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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nsure stable maintenance after the project by examining the participation patterns and progress 
of the resident community that implements the village gardening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ajor 
implications for measures to expand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the 
‘Wangseong-gil’, Saenae 12-gil, Jochiwon-eup,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meeting minutes, and field 
investigations on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ublic gardening project from 2015 to 2021, and 
conflicts and consensus among residents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and in-depth interview surveys on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ident organization formed for the first 
public gardening project has now been expanded to three resident organizations, and a sense of community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It was said that the role sharing of the community was necessary. The public gardening 
project had a grea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and the community of the 
community, and played a role as a driving force in raising awareness and changing the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there was. In the future, a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hat can enhanc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a policy system that enables residents to lead village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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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성장과 쇠퇴가 교차되는 과

정에서 발생되는 도시문제와 참여주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흐름과다양한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방향으로발전

되어 왔다.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정비사업에 치중한 초기 도

시재생사업은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과 물리적․환경

적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2017년에는 도시재생뉴

딜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였

다. 사회적 약자의배려가부족한대규모개발중심의사업추진

방식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방

식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결속과 커뮤니티가 집적되

는다양한아이템을개발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 아이템

들 중 마을텃밭, 커뮤니티가든, 골목정원 등 지역 내 환경정비

를 위한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다. 이애란과 박재민(2018)은

커뮤니티 정원은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는 골

목길과도시축소에따른범죄와화재우려가높은빈집에대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 하였다. 마을정원은 마을

에속해있는내집안팎에있는정원을포함하여마을사람들

이 함께 즐기는정원, 마을 골목길 화단모두를 포함하는것으

로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 공간이다(농촌진흥청,

2017). 물리적 환경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장치로

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도시 공공공간

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미영

과 문정민, 2011: 정나라 등, 2017 재인용). 마을정원은 주민공

동체가정원을만들고, 원예활동과 여가활동을함께하며주민

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이뤄지는 공적 공간인 것이다. 가

드닝(Gardening)이란 정원을 가꾸는 원예활동과 정원을 만들

어가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마을정원에서 일어

나는 주민공동체 활동은 공공가드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마을정원은물리적인공간인동시에공동

체적유대관계가형성되는공간으로상징적의미가있다. 다만

사후관리를위한지속적인관리․운영주체가필요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의 실행초

기정원을계획하고조성하는전과정을주민들이참여하여시

행하였다고하여도, 조성이후 수목의성장관리가제대로이뤄

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럼

에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마을정원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심주영과 조경진(2015)은 현대 도시에서의 정

원은 ‘가꾸기행위’를 통한 ‘참여’가 중시되는장소이며, ‘공동체

적삶을회복하는장소’로서의가치가부각되고있다고하였다.

마을정원조성사업은주민들의정서적주거환경개선과공동

체의커뮤니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볼때지속적으로시행

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가드닝

의 선순환 효과에 기인하여 마을정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

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마을정원과 공공가드닝에관한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민현석(2011), 서귀숙(2015), 박건우(2017),

고아랑(2018), 송윤주 등(2021) 등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장소

성에 기인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마을정원의 공적가치를 연

구하였다. 이광동(2019), 이상아(2019) 등은 마을 내 공공정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을정원조성사업을 실행하는 주민공동체의 참여 양상과 진행 과정을 고찰하여 사업 이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민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의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효과적인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치원읍 새내12길
‘왕성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가드닝 사업의 추진과 실행과정을 문헌과 회의록,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실행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합의도출과정 및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1차 공공가드닝사업을 위해 결성된 주민조직은 현재 3개의 주민조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마을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효과적 연계와 공동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가드닝 사업은 물리적․정서적 환경개선과 공동체의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인식향상과 의식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룬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짐을 알수 있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효율적정책 이행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있는 주민참여시스템과
주민이 마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제어: 도시재생, 공동체인식, 공동체활성화, 심층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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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역의환경개선에미치는영향과공동체회복을위한마을

정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승원과 남복희(2015), 장

철규등(2017), 정나라등(2017), 한민순등(2021) 등은마을정

원을 조성할 때 만족도 높은 시설과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용

행태등을설문조사를통하여마을정원내필요요소들을연구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장소특성에 기인한 마을정

