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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Germany has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in the

East Germany. Among the many policies implemented in the East Germany,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

(Städtebauförderung) plays a major r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of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East German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started in the West Germany in 1971, and its purpose and method have been maintained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in West Germany, the

Urban Architectur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Measures(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ungsnaßnahme) program

was implemented,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Urba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Protection(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Program was first implemented. Currently, programs such as the Social cities(Soziale Stadt), the Urban

redevelopment in East Germany(Stadtumbau Ost), the Active urban and regional centers(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the

Small cities and villages(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and the Future urban greens(Zukunft Stadtgrün) are being

implemented. Each of these programs of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is select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regional situation, and the negative factors of the city are removed for the purpose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thereby resolving the imbalance between citi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is not an improvement of the city's physical environment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t a method of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improvement of the underdeveloped or problematic

areas that maintain the urban context. Therefore, th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has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method in terms of content. In this sense, urban architecture promotion(Städtebauförderung) is not a

simple method of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but has the meaning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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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재생의 정의는 산업구조와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

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적, 환

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 즉, 도시재생은 한계성을 드러낸 기존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chosy@kw.ac.kr

물리적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가진 도시환

경을 위해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모든 상황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적 정

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최근 10여 년간 활발한

연구와 법률의 제정 그리고 정책적 시도가 시행되고 있으

며, 국외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됐으나, 현재까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 지원에 의해 연구

되었음.

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16), 도시재생, 보성각,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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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문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이다. 이

는 기존의 물리적 계획환경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제

한적으로 사용하지만, 현재 국, 내외에서 논의되는 도새재생의

의미와 비교하면 독일의 도시건축촉진(Städtebauförderung)은

도시재생의 의미가 있다.

통독 이후 도시건축촉진은 동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구 동, 서독 간의 지역

적 격차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 및 장치의 역할을 하였고,

현재에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개발을 위한 원칙으로 실

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도시재생과는 다른 발전 형태를

가진 도시건축촉진에 관한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도시

건축촉진에 관하여 도시재생적 의미에서의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양이 다소 적으며, 언어에서 발생하는 이

유로 해서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번역 및 의미를 부여하

고 있기에, 독일 도시건축촉진의 통합적 의미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촉진의 각 프로

그램의 내용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도시건축촉진의 도시재

생적 의미의 확인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독일 도시건축촉진의 특성에 관한 고찰을 목

적으로 하며, 특히 통독 이후 동독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

으로 하여 도시건축촉진의 도시재생적 의미에 관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통독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건축촉진의 변화

와 발전 형태의 고찰과 현재 진행되는 도시건축촉진의 6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각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통독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건축촉

진을 통한 도시변화와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도시건축촉진의 적용사례 중에서 동독지역의 사례를 중

심으로 분석한 것은, 동독지역이 1990년 통독 이후 급격한

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서독과 비교하였을 때, 주거환경의

낙후, 경제구조의 열악, 공공지원 공급체계의 부실, 교육시

설의 낙후, 인프라 시설의 낙후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

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난 30여 년간의 도시건축촉진을

통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독일의 정부에서 발간한 도시건축

촉진에 관한 자료와 이와 관련된 도시 및 건축 관련 연구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1.3 분석의 틀

독일 도시건축촉진의 특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 첫째, 도시건축촉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둘째, 도시

건축촉진의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셋째, 각 프

로그램의 사례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 동독지역의 도시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는데, 통독 당시의 구 동독지역의 도시적 상

황은 구 서독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

급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러한 낙후된

도시환경이 지난 30여 년 동안 도시건축촉진을 통한 변화

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례조사는 통독 당시의 도시적 상황

에 분석과 도시건축촉진의 각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 그리

고 각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에 따른 도시변화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독일 정부와 독일 사립 연구단체에서 발행한 것

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도시건축촉진에 관

한 자료를 참조, 분석하였다. (참조 표1)

분류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Städtebauförder
ung

이상준
외(2006)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의 시사점

통독 이후 구동독에서
진행된 도시정책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

Denkmalpflege

김홍기
(2004)

