회로의 이주’(Moving to Opportunity) 프로그램이 손꼽히고 있다.

미국 Chicago시의 경우 1976년부터 1998년까지 Gautreaux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빈곤한 흑인 거주자들로 하여금 대부분 백인들이

살고 있는 교외나 도시의 중산층 주거지의 민영아파트로 이사를 유도해왔다

(Rosenbaum, 1995; Sampson et al., 2002).9)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분석결

과는 중산층 동네로 이사한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더 높은 자기

효능감, 노동력에 대한 참여와 임금 및 교육결과 및 안전의식을 가지게 되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Rosenbaum, 1995; Rosenbaum, et al., 2002). 그러한 성공

을 기반으로 Gautreaux 프로그램은 현재 ‘기회로의 이주 프로그램’(Moving

to Opportunity Program)에 접목되어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 기존 지역사회

또는 사회자본의 붕괴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적 혼합정책이 가

져오는 편익을 위하여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 더불어 사회경제적

계층구성의 급진적 변화 없이는 동네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

9)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임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흑인들

로 하여금 백인 중산층이 사는 교외나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착상

담원(settlement counsellor)이 빈곤지역 주민에게 이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

공하고, 주민과 함께 새로 이사할 주택과 지역사회를 방문하게 된다. Gautreaux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이 모여 살던 가구 중 두 가구 이

상을 같은 중산층 동네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많은 가구들이 같은 동네로 이전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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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성찰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Lupton, 2003).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거주지역의 문제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상대적으로 매

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혼합과 같은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

성 또는 수용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or acceptability)은 아직까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에 기초한 정책의 원리와 동네거버넌스

1) 지역에 기초한 정책의 원리

동네효과는 사회적 혼합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논리 외에, 사람(people)이

아닌 ‘지역에 기초한 정책’(Area Based Initiatives)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로서

활용된다.10)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정부가 2001년부터 '10년에

서 20년 이내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

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이 있다. 현재 최고 열

악한 동네로 분류된 88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SEU, 2001).

이 사업은 성별과 계층과 같은 사회적 범주, 실업 또는 건강과 관련된 개인

수준의 결핍 등을 넘어서서 ‘개인이 어디에 사는가’가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 실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Atkinson and

Kintrea, 2001).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취약계층을 기회의 동네로 이주시키

는 정책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

는 장소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빈곤동네의 사

10) 만약 초점이 되는 삶의 질이나 심리와 관련하여 동네들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각각의 인구구성

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초점을 넘어서서 지역에 초점을 둔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낼 이점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가구의 젊은 여성들이 자기와 비슷

한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이 다수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

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 지역에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 대신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대상 집단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보다 의미

를 갖는다(Lupton, 2003). 즉, 동네문제의 원인을 구성효과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정책의 초점

은 지역(장소)이 아닌 사람들에 맞추어져야 한다(McCulloch, 2001). 반면, 동네효과로 인해 한 

개인이 어디에 사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지역에 초점을 둔 정책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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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동네의 ‘복합문제’(joined-up problems)를 타개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동네를 단위로 '종합적 접근'(joined-up

approach)을 통한 서비스 조정과 통합,11) 지역사회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과 집합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시켜왔다.

동네효과 이외에 사회적 배제 극복 전략으로서 지역에 기초한 정책이 주목받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Chaskin, 1998; Smith, 1999; Andersson and Musterd,

2005). 첫째,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은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다양한 자원들

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

우 효과적이며 높은 수준의 완결성(completeness)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동네와 같은 지역은 개인과 가족의 욕구 및 처한 상황들이 분명하게

집중되는 장소로서, 서비스간 조정 및 통합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 구현을 위

한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은 상향식 접근을 통해 좀 더 적실성 있는

문제 확인과 해결책의 모색이 가능하다.

넷째, 지역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합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감으

로써 자신감과 집합적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다.

다섯째, 지역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정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개

척적인 실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선정 기준으로서 지역

의 욕구뿐만 아니라 혁신의 가능성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능력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의 능력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경쟁적 입찰(bidding)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이 빈곤문제를 좀 더 가시적으로 만

들고 사회적 통합 노력의 실패로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초점을

11) 실제 영국의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은 단순히 빈곤동네의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건, 복지, 교육, 치안 분야 등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네라는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서로 연관되는 욕구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

석과 더불어, ‘주요사업의 집중화’(Mainstreaming)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을 취약지역에 집중화(bending)하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재구성(reshaping)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학습(experimentation and learning)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다(Smith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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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정책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동네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특정 동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해결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개념이 ‘동네거버넌스’(neighborhood governance)이다. 이 관점에서 동네

는 ‘지역에 기초한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공간단위 또는 ‘집합적 행위자

형성’(collective actor formation)을 위한 중요한 사회․공간적 환경으로 인식

된다(Cars et al., 2004). 또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중

앙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받아

들여진다. 더불어 동네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 및 정부의 책임성

(accountability)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renewal)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체계의 ‘현대화’(modernization)를 위한

각종 제도 실험의 중심에 놓여 있다(Stoker, 2005; Lowndes and Sullivan,

2006).

(1) 동네거버넌스의 개념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단일행위자나 부문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는 ‘우리가 집합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

고 우리사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 또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의 전체적 스펙트럼’ 등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Osborne and Gaebler, 1992: 24; EC, 2004: 11).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또는 처방적 차원에서 최근의 거버넌스는 국정운영의 주체

로서 간과되어왔던 시민사회 역할의 재정립과 더불어 정부, 시장, 그리고 시

민사회 세 부문의 균형 잡힌 역할을 통한 국정운영 또는 사회문제해결을 강

조한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외부주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며, 각 부문들 사이의 평등하고 신

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적 협력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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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념은 분석공간의 규모 또는 분석내용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동네거버넌스는 로컬거버넌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로컬거버

넌스란 ‘국가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주로 지역

사회 수준의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와 네트워크 구조’를

말한다(문병기, 2003: 30-31). 같은 맥락에서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지역의

하위수준(sub-local level)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arrangements)’(Lowndes and Sullivan 2008: 62) 또는 ‘동네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Somerville, 2005: 2) 등으로 정의된다. 동네거버넌스 역시 동네라는 공

간을 매개로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기술하는 경험적 의미와 세 부문의 적절한 관계형성과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처방적 의미를 모두 가지게 된다.

(2) 동네거버넌스의 유형

동네거버넌스는 어떤 유일한 형태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거버넌스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Lowndes and Sullivan(2008)은 영국

의 사례를 준거로 하여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동네거버넌스의

이상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형은 동네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 동네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 동네정부

(neighbourhood government), 그리고 동네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

모형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모형은 ‘왜 동네가 거버넌스를 위한 적절한 초점

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시민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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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기본원리 시민적(civic)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시민후생
(well-being)과

재생

대응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효과적
지역서비스전

달

민주적 성격 참여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
발언(voice) 파트너: 충성 선출자: 투표 소비자: 선택

리더십 역할
활력고취인
(animateur),
촉진자(enabler)

중개인(broker),
의장(chair)

의원
(councillor),

소시장
(mini-mayor)

개척자
(entrepreneur),

감독자
(director)

제도유형
(영국)

포럼, 공동생산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타운의회,
지역위원회 계약, 헌장

자료: Lowndes and Sullivan(2008: 62)

<표 1> 동네거버넌스 유형

① 동네역량강화모형

동네역량강화모형은 ‘시민원리’(civic principl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원

리는 동네단위의 거버넌스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많

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시민참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근접성 때문에 동네 수준에서 가장 쉽게 실천되어질 수 있다. 집단행동의 딜

레마 상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능

성은 광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공간적 단위에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들은 자신의 참여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네문제와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

는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참여제고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네는 큰 단위에 비해 동질적이며 응집적인 지역사회가 형성되기

쉽고, 동네기반의 정체성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시민

관점에서 다른 주민과의 관계형성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인다.

동네역량강화모형은 동네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을 반영한다. 동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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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의 시민참여와 ‘발언’(voice)은 시민들 스스로 더 광범위한 공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지역사회 욕구를 결집하고 표출하며, 스스로 그러한 공

적 가치와 욕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시민참

여의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변화 또는 배제된 집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도적으로 동네역량강화

는 주민상담, 포럼, 동네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같은 동네수준의 다양하고 광범

위한 참여수단의 형태를 취한다.

② 동네파트너십모형

동네파트너십모형은 ‘사회적 원리’를 적용한 동네거버넌스 유형이다. 사회적

원리는 시민의 후생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

동네는 서비스전달과 의사결정의 파편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와 문제

점을 시민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며, 시민후생을 위한 ‘통합적 지

역행위’(joined-up local action)가 가능한 최선의 장소이다. 동네는 전문성에

기초한 분리된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공적 서비

스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 주도적 파트너십 형성과 다양한 기관사이

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동네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역행위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결사체적 민주주의 또는 거버넌스 형성의 잠

재적 기반이 된다.

동네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주도하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부문에 있

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동네수준에서의 통합된 서비스를 강

조한다. 동네파트너십은 영국에서 등장한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대표적인 예이다.12) 동네파트너십은 다양한 이익집단

의 대표들을 하나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묶는 체계로서의 ‘이해관계자

12)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SP)은 최일선 지역의 참여부재가 취약동네문제 극복의 가장 큰 장애라

는 판단아래, 하나의 지역적 조정역할을 위한 포괄적 틀 안에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부

문, 그리고 지역사회부문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도록 만든 제도이다(SEU, 2001). 보통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위치하며, 지방정부, 지방보건당국 및 교육기관, 경찰서 및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다(Smith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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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stakeholder democracy)를 강조한다. 참여하는 시민(이해관계자)에

게는 파트너십에 대한 충성과 다른 참여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파트너의 역

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동네파트너십에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파트너

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

들고 합의의 부재 시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의장(chair)의 역할이다.

③ 동네정부모형

동네정부모형은 ‘정치적 원리’에 초점을 두면서 주민의 욕구에 좀 더 잘 반

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동네수준에서의 공식적인 대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한다. 동네거버넌스의 정치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의 접근

성, 반응성, 책임성의 세 가지 중요한 가정에 기반을 둔다. 첫째, 시민들은 동

네수준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관

련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동네수준 리더들

은 지역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시민관점에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리더들의 성찰이나 행위가 그들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가시적

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리더들을 책임지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

정은 동네단위에서 더 적은 수의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며, 물리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동네정부모형은 시민의 직접적 역량강화보다는 특정 지역의 하위수준에서

선출된 의원(정치인)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동네정부는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선출된 타운의회(town councils)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동네정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다. 시민의

역할은 투표라는 자원을 통해 지역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네정부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는 대의민주주의의 광

범위한 체계를 소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동네정치의 근

접성과 적실성의 장점은 선출된 정치가와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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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네관리모형

동네관리모형은 동네거버넌스의 ‘경제적 원리’를 강조한다. 경제적 원리는

동네거버넌스를 통해 자원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동네규모는 서비스 생산 및 전달과정에 있어서 낭비를 확인

하고 통제하는데 유리하며, 시민의 욕구를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

는데 유리하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대규모 행정단위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면, 연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와 중복비용 감소에 기초한 ‘범

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는 오히려 동네와 같은 규모에서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제도차원에서 영국의 동네관리(Neighborhood Management)는 취약동네 문

제해결을 위해 권한(power)을 동네에까지 양도하는 급진적 해결책이다(SEU,

2001). 동네관리는 특정 취약동네의 동네관리자를 지정하며, 동네관리자는 지

정된 동네 안에서 고객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수준의 합

의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며, 새로운 서비스 실험을 위하여 주류서비스

공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하고, 실험결과를 주류사업에 반영하도

록 서비스전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네관리 리더십

은 고객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이며, 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조정능력을 가진 ‘기업가적(entrepreneurial) 기술’이 요구된다. 동네관

리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선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

들어 내거나, 실질적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의 현실 속에서 서비스헌장과 성과

지표를 통해 대리적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선택 메커니즘을 강조한

다. 이처럼 동네관리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의 시

민선호에 충실해야한다는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 원칙을 반영한

다.

3. 사례분석을 위한 동네거버넌스의 재해석

1) 동네역량강화․동네파트너십 모형과 사회자본

거버넌스가 ‘어떤 사회적 실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식적․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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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의 전체적 스펙트럼’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네거버넌스는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또는 참여자 사이의 관계구

조 또는 관계형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계형성에 초점들 두면서 동네

역량강화 및 동네파트너십과 관련된 동네거버넌스 현상을 비교적 일관된 관

점에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등과 같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해 있고, 협력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존하

는 특별한 형태의 자원으로 간주된다(Putnam, 1993). 최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곧 사회자본인 것이다. 다양한 논의를 통

해 진화를 거듭해온 사회자본 개념은 현재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 ‘가교

적(bridging) 사회자본’, ‘연계적(linking) 사회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Stone

and Hughes, 2002; Woolcock, 1998).

