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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런던의
지역 공동체 주도 도시재생 사례.

성명: 김건.

1.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도입의 배경.
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도시건축정책도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방식(Managerialism)에서 점차 벗어나 지방분권
과 시장경제 논리가 도입된 기업가적 방식(Entrepreneurialism) 으로 변화
되어왔다(Harvey, 2002).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대신 민
관협력체계(Private-Public Partnership)를 활성화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축정책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근린재생정책(Neighborhood
Renewal) 그리고 2010년대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연합정부의 지역주권법
(Localism Act) 등의 도입을 통해 민간자원의 범위가 일반 시민들까지 포
함되는 방향으로 그 정책적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영국의 지자체들은 도시개발과정에 보다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적 제도들을 내놓고 있다. 런던시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Mayor’s Civic Crowdfunding Programme, 이하 MCCP로 표기)도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실험적 제도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MCCP는 유럽 내의 주요도시 중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요소를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에 공식 적용한 사례로 다양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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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PPC는 공청회, 설명회,
협의회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해온 기존의 주민참여방식에서 탈피
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다 실직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 나아가 정책개발
및 수정 시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데에 그 방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런던시의 MPPC 사례는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
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의 이해.
2-1.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 방식으로 특히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유하
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 기업들에게 대안적 자금확보 방
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들어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기
법이 기업과 산업의 영역을 넘어 공공정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있다.
특히 2010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 도입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자금확보 수단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그 중에서도 런던시의 MCCP 도입은 크라우드 펀딩 기법을 공공
정책의 영역 안으로 확장/정착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의 성격과 수익배분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
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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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출처: NESTA, 2019a)

크라우드 펀딩 종류

자금 제공자

특징
순수하게 기부목적으로 모인 자금으

기부형
(Donation-based)

기부자

로 자금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별도
의 이윤이나 혜택은 없음.
후원에 대한 대가로 자금 제공자는

리워드형 또는 후원형
(Reward-based)

후원자

추후 현물 또는 서비스를 보상받음.
(예. 배지나 엽서 등의 기념품)
자금 제공자는 투자의 대가로 비상

지분형 또는 증권형
(Equity-based)

투자자

장 지분을 받아 이를 통해 해당 사
업의 수익을 배당받음.
P2P대출 방식으로 자금 제공자는 펀

대출형
(Lending-based)

투자자

딩 수혜자로 부터 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의 대출이자를 받음 (약 5-10%)

런던시의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CCP)은 상기의 4가지 유형 중
기부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MCCP를 통해 모인 자금은 모두 별도의
보상이나 수익배분 과정이 필요없는 자선적 성격이 강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큰 제약없이 기부
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MCCP는 기존의 도시개발 평가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
운 방식의 사업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도시 실험의 장’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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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CCP)의 추진절차.
MCCP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1) 아이디어 제안(Pitch), 2) 적합성 검토
(Screening), 3) 온라인 기부금 모금(Pitch goes live), 4) 기부금 사용
결정(Community pledge money), 5) 사업추진(Project development) 이렇게