역사적 도심재생의
계획특성에 관한 분석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역사적
도심에 시행된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신명훈
(2015)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독일
루르지역 엠셔공원의
사례

역사적 산업중심 지역인
엠셔공원의 도시재생 수법과
결과에 관한 연구

Stadtumbau

유순선
외(2012)

지속전환 개념으로 본
독일 베를린의
도시재생프로그램
Stadtumbau의 특성
연구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stadtumbau의 특성과
베를린시에 적용된 방법과
결과에 관한 연구

박종기
(2014)

독일 지방도시 Cottbus
도시재생사례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구 동독의 Cottbus시에
적용된 도시재생프로그램인
Stadtumbau의 적용 사례 및
결과에 관한 연구

Soziale Stadt
김현주
(2012)

독일 도시재생
프로그램 ‘Soziale
Stadt’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건축촉진의 프로그램인
Soziale Stadt의 특성과
사례분석에 관한연구

Stadtumbau,
Soziale Stadt

한지형
외(2014)

통합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구동독 Cottbus시의
Sachendorf-Madlow지역에
시행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Stadtimbau-Ost의 특성과
결과에 관한 연구

<표 1> 도시건축촉진에 관한 국내 연구

2. 도시건축촉진의 개요

서독에서 1971년에 제정된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

förderungsgesetz)은 헌법에 근거하여 주 정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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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경제적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독 도시개발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 법은 1986년 건설법에 통합되면서 도시건축촉진

(Städtebauförderung)으로 시행되면서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도시건축촉진은 통일 이후에도 원칙과 내용이 그대로 유

지되어, 1991년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와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목적에 따라 현재 6개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축촉진은 독일 헌법 104b에

그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폭넓은 정치적이며 전문적인 합

의, 특히 주민들의 창의력과 자발적인 해결 의지에 대한 조

화를 근거로 진행이 되고 있다.

도시건축촉진의 지원방식의 특징은 연방정부가 전체 사

업비의 약 1/3을 지원하며, 주 정부가 1/3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통독 이후 연

방정부는 1990년에 9억 유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7.9억

유로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2) 도시건축촉진은 통독 이

후 동독지역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우선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후 서독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대되

어 시행되고 있다. (참조: 그림 1)

<그림 1> 동, 서독에 집행된 도시건축촉진의 금액3)

<그림 2> 동, 서독에 집행된 도시건축촉진의 금액4)

2)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 4~5

3) 출처 : Städtebauförderungsdatenbank des BBSR, Bonn, 2019

4) 오석규, 조성용(2020), 통일과정에서의 동, 서독 도시정책 비교와 통독

도시건축촉진의 행정적 특징은 탑-다운방식이 아니라 바

텀-업방식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매년 행정 합의

(Verwaltungsvereinbarung)를 통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행정의 최하위급인 지자체와 마을이 사업계획과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참조: 그림 2)

도시건축촉진의 각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단독의 형태

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진단하여 도시가

갖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다수의 프로그램이 상호보완 관

계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특성과 사례분석

3.1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Städtebaulicher Denk-

malschutz)5)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은 통독 이후 1991년에

동독의 역사적 건물과 도시구조의 정비를 위해서 시행되었

고, 2009년부터는 서독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림 3> 동독의 1991-2018년과 서독의 2009-2018년의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집행금액6)

동독지역에서는 2017년까지 254개의 도시에서 35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서독지역에서는 2017년까지 297개

이후 도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6
권 제2호, p. 41

5)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 26~29

2. BMVBS(2010), 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Programm- strategie,
Berlin, p. 5~17

6) 출처 : Datenbank des BBSR, Bon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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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에서 313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7) 이 프로그

램의 연방정부 지원 금액은 2016년까지 총 25.97억 유로이

었으며, 이중 동독에 23.28억 유로가 지원되었다.8)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축적, 문화적으로 역사성이 높

은 도시구조와 도시의 역사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

축물, 거리, 광장 등을 보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

성을 가진 도심개발을 지원하며, 도시 속에서의 삶, 주거,

일, 상업, 문화, 여가활동 그리고 도시를 찾는 외부인들을

위한 도시의 매력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생동감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9)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첫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의 보존과 역사적 조화의 유지, 그리고 역사적, 예술적, 도