결속적 사회자본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내

부적 결속에 초점을 둔다. 같은 동네 주민 사이의 강한 유대와 신뢰가 예가

될 수 있다.13) 결속적 사회자본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

가교적 사회자본이다. 가교적 사회자본은 수평적이지만 다소 이질적인 네트워

크 사이의 ‘약한 유대’(weak ties)와 거기서 파생하는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가

능성을 강조한다. 즉, 서로 다른 지역사회 또는 배경이 다른 집단, 세대, 사람

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유대에 초점을 둔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권력자

와 비권력자, 정치적 엘리트와 공중, 또는 사회계급 사이의 네트워크와 유대

와 같이 수직적 연계를 강조한다.14)

13) 주민들 사이의 통합, 지속가능성, 공동체로서의 건전성을 조장한다는 면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 복지, 경제, 서비스전달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들

의 관계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Sullivan and Taylor, 2007). 또

한 결속적 사회자본은 다른 지역사회와 서비스공급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 신뢰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 

또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것’(getting by)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Kearns, 2004). 하지만 그들이 ‘앞서 나가기’(getting 

ahead)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취약동네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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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유형 중 ‘결속적 사회자본’은 ‘동네역량강화’ 모형과 밀접하게 관

련된다. 동네역량강화는 동네라는 공간적 단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형

성’(community building) 또는 ‘지역사회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

에 해당된다. 현대 지역사회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

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이러한 사회적 역량을 대표하는 것이

다.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실천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주민조직’과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다(Putnam, 1993;

Sampson et al., 1997). 지역사회 주민조직은 그 구성원들 사이의 대면적 상호

작용을 통해 신뢰와 호혜의 규범과 같이 협력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학습

시키고,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합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렇게 주민조직 내부에서 함양된 신뢰와 호혜의 규범은 조직 밖으로

파급되어 지역사회 전체의 집합적 역량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에 대한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도 큰 몫을 하게 된다. 신뢰와 호혜 규범과 같

은 인지적 측면이 사회자본의 문화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 주

민조직이야말로 바로 문화적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중요한 구조적 기제이다

(Putnam, 1993).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의 구조적 초점이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맞추어진다면,

인지적 초점은 집합적 효능감에 맞추어질 수 있다. 집합적 효능감은 지역사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행위방침을 정하고 실행

에 옮길 수 있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을 가리킨다(Duncan et al.,

2003; Sampson et al., 1997). 결국 동네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동네주민들을 조

직화하고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14) 연계적 사회자본은 비대칭적 자원과 권력을 수직적으로 가로지르지만 여전히 가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가교적 사회자본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국가와 

사회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우선적 초점을 두고 등장한 개념으로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이다(Woolcock, 1998; Halpern, 2005). 본 연

구에서는 연계적 사회자본의 범위를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계로 한정하여 접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실체 또는 정부이외의 공식적 

제도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로 보고 가교적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접

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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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그 가시적 결과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사

이에 집합적 효능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곽현근, 2008a).

동네파트너십 모형은 취약동네와 같은 특정 동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또는 정부를 포함한 이

해당사자와의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계형성을 강조한다. 동네파트너십 모형

의 원리를 재해석해볼 때, 그 핵심은 관련 주체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형성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관계는 ‘가교적 사회자

본’과 ‘연계적 사회자본’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사회적 지렛대

(leverage)’ 또는 ‘사회적 윤활유’에 비유되는 가교적 사회자본은 취약동네주민

들의 고립과 배제를 극복하고, ‘앞서 나가기’(getting ahead)를 위해 필요한 사

회적 자원이다(Kearns, 2004). 즉, 결속적 사회자본과 달리 가교적 사회자본은

내부결속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록 약한 유대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관계형

성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접근가능성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상호 소통하

며 연계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축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더 넓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체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지역사회간 결연 또는 사회조직과의 결연을 통해 어떤 지역사회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동원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특정 지역사회(구성원)와 자원과 권력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정책결정자 사이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및 유대에 초점을

둔다. 지역사회는 연계적 사회자본을 통해 정부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연계

적 사회자본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와 지역사회분야의 분류를 뛰어넘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로

시민과 공직자가 연결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권력 또는 자

원을 가진 자의 ‘합리적 이기심’(rational self-interest)이 상호존중 또는 도덕적

평등과 같은 규범에 의해 견제되고 상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Halpern,

2005). 연계적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기

여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감과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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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과 정

부가 함께 성찰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매개 장치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 공간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직자들과의 교류가 증가되어야 한다.

2) 동네관리모형의 재해석

동네관리모형의 경우 관련 주체 사이의 관계보다는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

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동네관리

자’라는 급진적 선택을 통해 동네수준까지 분권화되고 현장중심적인 서비스관

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있는 우리사회 지방정부 맥락에서

영국과 같이 서비스전달을 위한 강력한 분권적 제도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현 시점에서 동네관리모형의 적용을 위해서

는 동네라는 장소에 기초한 서비스 설계의 이점을 고려해 서비스전달과정 또

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 초점을 둘 수 있다.

과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들이 주민욕구 사이의 상호관계나 개

인이나 가족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조정과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실제 빈곤

동네에서 겪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는 행정부서의 구분과 기능처

럼 정부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네는 개인

과 가족의 욕구 및 처한 상황들이 함께 모아지는 중요한 장소로서, 서비스간

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또한 동네야말로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적실한 서비스를 설계하

는데 적정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이 특정 동네에 집중 사용되

면서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기대할 수 있다(Smith,

1999). 결과적으로 동네관리모형은 동네를 매개로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부

서이기주의를 벗어나 ‘전체로서의 정부’(whole of government) 또는 ‘통합적

접근’(joined-up approach), 그리고 좀 더 현장중심적인 서비스 설계와 같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동네를 중심으로 칸막이행

15) ‘통합적 접근’ 또는 ‘전체로서의 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부서별 기능과 전문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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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탁상행정과 같은 오래된 관행들을 타파하기 위한 행정노력의 관점에서 동

네관리모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4. 사례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네거버넌스의 재해석을 통해

도출한 각 모형의 전략적 특징들을 통해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전략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동네거버넌스 모형 추진전략

동네관리 모형
통합적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적 접근

동네역량강화 모형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

동네파트너십 모형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

연계적 사회자본 형성

<표 62>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전략 분석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모형

III.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사례분석

1.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 개요

민선4기 출범 직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슬럼화현상이 심화되

면서 큰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박성효 대전광역시

초한 단순한 접근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사악한’(wicked) 현대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Leach and Percy-Smith, 2001). 특히 이러한 접근은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공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공적 가치 관리’(Public Value 

Management)에서 강조되고 있다(O'Flyn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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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문제해결을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3개 팀,

171명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취약동네에 대한 집중적 행․

재정 지원을 통한 새로운 삶터를 건설하기 위한 ‘무지개프로젝트’가 일차적으

로 기획되었다. 2006년 9월 저소득층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구 판암1․2동이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2009년 5월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1단계 사업은 판암1․2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3단지와 4단지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총 32개 사업으로 약 410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 본래 계획되었던 사업 중 2009년 12월말 현

재 25개의 사업이 완료되고, 7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2단계 사업은 2007년 6월 자치구의 공모절차를 거쳐 월평2동과 법동의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월평2동의 경우 총19개 사업에

약 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2009년 5월말 현재 16개의 사업이

완료되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법동의 경우는 총 33개 사업에 약 2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12월 말 현재 30개의 사업이 완료되고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3단계 사업의 경우 2008년 9월 자치구의 공모를 거쳐 대전시의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으로서 대표적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알려

진 대동과 문창․부사동 지역을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대동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25개 사업에 걸쳐 약 67억 원이 투자되고, 문창․부사동 지역은 31개 사

업에 약 199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9년 12월 현재

달동네지역의 경우 33개의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제4단계 사업은 2010년 2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산내동, 중촌동, 둔산 3동

의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선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6.2지방선거이후 시장이

교체됨에 따라 주관부서가 바뀌고 예산확보도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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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사업

추 진 상 황
사업비

(백만원)

전체
140개
사업

∙완료 68, 추진 중 72 98,790

판암
1․2동
(1단계)

32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8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3개 사업,
복지시설 건립 1개 사업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운영 13개 사업
∙도서관 설치, 동신중 시설개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근린공원조성, 환승주차장건립, 자활지원
∙악취제거사업

41,071

월평
2동

(2단계)

19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4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1,
복지시설확충 6개 사업
∙교육,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
∙정주 및 교육환경개선 2, 자활지원 1

3,311

법
1․2동
(2단계)

33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11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2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4개 사업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운영 10개 사업
∙송촌체육공원조성 등 정주환경개선 3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2, 자활지원 1

27,844

대 동
(3단계)

25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9개 사업, 복지시설 8개 사업
∙복지신장 및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8

6,674

문창․
부사

(3단계)

31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10개 사업, 교육여건개선 5개 사업
∙복지시설확충 및 복지기능강화 12개 사업
∙문화신장 및 공동체 형성 4개 사업

19,890

자료: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를 재구성

<표 63>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추진 현황(2009년 12월 현재)

무지개프로젝트는 출범당시부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혁신경영담당관실에

서 주도하여왔으나 대전광역시 조직개편과 함께 2008년 8월부터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이 주무부서가 되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무지개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어 2010연 11월 현재 사업자체가 도시건설주택국 산

하 도시재생과로 이관된 상태이다. 또한 2006년 11월 무지개프로젝트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6명,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등 복지기관종사자 6명, 공동모금회대전시지회

등 사회단체 4명, 일반 주민대표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단

계에 걸친 무지개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통해 2009년 5월 현재까지 주민설명

회 10회, 자생단체 간담회 21회, 무지개축제 9회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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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지개프로젝트의 규범적 의의

1)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장소기반의 사회복지 실험

다른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는 2009년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 주민구성 현황으로서 대전시의 지속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2005년 12월 대전시 동구가 주관하는

‘동구포럼’에서 동구 판암동지역의 슬럼화현상과 사회적 배제 문제가 제기되

었다(노병일․김도환, 2005). 이후 2006년 6월 지역 일간지인 ‘충청투데이’는

‘도시 속 외딴섬’이라는 주제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

화 문제를 10회에 걸쳐 다루었다. 같은 해 7월 대전 KBS 충청패트롤이 ‘도심

속 그늘,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다’라는 제목의 기획물을 방영하였다. 이러한 사

회적 우려에 대해 대전시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무지개프로젝트이다.

단
계

행정
동 주거 유형

계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수급

자율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1
단
계

판암
1동 주공3단지(9평형) 488 847 415 734 30 54 43 59 86.7%

판암
2동 주공4단지(9평형) 2,404 4,946 1,387 2,331 932 2,462 85 153 47.1%

2
단
계

월평
2동

주공 1단지(9평형) 1,484 3,225 812 1,507 354 1,392 318 326 46.7%

주공 3단지(9평형) 1,403 3,088 749 1,398 278 1,292 376 398 45.2%

법1
동 주공1단지(9평형) 1,472 3,435 916 1,881 493 1,408 63 146 54.8%

법2
동 한마음(9평형) 1,769 4,029 879 1,774 784 1,996 106 259 44.0%

3
단
계

대동 6,7,8,9통
단독주택지역 758 1,908 68 138 55 121 8 25 7.2%

부사
동

9,10통
단독주택지역 390 1,001 49 95 18 45 19 29 9.5%

자료: 필자의 요청에 의해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를 재구성

<표 64>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 주민구성 현황(2009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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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은 취약동네 주민들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극복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또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떠나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모두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동네의 미래상(비전)은 이

웃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 대전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난 ‘건강한 삶터로서의 동

네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대전광역시, 2009a).

이러한 비전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및 취약동네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이고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실험이 바로 무

지개프로젝트이다. 과거 취약지역정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두었던

반면, 사회복지정책은 공간적 고려 없이 특정 취약계층이나 집단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사회적 배제의 공간적 집중을 고려하여 ‘사

람’(people)뿐만 아니라 ‘장소’(place)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 해결책을 모색하

는 정책실험의 의미를 갖는다(Spencer, 2004). 특히 기존 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취약동네 후생을 위한 약 990억 원의 재원투자는 ‘사회적 배제 극복’이라는

보편적이고 선진화된 ‘공적 가치’(pubic value)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

는 것이다.

2)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실험

무지개프로젝트는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16) 도시재생의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산업구조 변

16) 일반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도시재생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중산층

의 교외이전으로 인한 도심쇠퇴와 슬럼화 문제의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도시재생 선진국인 영

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추진된 ‘자산주도형 재생’(property-led regeneration)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된다(Turok, 1992). 자산주도형은 사유재산에 기초한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이익과 물리적 발전에만 치중하게 되

면서 사회적 통합, 지역사회 참여, 도시경쟁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에 초점을 두고 최근의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대

한 개별적․문제해결식 처방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하에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시도’로 

정의된다(양재섭, 2007: 148). 



77

화와 주택시장 차별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간적 집중이 한 도시 안에 ‘두 개

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은 도시 분열을 야기하는 현상에 주목해왔다

(Sullivan and Taylor, 2007). 결과적으로 영국의 도시재생의 중요한 초점은

도시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중산층을 도시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기존도심의

낙후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빈곤층과 중산층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려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초점은 ‘사회적 지속가능

성’(social 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

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들이 현 세대와 똑같은 수준

또는 더 많은 수준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를 반영한다(Demsey et al, 2009). 우리 자신이 사회적 망(web)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후생이 이러한 사회적 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일상생활의 사회적 망을 파괴하지 않고 양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국 도시재생정책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가 ‘동네재생 국가전략’과 같이 취약동네를 집중지원하고 포용하는 것

이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과거 영국의 지배적 개발방식이었던 ‘자산주도형 재

생’이 가져온 취약동네주민의 강제퇴출 및 지역사회 붕괴와 같은 폐단을 최소

화하고 취약동네의 주변화와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도시전체의 통합과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지개프로젝트는 취약계층과 중산층과의 공간적 혼합을 공식적으로 지향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국의 ‘동네재생 국가전략’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동네재생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안의

‘외딴 섬’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의 취약동네는 언젠가 재개발에 의해 삶의

터전을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주변화될 위협 속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무지

개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취약동네 주민들의 강제 퇴출 없이 다른

동네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시도는 사회적 혼합

추진 시 예상되는 정치적 저항 및 폐단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한 도시’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실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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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추진전략

1) 동네관리전략: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현장중심적 접근

(1) 통합적 서비스 제공

무지개프로젝트는 부서 또는 조직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 무지개프로젝트는 출범당시 대

전광역시 모든 부서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었고, 판암동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을 위한 1차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자치구 공모로 이루어진 2․3

차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각 구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대전시 및 자치구 해당

부서 실무책임자가 모두 참가하는 공청회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와 구의 종합검토과정을 통해 사업결정이 이루어졌다.