원의 도입에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마을정원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주

민공동체의 참여 의지와 인식변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적 공공가드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

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마을정원의 유지

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공공가드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공간적범위는 최근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3

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며,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지로 두

각을 나타내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내 ‘왕성길’을

대상으로 마을정원 공공가드닝사업의 시행과정을 조사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최초 구성된 원도심 재생추진협의회와 왕성길

상가번영회, 경관협정운영회의회의를 통하여제안된 마을의제

와공공가드닝사업진행의갈등과정, 합의도출과정, 그와연계

된사업등진행사항을파악하였다. 시간적범위는 2015년 10월

부터 2021년까지 수집 가능한 회의자료와 문헌을 조사하였고,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인터뷰 대상자 및 조사과정
2015년부터현재까지지역의도시재생사업에지속적으로참

여하고있는주민들중심층면접조사를수락한인원은최초 10

명이었으며,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세차례에걸쳐연구자가

직접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을끝까지이행하지않았거나, 사업실행과정에대한이해가현

저히낮은 3명을제외한 7명의설문결과를분석하였다. 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활

동가 그룹과 주민공동체의 직책을 맡아 마을정원조성 사업과

공동체의 활동 전반의 과정을 알고 있는 운영위원그룹,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비전을 제시해 준 도

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장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문가그

룹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 방식은 불명확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조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나 설

문조사통계에서파악할수없는세밀하고심층적인분석이가

능하여 활용하였다.

2) 조사내용
연구의내용적범위를수집가능한회의록과문헌을조사하

고, 대상자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의내용은첫번쨰,

사업의추진과정으로사업계획측면과주민참여측면으로구분

하고, 두번째, 공동체의인식변화는사업평가측면과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3) 분석방법
심층면접을위한질문의구성은대상자그룹의구분없이사

업내용과 공동체에 관련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반구조

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형태로 실시되였다. 각 부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구성 및 특성

구분 특성 사례수 응답자코드

주민활동가�

(A)

도시재생대학을�3회�이상�수료하고,�

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

여�사업에�대한�이해도가�높은�그룹

2
A-1

A-2

운영위원�

(B)

해당�사업의�운영진으로�사업�시행

과정과�공동체의�활동�전반에�대한�

의견표출이�가능한�그룹

2
B-1

B-2

전문가

(C)

해당�사업에�직․간접적으로�참여하
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의견표출이�

가능한�그룹

3

C-1

C-2

C-3

표 2. 분석의 틀

항목 구분 내용

사업의�

추진과정

사업계획�측면
-�마을정원�도입�배경

-�협력체계,�실행방법�

주민참여�측면
-�주민들의�참여유도�방안

-�공동체�갈등과�합의과정

공동체의�

인식변화

사업평가�측면
-�마을정원의�유지현황

-�사업의�이행,�마을의�변화�정도

유지관리�측면
-�유지관리에�대한�주민들의�참여의지

-�사업의�문제점과�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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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 세부적인 의견을 질문 문항으로 작성하여 질문하였으며,

질문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사례 대상지역의 일반적 현황

사례 대상지인 새내12길 ‘왕성길’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원리, 교리내중심상업지구약 210m를일컫는다(그림 1 참

조). 1980년대 지역 최대의 번화가였으나, 2000년대 상권의 이

전으로명맥만잇고있다. 2015년 도시재생대학에참여를계기

로 상인공동체를 만들고, 정기회의를 통하여 새내12길의 상인

들과 주민들이 함께 거리청소, 공공가드닝사업, 플리마켓 개장

등 상가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

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2월 조치원소재지정비사업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선정됨을 시작으로 2017년 7월에 경관협정이 이루어졌고, 9월

에행안부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에공모하여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전선지중화사업 우선대상지로 선정되어 이듬해 사

업을 완료하였다.