시건축적 의미가 있는 도시구조의 보존, 둘째,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의 현대화 및 보수, 셋째, 역사적, 예술적, 도시건

축적 의미가 있는 가로와 장소의 유지 및 정비, 넷째, 역사

적 도시구조의 복구 및 보호, 다섯째,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도심의 상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 여섯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의 지원, 사

업의 개념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재보호

에 관련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일곱째, 정보교류

에 대한 지원 등이다.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은 도시의 역사성이 있

는 건축물들의 유지와 보존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의 역

사적 의미가 있는 가로, 광장 등을 포함해서 역사적 도시구

조의 유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조치이며 동시

에 역사적 도시환경의 유지를 통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으

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에 의의가 있다.

3.2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10)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은 도시가 도시건축적, 경제적, 사

회적으로 낙후되어서 도시의 구조적 기능이 저하된 곳의

개선과 지역의 안정화와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까지 533개의 도시와 지역에서 93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서 2018년까지 21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 1.9억

유로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11)

7) https://www.staedtebaufoerderung.info/DE/ProgrammeVor2020/
StaedtebaulicerDenkmalschutz/staedtebaulicherdenkmalschutz_node.html

8) www.bmi.bund.de/DE/themen/bauen-wohnen/stadt-wohnen/staedtebau
/denkmalschutz/denkmalschutz-node.html

9) 오석규, 조성용(2020), 통일과정에서의 동, 서독 도시정책 비교와 통독
이후 도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6
권 제2호, p. 38

10) 사회적 도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17~21

2. BBSR im BBR(2017), Zwischenevaluierung des Städtebauförderungs-
programms Soziale Stadt, Bonn, p10~22

11) https://www.staedtebaufoerderung.info/DE/ProgrammeVor2020/Soziale

<그림 4> 1999-2015년의 동, 서독의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비율12)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은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한 투자의 확대, 주거에서

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확충, 세대 간 균

형의 확대와 거주민들 간의 친화력 증대에 큰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동감 있는 근린관계와 사회복지

적 유대관계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13)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영역은 첫째, 주거와 생활 관계

의 개선 그리고 도시건축적 영역의 가치상승을 위한 주거

환경과 공공 공간의 개선을 통한 거주민의 삶의 질적인 향

상과 인구의 증가, 교육 기회의 증가, 경제력의 향상, 안전

성의 확대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구축, 둘째, 도심

이용의 다양성을 높이며 주민 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 가족, 노인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반구조

의 개선, 셋째, 저소득층 주민의 통합과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의 개선, 넷째, 빈곤과 자유의 저촉에 대한 개선, 다섯

째, 프로그램을 지역에 실행 시에 사전계획, 실시계획, 적용

방법 등에 관한 협력을 조정하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정

부와 지역의 행정기관 동원, 그리고 통합적인 도시건축적

개발 콘셉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등이다.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지원자원의 통

합과 제삼자와의 협력이다. 이것은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지원자원의 통합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복지에 관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는 특히 교육, 사회적 통합,

보건, 사회적 복지적 관계의 강화 등의 분야를 위해서 행해

진다. 다른 하나인 제삼자와의 협력은 사회적 도시 프로그

램이 물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도시쇠퇴로 인한 지역의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류 및 합의가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지원금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Stadt/sozialestadt_node.html

12) BBSR im BBR(2017), op.cit., p. 28

13) 오석규, 조성용(2020), 통일과정에서의 동, 서독 도시정책 비교와 통독
이후 도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6
권 제2호,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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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관련한 공공단체와 개인도 지원에 참여한다.

사회적 도시프로그램의 예하 프로그램으로는 유럽 사회

기금(Europäischen Sozialfond, ESF)의 지원 아래 운용되는

지역의 교육, 경제 일자리(Bildung, Wirtsschaft, Arbeiten

im Quatier, BIWAQ)프로그램과 지역의 청년 강화(Jugend

Stärken im Quatier) 프로그램 등이 있다.

