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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총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 상의 문제들을 종합 으로 진단하고, 역화ㆍ

분권화된 서울에 합한 새로운 계획체계(planning system)와 운 방식(planning process)

을 모색하기 해 시작되었다.

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 처해 있다. 먼 , 서울은 

인구 1,000만에 이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 도시이다. 서울의 통근권과 생활권은 경

기ㆍ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 되는 등 역화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25개 

자치구는 마다의 요구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1,000만 거 도시 서울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만으

로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단계의 계획체계를 도입하는 등 서울의 변화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가 필요한 시 이다.

1,000만 도시 서울의 변화를 리할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필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인구 1,000만의 거 한 기성시가지이다.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2,500만 역경제권의 심도시이다. 다른 한편, 서울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25개 기 자치단체가 있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은 재개발사업과 규모 고층 개발 등 개발 논리에 려 계획

인 기능 배분, 측가능한 정비 등 본래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인구 1,000만

의 거 도시 서울을 다른 소 도시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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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만으로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2009년 국토법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한 승인(확정)권이 역  특별 자치단

체장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에 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 된 것을 계기로, 서울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 운 방식의 개선 필요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

획 등의 법정 계획과 여타 비법정 계획들의 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교통ㆍ공원녹지ㆍ경 ㆍ환경 등 부문별(국실별) 계획들 간 연계성

(linkage)과 정합성(coordination)을 확보하는 것 한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국실별) 계획들 간 상호 검토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선 시정의 주요 정책들을 계획 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에 한 모니터링과 상시 계획체계 구축 필요

재 서울에는 도시의 변화 추세를 지속 으로 진단하거나 기본계획의 실  여부를 모

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이슈

들에 해 계획 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 할 수 있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과 시민의견 수렴을 한 다양한 의사소통

의 통로를 마련하는 등 상시 인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주제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 상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련된 

이슈(4개)와 계획수립 과정에 련된 이슈(3개) 등 모두 7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연구원 내

외 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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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계획체계 개선을 한 이슈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도시권의 역화에 한 계획  응이다. 서울의 통근권이 반경 40km권

까지 확 되는 등 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시권 차원에서의 계획  응

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과 운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기본계

획과 도시 리계획 사이의 간격을 보완하는 간단계의 도시계획을 도입하여 운 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부문별(국실별) 계획들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ㆍ운 되고 있

으므로, 정합성 확보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개선하기 한 이슈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합의 도출을 한 공론화  시의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도시계획 심의과정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에 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한 상

시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한 연구원 내부  외부 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서울형 도

시계획체계  수립과정의 구축을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그림 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방법  진행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계획수립 과정과 련된 다양한 이슈를 설정하고, 

2주마다 1회씩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10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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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된 이래 2011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 으며, 내부 종

합토론과 문가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세미나를 개최하 다. 특히, 연구과제의 

특성상 학계와 실무자, 시 공무원들과의 공감  형성을 해 연구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

라 외부 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해 총 10명의 연구원 내부 발표자와 4명의 외부 문가, 그리고 10여 명의 외부 

토론자를 청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 으며, 발표된 원고와 토의내용을 토 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다. 주제별 발표순서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발표주제  추진일정

총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한 시론

제1부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운 개선 방안

1차 서울의 도시계획 운 실태와 개선과제 2010.11.18

2차 도시 리계획의 역할과 내용 재정립 2010.11.26

3차 도시 련 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2010.12.22

4차 권역별 계획의 운 경험과 개선과제 2011. 1.13

5차 역화에 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2011. 1.27

제2부 계획수립과정의 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6차 시민소통  의견수렴을 한 개선과제 2011. 2.10

7차 도시계획 원회 심의제도  운  개선방향 2011. 2.24

8차 서울 도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2011 .3.10

종합 토론

9차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내부 토의 2011. 3.22

10차 문가 간담회 2011. 4.14

<그림 2>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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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이 연구에서는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와 계획수립 과정을 개선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개

선방향을 제안하 다.