통합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무지개프로젝트는 크게 세 분야에 초점이 맞추

어졌다. 우선 각 취약지역의 정주환경개선에 일차적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

로 취약동네는 물리적 무질서로 특징지어진다.17) 이러한 물리적 무질서를 바

로잡는 것은 지역주민의 소외의식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을 향

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취약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18)

두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이다. 취약지역의 경우도 학부모들이 가장 관

17) 물리적 무질서는 지역사회에서 질서와 사회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단서로

서 ‘동네무질서’(neighborhood disorder)를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이다(Ross and Mirowky, 

1999). 물리적 무질서는 시끄럽고, 불결하고, 기물이 자주 파손되고, 낙서가 곳곳에 눈에 뜨이는 

것과 같은 동네의 물리적 모습과 관련된다. ‘깨진 창문’(Broken Window)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물리적 무질서를 그대도 방치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한

다(Kelling and Coles, 1998). 이러한 느낌 속에서 범죄가 성장한다는 면에서 무질서의 용인은 

도시 범죄를 키우는 첫걸음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는 이웃간 유대나 신뢰의 형성에도 장애

가 되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의 제거는 깨

진 창문을 고치고, 낙서를 지우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달성

될 수 있다. 물리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가시성’(visibility) 측면이외에도 주민의 정신보건 

및 사회자본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18) 2009년 현재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 9,340세대 26,150명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6개 단지 영

구임대아파트 내부환경을 개선(도배, 도색, 싱크대․욕조․전열기구 교체)하였다. 또한 각 단지내 점

자블록과 음향교통 신호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도로정비, 버스승강장설치, 

상․하수도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가로등 개선, 공원조성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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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는 분야가 교육 분야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각 대상지역 초․중등학교의 참여를 유

도해내고, 도서관 및 컴퓨터시설 등을 현대화하였으며, 공무원 튜터제를 시행

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19)

세 번째 분야는 복지 분야로서 각 해당 사업지역의 구청, 사회복지관 및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각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거나 강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관의 역

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20)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시 산하 거의 모든 부서가

무지개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21) 무지개프로젝트 해당 지역의 초․

중등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22) 더불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현장 중심적 접근

무지개프로젝트는 1단계부터 시정부가 동네주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소

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관련 사업

이라 하더라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해당 지자체 건물에서 개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전문가 발제와 토론 위주의 진행이 관행이 되

19)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지개프로젝트 지역내 18개 학교에 대해 건물도색, 낡은 책걸상교

체, 도서실, 급식실, 양치교실, 과학교실, 언어교실, 컴퓨터실, 기술습득실,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잔디구장․우레탄트랙설치, 체육관기능보강, 공원화사업 등 학교의 지역사회센터

화 사업과 함께, 무지개튜터, 공부방, 예술 공연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기울여왔다.

20) 복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센터, 복지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보육시설 등 15개소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자격증 취득교실, 취업알선센터, 새터민 및 다

문화가정지원센터, 근로작업장, 자활사업단 등 취약계층 자활지원과 경제능력 향상을 도모하였

다.

21) 예를 들면, 제3단계 무지개프로젝트의 대상지역인 문창․부사동 지역의 경우 관련부서들은 도시

재생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국제교육담당관실,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건설지원과, 푸른도시과, 체육지원과 등을 포함한다.

22) 초중등학교 참여는 교육여건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

는데도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판암2동 영구아파트 지역 내에 위치한 동신중학교 교장의 경우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쓰지 않는 교실을 동네 젊은 여성들을 위한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조리사교

육과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여 현재 여성취업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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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무지개프로젝트의 경우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취약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공청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 해당부서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답변을 주거나

검토를 약속하는 형식을 취했다. 비록 동네수준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아니

더라도 바로 동네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전시가 시도한 일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는 주민의 욕구파악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의 기회이자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3)

현재까지 진행된 무지개프로젝트는 실무담당 책임 공무원의 리더십에 의해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구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수행

한 경험을 통해 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무지개프로젝트 담당 윤◯

◯사무관이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의 철저한 분석과 해당지역 복지관과의

협력적 관계형성,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

다.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 국책사업 지원자금 등을 유치하여 무

지개프로젝트 해당지역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 밖의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영국

의 동네관리자와 같은 공식적 제도의 부재 속에서도 한 공무원의 헌신적 리

더십이야말로 무지개프로젝트가 동네수준의 적실한 서비스전달을 위한 동네

거버넌스로서의 의미를 갖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해당지역 사회복지관 중간간부

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욕구를 시 당국에 전달하는 연결고리(link-pin) 역

할을 수행하였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대부분 학

계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능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왔다. 무지개프

로젝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참여대상으로 고려한 것이 대상지역 사회복지관

의 중간간부들이다.24) 이들 간부들이야말로 시설장이 갖는 이해관계에서 상대

23) 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간부로 10여 년간 종사해온 자문위원들은 자기가 근무

하는 동안 대전시 공무원들이 직접 판암동 지역에 찾아와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시정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24) 2006년 10월 무지개프로젝트 자문위원회 구성과정에서 현장중심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

원회가 구성되어야한다는 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제시한 초기 명단에는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는 학술분야 전문가 대신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

의 중간간부와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지역사회 리더들을 자문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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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 동네사정을 제일 잘 아는 현장전문가이

고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판단아래,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

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실제 이들 자문위원들은 공식 자문회의를 통

해서뿐만 아니라 담당사무관과의 현장에서의 비공식적 면담을 통하여 최일선

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상시로 수렴한 서비스 욕구와 복지관의 애로사항을 전

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2) 동네역량강화전략: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의 경우 일반아파트나 주택지역과 달리 부녀회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같은 조직들이 아예 결성되어 있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조직화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주민조직이 주민들 결속이나

집합적 효능감 형성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

실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자생

적 주민조직이 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과 함께 주민조직이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제도적 뒷받침

이 지속되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다. 현재 대전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조직화를 위한 초기 재정지원, 지역사회 리더십 발굴, 주민참여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민조직과 관련하여 무지개프로젝트는 현재 대상지역 8개 동네를 중심으

로 ‘무지개마을 가꾸기’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동장, 사회복

지관장, 마을오피니언리더, 유관단체, 전문가 그룹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주민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자율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 대상 동네에서는 자생조직 중심의 ‘칠색봉사단’을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동네주민, 동네소재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수혜계층 등이 총망라되어 참여하며, 마을가꾸기, 공공미술사업, 취약계층돌보

기, 마을축제 등 주민 자율적으로 자신의 동네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

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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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이면서 단독주택지

역인 대동․부사동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지역주

민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꾸고 임금을 받게 하자는 한 자문위원

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 현재 주민참여를 통한 정주환경개선 및 일자리 및

소득지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수리사업단, 터다짐사

업단, 숲가꾸기사업단, 예쁜동네․봉선화사업단을 구성하여 달동네의 폐가정

비, 쉼터조성, 공공미술작업 등 다양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

여하면서 경제적 자립의 기회뿐만 아니라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집합적 효능

감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

판암2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서는 생명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기자

20명이 참여하여 ‘판암골 소식’이라는 마을신문을 매월 5,000부씩 발간함으로

써 동네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역할을 하고 있다. 동네소식, 생활상식, 알뜰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마을신문은 무지개프로젝트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나 문제점

을 제기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25) 대전시는 이 사업을 무지개프로젝트 대상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시출입 기자단을 활용하여 지역별 자문위원을 위촉하

고 마을기자단을 육성할 계획에 있다. 2009년 6월에는 대동복지관을 중심으로

‘무지개가 뜨는 동네’라는 마을신문이 창간되어 매월 2,000부씩 발행하고 있

다.

3) 동네파트너십전략 : 가교적 사회자본 및 연계적 사회자본의 형성

(1)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에서는 동 주민자치

센터와 학교, 사회복지관이 공동주관하여 마을축제인 ‘무지개행복축제’를 개최

해오고 있다. 이 축제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주민들

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취약동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5) 예를 들면,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판암2동 ‘무지개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2009년 3월31일자 「판암골 소식」의 1면에는 ‘주민들 욕구가 반영된 도서관 건립 필요’라는 

특별취재 기사와 함께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본 무지개도서관은 이렇지 않았으면’이

라는 기사를 실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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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표적 달동네이면서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대상지역인 문창·부사

동의 경우 대전시 7개 봉사단체가 연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왔다. 구체적

으로 대전시와 시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센터 등 7개 기관·단체가 연대해

전기·가스·보일러·설비 등 생활개선을 위한 네 가지 전문기술 봉사와 밑반찬,

청소, 마사지 등 세 가지 복지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7가지 맞춤식 무지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 대상동네의 종교기관과 중상층 주거지역의 종교기관

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대상지역에 가까운 대학과의 결연으

로 ‘무지개동네 서포터스’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에 있다. 예를 들면, 동

네문제연구, 주민리더교육, 중고생학습지도 및 동네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언론도 마을신문제작의 기술자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후

원을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수범사례를 보도함으로써 대전 지역사

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26)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유치도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대전시는 기업출연 복지재단과 무지개프로젝트 ‘지

역별 서포터스’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 KT&G,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철도공사 등 공기업 및 삼성, LG등의 대기업이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과

1:1 결연을 맺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전 MBC는 창사 45주년 특별기획 다큐뉴스로서 '하늘동네 이야기'를 연

재 방송하면서  취약동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최근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쓴 

‘기자가 바라본 무지개프로젝트와 대동 하늘동네 이야기’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말 기뻤던 순간은 대동 하늘동네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이다. 무지개 

프로젝트의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대동 무지개타운이 건립 중에 있고 볼썽사나웠던 폐가

는 정비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마을 꽃동산과 테마골목길은 마을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노인근로작업장과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푸드마켓, 경로당, 체력단련실은 그동안 문화와 

복지시설에 목말랐던 주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낡고 오래된 것은 모두 없애

고 새로운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요즘의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무지개 프로젝트는 대동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계기

가 됐다. 우리가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유가, 우리 대

전MBC가 하늘동네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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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적 사회자본 형성

연계적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취약지역 주민활동의 구

심점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중간간부 및 지역사회 리더들의 자문위원회 참

여와 대전시 공직자들과의 관계형성이다. 실제 사회복지관 입장에서 자신의

인허가 권한을 갖는 구청 및 시청과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런 수

직적 관계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무지개프로젝트 자문위

원으로 참여하면서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고위정책결정자 및 실무담당자에

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취약동네 입장에서 대전시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복지관 및 지역사회

리더들과 대전시 실무책임자와의 지속적 상호작용과 파트너십 형성은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초기 냉소적 태도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실무책임자가 거의 매일 현장

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과정을 최일선에서 모니터하는

점도 정부와 복지기관 및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가운데 공무원 ‘무지개튜터단’ 또한 연계적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주목받을 만하다. 2007년 9월 대전시 공무원 46명으로 발족한 무지

개튜터단은 무지개프로젝트 해당 지역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들

에 대해 매주 2회씩 학습과 인성지도를 수행해왔다. 역할모형의 부재로 동네

효과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청소년들에게 역할모형의 제

공뿐만 아니라, 젊은 공무원들이 취약지역의 실태를 몸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실한 복지정책수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

이다.27)

27) 실제 이러한 효과는 유현숙(2008)이 수행한 면접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창피하고 부모

님이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격려를 해 주시니까 지금은 힘이 나요. 선생님

도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대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셨다고 해요. 전

에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웃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선생

님이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크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

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 잘되는 것 같구요...   요즘은 선생님께 개

인적인 고민도 많이 얘기해요. 어떤 날은 공부보다 자꾸 다른 얘기만 하려고 해서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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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거버
넌스
전략
유형

세부전략 주 요 사 업

동네
관리
전략

통합적
서비스
제공

정주환경
개선

(50개
사업)

￭임대아파트 내외환경 개선 18개 사업(도색, 도배, 싱크대 및
전열기구․욕조교체, 단지내 체육시설, 조경, 점자블럭,
재활용창고, 자활작업장 설치 등)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20개 사업(집수리380동, 폐가 및
불량담장 철거21개소, 임대주택18세대, 주차장, 체력단련실
설치, 도로확장, 보완등 설치, 공원조성, 산책로, 쉼터설치 등)

￭악취제거사업, 옹벽․담장․절개지 녹화 등 12개 사업

교육여건
개선

(38개
사업)

￭학교시설 개선 14개 사업(노후책걸상교체,
도서실․급식실․양치교실․과학교실․언어교실․실습실․장
애아재활치료실 설치 등)

￭학교의 지역사회 센터화 15개 사업(도서관설치 2개소,
청소년문화센터, 자활기술교육장, 잔디구장, 우레탄트랙,
주민체육시설, 학교 공원화사업 등)

￭방과후 프로그램 9개 사업(무지개튜터, 멘토, 방과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실, 공연장, 상담실 등)

복지신장
및

자활지원

(40개
사업)

￭복지시설 확충 15개 사업(노인복지관, 장애인재활센터,
무지개타운 2개소,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간연장보육시설, 무료급식소 3개소 등)

￭자활지원기능 19개 사업(기술교육교실 3, 취업알선센터 3,
새터민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 자활사업단 8,
노인․장애인 보호작업장 6 등)

￭기타 복지프로그램 6개 사업

현장중심적 접근

￭관련 전체 부서 과장급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현장 공청회

￭담당사무관의 리더십과 헌신

￭사회복지관 소속 자문위원들의 연결고리 역할

이상에서 논의된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5> 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본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

혼난 적도 있지만..... (여, 15세 / 중학생). 