3.3 동독 도시재개발(Stadtumbau Ost)14)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동독지역에 시

행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서독지역에서도 서독 도시재개발

(Stadtumbau West)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2017년에 두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도시재개발(Stadtumbau) 프로그램으

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089개의 도시와 지역에

서 1,94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동독 도시재

개발은 495개 도시와 지역에서 1,213개의 프로젝트가, 서독

도시재개발은 594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731개의 프로젝트

가 진행되었다.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16년

까지 총 51억 유로 이상이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

연방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약 17억 유로이다.15)

<그림5> 2002-2018년 동, 서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집행금액16)

통일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피폐한 동독지역의 개발을

위한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었으며,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 전문가위원회는 2000년에 동

독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공가율의 증가로 발생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을 위한 ‘동독의 주거 경제적 구

조모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14) 동독의 도시재개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22~25

2. BMVBS(2012), Bund-Länder-Bericht zum Programm Stadtumbau Ost,
Berlin, p8~27

3. BMVBS(2012), 10Jahre Stadtumbau Ost-Berichte aus Praxis, Berlin, P7~17

15) www.staedtebaufoerderung.info/DE/ProgrammVor2020/Stadtumbau/
Stadtumbau_node.html

16) BMI(2019), Vielfalt im Stadtumbau, Berlin, p. 12

2002년에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시행되었고, 동독의

도시와 지역의 개발에 대한 현상설계가 시행되었다.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은 물리적 개선을 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삶의 가치가 있는 도시

그리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이라는 슬로건아래 동독지역의

도시와 지역들의 삶의 질, 주거의 질, 노동환경의 질의 향

상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안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도심의 기능의 강화와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 공가율이 높은 지역의 부분철거 그리고 침

체 및 쇠퇴과정의 도시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이다.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주된 지원 분야는 첫째, 침

체한 도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부분철거(Rückbau)에 대한

투자와 두 번째는 인구변화와 경제적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적 문제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이며, 동독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은

첫째, 도시지역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한 업그레이드, 둘째,

지속으로 공가율이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철거를 통한

공가율 억제, 셋째, 대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대지의 정리

를 통한 주거공간의 확장, 넷째, 1949년 이전에 건설된 건

물의 정비 그리고 도시 및 지역의 정비를 통한 역사적 건

물의 인수, 다섯째, 도시재개발의 조건에 맞는 환원

(Rückführung)과 도시적 인프라 구조의 조성, 여섯째, 기타

도시재개발의 지원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행정조

치 등이며, 이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의 주요 세분화된 사

업 분야를 가지고 실행되었다.

① 업그레이드(Aufwertung) (2002년부터 실행)17)

② 부분철거(Rückbau) (2002년부터 실행)18)

③ 도시와 지역의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정비, 보호 및 인수

(Sanierung und Sicherung von Altbauten sowie

Erwerb von Altbauten durch Städte und Gemeiden)

(2005년부터 실행)19)

④ 도시적 인프라 구조의 환원(Rückführung der städtischen

Infrastruktur) (2006년부터 실행)20)

3.4 활동적 도심과 지역 중심(Aktive Stadtund

Ortsteilzentren)21)

17) 낙후된 도시의 구조에 대한 개보수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프로그
램 분야이다.

18) 지속해서 공가율이 증가하는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부분철거를 시행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분야이다.

19) 194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을 위
해서 도시 및 지역의 역사적 건물의 인수하는 프로그램 분야이다.

20) 유치원, 학교 등의 사회적 시설의 확보를 통해서 도시적 기능의 환원
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분야이다.