2. 공공가드닝 사업의 추진과정

2015년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현안이었던불법주차를막기위한시범적사업으로 1차가드닝

사업이 계획되었다. 우체국쪽 진입로 짧은 구간만 시행하였던

1차 가드닝 이후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가드닝 구간을 점

차 새내12길 왕성길 후면부와 우체국측면 골목으로도 확장하

여진행하였다. 초기 가드닝은주차근절을위한획일적인플랜

트에 계절초화류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다면 2019년 전선지중화

사업이후의가드닝은개성있는화분에식재하고, 가로에파라

솔과벤치를설치하는등왕성길을 ‘정원거리’로조성하고자노

력하고 있다(표 4 참조).

1) 주민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일반상업지구인왕성길은도시재생대학이시작된 2015년 10

월부터매주 1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11월기존상인회를 ‘원도

심재생추진위원회’로명칭을변경하면서도시재생을위한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 역량강화프로젝트’를 계획하여,

거리청소, 버스킹, 프리마켓, 가드닝사업등을시행하며, 왕성길

도시재생사업의중추역할을하고있다. 2016년 6월에는상가로

활성화를위하여유효회원 34명의상인들로구성된 ‘왕성길상

가번영회’를 설립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사업을 추

진하였다. 이후경관협정을주도하여 2017년 5월에는임차인들

과 건물주가 함께 참여한 ‘경관협정운영회’가 설립되었다. 7월

에 세종시의 경관협정 심의를 거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되면서 9월에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

어 간판 18개소, 입면정비 3개소를 개선하였다. 전선지중화사

업, ‘왕성길차없는거리조성’을 목표로일방통행로변경제안,

상점앞정원가꾸기등상권활성화를위한공동체와상인들의

쉼없는 노력과 지원조직과의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융합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그림 2 참조).

2) 마을정원의 운영관리
3차 공공가드닝사업으로 새내12길의 왕성길 전체에 화분이

놓여지고, 화분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봄에

시행된 4차 가드닝사업부터는 참여를 원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화분담당제를도입하여이름표를부착하였고, 상점주변부를정

원화할 수 있도록 가드닝의 확산을 독려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주체의 관심도에 따라 관리정도가

달라졌으나, 상가 전면이 정원화 되는 곳이 점차 늘면서 왕성

길만의 정원문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표 5 참조).

표 3. 심층면접 반구조화 질문의 주요 내용

구분 질문문항

사업계획�측면
-�마을정원을�계획한�이유는�무엇입니까?

-�예산지원과�전문가의�지원방식은�어떠했습니까?

주민참여�측면
-�주민동의와�참여를�이끌어낸�방법은�무엇입니까?

-�주민들�간의�갈등은�어떻게�해결하였습니까?

사업평가�측면
-�사업�이후�달라진�점은�무엇입니까?

-�공공가드닝이�지역에�미친�영향은�무엇입니까?

유지관리�측면
-�유지관리의�어려운�점과�필요한�사항은�무엇입니까?

-�유지관리를�위하여�직접적인�참여의지가�있습니까?

그림 1. 새내12길 왕성길 위치도
자료:�세종시� ‘왕성길경관협정심의서’,� 2017.�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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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가드닝사업 이후의 주민활동 변화추이
주민공동체의 활동이 COVID19의 영향을 받기 이전 주민회

의록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가드닝사업이

거듭되면서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자정활동이 시작되고, 그

러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모여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최초주민공모사업을통해예산을지원받아공공가드닝사업

이시작된이후주민조직이결성되고, 정기적인 회의를통하여

다양한지역현안들이표출되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참여와지

원조직과의 협업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

고 있다.

3. 공동체의 인식변화

심층면접응답자의심층면접원자료의자료분석과정은 5단

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

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터뷰과정에 기록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문서화된 응답자료들을 분

석하여 도출된 주요 내용과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였다(표 6 참조).