먼 , 서울의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해 1) 역화에 응한 서울 도시권 차

원의 계획 수립, 2) 도시기본계획의 상  역할 재정립, 3) 도시 리계획의 계획기능 강

화, 4) 간단계 계획으로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활용 등을 제안하 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신  개선을 해 5)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 확  

 시민소통의 강화, 6) 시의회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 개선, 7) 도시계획 모니터링  

계획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 다.

    
<그림 3>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1)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 수립

1990년  이후 서울의 인구, 토지이용, 통행패턴과 주요 발 축들은 서울의 시 경계를 

넘어 경기ㆍ인천 등 서울 도시권 차원으로 역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행정구역을 

넘는 도시권 차원의 이슈에 한 도시계획  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서울 도시권 차원의 실질

인 통근권을 토 로 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역 교통  인 라, 규모 개발  주택공

, 공공기  이  등과 같이 공동 응이 필요한 이슈를 심으로 역 도시계획을 수립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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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심지체계와 공간구조도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도권 차원에서 재정립하

여 상호 연계  기능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도시권 차원의 역 의체를 구성

하는 등 력 인 계획수립  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 으로 수도권의 공공기  이  등 여건 변화에 비하여 행 수도권 정비

계획의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역도시계획과 통합하여 서울 도시권 성장 리계획으로 

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서 정한 법정 최상  공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시에는 시정운 계획과 국실별 계획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먼

, 공론화와 시민 합의에 기 하여 존 받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을 공개하고, 범 한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합의하는 서울의 미래상과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제시하

는 것이 요하다.

더불어,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을 비롯한 련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

이 필요하다. 장기 종합계획  성격을 갖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정계획이 가지고 있

는 략계획  요소  산과의 연계방안 등을 보완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여타 부문별

(국실별) 계획 수립 시 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한 문 이고 상시 인 검토와 조정 과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간 상호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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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의 계획기능 강화

행 서울시 도시 리계획은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 계획 등의 결정(변경)이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서와 도면 주로 운 되고 있어 체 인 계획의 타당성

이나 정당성을 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도시 리계획의 계획기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즉, 서울의 도시 리 목표와 원칙, 기  등을 제시하는 ‘총론(총 계획서)’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리계획 총론에서는 용도별ㆍ생활권별 토지이용 총량 추정과 

잠재 인 용도지역 변경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별 으로 운 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계획 등 도시

리 수단에 한 통합 인 운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도시관리계획의 계획기능 강화(안)

4)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활용

서울시는 1994년 지방자치제 시행을 후하여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용한 

경험이 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다양한 계획 

수요와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7년에 수립된 2011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토 로 지역별 안과 계획과제를 악하 다. 런던과 도쿄 등 외국의 도시에서도 시 차원

의 기본계획과 자치구 차원의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운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사이의 넓은 간극을 보완하는 간 단계 

계획으로 ‘자치구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 으로는 비법정계

획으로 운용하고, 장기 으로 법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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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자치구 기본계획과 함께  다른 간단계 계획으로 ‘특정지역 발 계획’

이 필요하다. 특정지역 발 계획이란 서울  지역이 아니라 특정 사안과 이슈가 있는 지

역을 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컨 , 심지 육성계획, 공업지역 종합 리계

획 등과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 으로 육성ㆍ 리해야 하는 특정 지역에 한 종합

인 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역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략(정책)계획  성격을 강화하되,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역자치단체 간에 력 인 계획체계와 내실있는 공론화 등 계획과정의 개선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간극을 보완하는 간단계 계획으로, 생활

권 차원의 ‘자치구 기본계획’과 심지 육성을 한 ‘특정지역 발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한다. 한, 도시 리계획의 계획기능을 강화하기 해서는 도시 리의 목표와 원

칙, 기  등을 제시하는 ‘총론’ 부분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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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통한 서울시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

5)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은 형식 이고 사후 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 도시계획 련정보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도시계

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수 이며, 시민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기 한 공

공의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 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도시계획 정보

를 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 공청회, 공람 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민 모니터, 간담회, 설명회, 

주민 의회 등 계획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참여방법을 발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기본계획, 지구단 계획 등 법정 계획에 해서는 계획(안)의 조기 공개  