튜터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일이 더 의미가 있

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는 부모님들로부터 

관심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사는데 급급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

지만 일종의 무력감이라고나 할까요....   아이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아이도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고민거리도 곧잘 털어놓곤 합니다. 그전보다 

표정도 밝아졌구요....   제가 하는 봉사활동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

각하니 정말 뿌듯합니다(남, 38세, 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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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역량
강화

전략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
￭마을신문 발간, 마을축제, 마을가꾸기 주민협의체,
주민사업단, 봉사단, 예술단 등

동네
파트
너십

전략

가교적 사회자본

형성

￭마을축제(취약동네 인근 지역사회의 참여)

￭기관․단체 연합봉사활동

￭종교단체․대학․언론과의 협력체제 구축

￭기업출연 복지재단과 지역별 서포터스 구축

연계적 사회자본
형성

￭무지개프로젝트 자문위원회
￭공무원 무지개튜터단

4. 무지개프로젝트 초기성과 진단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

만 2009년 11월 대전광역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무

지개프로젝트의 추진상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7%

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대전광역시, 2009b). 만족

부문의 순위는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확대, 교육여건개선, 자활지원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차 사업대상지인 판암동 지역에 대하여 2008년 1월 21일부터 29일

사이에 지역 주민 20명과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튜터로 활

동하고 있는 공무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유

현숙, 2008). 면접결과는 무지개프로젝트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28) 자활

및 복지서비스 확대,29)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 및 학력신장,30) 지역사

28) 이와 관련한 면접자료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유현숙, 2008: 71-73).

  길이 참 좋아졌어요. 전에는 울퉁불퉁해서 높은 구두 신고 다닐 때 굽도 많이 상했고, 불

편했거든요. 특히 비올 땐 더 했죠. 그리고 동네에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도 많으신데 평평

하지 않은 길이 많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단도 낮게 바꿔주시고 보도블록도 

새로 잘 깔아주셔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여, 28세).

  글쎄, 바쁘게 살다보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가로등이 밝아진 

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버스에

서 내려서 집까지 금방이라고 해도 길이 어두워서 안 좋았는데 이제 걱정거리 하나 덜었지 

뭐에요. 한밤중에도 거리가 밝으니까 우선 안심이 돼요 (여,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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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주민관심제고31) 등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용산 철거민 사태 이후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

면서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사업의 성과

29) 이와 관련된 면접자료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유현숙, 2008: 74-77).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요.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 일을 그만

둘 수도 없고, 낮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장애인주간보

호센터가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전에는 아이 걱정 때문에 직장에서도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고, 늘 불안했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맡길 곳이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여, 

36세) 

   

   우리 같은 가정주부가 그래도 다른 것 보다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조리사 자격증 아

닐까요? 그런데 일반 요리학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형편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비싼 돈을 투자한다는 건 사치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거

의 무료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던지....  모두 저 같이 절

실한 마음을 갖고 참여해서인지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요... 아직 실

기시험은 통과하지 못 했지만 그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조만간 합격

할 수 있겠죠(여, 41세). 

30) 이와 관련된 면접자료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유현숙, 2008: 78-81).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공무원 선생님께 일주일에 두 번 영어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집

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못 가는데 1:1로 과외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알 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남, 15세, 중학생).

  저희 아이는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과외선생님을 맞이하는 게 집안 형편

상 부담도 되고, 또 우리 아이가 꾸준히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선생님께서 

전혀 부담을 안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지도해주신 덕분에 지난 번 중간고사 때 우리 애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마 제가 무지개사업으로 제일 많이 혜택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욕심 같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가지 계속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여, 43세).

31) 이와 관련된 면접자료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유현숙, 2008: 81-82).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생기 있어졌다고나 할까요? 우리 동네에 시

장님도 다녀가시고, TV에도 나오고.....   처음에 몇 번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것저것 동

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대요. 지난번에는 마을 잔치도 열렸고, 음악회도 열렸고, 동네가 

들썩들썩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요(여, 51세).

  우리 동네가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난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그러고....   애들도 판암동 사는게 창피하다고 할 

정도니....   그런데 요즘 지하철도 생기고, 동네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 도서관도 생기고, 

공연같은 것도 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대형마트 같은 것도 생기면 더 좋을텐

데....(여,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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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미를 진단하는 기사를 실어왔다. 학술적 차원의 엄격한 평가는 아니더라

도, 최근 전국규모의 일간지 기사들을 통해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의 변화,32)

그리고 도시재생차원에서 무지개프로젝트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33)

32) 언론 보도 중 주민변화를 취재한 2009년 9월17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 2009). 

  16일 오후 대전지역 최대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동구 판암동 주공 4단지(2,415세대) 

내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신문 '판암골 소식'의 주민기자들이 '무지개 프로젝트'를 화제로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등굣길에 아이들이 술 취해 길바닥에 드러누운 아저씨들을 보는 것

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보기 드문 일이 됐잖아요." "툭하면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는

데 요즘은 싸움 구경 재미가 사라졌어요."(웃음)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은 무지개 프로젝트 이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곳곳

에 오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지저분했고, 아침부터 술에 취해 비틀대는 사람들과 해가 지면 

싸움소리가 그칠 날이 없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들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찾아간 동네는 입구부터 꽃나무와 멋진 돌탑이 세워져 있어 공원처럼 보였다. 마을 앞길은 

영화배우 권상우 등 대전 출신 유명인들의 사진과 핸드 프린팅 등으로 장식한 '스타의 거리'

가 조성돼 다른 동네가 부러워하는 명물이 됐다고 아이들이 자랑했다.(중략)

  '작은 기적'이 벌이진 곳은 또 있다. 판암동에서 시작된 무지개 프로젝트는 이듬해 법동과 

월평동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동, 부사동, 문창동 등의 달동네로 확대되었

다.

  바뀐 건 겉모양만이 아니었다. 이를 채우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했다. '무지개 튜터'도 그 

중 하나이다.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 봉사자들을 지원해주는 무지

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이다. 동구 대동에 사는 민지(가명ㆍ12ㆍ초등6년)를 가르치는 박지

윤(31)씨는 대전시청 공무원이면서 민지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민지 엄마는 "

아이가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중략)

  주민들의 봉사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무지개프로젝트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소속

감이 생겼다는 걸 보여준다. 판암동에서는 새터민 30여명이 '푸른하늘' 봉사단을 만들었다. 

지체장애인 김장영 씨는 휠체어장애인 봉사단원이다. 김씨는 "장애인이라고 도움만 받다가 

독거노인 등에게 도시락도 전달하고 마을 축제와 행사 때 음료수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중략)

33)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2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조선일보」, 

2009).

  대전의 대표적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동구 대동과 중구 부사·문창동 주민들은 요

즘 신바람이 났다. 노인공동작업장·아동센터·체력단련실·회의실 등이 갖춰진 대형 복지센터

가 신축되는 등 '따뜻하고 인간적인 재개발' 방식인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 

덕이다. 대동 백옥임(白玉任·여·53)씨는 "여기 그대로 살면서 환경이 몽땅 좋아진다니 이보

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느냐"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전면 개조에 착수했다. 마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심지어 주민 의식까지 바꾸는 사업이다. 다만 살던 터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존 

재개발과 다르다. 철거를 둘러싼 서울 용산 참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 현지 주민을 

밖으로 내몰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봤자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빈민촌을 형성해 비

슷한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를 '무지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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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의 시사점 및 향후과제

사례에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전략으로서 제시된 동네거버넌스 모

형은 여전히 다른 지역 저소득층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유효하다.

거버넌스의 우리말 번역이 ‘민관협치’라고 한다면, 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

십, 동네관리 개념은 바로 서로 다른 유형의 민관협력 방안을 시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동네역량강화 모형은 무엇보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집합적 역

량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심이 되고, 부수적으로 정부의 촉진자, 촉매자 역

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네파트너십 모형은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정부와 해당지역 주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기

업들의 관심과 참여의 대상이 되도록 네트워크 형성과 자원동원 또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와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동네관리모형은 주거복

지서비스 전달자로서 해당 지자체가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좀 더 적실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부서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종합적 접근을 취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강조된다.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한 기본방향 이외에 추가적인 무지개프로젝트의 시사

점 및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

복하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동네재생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것과 달리 무지개프로젝트는 광역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광역시 자체

의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약동네에 대한 장기지원은 광역정

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중앙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놓고 88개의 빈곤동네를

선정하여 10년에 걸친 장기계획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영국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취약동네의 재생은 지방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결

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의 정착

및 성과를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례들에 대한 심

층 분석, 적실한 실천방식의 도출과 적용이 병행됨으로써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사회적 배제극복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중앙정

젝트'라고 부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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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갖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지개프로젝트 초기비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막 싹트기 시작

한 대상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희망을 하나의 소중한 지역사회 자원으

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재

정적 제약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과 집중’ 전략은 대상지역이 확

대됨에 따라 부득이 초기 대상지역의 지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거환경개선과 같은 물리적 지원은 초기 집중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볼 수 있

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태도와 행동변화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예: 저소득층 여성취업교실, 새터민 자활지원, 무지개튜

터제, 마을신문, 지역축제 등)이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대전시의 지속적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실험적 사업들에 대한 철

저한 평가와 함께 ‘주류화’(mainstreaming)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초기 대상지역의 프로그램들을 모두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라면, 적어도 초기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교훈도출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보건복지사업들에 공식적으로 접목시키거나 중

장기적 관점에서 대전시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공식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근본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은 프로젝트방식이 아닌 프로

그래밍방식을 지향해야 한다.34) 기존의 많은 지역사회개발사업들이 가시적이

고 물질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이러

한 경향은 자치단체장이 재임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정치적 유인과

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무지개프로젝트의 차별화된 전략이 주민결속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또는 부문과의 유대와 신뢰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업의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에만 주력하거나 주민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해야 한다. 특히 주민조직화와 관련하

여 주의해야할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주민조직은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정부지원의 종결과 함께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릴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주민참여와 같은 시민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34) 프로젝트적 접근은 위로부터 주어진 계획에 입각해서 일사분란하게 시행되어, 일정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래밍 방식은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

치면서, 사업방향이나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며, 서서히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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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주민조직화 또는 참여를 위한 정부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로

서의 역할, 특히 제도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정부가 측면 지원을 통

해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조직화

와 활성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개입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나가는

역량과 노력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자본 형성의 현실적 장애요인이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취약동네의 경우 주민의 동질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

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동네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와 비공식적이지만 수직

적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의 구체적 이해 없이 단

순히 사회자본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해야한다는 당위적이고

수사적 노력만 가지고는 해당동네 기득권자들의 사회자본만을 강화할 뿐이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어렵다. 주민사이의 신뢰형성

을 위해서는 ‘항상 참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usual suspects)들만의 참여

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참여의 진정성과 효과를 몸소 체험하도록 만드는 의식적

노력이 중요하다. 더불어 기존의 권력관계나 이해관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이해할 때, 사회자본 형성은 ‘작은 변화도 큰 성과’(a little change is

something)로 받아들이는 인내심과 장기적 관점이 요구된다.

