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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의 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한 영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개한 것
이다.
다음에서는 지역주권법의 제정 배경을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
화와

함께

살펴본

후,

지역주권법에

의한

지역공동체권

(Community Rights)의 정의, 기능, 역할 등에 관하여 설명하며,
이어 지역공동체권 중에서 급등하는 임대료로부터 소상공인을 보
호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권한인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
(Community Right to Bid)을 중심으로 주체, 작동원리, 절차, 구조
등을 살펴본다.

1.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의 탄생배경
과거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지역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쇠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중
앙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 예산적자와 함께 금융시장의 신뢰를 위
협받게 되었고, 잠재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1).
2010년 선출된 카메룬 보수당 주도의 연합정부는 기존의 자유시
장주의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과거 노동당정부
에 의한 중앙집권적 정부와 하향식·엘리트·통제 중심의 국정운영체
계를 개선할 필요성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회

1) Deas, I., 2013, “Towards Post-political Consensus in urban policy?
Localism and the Emerging Agenda for Regeneration Under the
Cameron Government”,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8(1), pp.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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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위한 경제적 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
합정부는 큰 정부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의 역량과 권한이 강화된
‘자치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만들기’라는 목표와 현장 중심의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
록 하는 ‘큰 사회(Big Society)’라는 정책기조를 통하여 도시정책
을 추진하게 되었다2). 그리고 지역 의회와 지역사회의 주민들 그
리고 시민 개개인에게 새로운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강조하는 ‘Localism(지역주의)'정책들이 추진되기 시
작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이 제정되었다.
지역주권법은 10개 부문(part)과 29개 세부항목(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각 지방정부 및 기관의 기능과 권한
에 관한 사항, 커뮤니티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국가
중요 기반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사회주택에 관한 사항 등이 있
다. 더불어 각 부문에 경제·산업 측면을 고려한 도시재생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지방정부로 이
양하는 조항과 런던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할 때 주민의견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것
을 정하고, 근린지역의 주민단체 등이 직접 계획안을 제시하는 새
로운 계획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적 도
시재생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발전방향 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지역공동체 및
주민 개개인이 지역공동체권(Community Rights)의 행사를 통해

2) 남진·이삼수, 2016,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도시재
생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재편(Ⅰ), 도시재생실증연구단,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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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의사결정 행위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

그림 1. Localism Act의 내용 구성

2. 지역공동체권(Community Rights)의 개념
지역공동체권인

지역공동체의

공공서비스사업

참여권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의 소
규모 상점, 도서관, 공원 등의 지역자산을 보존 및 개발할 수 있도
록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각 권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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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공동체의 공공서비스사업 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역공동체의

공공서비스사업

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3)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었던 지역의 공공서비스 운
영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이
기 때문에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
다 효과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하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4).
지역 공공서비스 운영에 관심이 있더라도 모든 지역공동체가 참
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
진 지역공동체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기관(Voluntary and
Community Bodies), 자선단체(Charities), 지역 교구회(Parish
council),

관련 공공기관 직원(Employees

of

the

Relevant

Authority) 등으로 제한된다. 이들 지역공동체가 공공서비스를 운
영하기

위해서는

지방당국에

사업참가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지리적 정보, 지역공동체가 해당 공공서비스를 운
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성취하고 싶은 목표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 및 첨부

3)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의 part5. 지역공동체 권력이양
(Community empowerment) 항목의 chapter 2.에 해당하는 권한으로써
2012년 6월 27일에 발효되었다.
4)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localism,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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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림 2. 지역공동체의 공공서비스 참여 절차

2)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5)은 지역공동체
에게 소규모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개발
(Community-led Development)’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한다. 이 권한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개발·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때 지역공동체에 의해 개발 가능한 부동산은 주택, 상업용 건
물, 오피스, 마을회관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
되는 이익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5)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의 part6. 계획(Planning) 항목의 마을계
획(Neighbourhood planning)이라는 조항에 해당하는 권한으로써 2012년
4월 6일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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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만이 지역공동체 건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는 지역 교구회(Parish council), 지역 포럼(Local
Neighbourhood Forum)6)과 정식 자선기관으로 인정된 유한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Charitable Status), 등록된
자선단체법인(Registered Charity),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그리고