상시 의견수렴, 공청회(설명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내실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6) 시의회 역할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서울시 의회는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원회는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을 결정 여부를 단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행 도시계획 운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제한 이며, 도시계획 원회는 폐쇄 으로 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시의회의 소 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문인력을 보강하여 도

시계획에 한 의회의 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법상 특별시의 경우, 시장

이 입안하고 결정(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해서는 시의회의 내실있는 검

토과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도시계획 원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안건에 한 개별 인 심의 외에, 사 검토

회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의 장기비 과 목표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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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한다. 장기 으로는 도시계획 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공개 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모니터링 및 상시 계획 시스템  구축

서울의  도시계획 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하나는 도시의 변화 동향을 정

기 으로 악하거나 수립된 계획과 정책의 실  정도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이에 따라 역동 으로 변화하는 서울에서 사회경제

ㆍ물리 ㆍ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해 체계 이고 일 성있는 응이 어려운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서울 도시 모니터링  상시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서울 도시 모니터링은 ① 서울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환경에 

한 변화 동향, ②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의 추진동향, 그리고 ③ 세계 도시

와의 비교분석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후속계획에 반 하는 

등 상시 인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서울 도시 모니터링 및 상시 계획체계(안)

이를 해서는 련법 혹은 조례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이 필

요하다. 특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모니터링 담 ’을 설치하여 서울시와의 긴 한 

력하에 연차별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토록 함으로써, 서울의 변화에 한 지속 인 진단

과 시의성있는 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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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 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은 시론 인 수 이며, 앞으로의 논의

를 통해 구체화하거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문제와 쟁 들

은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 방식을 개선하는 출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구체 인 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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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양재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장하 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심은 단연 서울이었다. 그러나 유래없이 격한 도시의 성장

은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면 철거재개발과 규모 개발이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도시 

토지의 합리  이용과 조정, 개발과 보 의 조화 등 도시계획의 본래 역할은 뒷 으로 

려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도시계획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고

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역화와 도시권 심의 경쟁 심화, 시민의식의 성숙과 시민참

여 확  요구, 그리고 기후변화 등 내외  이슈들은 서울의 도시계획에 새로운 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역동 인 변화를 계획 으로 리하기 해서는 여건 변화에 능동

이고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체계가 필요하다. 서울 도시계획의 주소를 종

합 으로 진단ㆍ평가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와 서울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

해 나가야 한다.

이 에서는 서울 도시계획체계의 운용실태와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과제에 해 논

의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의 도시계획이 어떤 체계로 운 되고 있는지, 도시기본계획과 

리계획의 운 실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 상의 문제 을 

검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시사 을 검토한다. 이를 토 로, 서울의 도시계

획체계를 개선하기 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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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와 운용실태

서울은 이른바 ‘계획의 홍수시 ’에 있다고 할 만하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수직 으로 

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 리계획-건축행 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

시기본계획의 상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과 역도시계획 등이 있지

만, 서울의 미래상과 장기 발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  법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다. 그 

아래 도시 리계획과 지구단 계획, 그리고 개별 건축행 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수평 으로 보면,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종합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진법에 근거한 교통정비 기계

획 등 다양한 부문별 법정계획들이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계획 외에 비 법

정계획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 계획과 권역별 발 계획, 서울 디자인 기본계

획 등 각종 계획이 국실별로 수립되어 운 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2011

<그림 1-1>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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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은 상 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과 역도시계획 등의 지침을 수용하고, 하

계획인 도시 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시기본계

획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 계획 등 도시 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 과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 행 는 도시 리

계획을 통해 결정된 계획틀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행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 그리고 각종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행법상 도시의 물리  환경에 한 기본틀과 방

향을 제시하고,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은 각각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집행계획

계획목표
기본적 공간구상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

구체적인 개발절차 및 
규제지침 제시

사업의 집행

계획내용 물적ㆍ비물적 측면 종합 물적 측면 특정사업의 시행

법적 구속력 공무원 시민 시민

목표연도 20년(5년 단위 재정비) 10년 (5년 단위 재정비) -

계획입안 특별시장 구청장 사업시행자

계획승인 특별시장 특별시장 구청장

시민참여 공청회 공람 공람, 직접 참여

Scale 1/25,000, 1/50,000 1/1,000, 1/5,000 1/1,000, 1/5,000

<표 1-1> 도시계획의 개념 비교

2.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활용 실태1)