21) 활동적인 도시 중심과 지역 중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30~31

2. BBSR im BBR(2018), Zehn Jahre 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Bonn, 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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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도심과 지역 중심 프로그램은 도심과 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까지 총 683개의 도시와 지역에서 787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방

정부는 2019년에 약 1.1억 유로를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는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데, 특히 도심과

지역 중심은 인구의 변화, 상업 형태의 변화, 정보환경의 변

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도심

과 지역 중심은 사회적 관계, 도시의 생태적 유지, 경제적 생

산력 그리고 문화적 혁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도심과 지역 중심은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문화의 향유,

쾌적한 주거환경,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

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활동적 도심과 지역 중심 프

로그램은 이러한 도시적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도시적 기능을 상실한 곳이나 도시적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

되어 기능의 상실이 예견되는 곳에 실행이 되고 있다.22)

활동적 도심과 지역 중심 프로그램은 동독지역보다는 서

독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동독보다는 서

독지역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시기능의 변화로 인한 탈

도시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도시의 기능

상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활동적 도심과 지역 중심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의 기

능의 다양화와 공공시설 지원의 안정화, 사회적 응집, 공공

공간의 질의 향상, 도시건설문화의 향상, 대중교통환경의

개선, 주민 간의 협력 관계 개선 및 주민 유대 강화 등이

며, 이를 위한 사업 분야는 첫째, 통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위한 사전 작업, 둘째, 거리, 길, 광장, 교통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의 개선 사업, 셋째,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건물들

에 대한 정비 및 현대화, 넷째, 도심의 유휴 부지의 활용을

위한 도시적 기능을 고려한 대안 수립 및 활용도가 낮은

건물들의 이용성에 대한 기능적 대안 수립, 다섯째, 지역주

민의 연대 관계 구축 및 부동산회사와 지역 모임 등과의

적극적인 연결 관계 수립, 여섯째, 빈곤이 없는 도시와 장

애물 없는 도시를 위한 조치 적용, 일곱째, 사업시행자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 등이다.

3.5 소도시와 마을(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23)

소도시와 마을들은 공공지원(Daseinsvorsorge)24)의 기능

3. BMVBS(2009), 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Bonn, p5~16

22) 오석규, 조성용(2020), 통일과정에서의 동, 서독 도시정책 비교와 통독
이후 도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36
권 제2호, p. 39

23) 소도시와 마을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32~35

2. BBSR im BBR(2019), 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überörtliche
Zsammenarbeit und Netzwerke, Bonn, p15~23

3. BMI(2019), Programmstrategie 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Berlin,
p9~25

을 가지는데, 이는 소도시와 마을은 주거의 공급과 사회적

공급에 대한 중요 장소로서의 공간적 기능을 가지며, 동등

한 가치를 목표로 하는 인간관계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소도시와 마을 프로그램이 2010년

에 시작이 되었고, 2018년까지 1,0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

에서 638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2019년에는 소도시와

지역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7천만 유로가 책정되

어 진행되고 있다.

소도시와 마을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공지원(Daseinsvorsorge)

에 대한 도시 계획적 인프라 구조의 확립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공공지원은 교육 시설, 보호시설,

가족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주거지 근린의 공급 등에 대한

안정화, 현대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지역의 합리적인

요구의 수용이며, 이를 위한 지원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나

초지역적으로 합의된 종합 개발계획의 작업과 추진, 초지역

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

한 투자에 관련한 조치,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 그리

고 도시 계획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특히 지역사회

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적 지원의

인프라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에 있다. 이 프로그램

의 내용의 성격상 초지역적인 네트워트를 통한 공공지원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도시건축촉진 프

로그램들 함께 통합적 도시개발계획의 기초 작업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6 미래의 도시공원(Zukunft Stadtgrün)25)

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녹지공간과 여가 공간은 미

래지향적인 원동력을 갖게 하는 회복력을 가진 도시와 마

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요구

들이 발생하며,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녹지공간과 여가

공간에 대한 고려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가진 도시계

획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은 2017

년에 시작되어 150여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165개의 프로젝

트가 시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2017년부터

매년 5천만 유로가 책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

한 목표로 삶과 주거의 질의 향상, 사회적 참여, 도시 기후

24) Daseinsvorsoge(공공지원)는 독일에서 행정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
진 개념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물자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초적인 공급을 의미한다.