그림 1.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CCP)의 절차. (출처: Nesta,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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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5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를 간단히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아이디어 제안(Pitch) 단계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소그룹
을 조직하여 마을에 필요하거나 마을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간단한
제안서 형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다. 제안서에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
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를 실제 프로젝트화 하기 위한 실행방안과 예상
효과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마을에 도심공원(urban
park)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여럿 모이게 되면 이들이 마을 대
표로 도심공원 프로젝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출한다. 특히, 제안서는 사업에 필요한 상세한 예산과 이를 위한 기부금
의 최종 목표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기부자들이 적절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2)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출된 제안서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
기 전에 우선 런던시 자체적으로 적합성 검토(Screening)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아이디어의 공공성, 실행가능성 등을 런던시 도시재생본
부(Regeneration Unit)의 내부 기준에 따라 사전 평가하게 되며 이 단계를
통과한 제안서들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 공개된다.
3) 일단 제안서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면 크라우드 펀딩 모금(Pitch
goes live)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안서들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쪽에 직접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게되며 그 누적금액은 온라인 플랫폼 화면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누구에게나 오픈된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
라 멀리 떨어진 타도시의 시민들까지도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다. 시당국
도 물론 기부자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기부액이 최종 목표금액의 75%를 넘
을 수는 없다. 즉, 최소한 25%이상은 시정부가 아닌 일반시민들로 부터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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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을 직접 받아야하는 것이다.
4) 기부금 모금 기간이 완료되면 런던시에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결
정을 하게된다. 만약 해당 제안서가 최종 목표금액에 도달했다면 소정의
준비기간을 거쳐 프로젝트화 되는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목표금액에 미달되
었을 경우 추가의 매칭펀딩(예. 추가정부지원, 기업후원 등) 가능성을 타
진해본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 사업 진행이 결정된 제안들은 제안서를 작성한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되
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
다 마을주민들이 최적의 사업 추진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3.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PPC)의 가버넌스.
MCCP의 가버넌스 구조는 크게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2-3-1. 온라인 플랫폼.
• Spacehive 1:
영국에는 Kickstarter, Crowdfunder, Zopa, Crowcube, Seedrs, Funding
Circle 등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운영하
는 개발사들이 있다. Spacehive도 이러한 개발사 중 한 곳으로 2014년부터
런던시 도시재생사업 전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하여 런던시에 지
원을 해주고 있다. 즉,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했던 경
험을 바탕으로 런던시 당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1

Spacehive 관련 심화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paceh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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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LEAP(Local Enterprise Action Partnership) 2:
LEAP는 런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런던시와 지역 기
업들이 모여 결성한 지역 경제인 단체이다. 지역 기업 대표와 런던시청 내
의 주요 본부장(도시계획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지역경제본부장 등)들이
공동 이사를 맡고 있는 LEAP는 주로 런던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 재정적 또는 인적 지원을 해준다. MCCP도 LEAP가 지원하는 런던시 정책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런던시가 특정 프로젝트에 크라우드 펀딩 기부자
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시청 기부금은 LEAP에 맡겨지게 되고 LEAP는 여기
에 매칭금액 보태어 더 큰 금액을 기부하는 시스템으로 MCCP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LEAP는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의 중요한
재정 지원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3-2. 오프라인 플랫폼.
• Future Cities Catapult 3: Future Cities Catapult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준 공공 연구기관으로 미래의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다. 최
근에는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 정부 또는 기업 연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다. MCCP에서는 런던시와 함께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
중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작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중과 공유하고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을 중간 점검한
다. 또한 매년 완료된 사업의 내용을 엮은 백서를 출간함으로서 사업의 추
진 과정과 결과를 일반 시민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
서

Future Cities Catapult는

2

LEAP 관련 심화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lep.london

3

Future Cities Catapult 관련 심화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paceh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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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기록하고 이를 대중과 공
유하는 전파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드 프로그램 가버넌스 구조.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가버넌스 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
양쪽을 오고 가며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다양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들을 확인
하고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함으로써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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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사업추진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의
견도 개진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에 간접접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얻게 된
다.