업무수행  도시기본계획 검토 여부

서울시 업무수행과 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해 서울시 

공무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최근 4~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

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거나 검토한 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가의 69.5%, 공

1)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는 일환으로 2009년 11월 부터 3주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미디어리서치 주 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도시분야 문가(200명)와 서울시 5  이상 

공무원(24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웹 메일링 방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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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의 56.3%가 자주 혹은 가끔 검토한다고 응답하 다. 즉, 문가의 2/3, 공무원의 

반 이상이 련 업무 수행 시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문
귀 하 께 서 는 최 근 4~5년 간 귀 하 의 연 구 와 업 무 를 수 행 하 면 서 「 202 0 서 울 시 도 시 기 본 계

획 」 을 참 조 하 거 나 검 토 해 보 신 적 이 있 으 십 니 까 ?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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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2011

<그림 1-2>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참조 및 검토 경험

정책결정 시 도시기본계획 활용 여부

다음으로, 도시계획 련 업무수행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결정 시에는 제 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요 계획과 정책

을 결정할 때,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활용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문가의 36.5%와 공무원의 24.6%는 도시기본계획이 잘 혹은  활용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결과 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의 주요 계획  정책결정 시 활용되는 비

율은 상 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귀하께서는 「202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서울의 주요 계획과 정책을 결정 할 때, 얼마

나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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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2011

<그림 1-3>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활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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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

한편, 서울시 주요 정책결정 시 도시기본계획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문가(69.9%)와 공무원들(61.0%) 모두 ‘도시기본계획보다 민선시정의 비 과 목표가 

우선하기 때문에’를 1순 로 꼽았다. 공무원들의 경우 2순 로 ‘기본계획보다 해당 국실

의 장단기 계획이 우선하기 때문’(40.7%)을 들고 있고, 3순 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지침과 가이드라인 성격이 약해서’(32.2%)를 선택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지침  성격이 약한 상태에서, 민선 시정계획과 국실별 계획이 도

시기본계획에 우선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주요 계획과 정책 결정 시 잘 활용되고 있지 않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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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2011

<그림 1-4> 도시기본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2가지 선택)

2.2 서울시 도시계획의 운용 실태

용도지역 변경 건수(1990~2009년) 

그 다면, 서울의 도시계획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용도지역 변경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서울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연평균 60건이 

이루어졌다. 용도지역 변경 건수는 2000년  들어 늘어났는데, 2005∼2008년에는 연평

균 100건 이상이었고, 2007∼2008년에는 연평균 170건 이상 변경되기도 하 다. 이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용도지역 변경 건수가 증가했고, 마곡 등 도시개발사업과 뉴타운ㆍ

균 ㆍ재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동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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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대장 자료(2010년 기준)

<그림 1-5> 연도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경향(2001~2010년)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 내 종 간 상향 조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해 일반주거지

역의 종을 상향 조정(2종7층→2종12층 13.2%, 2종7층→3종 6.1%, 2종12층→3종 

5.5%)하는 것이 주된 용도지역 변경 유형으로 나타났다.

순위 변경 전 변경 후 건수 비율(%)

1 제2종7층일반주거 제2종12층일반주거 126 13.2

2 제2종7층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58 6.1

3 제2종12층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52 5.5

4 제1종일반주거 제2종12층일반주거 51 5.4

5 제3종일반주거 제2종12층일반주거 48 5.0

6 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37 3.9

7 일반주거 준주거 37 3.9

8 제1종일반주거 제2종7층일반주거 32 3.4

9 일반주거 제2종7층일반주거 29 3.0

10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26 2.7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대장 자료(2010년 기준)

<표 1-2> 용도지역 변경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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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사유(2001~2010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를 보면, 주택재개발이 233건(24.5%)