25) 미래의 도시공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BMI(2019), Staedtbaufoerderung 2019, Berlin, p36~38

2. BBSR im BBR(2018), Bundestransferstelle Zukunft Stadtgrün, Erster
Statusbericht zum Städtebauföerderungsprogramm, Bonn, 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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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 도시
도시 개요

통독 이후의 도시
상황 및 문제점

프로그램 적용 내용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도시건축적

유적보호

Städtebauliche

Denkmalschutz

Sachsen/ Zittau

- 소도시

- 면적 : 64ha

- 인구 :

1945년: 약 44,000명

1990년: 약 34,000명

2018년: 26,532명

- 구도시 건축물의

90%인 1,413개가

역사적 건물이며,

구도심에는 524개의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있다.

Ÿ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 건

물들이 방치되

어왔기 때문에,

통독 당시의 도

시환경은 매우

낙후된 상태였

다.

Ÿ 또한, 동독 시

절 동안 지속적

인 인구감소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을 거의 상

실한 상태였다.

Ÿ 1991년 착수

Ÿ 공터의 도시기능 회복: 역사적 구조의 복원

Ÿ 개발 의지 증대와 투자 확대에 관한 홍보

Ÿ 주택의 개조와 현대화; 세대 간 및 학생주택

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형태의 개발

Ÿ 창조산업 분야의 기능 창출 : 현대적 열린 공

간의 개발

Ÿ 증가하는 교통에 대한 대체 형태의 이동 형태

의 개발 자전거의 인프라 및 접근성 확장

Ÿ 혁신창조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Ÿ 지역에서의 녹지 주거공간의 확대: 소음이 없

는 지역과 주민 소통공간의 확대

Ÿ 주차공간의 확대

Ÿ 약 200개의 역사적 건물의 정비

Ÿ 공공 공개 공간과 공공시설의 확대

Ÿ 역사도심의 약 76%가 리노베이션 됨

Ÿ Neustadt지역의 시장, 공공건물, 녹지띠가 성공적으

로 정비됨

Ÿ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서 구도심 및 도시 전체에서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의 개선, 근로환경이 개선되

었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 도시 이미지가 제고됨

<사진 1, 2> Zittau시 Salzhaus의 1990년 2018년의 모습

사회적 도시

Soziale Stadt

Sachsen-Anhalt/

Kannenstieg and

Neustädter See

- 소도시

- 인구:

2018년-18,378명

- 2008년 실업률

Kannenstieg

:13.8%

Neustädter

See:12.5%

- 2008년 노인인구

비율

Kannenstieg

:48.2%

Neustädter

See:52.6%

Ÿ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실

업률의 증가 일

어났다.

Ÿ 도시의 사회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

었다.

Ÿ 2008년 착수

Ÿ 통합적 개발계획(IHK)이 지원

Ÿ 지역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이 지원

Ÿ 주민들 간 소통의 확대를 위한 지역 신문인

‘Lind Wurm’의 간행을 지원

<사진 3, 4> Kannenstieg과 Neustädter See에

시행된 Soziale Stadt 프로그램

Ÿ 2008년부터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한 지역 신문인

Lind Wurm이 분기별 간행됨

Ÿ 지역 신문인 Lind Wurm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간 소

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가 활발한 공간으로 바뀜

Ÿ 지역 신문인 Lind Wurm의 간행은 주민들 간의 강한

유대를 만들어 냄

Ÿ 높은 실업률과 고령 인구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

문인 Lind Wurm의 발간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함.

의 개선, 환경적 정의의 개선,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지, 자

연환경의 경험 등의 주안점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은 도시의 녹지공간 인

프라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녹지공간과 여가

공간에 대한 물리적 개선과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공공 접

근성의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며, 이를 위한 사업 분야는 통

합적 도시 계획적 개발계획을 위한 사전조치, 공공 공간의

질적인 향상과 개선, 환경적, 사회적, 도시 계획적 의미가

있는 녹지공간 및 여가 공간의 다양한 기능 개발, 녹지공간

과 여가 공간의 네트워크화, 비어 있는 건물 또는 기능이

약화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도시 계획적 조치 및 불

모지에 대한 여가 및 녹지공간 기능을 통한 부가적 이용에

대한 조치,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 그리고 미래 도시공원 프

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독려 등이 있다.