다섯째, 리더십과 참여주체들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다.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온 가장 큰 추진동력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열정과 관심, 담당공

무원의 헌신,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파트너십,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과

같은 행태적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무지개프로젝트의 경우 공식적 제도의

틀 속에서라기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관계형성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온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형성되는 파트너십이란 자연스런 ‘협력관계’

라기 보다 ‘협력적 갈등관계’이다. 즉, 협력적 관계 형성에 참여하는 서로 다

른 이해당사자들의 가치판단과 의견이 충돌하는 ‘곤혹스런 상황’(perplexity)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

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파트너십에 대한 충성심(loyalty)을 잃지 않도록

하는 리더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람 못지않게 제도화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영국 등 선진국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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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버넌스가 구체적 제도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현재 무지

개프로젝트의 경우 공식적 제도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취약동네 주민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동네포럼’과 같은 제도를 실

험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식제도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역량강화 차원에서 ‘무지개마을 가꾸기’ 주민협의체 같은 조

직을 발전시켜 해당지역 일선공무원, 사회복지관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 참여

해 동네욕구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해나가도록 지원

하는 제도를 시 조례를 통해 공식화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현재 진행 중인 대상지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 확보와 평가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영국의 동네재생 국가전략은 동네수준의 통계자료수

집, 사업의 성과평가 및 교훈도출을 위한 성과 및 지식관리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객관적 성과관리체계의 마련 및 적용 노력이야말로 무지

개프로젝트의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일곱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한다. 실제

무지개프로젝트가 광역시 사업으로 간주되면서 자치구 협력이 비교적 저조하

게 나타났다. 2․3단계 사업선정과정을 볼 때, 일부 자치구들은 무지개프로젝

트의 취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그 동안 수행하

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무

성의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선정이 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성향을 보여 왔다. 이는 자치구의 열

악한 재정여건상 광역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관할영역과 사업 책임

및 성과의 귀속주체를 두고 두 자치단체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재임기간 성과를 두고 정치적 심판

을 받는 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유인구조로 인해 누가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쥐

는가에 따라 사업에 대한 열의와 참여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이다. 앞으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초기단계부터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정도에 따라 강력한 선택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사업과 자치구사업의 이분법적 구도를 타개해나가는 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와 같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여덟째, 만약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 차원에서 무지개프로젝트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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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취약동네 관련 재원

을 통합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의 취지와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상당한

재량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대전시가 직접 취약동네의 문

제를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의 성격에 따른 맞춤식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

었던 것은 당 지역에 익숙한 현장지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중앙의 많은 정책논리는 해당 정부기관이 속한 분야의 이론적․학술

적 전문성에 기초하거나 맥락을 무시한 외국사례의 교훈으로부터 개발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처음 의도한 효과

를 보지 못하는 이유들은 바로 현장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러한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합한 ‘적절성의 논

리’(logic of appropriateness)로 내면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

도를 통한 개혁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러한 규칙을 받아들여 행동하는 ‘사람’

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적절성의 논리는 분권화된 시스템 속에서 리더십과

참여주체들의 파트너십 구축과정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여건

이 반영하는 것에 비례하여 제도나 정책의 수용이 높아진다고 볼 때, 무지개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은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정책이 그만큼

거래비용이나 순응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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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 판암동「무지개프로젝트」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계  획

소 요 예 산 (백 만 원 ) 

구 분 계
기투자
(~‘07)

‘08

이후

①학교 교육

  환경 개선

개요
∙동신중 인조잔디 및 우레탄 : 550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화상 영어교실 : 32백만원

 - 판암지역 초․중학교 2개 교실

 ○ '07실적 : 책걸상교체, 우레탄 트랙등 3개교 11개사업완료

○ '08계획 : 동신중 인조잔디및우레탄포장 국비확보추진

계 855 273 582

국 비 280 280

시 비 495 253 242

구 비 60 60

기 타 20 20

② 무지개 

  도서관설치

개요
∙1층 5개교실(504㎡)리모델링 설치, 대체교실 확보

∙열람실, 정보검색대, 휴게실, 장서실등 공간배치

∙지역사회 주민 및 학생 개방 주․야간 운영 

○ '07실적 : 사업추진계획접수(동신중→동구청)  

○ '08계획 : 구비 부담액 425백만원 예산 확보 추진

계 850 850

국 비

시 비 425 425

구 비 425 425

기 타

③ 청소년 

  방과후학습 

개요
∙목 적: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자녀건강한성장지원

∙대 상: 초등학생 5~6학년 / 2개반 40명

∙내 용: 기본․공통․전문선택․특별지원과정 학습

○ '07실적 : 연인원8,938명(정원40명) 학습/ 출석율96.7%

○ '08계획 : 연중 지속 운영

계 283 130 153

국 비 142 65 77

시 비 141 65 76

구 비

기 타

④ 1:1「무지개

튜터제」

  운영

개요
∙대 상: 저소득층 자녀 학생(중, 고등학생)

∙내 용: 대학생 영어학습 지도(60명)

         공무원 튜터(46명)

○ '07실적 : 영어학습 60명, 공무원 튜터 46명

○ '08계획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특화 학습 지속실시

계 200 80 120

국 비 140 56 84

시 비 60 24 36

구 비

기 타

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개요
∙대 상: 저소득층 자녀(중, 고등학생)

∙내 용: 수준별 6개반 운영

∙운 영 : 원어민 강사 등 양질의 학습서비스 

○ '07실적 : 연인원 8,768명(실인원 132명)

○ '08계획 : 지역학생의 수요와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운영

계 48 26 22

국 비 24 13 11

시 비 24 13 11

구 비

기 타

⑥ 보육시설

  확대지원

개요
∙14개 보육시설(정원459명) 지원

∙시간연장시설 확대(2개소 → 6개소)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확대 : 5개소

○ '07실적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6개소, 35명)

○ '08계획 : 시간연장 운영 및 평가인증제 지속 운영

계 1,293 1,221 72

국 비 620 577 43

시 비 342 322 20

구 비 331 322 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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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계  획

소 요 예 산 (백 만 원 ) 

구 분 계
기투자
(~‘07)

‘08이

후

⑦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개요
∙독거노인 개별서비스(안부전화, 안전확인 ) 제공

 (독거노인도우미 6명, 수혜대상자 828명)

∙보건복지부지원사업/ ‘07. 6월시행 

○ '07실적 : 안전확인 3,200회, 생활교육(질병예방등) 10회

○ '08계획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지속 추진

계 74 27 47
국 비 52 19 33
시 비 22 8 14
구 비

기 타

⑧ 장애인

   종  합

  자활센터

  건립

개요
∙규 모 : 연면적 830㎡(지하1, 지상3층)

∙내 용 : 기능 통합(공동작업장 + 주간보호센터 +

         재활지원센터)복합적복지시너지효과창출

○ '07실적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사업추진 협의

○ '08계획 : 상반기중 건립예정부지 매입(위탁법인) 추진

계 1,245 1,245

국 비 1,245 1,245

시 비
구 비   

기 타

⑨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운영

개요
∙시 설 명 : 생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    원 : 4명(시설장1, 사회복지사3)

∙이용정원 : 15명

○ '07실적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5.16)

○ '08계획 : 복지시설 확충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  53  
국 비
시 비  53  
구 비

기 타

ꊉꊒ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개요
∙인 원 : 1일 200명 →260명(60명 증원)

∙일 수 : 주5일→주7일로 확대

∙인 력 : 자활근로자 10명 배치(판암5, 생명5)

○ '07실적 : 휴일 무료급식 실시(260명)

○ '08계획 : 휴일종사자수당추가 확보, 지속적인급식실시

계 352 161 191
국 비
시 비 192 81 111
구 비 160 80 80

기 타

ꊉꊓ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개요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 ‘06. 9. 26

 - 동구 대동 205-15 / 상근인력 3명

∙가족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07실적 : 사례관리92명, 집단프로그램 81회(641명)  

○ '08계획 : 연중 지속운영

계 356 178 178
국 비  
시 비 178 89 89
구 비 178 89 89

기 타   

ꊉꊔ저소득층 

  여성 취업

  교실

개요
∙여성 조리사 자격증 취득교실 운영

 - 인 원 : 80명(40명×2개반)

 - 기 간 : 4개월과정 / 연2회 운영

○ '07실적 : 실습실 리모델링, 한식자격증시험 합격 45명 

○ '08계획 :「양․중식 조리기능사」반 및 실수요 강좌 

계 11 5 6
국 비
시 비 11 5 6
구 비

기 타

ꊉꊕ 새터민

  정착지원

개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복지관과 연계 통합프로그램운영

○ '07실적 : 지원조례 제정(6월) 및지원협의회구성(7월)

○ '08계획 : 정착지원 사업계획 공모를 통한 지원 추진

계 29  8 21
국 비 7 7
시 비 22 8 14
구 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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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계  획

소 요 예 산 (백 만 원 ) 

구 분 계
기투자
(~‘07)

‘08이

후

ꊉꊖ 생활체육

  시설 확충

개요
∙판암6단지 공동약수터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 크로스컨트리 등 5종, 24백만원

∙판암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등, 20백만원

○ '07실적 : 황학산산책로등2개소10점, 대암초우레탄포장등

○ '08계획 : 체육환경이 열악한 판암지역내 체육시설 설치

계 250 206 44
국 비   

시 비 250 206 44
구 비

기 타

ꊉꊗ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생활지도자 배치,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

  - 주2～3회, 2시간씩

  - 노인･여성․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 '07실적 : 5개 프로그램 운영(‘06. 10 ~ ’07. 8월)

○ '08계획 : 전문지도자에 의한 체육프로그램 지속운영

계 43 23 20
국 비 15 8 7

시 비 28 15 13
구 비

기 타

ꊉꊘ 판암 근린

  공원조성

개요
∙조성면적 : 65,000㎡(체육시설 9,375㎡)

∙내 용 :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산책로 조성, 공원, 숲가

꾸기, 기타 조경시설 등

○ '07실적 : 사유지 매입,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발주(12월)

○ '08계획 : 2 ~8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및공사추진

계 4,600 1,000 3,600

국 비

시 비 1,900 1,000  900

구 비 2,700 2,700

기 타

ꊉꊙ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개요
∙지역 자생예술단체 지원 공연

∙시립예술단수시공연(합창단, 교향악단,국악 등) 

∙지역 자생단체 등의 주민화합 공연활동 지원

○ '07실적 : 민간단체 2개단 3회, 시립예술단 3개단 6회

○ '08계획 : 연중 지속 운영

계 18 9 9
국 비

시 비 18 9 9
구 비

기 타

ꊉꊚ 판암3․4단지

  도로정비

개요
∙도로포장 덧씌우기 A=37.5a

∙보도정비 L=300m(핸드프린팅13개소)

∙가로등 신설 7․도색 42개소

 ○ '07실적 : 11. 13착공(핸드프린팅 대상 10명중 6명 완료)

○ '08계획 :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후 3월중 완료

계 220 220
국 비  

시 비 220 220
구 비  

기 타   

ꊉꊛ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립

개요
∙위  치 : 동구 판암동 303-9번지

∙규  모 : 2,612㎡( 250면) / 자주식 공작물 3층

∙사업비 : 5,648백만원(물가상승률반영1,059백만원增)

○ '07실적 : 임시주차장 건설(134면) / 2. 14  

○ '08계획 : 공사비(3,648백만원)확보후 10월 경 시행 

계 5,648 2,000 3,648

국 비

시 비 5,648 2,000 3,648

구 비

기 타

ꊊꊒ 판암천

  복개구간

  악취저감

  사업

개요
∙위 치: 판암천 하천복개구간 1.6㎞

∙내 용: 3련 BOX중 양측 2련 우․오수 분리벽 설치

  - 분리벽 1.6㎞ × 2련 = 3.2㎞ 

○ '07실적 : 복개BOX 종점 하상정리작업/ 모기, 악취방지

○ '08계획 : 1회추경 예산 확보 하반기 사업 추진

계 650  650
국 비
시 비 650  650

구 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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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추진현황

 및 방향

                                김수열 과장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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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추진현황 및 방향
- 선정기준 및 입주자현황 중심으로 -

김수열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장)

Ⅰ. 천안시 저소득층 현황

1. 유형별 현황

(단위 : 세대, 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비고

8,579/15,112 6,575/10,989 922/1,933 1,082/2,190

※ 천안시 인구 : 217,436세대 / 561,631명(2010.09.30.기준)

2. 읍면동별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비고

총 계 8,579/15,112 6,575/10,989 922/1,933 1,082/2,190

동남구 4,527/7,748 3,580/6,015 452/720 495/1,013

목 천 읍 533/981 458/871 75/110

풍 세 면 145/212 111/172 3/3 31/37

광 덕 면 200/336 196/328 4/8

북 면 153/270 145/259 8/11

성 남 면 103/169 91/152 1/2 11/15

수 신 면 65/82 64/79 1/3

병 천 면 221/337 190/286 6/10 25/41

동 면 69/92 56/77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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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동 236/312 229/304 7/8

문 성 동 192/192 175/262 17/29

원성 1동 315/539 204/328 46/69 65/142

원성 2동 229/388 204/347 25/41

봉 명 동 461/899 335/609 73/127 53/163

일 봉 동 304/546 199/331 35/52 70/163

신 방 동 326/638 148/286 55/94 123/258

청 룡 동 521/883 457/783 64/100

신 안 동 454/683 318/541 30/50 106/182

서북구 4,052/7,364 2,995/4,974 470/1,213 587/1,177

성 환 읍 598/1,021 461/751 70/185 67/85

성 거 읍 251/478 191/318 29/71 31/89

직 산 읍 446/861 308/511 65/162 73/188

입 장 면 353/573 214/334 9/24 130/215

성정 1동 492/908 328/540 70/183 94/185

성정 2동 509/1,004 379/698 67/170 63/136

쌍용 1동 98/177 78/127 18/44 2/6

쌍용 2동 221/461 158/299 40/108 23/54

쌍용 3동 663/1,030 607/923 30/80 26/27

백 석 동 172/381 86/171 33/86 53/124

부 성 동 249/470 185/302 39/100 25/68

3. 저소득층 자가가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한부모 비고

계 955/1,772 906/1,631 49/141

동남구 726/1,335 699/1,255 27/80

서북구 229/467 207/406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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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형별 주거지원관련 선정기준 및 입주자현황

관리주체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

•천안시

- 영구임대주택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 시영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현황
(단위 : 세대)

단지명 평형 세대수 입주년월 비고

계 984

주공6단지 14 504 ‘90.10.30 성정2동

주공7단지
12 835

‘94.05.20 쌍용3동
13 149

○ 보증금 및 임대료

- 주공6단지(14평형) : 보증금 2,732천원, 임대료 월 57천원

- 주공7단지(12평형) : 보증금 1,815천원, 임대료 월 36천원

(13평형) : 보증금 2,156천원, 임대료 월 43천원

2) 신청현황

(단위 : 세대)