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구단 계획 196건(20.6%), 재정비 진사업이 96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재개발 련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 진사업 

등)이 체 용도지역 변경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련 정비사업과 련하여 용도

지역 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대장 자료(2010년 기준)

<그림 1-6> 용도지역 변경사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최상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련 정책결정 시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한 정책결정에는 시정계

획과 국실별 계획이 우선시되고 있다. 각종 부문별 계획과 국실별 계획을 연계ㆍ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어,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서울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의 종 상향 조정이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뉴타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택 련 정비사업으로 인해 종 상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지구단 계획 등의 

도시 리계획이 개별 으로 결정되어 운 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 으

로 검토할 수 있는 원칙과 기 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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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미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방법

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정책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약하고, 주요 정책결정 

시에는 기본계획보다 민선 시정계획과 국실별 계획이 우선시되고 있다. 한 조직 계상 

여타 국실과 같은 계의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  계획으로서 다른 부서의 계획들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런던은 시 업무를 총 하는 Greater London Authority 

(GLA)가 런던 랜을, 뉴욕은 시장실 내 Office of Long-term Planning & Sustain- 

ability(OLTPS)가 PlaNYC를 주도 으로 수립하 다. 한 베를린과 도쿄의 경우, 도

시계획 련 업무를 총 하는 도시발 국과 도시지역정비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터넷 매체, 공청회와 간담회 등 내실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ㆍ반 하는 등 시민 합의에 기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1-7> 세계 주요 대도시 도시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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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역할

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이슈 심의 략계획보다 종합계획 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부문별 계획  국실별 계획에 명확한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의 입안과 집행 시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유기 이고 통합 으로 운 하기 한 시스템 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런던 랜은 하  자치구 계획에 한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컨 , 자치구에서 주택공  시 그린벨트, 외곽 녹지, 역

사자원 보  등의 정책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그림 1-8> 상단), 역사문화

자원 보존 시 해당 역사자원의 이해에 기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8> 하단).

<그림 1-8> 런던플랜의 지침제시 사례 

2) 기초 및 중간단위 공간계획의 부재

간단  권역별 계획 필요2)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계획의 공간  범 와 성격에 따라 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

획-도시 리계획의 계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념 이고 추상 인 표  스 일

(1/25,000-1/50,000)에 그쳐 도시 리계획처럼 구체 인 스 일(1/1,000-1/5,000)

로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지는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구 1,000만의 거 도시 서울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직면한 문제들도 다르기 때

2) 양재섭, 201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체계속의 건축”, ｢건축과 사회｣, pp.38-46; 서울특별시, 2007a,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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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률 인 계획이나 정책만으로는 지역발 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

구, 고용,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 생활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 한 특

성화된 발 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이를 권역ㆍ자치구 등으로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지  주거지 등의 종합 인 정비ㆍ 리를 한 간단계의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짜임새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 단  자치구 기본계획 필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서울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운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당  의도와는 달리, 자치구별 상업지역 용도변경, 각종 민원 해결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1990년  후반 자치구 기본계획은 폐지되었다.

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16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발 구상 등을 임의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 발 을 한 공간계획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의 공약과 시책을 

심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치구 단 의 각종 개발  정비사업들을 합리 으로 

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서울특별시, 2007a).

자치구는 도시계획 수립의 기  행정단 이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ㆍ종합  

행정의 추진을 한 토 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 기존 도

시계획의 하향식 계획과정에 상향식 계획과정을 목시켜 도시계획을 지역별로 구체화하

고, 주요 안들에 해 응 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

획은 자치구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계획에 반 하는 장 심의 계획을 실

하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사례 1: 런던의 권역별 계획의 수립과 운 3)

2004년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런던의 도시계획체계는 런던 계획

(London Plan)- 권역별 계획(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SRDF)- 자치

구 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 LDFs)의 3단계로 운 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2007b,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외국의 도시계획체계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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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2007a