이에 따라 표 7과 같이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자료를

분류하고, 의미단위에 내재된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화된 결

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공공가드닝 사업의 특성을 도출하

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1)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동기 부여
가드닝사업의시작으로불법차량이없어지고거리가깨끗해

졌으며, 꽃이 있어 화사한 거리를 자꾸 돌아보게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성과들로 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같이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

표 4. 왕성길의 공공가드닝사업 시행일정 및 사업내용

구분/날짜 사업개요 의결사항 식재수종

1차�가드닝

(2016.� 2.� 15)

주민시범사업�선정� 50m

(우체국방면�진입부�구간)

불법주차�차량�근절

깨끗한�거리�만들기
주목,�아젤리아,�율마,�꽃치자

2차�가드닝

(2016.� 3.� 18)

가드닝구간�확대� 100m

(왕성길�중앙부)

화분의�형태와�식재수종의�

제한적�선택권�부여

수국,�사피니아,�꽃잔디,�

꽃치자,�랜디,�애니시다

3차�가드닝

(2016.� 10.� 11)

가드닝구간�확대� 60m(왕성길�후면부)

-�우체국�좌측�인접골목�포함

안전한�보행로�확보

‘일방통행로’안�발의

회양목,�남천,�팔손이나무,

국화,�제라늄

4차�가드닝

(2017.� 4.� 11)

기존화분에�계절초화류�교체�및�

화분�재배치�

왕성길�상가번영회�꽃구입(자부담)

화분관리�상가지정제도�도입

꽃베고니아,�랜디,�임파첸스,

웨이브페츄니아

5차�가드닝

(2018.� 4.� 18)
기존화분�초화류�보식�및�정비 왕성길�상가번영회�꽃구입(자부담) 만데빌라� 600분,�고사목�제거

6차�가드닝

(2020.� 6.� 10)

전선지중화�사업�이후�가드닝�형태�

변화(조경수목�위주�식재)�

차없는�거리만들기�캠페인�시작

(차량�통제,�벤치�설치)

배롱나무,�영산홍,�단풍나무,�

마가목,�에메랄드그린�

7차�가드닝

(2021.� 8.� 29)

안전한�보행환경�개선사업

정원가로�만들기

전이면�조경수�재배농가�

(마을기업)와�협업

목서,�화살나무,�청단풍,�

명자란,�서양측백,�금사철

그림 2. 새내12길 왕성길의 주민조직과 지원조직 체계
자료:�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참조�재구성.

표 5. 왕성길의 공공가드닝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활동

구분
의결사항

화분�담당제�도입 가드닝�저변�확대

의결내용
자발적�참여대상자에�한정

화분관리,�정원공간�확대

야간경관�조성

노천카페(전선지중화�이후)

실행내용
화분�이름표�부착

상점�앞�정원화

태양광�화분등,�어닝라이트,�

옥외�테이블벤치�설치

사례사진

기대효과
화분방치�최소화

초화류�개화기�연장

특화�가로�이미지�제고

보행환경�향상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8 no. 2

7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8권 제2호(2022년 6월)� �

겼다고하였다. 꽃이야기와달라진거리에대한이야기가많아

지고, 사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B-1: “골목에 불법주차 차량도 없어지고 거리도 깨끗
해졌지만 더 중요한 건 가드닝을 통해서 공동체
가 이루어진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결속
을 위한 사업 중에 가드닝사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C-1: “가드닝사업 이후에 주변 환경개선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어 많은 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
행안전에도 기여한 거 같습니다.”

참여자 B-1: “다같이 하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랑자신감이생긴것같습니다. 우리왕성길주민
분들은 선도지역이라는 자긍심이 상당합니다.

참여자 A-1: “길이깨끗해지고꽃이있으니까자꾸보게돼요.
동네사람들과만나면어떤꽃이예쁜지다음에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나누
었습니다.

참여자 B-2: “남녀노소 할거없이 지나가다 머물며 얘기하고,
기념사진도찍고하는모습이보기좋고다들만
족해합니다. 가드닝사업 이후에 거리 가꾸는데
관심들이 엄청 많아져서 회의시간에 많은 이야
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 공동체의 친밀도 상승
마을정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갖게 되

고,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로 사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꾸

준히거리청소를진행하며친분을쌓았다고하였다. 또한, 모임

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가 마련되고, 각자의 생각을

알게되어구성원들 간의 화합에도움이 되었다고구술하였다.

참여자 B-2: “50여 개 상점 중 40여 개가 참여하고 회비를 납
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시간에 각자의
요구사항을표출할창구를찾게되어서상대방이
가진생각을알게되고, 오히려오해가줄고친밀
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계획도 회의 때 나온 의견들로 실천사
항을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참여자 B-1: “일반상업지구이다 보니 공동체가 만들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
니다. 처음 구성원들과 동네청소를 한 3개월 정
도 하면서 상가분들과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쌓
았습니다.”