2-4.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CCP)의 성과.
MCCP의 성과는 1기(2014-2016년) 와 2기(2017-2019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기에는 3년 동안 총 5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추진된 사업들은 마을카페, 마을 푸드 뱅크, 공동체 부엌, 공
동체 농장, 어린이 운동장, 청소년 도서관, 도심 공원 등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펀딩 금액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당 평균적으로 약 3-4만
파운드(한화 약 4.5천-6천 만원)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이 모금 되었다. 전
체 사업에 모금된 펀딩 금액을 합산하면 3년간 총 5,700여명으로부터 약
1.9백만 파운드(한화 약 28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금됨 셈이다. 기부자
중에는 런던시도 포함되며 런던시의 경우 1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개별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건당 2만 파운드(3천 만원) 이하로 제
한하였다.
2기에 들어서면서 런던시는 기존 2만 파운드의 기부금 제한을 5만 파운드
(한화 7.5천 만원)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1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긍
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런던시의 지원예산이 증가하였고 신규 제안사업들
의 규모도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기에는 1기에 비해 개별
사업당 약 1.5배 상승한 약 4.5-5.5만 파운드(한화 약 7천-8.5천 만원) 정
도의 기부금이 평균적으로 모금되었다. 자연스럽게 총 기부금 금액도 1기
금액의 두배를 훌쩍 넘는 약 4.4백만 파운드 (한화 약 65억)를 기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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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부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두배 넘게 상승하였다. 즉, 런던시 도시재
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이 이제는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정착단계로 진
입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증가하고 시당국의 지원은 강화되는 방향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2.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의 성과. (출처: Spacehive)

구분

2014-2016년

2017-2019년

총 추진 사업 수

약 50여개

약 80여개

총 기부금액

약 1.9백만 파운드

약 4.4백만 파운드

(한화 약 28억)

(한화 약 65억)

총 기부자 수

약 5,700여명

약 12,300여명

시정부가 기부할 수
있는 최고금액

2만 파운드

5만 파운드

(한화 약 3천만원)

(한화 약 7.5천 만원)

런던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는 MCCP에 대한 시예산도 연
간 1백만 파운드(한화 약 15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
이다.

3. 크라우드 펀드로 시작된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
3-1.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개요.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는 2014년 런던예술대학(UAL) 건축과 학생들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시발점이 되었다. Peckham 지역
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석탄 등의 생산자원들을 운반하여 런던에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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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요 거점지역 중의 한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부대 시설물들
은 유휴공간으로(예. 폐쇄된 석탄 야적지) 남겨지게 되고 이 공간들은
Peckham 지역의 지리적 장벽이 되었다. 이에 예술대 건축과 학생들은 이러
한 유휴공간들을 순차적으로 재생하여 지리적으로 분절되었던 지역을 점차
연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이 아이디어는 Peckham 지역 신문에 게재가 되어 주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
면서 이듬해인 2015년 런던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
화되기 시작한다.

그림 3.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초기 아이디어. (출처: FPC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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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초기에는 게릴라 가드닝이나 벽화 그리기 등 일회성 활동들을 중
심으로 사업이 단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주민들은 Friend of Peckham Coal Line(FPCL)이라
는 지역조직을 만들어 장기적 사업전략을 세우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된다. FPCL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Peckham Coal Line Feasibility (PCLF)
연구활동을 들 수 있다. PCLF는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부사업들을 선별하고 각각의 추진방법과 시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한 연구활동이다. 즉, 일종의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와
그에 맞춘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활동인 셈이다.
이러한 FPCL의 연구활동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연구/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문헌조사에 의존한 기존
의 연구조사 형식에서 탈피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드러나는 이슈들을 정
리하고 이를 장기적 마을개선전략에 반영하는 참여형 연구조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FPCL의 마을 연구/조사활동은 크라우드 펀딩
이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업자금 모금 과정을 통해 보다 극대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3-2.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2015년 단기 사업으로 시작된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는 Friend of
Peckham Coal Line(FPCL)이라는 지역기반의 주민모임 조직되면서 중장기
사업으로 발전하게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FPCL이 중심이 되어 매년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Peckham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을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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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Grow the Line은 버려지거나 이용빈도가 낮은 철도부지에 나무
를 심거나 화분을 옮겨 놓으면서 공원화하는 활동이다. 지자체의 사전 허
가 하에 마을공원에 관심이 많은 마을 주민들이 지역 상인들과 함께 다양
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철길을 따라 심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주민
들은 서로 모여서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
을 수도 있다.