<그림 1-9> 런던의 도시계획체계와 권역별 계획

이  권역별 계획(SRDF)은 런던 계획이 지향하는 통합 이고 다핵 심의 개발 략을 

구체화하면서, 자치구와 연계된 도시계획 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권역별 계

획은 비법정계획이지만, 런던 계획에서 제시된 권역의 략  목표와 주요 안별 실행지

침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치구 계획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권역별 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닌 목표를 명확히 하는 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 자치구와의 효율 인 연계를 한 략 ㆍ실행지침 심의 계획으로, 자치구 계획

(LDFs)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권역의 안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GLA, 2004

<그림 1-10> 런던의 5개 권역 구분과 권역별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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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베를린의 권역별 계획의 수립과 운

베를린의 법정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FNP)-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BEP)-지

구상세계획(B-Plan)의 3단계로 되어 있다. 토지이용(FNP)이 베를린시의 도시기본계

획이라면, 생활권계획(BEP)은 개발 자치구(Bezirk)를 4~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구체 인 공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권역계획(Planwerke)은 베를린시 체가 아니라 략 으로 필요한 지역에 수

립되는 비법정 간단계 계획이다. 해당 권역의 도시개발과 재생, 도시설계와 리 등에 

한 계획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 베를린시에는 도심부, 동북권, 

동남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에 략계획  성격의 권역계획이 운 되고 있다.

출처: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planwerke/

<그림 1-11> 베를린의 권역별 계획 사례

사례 3: 도쿄의 자치구 계획 수립과 운 4)

일본에서는 199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마스터 랜이 법

정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도 내 자치구도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종합 인 에서 자치

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쿄도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은 

도쿄 23구를 포함하는 역차원의 포 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치구 계획은 역

계획의 큰 흐름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보다 구체 이고 세부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쿄도 23구의 북서쪽에 치하는 네리마(練馬)구의 경우,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상

4) 서울특별시, 2007b,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외국의 도시계획체계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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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본이념과 과제를 바탕으로 미래의 도시상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상, 

토지이용  장래 도시구조와 이를 구체화시킨 지역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미

래상에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녹지보 ,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가로망과 거 들의 계획방

향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마치즈쿠리 간담

회, 지역간담회, 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력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출처: 練馬区, 2001

<그림 1-12>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3)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 문제

부문별  국실별 계획들의 수립과 운 에 따른 혼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 최상  도시계

획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이 단독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련 

부서와의 의･조정  국실별 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 서울시에는 각종 국실별 계획들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  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으로 수립되는 계획 내용  도시계획과 련된 내용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

능이 없어 상 계가 불명확하고, 부문 계획들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결과 으로, 개별법에 근거한 도시계획  정비사업계획들에 의해 수많은 구역들

이 지정되어 개별 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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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현행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결정 현황

사례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들 간 계 설정

재 서울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이외에도 각종 부문별 법정계획  국실

별 계획들이 수립ㆍ운 되고 있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부문별 법정계획에는 주

택종합계획(주택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경 계획

(경 법) 등이 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과의 계를 법 규정을 통해 살펴보면(<표 1-3> 

참조), 그 계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 경우(공원녹지기본계획, 경 계획, 도시교통정

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도 있지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역건축기본계획과 같이 도시기본계획과의 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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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관련성 법 관련 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법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조화, 연계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함
수도법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 규정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법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건축기본법 광역건축기본계획

<표 1-3>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법정 기본계획들 간의 관계

사례 2: 뉴욕 PlaNYC의 통합 인 정책 운용시스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뉴욕시 도시기본계획인 PlaNYC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

기 해 토지이용, 물, 교통, 에 지, 공기, 기후변화 등 6가지 핵심이슈를 설정하고,  

이슈별로 세부 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해 10개 목표와 부문별 세부 략을 연

계하여 상호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문별 략과 목표 간 정합성

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의 10개 목표  주거분야에서는 “ 교통 심의 개발 지향”이라는 세부

략을 통해 주택공 의 확 를 오 스페이스 확보, 교통혼잡의 완화, 기질 개선 등과 연

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The City of New York, 2007

<그림 1-14> 뉴욕 PlaNYC의 부문별 정책 간 통합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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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시민참여 미흡 

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방법

행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참여  소통을 한 방안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후 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부분이다. 2020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미래상 공모, 인터넷 홈페이지 

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 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되지 못

하고 일시 인 이벤트에 그친 경향이 있다.