미래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의 사업 주체는 시와 지방자

치단체이며, 이들은 통합 도시개발 개발계획(Integriertes

städtebauliche Entwicklungskonzept, ISEK)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목적 및 수행방법, 주민참여 등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연방정부를 이를 근거로 녹지, 환경,

자연보호, 기후 보호에 관련된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건축촉진의 각 프로그램과의 연결성을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3.7 각 프로그램의 사례분석

통독 이후 동독에서 진행된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조: 표 2)

<표 2> 통독 이후 동독에서 진행된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사례분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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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 도시
도시 개요

통독 이후의 도시
상황 및 문제점

프로그램 적용 내용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동독

도시재개발

Stadtumbau

Ost

Sachsen/ Werdau

- 중도시

- 면적: 36ha

- 19세기 이후

섬유산업이 중심

- 인구:

1945년-약27,000명

1990년-약20,000명

2018년-21,154명

Ÿ 통독 당시 높은
고령 인구 비율
을 가지고 있었
다.

Ÿ 약 30% 정도의
높은 공가율이
있었다.

Ÿ 전체 도시가 매
우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80% 건축물이
194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이었다.

Ÿ 2002년 착수

Ÿ 역사적 건물의 보호, 개보수와 정비

Ÿ 주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유도

Ÿ 공공공간과 주거공간의 개선

Ÿ Otto Ullrich 섬유공장의 정비

Ÿ Johannisplatz의 정비

Ÿ Werdau 시립 공원의 정비

Ÿ 공가율 축소를 위해서 Zorge 지역의 플라텐건

축의 부분철거 진행

Ÿ 플라텐건축의 부분철거를 통한 공가율이 감소됨

Ÿ 공공공간이 정비됨

Ÿ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정비됨

Ÿ 교통환경이 개선됨

Ÿ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쇠퇴현상을 막았으며, 도시환경의 개선이 이

루어짐

<사진 5, 6>Werdau에 시행된 Stadtumbau Ost의 결과

활동적 도심과

지역중심

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Brandenburg/

Luckenwalde

- 중도시

- 면적: 59.3ha

- 인구:

1990년–약26,500명

2000년- 22,389명

2018년–20,522명

- 전통적인

산업도시

Ÿ 통독 이후 심각
한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 비
율과 도심에는
높은 공가율이
있었다.

Ÿ 통독 당시에는
공공공간이 매
우 낙후된 상태
였다.

Ÿ 전반적으로 열
악한 도시환경
으로 인한 도시
기능이 상실되
었다.

Ÿ 2008년 착수

Ÿ 2019년 종료

Ÿ 총 지원금액: 2,218, 000유로

Ÿ 주거환경 개선

Ÿ 사회적 인프라 시설의 개선

Ÿ 공공공간의 정비

Ÿ 교통환경의 개선

Ÿ 도시구조와 역사적 건축물의 정비

Ÿ 가로수길의 정비

<사진 7, 8> 가로수길의 정비 후 모습

Ÿ 가로수길의 정비로 인해 건축문화와 도시환경의 개

선과 도심의 도시기능이 회복됨

Ÿ Nuthe 다리의 시설로 교통환경이 개선됨

Ÿ 공공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이 개선됨

Ÿ 개인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됨

Ÿ Nuthe 가로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의 개선과 상업

환경이 개선됨

소도시와 마을

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Sachsen-Anhalt/

Zörbig

- 소도시

- 면적: 113,68 km2

- 인구

1970년–5,774명

2008년-10,076명

2020년-9,123명

Ÿ 인구변화와 도
시경영의 악화
로 2004년에 단
일 지역사회가
형성됨

Ÿ 그 결과 도시기
능과 공공지원
(Daseinvorsorge)
의 약화가 일어
남

Ÿ 2010년 착수

Ÿ 2015년까지 총지원금액: 592,000유로

Ÿ 초지역적인 도시기능연결

Ÿ 도심의 정비

Ÿ 통합적 도시개발계획 적용

Ÿ 교육, 문화, 여가생활을 중점으로 하는 공공지

원(Daseinvorsorge) 기능 강화

Ÿ 사회적 네트워트의 강화,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Ÿ 역사적 건축물의 정비