(3) 공동체의 갈등해소 및 소통 강화
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들은

그림 3. 새내12길 왕성길 주민회의 내용 요약

표 6. 자료의 분석과정

구분 분석내용

1단계
-�응답자의�질문지와�면담자료�수집

-�녹음과�면담자료의�문서화�작업

2단계
-�연구주제와�관련된�핵심키워드와�문장체크

-�추가면담을�통하여�자료의�정확성�확보

3단계
-�개방코딩�작업을�통해�면담자료의�해석과�의미도출�

및�범주�구성

4단계
-�축�코딩�작업을�통해�개방코딩한�자료를�바탕으로�

범주�간�관계�구성

5단계
-�범주�간�관계를�중심으로�체계적�서술�및�연구�결과�

도출

자료:� https://brunch.co.kr/@muteyou/50�이상석(2020)�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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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설득하고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고, 70%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30%의 주민들은 전혀 참여하

지 않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대다수의 의견

을 수용하여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건물주와 세입자가

가능하면 같이 회의에 참석시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

고자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있어시간이지연되더라도주

민들의의견을수용하여진행하다보니사업의결과에대해만

족도와 평가가 높았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B-1: “그동안 갈등요인이 있을 때마다 전수조사도 하
고 설문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차량
주차를막을때반대가가장심했었는데그때주
차된 차량 전체를 조사하였더니 30여 대 중 2대
만 손님 차량이었어요. 그 후로 에어라이트하고
뽑기기계없앨때도주민들하고회의하면서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회의하면
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긴
시간사업을진행하고있지만여전히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도 회의에서 결
정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자 C-1: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주
차문제, 적치물문제 등 해결해야할사안들이 있
어 바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
주도 가능하면 같이 참석하시라 해서 주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과정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사업에대
한 평가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 소결
주민공동체의활동력에는내적인갈등과외적인갈등요인이

다양하게존재하기마련이나, 구성원 내소통의긍정적상호작

용에 의한 유대감 형성은 엄청난 잠재력과 시너지효과를 가지

게된다. 사례지역에서공공가드닝사업의시작은많은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되었고, 주민들간의갈등요인들을스스로끌어내어해

표. 7 심층면접 내용의 범주화

의미의�단위 하위범주 범주

거리가�깨끗해지기도�했지만�공동체가�형성된�것이�의미가�있음� <B-1,� C-1>

다같이�하면�뭔가�달라지겠다는�기대감이�생기고�주민들의�자긍심이�높아짐� <B-1>

동네사람들과�꽃이야기를�많이�나누게�되고�회의시간에�이야기가�많아짐� <A-1,� B-2,>

공동체의�결속을�위한�동기부여

공동체의�

유대감�형성

사업을�어떻게�진행할지�회의�때�나온�의견들로�실천사항을�만들고�시행함� <B-2>

회의�때�각자의�요구사항을�표출할�수�있어서�서로�오해가�줄고�친밀도가�높아짐�<B-2>

상가분들과�주민들이�모여�꾸준히�동네�청소를�하면서�유대관계를�쌓음� <B-1>

공동체의�친밀도�상승

갈등요인이�있을�때�전수조사도�하고�설문도�하면서�설득하고�회의�때�의견나눔� <B-1>�

서로의�생각을�조율할�때까지�시간이�걸려도�주민들의�의견을�수용하며�진행함� <C-1>

세입자와�건물주도�가능하면�같이�참여할�수�있게�독려하여�회의�진행함� <A-2,� C-1>

공동체의�갈등�해소와�소통�강화

도시재생과�담당자를�배정하고�밀착�행정지원을�받아�사업수행이�수월했음�<C-2,� C-3>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과�활동가,�전문가의�지원이�사업의�수준을�높여줌� <C-3>