향후 서울의 도시계획에서는 인구, 산업, 토지이용, 건축물, 환경 등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자료와 이에 근거한 분석, 정례 인 시민 의견수렴과 소통을 한 제도  장치를 마

련하여 계획수립에 반 하는 개방  계획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례: 시카고의 시민소통을 통한 계획수립

미국 시카고에서는 2007년에 시작하여 2010년 10월에 완료된 도시권 장기종합계

획 ‘GO TO 2040’를 수립하면서 계획과정 반을 통해 문가가 아닌 시민 개개인이 지

역의 미래상을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가 아닌 양방향 참여 

 소통을 통해 시민참여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는 크게 1) Visit 2040, 2) Invent 2040, 3) Compare 2040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Visit 2040은 재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경우, 시카고 도시권의 

개발형태와 교통패턴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동 상으로 보여 다.

한, Invent 2040은 인터넷 화면에서 6개의 변수(개발 도, 개발 치, 도로교통, 

교통체계, 교통정책, 자원정책)와 하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 향이 8개 부문(토

지이용, 단독주택수, 개인통행수단, 통근시간, 에 지 이용, 물 사용량, 정부지출, 그리고 

가계지출)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다.

Compare 2040은 Invent 2040에서 선택한 결과를 토 로 작성한 시나리오가 4개

의 기  시나리오(보존, 재투자, 신, 재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어떤 쪽에 가까운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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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map.metroquest.com/landingpage.html

<그림 1-15> 시카고 GO TO 2040의 시민참여 방안

5)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부재

도시계획의 기본지표 설정과 평가체계 황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와 진척 상황을 정기 으로 검하여 계획 목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계획 수립과 집

행에서 필수 인 과정이다.

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 되고 있는지를 지속 이고 체계 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변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주택, 산업,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이슈에도 체계 으로 응하면서 정책을 일 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96개에 달하는 정책지표를 제시하 으나, 이 

지표들의 측정과 평가 방법 등에 한 후속 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본

계획의 실 여부에 한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방향을 

망하고, 후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 도시계획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34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사례 1: 뉴욕시 부문별 정책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뉴욕시는 시장 직속 부서인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 

(OLTPS)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PlaNYC를 수립하고 있다. 한 계획의 추진상황

과 목표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여 2007년 PlaNYC가 수립된 이후 

매년 모니터링 리포트(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들은 PlaNYC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시민 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 리포트에는 PlaNYC에서 명시한 토지이용, 교통, 에 지, 기질, 수자원, 기

후변화 등 6개 주요 부문, 9개 소부문과 10개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가 담겨 있다. 특히, 모니터링의 결과들

은 2011년(매 4년) 재수립되는 PlaNYC에 반 하여 계획목표  시책을 재설정하는데 

활용되며, 연차별 보고서 외에 부문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PlaNYC의 진행 상황을 

이슈별로 검하는 데 활용된다.

핵심이슈 목 표 평가지표

토지
(Land)

주 거
100만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저렴한 주택의 
확보

주택공급량
주택 구입능력
지속가능성

오픈스페이스
도보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공급

가까운 공원까지의 거리

브라운필드 뉴욕시내의 모든 공장 오염부지의 정화
브라운필드의 개수
정부 정책에 의해 정화된 부지의 수

물
(Water)

수 질
하천의 90% 이상이 여가용도로 사용될 정도
의 수질 확보

용존산소량
대장균수 (Facal Coliform)

Water
Network

물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 교
체 및 지원시스템 개발

음용수 수질
음용수 소비량 

출처: The City of New York, 2007 일부내용 발췌

<표 1-4> 뉴욕시 PlaNYC의 핵심이슈,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일부)

사례 2: 런던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평가  상시계획 체계 구축

런던 랜에서는 계획의 실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모니

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는 GLA(Greater 

London Authority) 산하에 설립된 연차별 모니터링 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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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ondon Plan, 2004 재구성

<그림 1-16> 런던플랜의 목표와 성과지표 (일부)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는 런던 랜에서 설정한 도

시계획 략들의 진행 상황, 주요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부문별로 설정한 25개 성과지표

에 한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런던의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세 의 

변화, 주택 유형  가격, 심지의 고용 정도 등 핵심 이슈에 해서는 별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상시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런던 랜의 부문별 성과지표에 한 모니터링 결과는 런던 랜의 보완과 수정을 한 

논의를 유도하고, 다음 연도에 설정된 략  목표의 우선순 를 결정하며, 후속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로 활용된다.