Ÿ 관광의 활성화

Ÿ 공공공간의 정비

Ÿ 주민간의 협력관계 강화

Ÿ 프로그램의 적용 후 공공지원(Daseinvorsorge) 기능

이 강화되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됨

Ÿ 유, 청소년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 향상된 교육환경

이 구축됨

Ÿ 초지역인 도시기능의 연결과 부족한 인프라 기능의

강화됨

<사진 9, 10> 프로그램의 적용 후 공공공간의 정비와

건축물의 정비된 모습

미래의

도시공원

Zukunft

Stadtgrün

Mecklenburg-Vorpom

mern/ Penzlin

- 소도시

- 면적: 115.58㎢

- 인구:

2020년–4,175명

Ÿ 통독 이후 도시
건축촉진이 진
행되면서 도시
환경이 개선되
었으나, 관광중
심지역과 여가
공간에 녹지환
경이 열악한 상
태였다.

Ÿ 2018년 착수

Ÿ 2028년 종료 예정

Ÿ 지원금액: 약 2.59백만 유로

Ÿ 도심에 있는 성을 중심으로 녹지환경 정비

Ÿ 도심의 여가공간의 연결

Ÿ 공공공간의 정비

Ÿ 보행자 도로의 정비

Ÿ 장애인을 위한 도심환경 조성

Ÿ 성의 전망대 정비 후 도시의 랜드마크 이미지를 구

축

Ÿ 성을 중심으로 주변 녹지, 도시환경과 건축물의 정

비 후에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증대

Ÿ 도심안에 있는 15세기 건축물의 정비와 녹지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심의 이미지를 제고

Ÿ 역사적 도심환경에 어울리는 주차건물의 신축으로

도심의 역사성을 연장함

Ÿ 프로젝트의 진행 후에 녹지환경, 여가공간과 교통환경

이 개선되어서 역사적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관

광객의 증대로 지역 경제활동이 증대하였음.

<사진 11, 12> 프로그램 계획도와 프로그램 적용 후

성의 변화된 모습

26) 동독의 도시건축촉진 각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 및 관련 사진은 다음의 독일 도시건축촉진 홈페이지에서 선정하였다.
https://www.staedtebaufoerderung.info/DE/ProgrammeVor2020/Praxisbeispiele/praxisbeispiele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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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김혜천(2013)27)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퇴해진 구시가지가 기능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개념 속에는 노후화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

권의 부활을 통한 경제 회생,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

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력의 증진과 같은 종합

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통독 이후의 도시건축촉진의 각 프로그램의 발전 양상을

보면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방

향으로 발전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의 동독 사례들에서 보듯이, 통독 이후 동독지역

의 경우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주거환경, 사회적 인프라시설, 교육시설, 공공지원시설,

공공공간, 여가공간 등의 개선과 노동시장, 주거경제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참조: 표 2)

이러한 의미와 비교하면, 독일의 도시건축촉진은 통독 이

후 구 동독지역의 물리적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하

였으나, 지속적인 내용상의 발전을 통하여. 도시구조의 역

사성 유지, 인구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도시구조

에 대한 재생 및 도시기능의 강화, 그리고 낙후된 도시시설

물의 재건축 및 보수, 환경 및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지역주민들의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사

회의 안정 등이며,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통독 이후에 시행

되고 있는 독일의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독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동독, 서독지역 간의 격

차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현재에도 도시 간의 균형이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건

축촉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통독 이후의 동독지역 변화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통독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분야 걸쳐 많은 변혁이 일어났는데, 특히 도시개발에 관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

독 과정에서의 동독지역에 시행된 도시건축촉진의 결과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통독 이후 도시건축촉진의 내용적 발전과정과 각

프로그램의 변천은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연

구에 대해서도 커다란 시사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독

일의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27)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p5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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