행정의�적극적�도움이�있었고�가드닝�수종선정에�전문가의�도움�받음� <B-1,� B-2>

더�많은�공모사업을�통해서�마을가꾸기�영역이�확대되기를�희망함� <A-1,� A-2>

민․관의�협력�증대

지원제도의�

효과적�연계지속적인�재정지원이�필요하며,�주민과�행정이�역할을�분담하여�유지관리� <A-1,� B-2>

마을정원을�유지관리하기�위해서�마을활동가에�직위나�권한을�부여함이�필요� <B-1>

주민�스스로�자구책을�마련하고�유지관리를�위한�전문인력이�필요한�시점� <C-1>

유지관리에�참여하는�주민들에게�노동에�대한�보상정책이�필요� <C-3>

공적자원�확보의�어려움

하는�사람만�하게�되면�오래가지�못하고�주민�의식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함� <A-1>

식재�비용마련에�대한�고민과�행정과�협의하여�유지관리�방법을�찾아야�함� <B-1>

유지관리를�위한�전담인력이나�부서�배정이�필요함� <C-2>

관리주체의�협력방안�필요

참여주체의�

역할분담�필요성마을정원�관리를�점포에�배정하여�책임관리하고�역할을�나눠야�함� <A-2,� C-1>

주인이�자주�바뀌는�상가�특성상�상인들의�참여는�공동체의�역할이�중요함� <B-1>

거리가�화사할수록�참여의지가�생기므로�상가번영회의�역할분담이�필요함� <B-2>

사업종료�후�마을정원의�관리를�위한�주민들의�참여의지는�공동체의�역할임� <C-3>

공동체�역할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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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 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신감이

생겼다. 왕성길을 중심으로,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면

서, 지역의 발전과거리의환경개선을위하여서로서로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공공가드

닝사업이이벤트성프로그램에머물지않고수년간이어져오

게 하였고, 그것을 매개로하여또 다른사업으로 확대되고 발

전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가드닝 사업

에대한주민들의인식은매우호의적이고긍정적요인으로작

용하고 있다.

2) 지원제도의 효과적 연계

(1) 민․관의 협력 증대
주민시범공모사업으로 공공가드닝을 시작하여 절차에 대한

여러가지행정적지원이있었으며, 주민들은식재수종이나관

리방법 등을 가드닝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진행하였으

며, 주민들이 행정과전문가들의협력시스템이사업의좋은결

과로이어졌다고하였다. 공모사업같은지원사업이많아져마

을가꾸기 영역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C-2: “공모사업 수행할 때 행정업무가 제일 부담되는
데 도시재생과 담당자와 프로젝트 총괄관리자의
밀착 행정지원을 받아서 주민들과의 사업수행이
많이 수월했습니다.”

참여자 C-3: “주민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분야별 강사료가
지급되고 행정과 전문가의 도움이 사업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참여자 B-2: “세종시도시재생대학에서최우수상상금으로처
음 가드닝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시국장님과 행정
관들의적극적인도움이있었고전문가와 수종을
결정하고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설치하였습니
다. 당연히 결과가 좋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참여자 A-1: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보면서 자부심, 자긍
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좀 더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가꾸기 영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참여자 A-2: “거리에 가드닝사업으로 꽃이 화사할 때 사람들
이 많이 다녔습니다. 사람들을끌어모을 수 있는
가드닝사업하고, 특이한 공연을원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업이 다시 시작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적자원 확보의 어려움
마을정원이 잘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지만, 지원 가능한제도가

마련되거나 잘 연계되기를 희망하였다. 물적․인적 자원의 필

요성을인지하고하고있으며, 주민들의한계점을인식하여적

극적인 참여주체들의 노력들에 대하여 보상정책이나 권한과

직위가 필요하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B-2: “고정적이고지속적인재정이뒷받침되기만한다
면더나은왕성길을만들수있을텐데비용이부
담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여자 A-1: “봄에 만이라도 꽃을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심고
가꾸는 거는 할텐데… 주민과 행정이 역할을 분
담하여 유지․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B-1: “결국은 사람인데…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을활동가들에게 직위나 권한
이 부여되면 마을정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
지 않을까요?”