단지명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비
고

총 계 911 89 84 103 87 70 59 66 64 92 87 50 60

주공
6단지

소 계 286 28 25 30 27 26 19 27 21 27 25 13 18
2008 120 7 11 12 12 17 8 9 5 9 13 6 11
2009 99 13 9 8 10 8 8 9 5 10 5 7 7
2010 67 8 5 10 5 1 3 9 11 8 7 - -

주공
7단지

소 계 625 61 59 73 60 44 40 39 43 65 62 37 42
2008 238 16 20 23 14 15 16 13 15 29 28 20 29
2009 227 25 19 30 26 18 10 12 15 24 18 17 13
2010 160 20 20 20 20 11 14 14 13 12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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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현황

(단위 : 세대)

단지명 연도별 계 기 초
수급자

한부모
가 족

국 가
유공자

기초수급
제 외 자 장애인 북 한

이탈자 비 고

주공
6단지

2008 504 174 1 4 312 4 9

2009 504 179 2 5 314 4 -

2010 504 174 4 5 271 43 7

주공
7단지

2008 984 468 6 11 444 4 51

2009 984 524 7 11 330 7 105

2010 984 501 5 12 376 34 56

※ 영구임대 신규입주자 현황

- 주공6단지 : 2008년 14세대, 2009년 10세대, 2010년 13세대

- 주공7단지 : 2008년 48세대, 2009년 61세대, 2010년 34세대

4) 신청시기 : 연중

5) 신청대상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부양자, 철거세입자, 시장군수인정자, 청약저축가입자

6) 구비서류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 각 서

○ 주민등록등본

○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증명서

※ 기존 입주대기자가 많아 입주까지 약 8 ～ 9년 소요

7) 처리절차

○ 신청 ⇒ 검토/진달 ⇒ 입주의뢰 ⇒ 입주자선정

(읍면동) (구청주민복지과) (시청주민생활지원과)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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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주택 매입임대(LH공사에서 주택매입 후 전세임대)

1) 입주현황

(단위 : 세대)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배정인원 120 60 0 60

신청인원 665 367 0 298

2) 신청시기 : LH공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름

3) 신청대상(무주택세대주35)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
등재자)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장애인*

* 도시근로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1,944천원)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3,888천원)

4)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발급) 또는 통장사본

5) 처리절차

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장(시장)

↓

입주 ← 임대차계약 ← LH공사 통보
LH공사↔입주대상자

35)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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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다가구, 다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

- 호당 7,350만원기준(LH공사 95%, 본인 5%부담), 연 2%이율

※ 전용면적 60㎡기준 : 보증금 3,675천원, 월 임대료 120천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은 2년단위 4회까지 연장가능(최대 10년거주)

3.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임대)

1) 입주현황

(단위 : 세대)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소계

전세임대
소계

전세임대

저소득층 신혼
부부

저소득층 신혼
부부

배정
인원 356 40 149 89 60 167 91 76

신청
인원

1,6
86 229 766 629 137 691 625 66

2) 신청시기 : LH공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름

3) 신청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장애인*

* 도시근로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1,944천원)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3,88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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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및선정

동주신청 ⇒

검토/진달 ⇒
입주의뢰 ⇒
입주자선정

(읍면동)
(구청주민복지과)

(시청주민생활지원과
)

(LH공사)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장(시장)

↓
입주 ← 임대차계약 ← LH공사 통보

LH공사↔입주대상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 도시근로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1,944천원)

(1) 제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임신 중

이거나 출산자녀가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자녀가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3)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발급) 또는 통장사본

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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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조건 및 기간

1) 임대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 호당 4,000만원기준(LH공사 95%, 본인 5%부담), 연 2%이율

※ 천안시 : 보증금 2,000천원, 월 임대료 60천원 수준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은 2년단위 4회까지 연장가능(최대 10년거주)

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1) 지원현황

(단위 : 세대)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계 171 58 70 43

동남구 80 31 26 23

서북구 91 27 44 20

2) 신청시기 : 연중

3) 재 원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국비)

4) 대출대상자

○ 저소득가구소득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로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

불,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저소득 무주택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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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한 자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5,000만원이하)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2) 부양가족 있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3) 중형이상승용차 및 부동산소유자 제외(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5) 대출조건

○ 대출한도 : 4,0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

○ 대출이율 : 연 2.0%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36)

6) 구비서류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추천신청서*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추천신청서 : 신청인 본인작성서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통지서 : 구청작성 후 은행통보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처리절차

○ 신 청 ⇒ 검토 및 추천 ⇒ 대상자확정

(읍면동) (구청주민복지과) (금융기관)

36)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전체 총 이자 + 대출금/개월 수) - 각월의 이자

⇒ 총 이자를 더한 금액과 대출금을 더한 금액을 상환개월 수로 나눈 후 각 월의 이자액을
차감하면 월별 상환금 산출



110

8) 지 급 처 : 취급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5. 시영임대주택

1) 관련근거

○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1998.05.10.제정, 2008.06.10.개정)

2) 시영임대주택 입주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2006년 비 고

계 23 23

구성1지구(구성 434-2) 12 12 면적 394㎡, 투룸
16평형

구성2지구(구성 70-2,7) 11 11 면적 388㎡, 투룸
17평형

3) 신청시기 : 기존 입주자의 이사, 사망 등 결원발생시

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보증금 5,000천원, 월 임대료 35천원

○ 임대기간 : 임대기간 2년,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의 없을시

1년단위 자동연장

6) 구비서류

○ 입주 신청서

○ 각 서

○ 주민등록등본

○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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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1) 천안시 임대아파트 현황

○ 50개소 / 29,034세대

○ 읍면동별 현황

구 분 단지명 세대수 비 고

총 계 50개소 29,034

동남구 8개 읍면동 17개소 12,431

목천읍
- 5개소

천안목천동우1차
원앙마을부영1단지
원앙마을부영2단지

목천프라임
세광엔리치빌1차

1,922
1,833
847
922
294

북 면
- 2개소

금오
북면중앙

238
924

병천면
- 3개소

아우내
병천중앙
신한

72
177
474

원성2동
- 1개소 경성그린 40

봉명동
- 1개소

봉명청솔 1,380

일봉동
- 1개소 한성 99

청룡동
- 4개소

청수중흥s-클래스
구성휴먼시아

청수주공아파트(472)
청수주공아파트(604)

504
137
736
720

10년임대
473세대 중
분양세대 336

신안동
- 1개소

방죽안휴먼시아
동보영구임대

497
615

※풍세, 광덕, 성남, 수신,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신방동 : 임대아파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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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지명 세대수 비 고

서북구 10개 읍면동 33개소 16,603

성환읍
- 8개소

대명
이화
부영

대영한아름
태양
두진

한미래
성환부영2차

50
202
802
196
60

996
242
414

성거읍
- 4개소

선경
늘푸른동해임대
금정샛별임대
조양임대

48
90

200
245

직산읍
- 3개소

청솔
동보영구임대

한아름

204
904
49

입장면
- 3개소

거봉
한성

주성레이크빌

68
770
110

170세대 중
분양세대 60

성정2동
- 2개소

주공6단지2차
화승

504
50

쌍용1동
- 1개소

근로자복지 48

쌍용2동
- 3개소

세경개나리
청솔(2차)

월봉청솔(1차)

167
1,335
1,425

쌍용3동
- 3개소

주공7단지1차
주공9단지

쌍용마을뜨란채(주공10단지)

984
1,650
1,431

백석동
- 3개소

주공그린빌
한성필하우스
대원칸타빌

1,144
604

1,011
부성동
- 1개소

한성스위트빌 600

※ 성정1동 : 임대아파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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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천안시의 저소득층 주거정책방향

○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매년 평균 30여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들

이 입주하고 있으나 1,000여세대 이상의 입주대기자들의 주거욕구를 채

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 저소득층 주거정책으로 신방통정지구 내 시영임대아파트와 두정동에 임

대 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 이미 2006년 천안 구성 1, 2지구에 각각 12세대, 11세대의 시영임대주택

을 지원한 바 있다.

- 아울러, 천안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국

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

계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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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2
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서종균 박사      

                               (한국도시연구소)



116



117

     토   론
  

3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김영수 의원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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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4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조응주 센터장

                           (천안시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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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조응주 센터장 (천안지역자활센터)

1. 들어가며

천안지역의 주거지원 실태는 2002년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이 시행되며 진행

되고 있다고 본다. 2003년에는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공사와 2007년에는 에

너지효율개선공사, 2009년에는 석면슬레트 지붕교체공사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현물급여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

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자가가구 등에 해당되는 수

급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비자가 가구에게는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표1에 나와 있는

금액을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표1 2010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물급여액 9,000 14,000 19,000 23,000 27,000 31,000 36,00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00원 추가

주택급여를 현금급여로 지급하였을 때 우선 급한 생계비로 사용하여 노후

주택은 점점 파손되어 붕괴사고가 일어나 인명손실이 발생되어서 2002년부터

는 주거급여를 현물급여로 전환하여 3년에 1회 이상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실

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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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은 천안지역자활센터가 시행하고 있으며, 표2

에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표2 현물급여 집수리공사내역
(단위 : 가구/천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구수 137 111 109 129 140

공사금액 177,500 140,117 130,100 166,950 180,000

가구당공사
상한금액

1,500 1,500 1,500 1,650 1,700

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복지는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

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에

너지효율개선사업은 보일러 설치, 난방매트 등 지원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기반을 제공하고,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안지역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에서 시행기관과 실

시업체를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은 천안지역자활센터

가 시행하였으나, 정부사업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는 대상에서 제

외하여 2009년부터는 천안시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건설업체와 진행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해당되고 비자가가구는 집주인에게 2년

간 거주동의를 받으면 해당된다. 에너지효율개선 공사금액은 가구당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자격을 갖춘 신청가구가 부족하여 천안지역에 배당된 공사금

액을 해마다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천안지역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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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각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장애가구이며 공사금액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환경개선,

주거이동이 가능하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5. 석면슬레트 지붕공사 개선사업

석면슬레트 지붕은 새마을운동이 활발할 때 많이 지어졌으며 농촌지역과

도시 서민주택이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시행하여 오랜 기간 거주해오다보니

석면이 환경오명을 시켜서 폐암 발병을 유발 시키나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거주가구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대상가구는 석면슬레트가 노후되어 건강에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일부를 천안시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교체공사를 시행하

고 있다. 석면슬레트 지붕교체공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지자체

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부분 그 곳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6. 후원 받아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공사

그 밖에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공사는 공동모금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에 응모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공

사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하는 긴급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지

원, 소액보증금 대출)과 전기료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7. 개선방안

천안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민관이 협력하는 주거복지네

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천안지역에 주거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주거복지현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

련하여 주거복지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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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록 ]

1. 경과보고

2. 주거환경실태조사 소감문

2.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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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22 주거복지모니터단 1차모임

● 2009. 1. 5 주거복지모니터단 2차모임

● 2009. 1. 12 주거복지모니터단 3차모임

● 2010. 1. 19 주거복지모니터단 4차모임 및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복지교육-자활센터)

● 2010. 1. 26 주거복지모니터단 5차모임

● 2010. 3. 16 사전예비조사 모임진행 (18가정)

● 2010. 4. 7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조사설계

● 2010. 5. 10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 조사원 모집 (~26일)

● 2010. 5. 28 주거복지 1차교육 (지역의 힘! 무지개가 떳다!)

● 2010. 6. 4 주거복지 2차교육 (가난한 이웃의 주거현황 들여다보기)

● 2010. 6. 8
주거환경실태조사원 실무교육
천안시 수급자 명단 협조(주민생활지원과)

● 2010. 6. 10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진행

● 2010. 7. 13 주거환경실태조사원 1차 점검회의

● 2010. 8. 10
주거환경실태조사원 2차 점검회의
독거어르신댁 선풍기 후원(2대)

● 2010. 9. 7 주거환경실태조사원 3차 점검회의

● 2010. 10. 12 주거환경실태조사원 4차 점검회의

● 2010. 10. 22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종료

● 2010. 11. 16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정책 토론회 개최

▣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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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빗방울과 땀방울,�때로는 이웃의 삶에 가슴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저소득층 주거조사 자원활동가분들의 공간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신 분들]

곽길수 님, 김재진 님, 김종섭 님, 김진태 님, 남영선 님, 명민자 님,

박소영 님, 박현옥 님, 송민경 님, 윤선화 님, 이선영 님, 이영구 님,

이점순 님, 이흥엽 님, 임효진 님, 정미례 님, 정상숙 님, 정현숙 님,

조순자 님, 한기영 님, 한송이 님, 현은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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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숙 모니터단(주부)

■ 참여동기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복지세상 소식지를 보고 집에

서 가깝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의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과 주어진 환경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조건으로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과 귀와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하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반복되는 공사에만 투자하지 말고, 진짜 어렵고 소외된 곳에 투자했으면 좋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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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모니터단(주부)

■ 참여동기

복지세상과 인연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으로 가

입했어도 특별한 활동을 함께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교차로 신문을 보게 되었

고 주거복지모니터단 교육 모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 참가신청을 하고 주

거모니터단 교육을 받으면서 집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주거환경실태조사원으로 동

참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조사를 시작하기 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주거에 특별

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집 한집 조사를 위해 방문하면서 우리 주위에 집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1

회 정기모임을 통해 복지세상 간사님과 조사원 모두 다녀온 가정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금을 통해 300여 가구 중 8가정을 선정하여 집을 직접 고쳐 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주거환경실태조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행복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

가 되었습니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는 핑계로 탁상업무만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다니

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제대

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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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모니터단(천안지역자활센터 도배사업단)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치는 경험을 했지만,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의 이야

기를 나누며 고민도 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은 말할 필요

도 없이 절절한 사정을 들을 때면 한숨과 함께 오는 좌절감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저기서 반짝반짝!