그림 4. Grow the Line 활동의 모습. (출처: : FPCL, 2018)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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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PCL은 주변 15여개의 초/중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적으로
학생 참여형 워크샵을 운영한다. 본 워크샵에서는 사진과 모형 등을 활용
하여 Peckham Coal Line의 발전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생들은
퀴즈형식을 통해 그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렇게 수
집된 학생들의 의견들은 추후 FPCL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즉, 기존 도시설계/계획단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어린이들의 시각
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Figure 5. FPCL의 초등학생 워크샵 모습. (출처: FPC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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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은 다양한

마을활동을 통해

Peckham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주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크고 작은 행동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준
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정부나 정부기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FPCL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통제나 간
섭보다는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주민사이에 분산되어 있던 로컬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재생과정에 적용시키려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해나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3-3.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지난 3년간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성과 중 하나는 지속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한 도시개발 환경을 조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초반
에만 단발성으로 주민모임을 추진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간
내내 주민 소모임을 장려하고 이를 소규모 사업으로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
로 추진해나가면서 가능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그림
6.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변화.

(출처: FPC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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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주민 참여형 소규모 마을활동들을 프로젝트 기간 내
내 진행하면서 Peckham Coal Line의 중장기 로드맵도 자연스럽게 완성되었
다. 중장기 로드맵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Peckham 내에 지리적으로 단
절되었던 지역 사이에 연결통로들을 복원시키고 그 이후 2023년까지는 철
길을 따라 버려지거나 이용빈도가 낮은 부지들의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그
리고 2023년 이후에는 Peck Rye 역사를 중심으로 옛 석탄 야적장을 마을복
합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즉, 마을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시설들(연계통로, 소광장, 공원 등)을 우선 구축하고 그 이후 주요 건축사
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그림 7. Peckham Coal Line의 중장기 로드맵. (출처: FPC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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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Peckham Coal Line의 중장기 로드맵은 지자체의 지
역개발계획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Southwark 구청이
2018년 새롭게 발간한 지역개발계획서의 45항(The New Southwark Plan:
Section DM45)을 살펴보면 ‘Low Line’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다
(Southwark, 2018). ‘Low Line’은 지상철을 따라 이어지는 철로하부 공
간 (철도갓길, 터널 등)으로 Southwark 구청에서는 ‘Low Line’을 중심으
로 다양한 방식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림 8. The New Southwark Plan에 포함된 Peckham Coal Line.
(출처: Southwark Counc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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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이 주도가 되어 완성한 Peckham Coal Line의 중장기 로드맵이 공
공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Southwark 지역개발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 것이다. 공공의 지원 이외에도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으로 부터 추가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며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Arup이나 Rider Levett Bucknall 등의 기업들이
PCLF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산산출과 계획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도 하고 소규모 마을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해주면서 PCLF가 좀 더 다
양한 형태의 후원 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성과인 것이다.
이렇게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도 함께 이끌어내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중요
한 점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로드맵을 지자체의 지역개발계획에 공식 포함시켜 공공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도시를 개발하는 기존의 방식, 즉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Managerialism)
또는 시장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방식(Entrepreneurialism) 모두 짧은 기간
내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개발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들은 지역민들에게는 환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MCCP)은 이러한 불합리
한 도시개발방식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논리가 그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즉, 소수의 행정관료나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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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기존 오프라인 플랫폼에 참
석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문제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대중과의 세밀한 교감
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런던에서도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은 여전히 시장경제의 논리가 우선
되는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비해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통한
도시개선사업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 크라우드 펀딩 방식은 ‘합리
적인 마을의 힘’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분산되어 있는 주
민들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발전시킨 이 ‘합
리적인 마을의 힘’은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의 단편적 시도를 넘어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향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의 움직임으로 성
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크라우드 펀드로 시작된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가 지자체의 지역개발계획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 펀딩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합리적
인 마을의 힘’즉, 마을의 집단지성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런던시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은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마을의 힘’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지역 공동체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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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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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kham Coal Line 크라우드 펀딩 모금 실제화면 (출처: Space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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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 참고 영상 (출처: YouTube)
(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ck6_CQQ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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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q0NSIktp2No&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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