참여자 C-1: “주민 스스로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을 서로가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의 유
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공
동체의자립능력한도내에서스스로가자구책마
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C-3: “관리주체인주민들에게시간당임금을책정해서
참여의지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
니다. 공공근로처럼마을을청소하는노동에대한
작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소결
공공가드닝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대다수가 보행환

경과경관향상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활용되고있다. 가드

닝사업은 주민들의 호감도가 높은 사업이긴 하나, 식물생육에

관한전문성이필요하고, 유지관리를 위한비용을마련해야하

는 사업이다. 공공가드닝 사업을 주민들의 결속과 커뮤니티가

집적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지하여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

고, 정책의 실효성을높이는지속가능한사업환경을조성함이

타당해 보인다. 공공가드닝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 기능 외에

주민들의 활동거리가 되고, 문화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1인 가

구가 늘어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한 사업이라할 수 있다. 다른 사업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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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제도와 합리적인 운영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참여주체의 역할분담 필요성

(1) 관리주체의 협력방안 필요
마을정원의유지와관리에대한어려움과그와비례한관리

의당위성은참여자모두가공통적으로인지하고있었다. 일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성이 없으므로 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여서 주민참여를 늘여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행정

에의존성이높고주민들의요구에행정의수용정도가낮아주

민들과 소통하고 전담 인력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A-1: “늘 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정원관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
어야 해서 더 그런거 같아요. 주민들의 의식교육
을지속적으로실시해서좀더많은주민이책임
지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B-1: “가드닝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고 단년생 초
화류는 교체비용도 많아서 부담이었는데 4차, 5
차 가드닝때왕성길상가번영회에서모은회비로
식재했는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꽃은 다들 좋
아하시는데 비용이 늘 부담이네요. 회비 외에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
습니다. 잘 관리되는 거점시설은 유지관리를 행
정에서 이관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 C-2: “주민들 간의 단합이나 신뢰도 구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정과정부에의존성이높고주민들의
요구나 제안에 대해서, 재정이나 제도적 문제 같
은, 행정의수용정도가미흡하다보니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담 인력이나 부서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
공공가드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유지관리에

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고하였다. 구성원의변화가잦은

상가지역에서참여를유도하는일은쉽지않으나, 공동체의 역

할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드닝관리를 가게에 배정하여 책임

관리를 시행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잘 이행될

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 A-2: “본인 점포 앞에 있는 화분은 직접 관리하게 하

고 있는데 관리소홀하고 정성껏 하지 않는 곳을
보면 속상합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B-1: “상가지역의단점은구성원들이자주바뀌다보니
원점으로돌아가는경우가많습니다. 호불호도갈
리고개인적인편차도커서단번에참여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의 역할이 중
요합니다. 그래도 시각적 변화가 크면 참여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화분에 식물의 관리정도를 보
면가게주인들의관심도를바로알수있습니다.”

참여자 B-2: “화사한 거리를 만끽할수록 각자의 매장 내부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왕성
길의상인들은화사한꽃길이지속되기를원하고
직접관리할의지도충만한거같습니다. 상가번
영회가 나서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
니다.”

참여자 C-3: “사업이종료되고마을정원이유지되기란현실적
으로어려운문제라고봅니다. 확실히소원해지기
는 하지만 몇몇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간간이 관
리를 지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
지가 식지 않게 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소결
공공가드닝의 필요성과 참여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게 인지

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전문지식의 부재, 의식교육의 필요 등

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을정원의 유지관리는 쉽지 않다는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요소들이 해결

된다면 마을정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충만하다고보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공공가드닝의유

지와 관리부분에 있어 소수 주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시각적 효

과를유지하기어렵다. 또한, 살아있는식물소재이다보니구성

원들의 관심사나 성향에 따른 생육환경에 따른 편차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공동체가 나서서 내부 규약으로 지정한다고

하여도 이행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특성과

장점을극대화하여역할이나누고, 노력에 의한 성과를자긍심

으로돌려줄수있는공동체의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고하겠

다. 행정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제도와 활성화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측면에서 공공가드닝 사

업의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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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연구는주민들이모여마을정원조성사업을진행하는과

정을살펴보고, 사업이 진행되어가는과정에서일어나는마을

의 발전양상에 주목하여 고찰해 보았다.