유한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

(Community Interest Company)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건설권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개발사업계
획의 작성 시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제안하여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이 제안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지역공동체는 주
택, 상업용 건물, 커뮤니티 시설 등의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
작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건설권은 지역사회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계획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지역공
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7)은 보존
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지역공동체가

6) 지역 포럼(neighbourhood forum)이란 교구회가 없는 지역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사회단체임
7)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의 part5. 지역사회 권력이양(Community
empowerment)항목의
chapter
3.‘지역사회가치의
자산(Asset
of
Community Value)’ 에 해당하는 권한으로써 2012년 9월 21일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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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역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코틀랜드의 토지개혁법
「Land Reform Act(2003)」의 ‘지역공동체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의 영향을 받아 도입되었다.
지역주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산 목록(List of
Assets of Community Value)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지역공동
체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
자산을 목록에 등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지역공동체
는 지역 교구회(Parish Councils),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Groups), 지역 포럼(Neighbourhood forums), 자선단체(Charity),
사회적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이익배당 제한이 있
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that is non profit
distributing) 등을 의미한다.
지역자산 목록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해
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보고 할 의
무를 가진다. 이 권한을 통해 보존될 수 있는 지역자산은 상점, 도
서관, 풋볼 경기장, 커뮤니티 센터, 공원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당
국의 허가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지역공동체는 제
3자에 우선하여 해당 지역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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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의
활용절차 및 적용사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은 지역공동
체가 일방적 매각 및 퇴거 위기에 놓인 지역자산을 우선 입찰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지역공동체권 중 민간 투기자본과 젠트리피케
이션의 부작용 현상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식의 선제적 대응이 가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을 중
심으로 구체적인 활용 절차와 이를 적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부
작용을 방지한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1)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의
활용절차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은 크게 세 단계의 절차가 소요된다.
①지역공동체에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자산을 ACV(Asset of
Community Value; 이하 ACV)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추
천하고, ②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방자
치단체가 ACV 지정을 승인하게 된다. 이후 ③토지등소유자가 제3
자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6개월간의 매매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각 단계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3.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의 활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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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공동체의 ACV(Asset of Community Value) 지정 신청
지역주권법에 의하면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점, 경기장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자산들을 ACV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ACV 목록을
작성하는 의무를 가진다8).
지역주권법에서는 해당 지역자산이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존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이익(social
interests)’ 또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l-being)’를 제시하고 있
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도가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만 ACV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이익은 문화, 체육, 여가 등에 관한 지역의 이익이라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복지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보다 구
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하위규범에 위임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한 ACV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서에서는 ACV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자산의 사례로 지역상점, 펍(pub), 커뮤니티
센터, 보육원, 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ACV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부동산의 주요 사용 목적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일부분이라도 주
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동식 주택(caravan), 우체국･민간항
공기관･운송업체의 사무실 등을 정하고 있다9).
ACV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교구회(Parish Councils),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Groups), 지역 포럼(Neighbourhood Forums)

8) Localism Act, chapter3 ASSETS OF COMMUNITY VALUE, 87. List of
assets of community value.
9)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2010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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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역공동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신
청 대상 지역자산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신청 대
상 지역자산이 ACV로 지정될 경우 지역사회의 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설명, 신청 대상 지역자산의 소유·점유·임차 현황에 대
한 정보 및 증빙서류, ACV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공동체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ACV 지정을 위한 신청
은 시점 및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ACV 지정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론화되고 적극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자산의 현황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자산을 지도화(Asset Mapping) 하
는 작업을 통해 주민의 공간적·시각적 이해를 높이고자 시도한 지
역도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역공동체권(Community Rights)을
기반으로 지역자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으며10), 지역자산 지도화의 결과물을 지역 신문과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하기도 한다.