‘이렇게 실태라도 조사하는 것이 어딘가?’로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순

간! 마음의 짐이 어느새 가벼워짐을 느꼈다. 너나 할 것 없이 상대적인 박탈

감이나 잘 사는 사람들과의 괴리감에 아예 먼저 포기하거나 이유없는 적개심

으로 살았던 지난 나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방문인터뷰를 통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생을 조금 따뜻하게 봐줘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에게 관대하고 배려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채워간다면, 우울증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힘도

생길거라 생각했다.

용기내시라고. 주변을 둘러보면 숨 쉴 구멍은 있고, 쉴 수도 있을거라 얘기

하기도 했다. 계속 이런 모임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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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엽 모니터단(천안지역자활센터 도배사업단)

■ 참여동기

천안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의 권유로 교육에 참여했다가,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게 되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회의 및 일정 조정으로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는 도배일정이 잡히지 않

는 날이다. 그래서 이선영 씨와 한 팀이 되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조사를

나갔다.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나갔다.

갔던 집 중에 기억에 남는 집은 할머니께서 머리에 수건을 얹고 우리를 맞

이하셨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낮은 지붕

을 내리쬐어 집안에 열기가 가득해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계셨던 것이다. 그리

고 또 한집은 외부에 심장박동기를 달고 있고, 신장투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바깥출입을 꺼려하는

사람도 만났다.

나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 조사를 다니면서 느낀건 나보다 더 못사는 사람

이 많다는 것이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보이는 행정보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사무

소, 구청, 시청의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컴퓨터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

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실상을 파악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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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화 모니터단(주부)

■ 참여동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동아리(T.O.Y) 활동에 따라왔다가 복지세상을 접하

게 되고, 주거환경실태 조사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의료보험이나 쌀 지원 외에 주택에 대한 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이 가족

의 보금자리를 정비해주어 안정을 주고, 기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기

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취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나가서

보니 이미 지붕이나 이중창, 모기장등의 개조를 받은 가구들이 있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뿌듯하기도, 안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집세

나 겨울난방비의 부담이 커서 현금지원이 필요한 집도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책적’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배우 오드리헵번

이 유네스코에서 도움을 받고 자라 훌륭한 배우가 되었을 때, 노년에 그 도움

을 받았던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을 들었습니다. 물질이

든, 관심과 사랑이든 어떤 방법, 노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도움을 필요로 할 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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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례 모니터단(주부)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2010년! 가슴 벅찬 한 해로 기억 될 것 같다. 유난히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했던 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충남교육청 학부모교육연수에서 박현옥씨를 만나 복지세

상을 알게 되었고 우리학교 6학년 어린이 봉사단활동 ( 6.2지방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더욱 더 복지세상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복지세상에서 천안지역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엔 무척 망설여졌다. 사전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망

설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첫

방문! 박은순간사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무사히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

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정말 온실에서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었

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뇌를 스쳤다. TV, 신문 등에서만 듣고 알았던

것들을 실제 보고 들으면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

고 취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 주시고 애로사항을 어렵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실 때 정

말 가슴이 아팠다. 방문 3일전 우울증을 앓던 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

택을 했고 손녀딸은 지체장애를 가졌고 며느리는 가출을 해서 고물상을 하시

면서 손녀딸을 보살피시는 할머니, 손녀딸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

다고 말씀드리며 집을 나서는데 왜 그리 마음이 아프던지......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

고 빈곤의 악순환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주거지역실태조

사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 작은 씨앗하나가 커

다란 나무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

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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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이점순 모니터단(회사원,� 주부)

■ 참여동기

아내와 같이 사회복지 공부를 접하면서 가족상담소 실습을 마친 후 어차피

좋은 복지를 하려면 실천이 중요한데 그 초입이 현장의 어려운 분들을 알아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복지세상의 조사원 모집 안내를

보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 여기며 주저 없이 신청했다. 처음엔 다른 주거환경

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조사활동이 사회복

지실습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사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조사과정에서 느낀점

천안의 외곽이지만 공기가 맑고 자연과 가까운 까닭인지 잘 지어진 전원주

택 풍 주택들이 들어선 이곳에 무슨 어려운 주거환경 가정이 있을까라는 의

구심으로 번지수를 보고 해당주택을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산과 가까운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는 어김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의 주택이 나타난다. 목천에 있던 한 가구도 밭 사이 길을

따라 언덕으로 오르자 산 밑에 위치해 보이지 않았던 집이 보였고, 내부를 들

어가 보니 노부부가 방이 좁아 거실에 놓인 2개의 병상에 각자 누워 요양보

호사가 일정시간 돌보고 있는 곳이다. 온전한 굵은 원목 기둥과 목재들이 아

니었다면 곧 무너질법한 주택 안 에서 노부부가 병상에 근근이 버티는 모습

이 집과 붙어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절반이상 무너진 외양간 지붕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인다. 요양보호사는 더 힘든 곳이 있다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

의 조사를 권유한다.

조사과정에서 듣게 된 얘기가 천안지가 상승에 맞물러 떠나기만을 기다리

는 젊은 땅주인은 노부부만 없으면 땅을 팔거나 집을 지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도

자신들의 몸보다 내 집을 걱정하는 노부부를 보며 더 이상 물러서면 갈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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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결연함이 느껴졌다. 이젠 땅 투기가 진정한 원주인을 몰아내는 시대인

듯해 찹찹했다. 20년 가까이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았는데 곧 떠나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현실이 가누지 못하는 몸 상태보다 더 걱정하는 걸 보

면 더욱 그러하다.

근처에 물소리가 들려 가까이 다가가니 옆개울은 폭우로 계곡이 넓어져 주

택지반과 경사지가 가까워져 위태로워 보인다. 뒷담도 없어 비가 올 때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또 한 번 비가 내리면, 뒷 큰 창문 문틀위로 올라

올 심산이다. 필요한 부분을 말해 보라는 질문에 그래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화장실의 타일바닥을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불편한 몸

때문에 자주 가는 화장실바닥의 타일일부가 떨어져 나간 곳에 발이 걸려 넘

어질 뻔 했다하니 더 크게 다쳐 그나마 불편한 거동마저 못할까봐 걱정했다.

이곳만이 아니라 딸과 엄마가 사는 집은 엄마가 공장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

이면 문고리도 없는 창문이 달린 집에서 불안을 느끼며 주인 없는 월세 집에

서 살고 있는 집, 밖에서 보면 멀쩡한 맨션이지만 교통사고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 폐품 수집을 하는 아버지가 모아둔 폐품이 계속 쌓여 발 디딜 곳이 없

을 정도로 어질러진 집 방 한구석에서 중학생 아들이 같이 방치되고 있는 주

택, 아들이 결혼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살아 노모를 외딴 집 같은

곳에서 연탄불을 피워도 차가운 방바닥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집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많다니!

북한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눈 돌린 사이 우리 이웃들과 주민은 더 안정

적인 삶에서 소외받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 역전층이지 않을까? 지상의 공기

층이 아래로 내려와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오염된 공

기에 노출된 상태, 그 자연현상이 사회현상으로도 일어난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이웃과 가족이 안정된 주거를 영위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온 여유가

북한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같은 낯선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살기 좋아질 텐데 말이다.

다른 기관들의 조사를 받았지만 뭐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조사대상 가장의

말속엔 자포자기 같은 실망이 느껴진다. 그 어른의 눈빛은 몹쓸 병에 걸려 어

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불안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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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노력이 부족하고 개선하려는 사고나 의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

했으나 병이 걸려 의욕을 잃거나 반복된 다른 가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

속될 경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고 개선할 의지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이해가 된다. 나 또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치나 잘 살아보려는 생각이 자연히 포기 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

연탄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마당 한편에 쌓아 놓다보니 비가 오면 바닥

이 시커멓게 변해 흘러 들어온다고 문제를 걱정해 주기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소득층 이웃을 원망하고 어떻게 해보지 않음을 원망하고 싫어하더라.

그들은 한결같이 병자이고 노인이고 약자들인데도 말이다. 가난하더라도 이웃

이 도와주면 한결 나을 텐데 지금은 가난과 더불어 무관심보다 더한 같은 지

역에 살면서도 구성원으로 거부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주거는 단순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유무를 결정하고 한 가족 구

성원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이웃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을

생각해 본다.

■ 조사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점

주거조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내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나도 대

출이 남아 다소 부담스러운 내 집이 있다. 조사 후 온전한 내 집이 있다는 사

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소중한 집이 잘 유지되도록 창틀

하나라도 닦고 정리하게 된다. 나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공간이고 이곳에서 각

자의 꿈과 사랑이 꿈틀되니까……. 샤워기의 밸브가 고장날까봐 불안해서 조

심스럽게 다루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위협으로 느끼고 불안해하는 저소득 주거 자들의 마음과 같다는 생

각을 갖게해 왠지 미안해진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어두운 동네 길을 걸어 한참을 들어가야 하고 집에 다 이르면 축사가 불과

1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위태롭게 있는 집에서 두 딸을 키우는 집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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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조사 내내 ‘살만하다’고, ‘특별한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문

앞에 쌓인 10벌 이상 되는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작업복 빨래를 보면서, 아이

들을 생각한다면 그 가장이 괜찮다고 하여도 의사표현이 미진한 자녀와 객관

적인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지

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른만의 만족이 외부의 간

섭이 배제됨으로 느끼는 안심일지언정 인간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된 안정이

아님을 알았다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고 관여하는 정신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선도 의미를 잃고 반복될 것이다.

주거조사가 필요하여 진정 어려운 가구는 어떤 세대이고 어떤 점에서 어려

움이 있는지 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선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더 어려워졌는지 변화정도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

인하는 연속선상위의 주거복지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눈에 보이는 집상태의 큰 변화가 없는 집인 경우 내부 시설의 개선이 이루

어졌지만 외부상태로 인식함을 근거로 복지기관들의 중복된 지원이 되지 않

도록 담당 관리기관이 정해지고 집주인이 자기 담당기관을 알고 타 기관의

조사 시 연락처를 알려주어 담당기관을 통해 본 기관의 다른 지원을 모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화장실바닥의 작은 타일 하나가 없어 환자가 걸려 넘어진 적이 많다고 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아, 저런 작은 도움은 나도 해 드릴 수 있는 데

…….’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정말 도움을 원하는 곳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꼭 기관을 통한 도움이 아니더라고 조사원들이 조사도 하지만 가까운 내 이

웃의 생활을 알고 도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조사원들

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조사를 통해 ‘이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진 못했다. 단지 그들은 작은 개선을 통해 희망을, 작은

도움을 통해 이웃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안심하는 마음과 따뜻함을 얻고 싶

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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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 그리고 나의 생각

정치세력의 일회성 선심에 기대어 허울만 근사하다가 뱀꼬리처럼 어느 순

간 작게 사라지는 실천 없는 행정들이 주변에 많다. 하지만 이번 주거조사활

동에서는 현장방문 후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수를 해본 분들도 조사원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계획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다. 특히,

조사원들도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주거 조사 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방법을 토론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기관간사님들도

행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눈에 띄었다. 그 결과가 실행으로 잘 연결되고 몇

몇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조사원들에게 다시 알려주어 조사

가 곧 도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 그 사실만으로도 나 스스로가 중요한 일

을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참 좋은 실천기관에서 조사원활동을 했다는 보람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

천안저소득층의 주거조사를 통해 빈약한 주거상태의 가정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과 스스로 알리지 않는 특성상 원치 않는 방치상태가 지속되

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

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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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영 모니터단(프리랜서 건축설계사)

■ 참여동기

우연히 일간정보지를 보고 복지교육에 관심이 생겨 복지세상을 찾아갔습니

다. 그때 담당자가 주거조사에 함께 참여하길 권했으며, 함께하면서 보고, 느

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혹은 생각의 변화, 조사를 다니면서 조사의 실질적

이야기 보다는 살아온 과정 현재의 불만, 불만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며 살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

니다.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이 존중받아야할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

게 되면서 부족하지만 무슨 방법으로라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변

화를 느꼈습니다.

■ 내가 느낀 천안지역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대한 생각

우리 집도 그리 좋은 집은 아니지만, 고민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

실에 깊은 감사와 안도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며 정돈된 집은 인간이 마

땅히 누려야할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듯합니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주거환경의 점증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

며, 일률적․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혜택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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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모니터단(대학생)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대학교 마지막 실습의 과정으로 주거환경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2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주거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특

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수급비를 월세와 공과금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먹는 것에 대한 지출과 입는 것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질적인 보장은 기본이고 양적인 보장도 잘

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급비의 대부분을 주거환경 유지에 쓰여 지는데

주거환경도 좋지 않아 심각한 상태이다. 곰팡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건강

상의 문제와 다양하게 변하는 날씨에 대처하지 못하며 주택법상이 보장하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다.