공공가드닝사업을통하여공동체의친밀감이상승되고자긍

심이향상되었다고이야기하고있으며, 이러한 결과는앞선선

행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적극참여하여마을정원을유지관리할수있는긍정

적 요인으로 공동체의 활성화와 정서적 교류를 위해서 공공가

드닝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1. 주민회의 제도의 확립

마을정원은가드닝작업을통하여물리적인시각적영역안

에서소속감과연대감이형성되는공간이며, 지역의환경정비와

경관개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정원의 형태는

다양하다. 커뮤니티가든, 골목정원, 마을화단, 마을텃밭등명칭

은다르나, 주민들이 이러저러한이유들로함께의견을나누고

결정되어져 조성하게 된 공공정원이다. 작은 성취감이 자신감

을 갖게 하고, 마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나타나다른일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사업도 성공적인 선순환

효과를사례지역을 통해 알수 있다. 참여의 동기나계획의 이

유가 무엇이었든지 마을정원은 주민들의 참여와 갈등조율을

통해 결정하고 만들어져 유지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지역에

서필요한사업이라할수있다. 부정적인요인이없는것은아

니나긍정적요인을확대하고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이

타당하다.

2. 참여주체의 역할구분과 분담

도시재생사업의지속가능성은주민들의의지와역량에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

의역량을키워야하고, 이들의온전한자립이이루어지기까지

전문가의 비전 제시와 정책을 실현하는 행정의 지원은 지속되

어야 한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주도적인 주민과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와 행정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

례지역에서알수있듯이매해년마다중앙부처사업이차질없

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도시재생

전담조직을운영하는행정, 조치원발전위원회, 나눔회의, 화요

회의와 같은 거버넌스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고, 새내12길 왕

성길의 90여 개의 상가 상인들과 주민, 건물주의 상당수가 도

시재생대학을 2회 이상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높아 참여주체들의 역할이행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주체

의 역할이제 기능을 다하고, 조화로운 균형 속에역할의 분담

이 이루어질 때 큰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가

드닝 사업은 참여주체들의 협력체계 안에서 지원제도가 효과

적으로 연계된다면 주거환경의 개선과 미관증진, 거리 활성화,

무엇보다주민들의유대감이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

로 생각된다.

3. 주요 시사점과 한계점

새내12길의왕성길공공가드닝사업추진사례를바탕으로주

민참여의 확대와 효과적인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기 조성된 공동체의 활동을 정례화하는 방안

이마련되어야한다. 주민들을위한역량강화교육, 사업 간매

칭, 공모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소통하는 교류와

주인의식의고취를통하여지역의활기를잃지않는방안이마

련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정원을 하나의 공공재로서 질적관리

가 가능한 인력의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가드닝사업이

사업종료이후이벤트성행사로소비되지않고나름의역사성

을가진주민들의공공공간으로인식될때예전의모습으로돌

아가지않고유지될수있다. 지역의사회공헌일자리, 공공근로

등과 유기적 연계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점수나 권한

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과 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유지되

어야 한다.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협업은 시너지 효과가 크

다. 주민조직의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중요

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기관을 파악하여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내 공공가드닝 사업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

고 주민공모사업 같은 행정적 지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행정의존도는상당히크다. 사례지역의경우도같은

상황이나 주민들의 참여의지에 따라 마을정원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공공가드닝으로 생겨난 마을정원을 하나의 결과물로

볼것이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과정에대해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래기간 모임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와 그들을

연결하는 무형의 유대감과 결속력은 마을을 지켜내는 근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활성화된 공동체의 활동과 역할은 더욱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오롯이 유지관

리에 대한 책임이 주민공동체에 이양된다. 도시재생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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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행태에 따라 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러한 가치충족을위하여주민들의참여수준에맞는지

원제도의 마련과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도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례지역의 주민참여 양상을 일반화할 수 없다. 사업

의 접근을 주민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에 편중

되었다고할수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주민의역할은사업의

성공과지속가능성을가늠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이지만행

정과 지원조직, 전문가 조직과의 거버넌스 시스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다른 참여주체인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전문가측면에서도사업실행의과정을고찰하여향후도

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연

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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