② 지역사회위원회의 ACV(Asset of Community Value) 심사
및 승인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공동체가 ACV의 지정을 신청했다고 하여
신청된 모든 지역자산이 ACV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역사회위원회(Community Council)의 심사 및 승인이 반드시 필
요하다. 지역공동체가 지방자치단체에 ACV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최대 8주 동안 지역사회위원회에 의해
지역공동체의 자격, ACV 지정의 필요성 및 적법성, 지역사회에 대

10) 지역자산 지도화 사이트(www.theplacestation.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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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급효과, 지역자산의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받게 된다. 특히 승
인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기준인 ‘지역자산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당 지역자산이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용되어 왔는지, 또한 현재 용도가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지역사회위원회가 ACV 지정을 승인
하게 되면 지역주권법이 적용되는 정식 ACV로서 법적효력이 발생
하게 된다. 승인 이후에 비로소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ACV의 우선
매수제안권이 부여되고, 제3자에 대한 매매가 유보(留保)되는 매매
유예절차가 시작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태도와 지역사회
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ACV가 점유하고 있
는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ACV 지정을 요청했던 지역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ACV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
은 이유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지역공동체는 지역사
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변할 권리는 없으며, 후에 ACV 심사
를 다시 요청할 수는 있다11).
ACV로 지정된 지역자산은 최소 5년 이상 ACV 리스트에 등록되
어 지역주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ACV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
소 5년간 ACV미승인 리스트에 등재된다. ACV로 지정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주요 고려대상(Material Consideration)’으로서 지역의
개발을 위한 토지 및 용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
드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위
원회의 허가 없이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 철거 또는 매각이 불
가능하며 또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부동산 개발자가 제출한 개발계

11) Localism Act 2011, part 5. community empowerment, chapter 3.
assets of community value, section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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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반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ACV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동산의 매매, 개발,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지역사회위원회에 대하
여 ACV 지정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재검토는
ACV 지정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ACV 지정 결정에
관여한 지역사회위원회 구성원 및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토 후에도 ACV 지정 승인이 번복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는 제1심 재판소(First-Tier Tribunal)에 대하여 공공의 행정처분
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토
지등소유자가 승소할 경우 지역사회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을 ACV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2) Localism Act 2011, part 5. community empowerment, chapter 3.
assets of community value, 92. Review of decision to include land in
list ~ 93. List of land nominated by unsuccessful community
n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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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CV(Asset of Community Value)의 심사
및 승인 과정
자료: 박수빈·남진(2016),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영국 Localism Act의 Community Rights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7(1), 서울연구원, p.34, 재구성.

③ 매매유예기간의 개시(Triggering the moratorium)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CV로 지정된 지역자산은 보호대상으로
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CV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에 표명하여야 하는데, 이 시
점으로부터 총 6개월 간의 매매유예기간이 개시된다. 지역사회위원
회는 매매유예기간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지역공동체, 토지등소유
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하여 고지하
여야 한다.
매매유예기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ACV 승인 이후 초반
6주 간의 ‘임시 매매유예기간(The interim moratorium period)’이
고, 다른 하나는 ACV 승인 이후 총 6개월 간의 ‘전체 매매유예기
간(The full moratorium period)’이다.
ACV 매수의사가 있는 지역공동체는 6주의 임시 매매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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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때 ACV의 매
매계약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자격요건은 ACV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공동체의 자격요건에 비해 까다롭다. 반드시 지역사
회의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 조직으로서 자선단체 등 법인격을 가진 기관
(Legally Constituted Organisation such as a charity), 이익배당
제한이 있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that does
not distribute profits),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사회적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지역 교구
회(Parish Councils) 중 하나여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
동체의 자격요건, 지역공동체가 제출한 부동산 매수의향서 등을 검
토하여 법적·내용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역공동체는 해당
ACV 매수에 대한 선제적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매
수의사를 가진 지역공동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임
시 매매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매각
이 가능하다.
6주간의 임시 매매유예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의 전체 매매유예
기간에는 ACV로 지정된 부동산이 지역공동체 외 제3자에게 매각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임시 매매유예기간 내에 지역공동
체가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이 제안을 거
절할 권리가 없다. 즉, 법률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지역공동체라면 ACV 매수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6개월의 매매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공동체가 주
변 시세에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유예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토지등소유자는 제3자와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18개월간은 ACV로 다시
지정되지 않는 보호기간으로 설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중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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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5. 매매유예기간(The moratorium period) 내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 행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