조사한 가구 중 2가구 정도 이야기 하고 싶다. 건강상의 문제로 아버지는

경제력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저임금의 노동을 하셔서 수급비와 저임금을 가

지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집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집안에 곰팡이가 이곳저

곳에 있었으며, 큰 창문이 있어 난방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 조사 때는 여

름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난방비 때문에 추운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

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 가구는 아들의 교육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로 못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가구는 노모와 함께 살아가는 나이가 30대

인 아들이 있었다. 그 집은 창문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작고 오

래되어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집이 오래되어 단열이 되지 않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곰팡이가 이곳저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오랜 생활을 하셔서 노

모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그나마 아들이 파지를 주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

가고 있었다. 이 가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선순위

에서 밀려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셨다. 천안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한 가

구를 보면 현재 수급비와 적은 돈을 가지고 이런 열약한 환경만 찾아다닐 수

밖에 없었다. 천안시에서 전세금을 빌려주거나 집세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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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길수 모니터단(대학생)

■ 참여동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가 아닌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현 주

거실태와 더불어 어려운 점을 그저 논문이나 기사를 비약한 지식으로 알고

싶지 않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 실태와 문제점,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을 조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애기를 듣다보니, 이것은 누구 한사람의 애기가

아닌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의 관점이 거시적으로 변했

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보다 친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살

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정이 있는 분이나 혼자사시는 분들

도 집세 부담의 엄청난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의 열악함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연계망도 부

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

시고, 취업을 하기에도 어려워 돈을 모으기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

다. 그런 면에서는 주거환경의 열악함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을

받고계신 분이 많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의 증가보다

는(물론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만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집값마

련의 대출금의 제한을 낮추고, 집을 마련하였을 때 현재의 일자리창출계획을

확대시켜 일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일을 하면서도 수급비용을 바로 중단하기

보다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지속지원을 해주면서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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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자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일을 하시기 힘든 노인분들은 일자리 창출계획보다는 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족지원계획을 확충시켜 보다 더 집값 대출과 더불어 가족지원사업을 확장

시키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우선 계약보다는 요양원

시설 같은 다중시설에 의탁하여 독거노인의 심리적 압박감에 벗어나고 그곳

에서 자신의 일을 발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게 좋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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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송이 모니터단(대학생)

■ 참여동기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려는 생각으로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학기부터 하는 사회봉사 시간에 복지세상에

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처음에는 그냥 설문지를 가지고 집을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물어서 설문지
를 작성하고 파악하기만 하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분들이

겪은 고통들을 듣다보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

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거조사를 나갈 때 설문지의 내

용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사

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매우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매

우 많고,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수급 지원비용비나 지원인원을

늘려가기보다는 일단 자기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조사를 나가서 느낀 것이지만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월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집세를 내야해서 생활비로도 적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또 몸에 이상이 있어 힘든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일을 마련해서, 그 분들

도 그 분들 나름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수급지원비로는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병원을 다니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본인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도

움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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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영 모니터단(대학생)

■ 참여동기

학교에서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야지만 졸업이 가능해서 봉사할 곳을 찾다가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복지세상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전에 지역조

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담감 없이 봉사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과 느낀점

주거환경실태 조사를 한다기에 천안 외곽 쪽으로 못사는 집을 찾아가서 하

는 것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가 사는 집근처, 우리학교 근처 그냥 평범

해 보였던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였다. 겉모습만 보고는 힘든지 몰랐는데

속을 살펴보니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인간극장이나 후원금 받는 프로그

램 같은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빨리 시간만 채웠으면 빨리 봉사 시간만

채워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을 듣는 게 재미가 있어지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현장에서 일

을 할 때 이런 봉사를 나가고 설문조사를 나갔던 일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아 보람된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 컴퓨터도 오래되고 책상도 오

래되고 모든 게 오래되거나 망가지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 나는 컴퓨터

조금만 이상하면 새로 사달라고 하고 새로 옷이 나오거나 신발이 나온다거나

하면 집에도 쓸 만한 것이 있는데도 새로운 것을 구매해서 쌓아놓고 있는 내

방을 보니깐 너무 생각 없이 구매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조사를 나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서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조사를 계속하게 되다 보니깐 다른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별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많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조사를 나갈 때만 해도 창피



142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또 과연 사람

들이 ‘대답을 잘 해 줄까,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해보

고 나니깐 노인분들은 너무나 잘해주고 잘 대답도 해주셔서 불편 없이 진행

을 하게 되어 다른 조사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

집에 겉모습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오래된 것

들만 있어서 참 안타까웠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은 더 음침하고 집자체가

우울한 느낌을 주어서 더 슬퍼보였다.

복지서비스도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힘들게 사는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이지만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모습을

보니깐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고, 많은 홍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143

No. 조사일 :

조사원 :

천안지역 주거현황 및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천안주거복지센터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천안지역의 공공주택확보

및 주거복지정책이 실현되어, 서민들도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본 설문은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고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조사에 응해주신다면,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 기간 : 2010년 6월 ~ 10월

 주 관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주거복지센터

 지 원 : 중부재단

 문 의 : 복지세상 박은순 간사 (☏ 575-2811~2)

천안주거복지센터 천명순 대표 (☏ 563-4044)

주소
천안시 _________ 읍/면/동

(세부주소 )

긴급지원사항
및 특이점 기록

(조사를 마친 후
기록합니다.)

조사자 방문후 기록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

* 세부정보(세부주소,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는 조사이후 집수리 등 서비스 연계

를 목적으로 기재합니다. 응답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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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여부
____①해당없음 ____②일반수급자가구

____③조건부수급자가구 ____④특례수급자가구

가구주(주소득원)의
직업

____①서비스 종사자 ____②전문가

____③기술공 및 준전문가 ____④사무종사자

____⑤전업주부 ____⑥판매종사자

____⑦농․임․어업숙련종사자 ____⑧기능원 및관련기능
종사자

____⑨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____⑩단순노무 종사자

____⑪학생 ____⑫무직/퇴직/기타
가구주(주소득원)의

고용상태
____①자영업자 ____②고용주 ____③상용근로자(1년이
상)

가구현황 및 건강상황

1.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의 성별과 나이

성 별 ____①남자 ____②여자 나 이 ( )세

2. 가구 특성

동거가족수
(본인포함) ( )명

가족구성
(가족 구성원을

모두 기재합니다.)

침실사용

* 자녀가 있는 경우

1) 방이 부족하여 현재 만6세 이상 자녀가

부부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
까?

예 아니
오

2) 만8세 이상의 아들 딸이 있는 경우

아들과 딸의 침실이 분리되어 있습니
까?

* 노부모가 있는 경우

1) 노부모가 계신 경우 별도의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

____①있다 ____②없다

↳ ①있다 에 응답하신 경우 장애유형 (
)

장애등급 (
)

3.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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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④임시근로자(1개월~1년미만) ____⑤일용근로자(1개월미만)

____⑥자활근로 및공공근로자 ____⑦실업자

____⑧무급가족종사자, 가사 또는 육아, 학생, 무직, 기타

4. 귀하의 의료보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___①지역건강보험 ___②직장건강보험

___③의료급여 1종 ___④의료급여 2종 ___⑤잘모름

4-1. (4번 문항 중 ①지역건강보험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까?

___①예 ___②아니오 ___③잘모름

4-2. (4-1번 문항 중 ①예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연체되었을 경우, 얼마동안 연체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 (개월)

주거현황

5. 귀 댁의 주택은 지하, 반지하, 지상, 옥상의 옥탑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___①지하 ___②반지하 ___③지상 ___④옥상(옥탑)

6. 귀 댁의 주택 형태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___①단독주택 ___②다가구 주택 ___③연립주택, 다세대(빌라)

___④아파트 ___⑤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___⑥기타( )

7. 귀 댁의 주택보유 현황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____①자가 ____②전세 ____③월세 ____④무상

↳ (②, ③번에 응답하신 경우) 보증금 및 월세비용은 얼마입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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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는 최근까지의 전세 또는 월세 등

의 기간을,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가장 최근에 주택을 매각한 이후의 전세 또

는 월세 등의 기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 전세 전세보증금 : 만원

2) 보증금 있는 월
세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3) 보증금없는 월세 월 세 : 만원

4) 사글세 개월, 만원

8. 지금까지 자가(自家)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상황에서 살아온 기간은 얼마나 되십

니까?

___①없음 ___②1년 미만 ___③1년 이상~3년미만

___④3년이상~5년미만 ___⑤5년이상~10년미만 ___⑥10년 이상

9. 최근 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습니까?

____①있다( 회) ____②없다

9-1. 최근 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하셨습니까?(중복체크 가능)

____①주택임대비용 등의 부담으로 저렴한 곳으로 이사

____②평형이 넓은 곳으로 이사

____③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

____④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____⑤취업 및 이직 등의 이유로 이사

____⑥기타( )

10.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방(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1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총 주거면적은?

(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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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용 보 기

부엌

1. 위치 ____①주택 내 ____②주택 외 ____③없음

2. 형태 ____①입식 ____②재래식

3. 사용 ____①단독사용 ____②공동사용

화장실
4. 형태 ____①수세식 ____②재래식

5. 사용 ____①단독사용 ____②공동사용

목욕시설

6. 위치 ____①주택 내 ____②주택 외 ____③없음

7. 형태 ____①온수시설 있음 ____②온수시설 없음

8. 사용 ____①단독사용 ____②공동사용

9. 식수시설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 ____①설치되어 있음 ____②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난방시설

____①연탄온돌 ____②연탄보일러 ____③기름보
일러

____④가스보일러 ____⑤난로 ____⑥전기장
판

____⑦전기판넬 ____⑧지역난방 ____⑨기타
11.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용 시
설

(비상벨, 문턱제거, 손잡이
등)

____①설치되어 있음 ____②설치되어 있지 않음

▪ 목욕시설: 주택 내 목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욕조 혹은 샤워기 혹은 수도꼭지)을 의미

▪ 현관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의미

내 용 불만
(불편)

보통 만족
(편리)

조사자 기록

1. 습 기
예시) 습기가 많아 벽지가
떠 있으며, 곰팡이가 눈에

띔

2. 환 기

3. 채광/일조

4. 외풍 천정/벽 단열

1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3.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 표시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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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음

6. 악 취

7. 침수, 화재 등 재해위험

8. 보수/유지관리 상태

9. 지붕․외벽 누수상태

10. 기둥, 보, 벽 등 주요 구조부

11. 절도, 강도 등 치안문제

12. 전기시설(콘센트, 스위치, 실내조명)

13. 구조적 안전성
(지붕, 기둥, 벽 등 붕괴위험)

14. 사생활 침해(시선침해 등)

15. 이웃과의 관계

1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한 만족감은 어떠합니까?

___①매우불만족 ___②불만족 ___③보통 ___④약간만족 ___⑤매우만족

15.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개선(개․보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예(문 15-1로 가시오) ②아니오(문 16로 가시오)

15_1.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개․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단열․방습․방음공사

③보일러 수리 및 교체

⑤도배 및 장판교체

⑦면적 확장

②지붕교체, 옥상․외벽 도장

④화장실, 부엌, 바닥 등 내부설비 개선

⑥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한 설비(단차제거,손잡이)
설치

⑧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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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 중에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답을 해주십시오.) 가족의 장애로 인해 주택의 개조가 필

요하십니까?

___①있다 (필요한 개조사항 : )

___②없다

___③이미 개조하였다 (개조내용 : )

17. (가족 중에노인이 있는 경우에만 답을 해주십시오.) 가족의 노령으로 인해 주택의 개조가 필

요하십니까?

___①있다 (필요한 개조사항 : )

___②없다

___③이미 개조하였다 (개조내용 : )

18. 귀 가구의 총수입과 월평균 주거비 등 은 얼마입니까?

1) 가구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 ) 만원

2) 월평균 주거비는 얼마입니까? ( ) 만원

3) (주택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매월 융자비용으로 상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 만원

▪ 주거비는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는 주택수선․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

니다.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

19. 귀하께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___①신청한 적이 있으나 탈락되었다.

___②신청되었으며 현재 대기중이다.(대기기간 : )

___③신청한 상태이며 결과를 알지 못한다.

___④신청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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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주자격과 상관없이 귀하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면 입주하시겠습니까?

___①입주하겠다(문 21.로 가시오) ___②입주하지 않겠다(문 22.로 가시오)

___③잘모르겠다.

2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것이므로

___②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___③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이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좋을 것 같아서

___④현재 거주하는 집의 평수(또는 방 수)가 작아서

21-1. 그렇다면, 귀 댁의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 크기는 몇 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평

21-2. 귀 댁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얼마까지 낼 수 있으십니까?

․보 증 금 : 만원

․월 임대료 : 만원

22. (문 20의 ②응답자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직장과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___②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___③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자녀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___④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어서

___⑤입주하면 지금 거주하는 집보다 관리비가 비쌀 것 같아서

___⑥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또는 방 수)가 작아서

___⑦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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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귀하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긴 시간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331-970]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1033번지 1층 ▪http://www.welfare21.or.kr

▪Tel 041)575-2811~2 ▪Fax 041)575-2858 ▪E-mail 5752811@hanmail.net

천안주거복지센터

[330-952]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44-12번지

▪Tel 041)563~4044 ▪Fax 041)561-0351 ▪E-mail cms01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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