4.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 및 과제

1)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도시기본계획의 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 , 도시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서울의 비 과 장래 목표를 시민

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알리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

렴함으로써 공감 를 형성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시 

내부에도 도시계획국을 심으로 련 국실들을 포함하는 의체 형태의 담 을 구성

하여 련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 리계획의 경우에는 개별 리계획을 종합하는 계획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행 도시 리계획에 도시 리의 목표, 원칙  기 을 제시하는 총론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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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총론에서는 개별 으로 운 되는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

설, 정비사업계획 등 도시 리 수단을 통합 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기초 및 중간단계 공간계획의 적극적 활용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5개 권역별 발 계획을 수립하 으나, 지역여

건을 반 한 특성화된 발 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

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권역별 발 계획-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3단계

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권역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들을 지역별로 

실 하기 한 략계획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시 리계획과 각종 사업에 해 방향을 제

시하며,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 검토의 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별 주요 안들에 한 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

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에 반 하는 장 심의 계획을 실 하기 해서 필요하다. 

향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모든 자치구가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

가 유도ㆍ 리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의 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자치구 발 계획 수립을 해 서울시가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극 으로 지

원하고 리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간 정합성 확보

서울시에는 각종 국실별 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  운 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과 부문별 계획들 간 련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들 간의 선후 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  운 상의 일

성을 확보하기 해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국실)

별 계획 간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계획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시민참여와 모니터링 확대

행 도시계획의 수립  운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사후 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획 수립 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의 수립  운 과정 반에 걸쳐 다양하고 지속 인 시민참여의 장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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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소통하며 합의하는 계획과정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도시계획 련정보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

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도시계획에 한 지속 인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발 과 변화를 

평가하고, 후속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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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관리계획의 역할과 내용 

재정립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도시 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ㆍ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 계획 등에 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다. 도시 리계획은 국토법상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구성하

는 기둥이며, 개별 필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행 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도시 리계획이라는 명칭은 2002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정 시 처음 

쓰 지만, 서울의 도시 리계획은 1962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과 1934년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도시 리계획은 국토법 이후 9

년, 도시계획법 이후 49년 동안 서울시가 경험한 도시 변화를 규율해 온 셈이다.

도시 리계획을 수립ㆍ운용해 오는 동안 서울에서는 상당한 제도상의 변화가 있었다. 

2002년 국토법 제정 이후만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비롯하여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200곳 이상에서 지구단 계획이 수립되었다. 재개발ㆍ재건

축, 뉴타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도시 리계획이 서

울시 도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재 서울시의 모습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에서는 서울시의 도시 리계획 운용의 실제에 천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직면할 서울시 도시 리의 도 을 살펴, 도시 리계획의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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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도시관리계획 운용상의 문제 

1)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땜질식 운용

국토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 리계획을 서울시가 10년째 재정

비하지 않고 운용해 왔다는 평가는 하지 않다. 도시 리계획 재정비는 아니지만, 도

시 리계획에 해당하는 련 계획과 용역들을 꾸 히 시행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 해 왔

기 때문이다.

구분 관련 계획 연구

용도지역/지구/구역

- 서울 도시계획재정비(용도지역 세분화, 1998)
- 전용주거지역 조정계획(1995, 2004)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구 중심, 2010)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종합운영계획(200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수립기준(2010)

정비사업계획
-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기본계획(2004,2006)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0)

도시계획시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2007)

<표 2-1> 개별 도시관리계획별 관련 계획 및 연구

문제는 이러한 도시 리계획을 부문별로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법령에 따라 종합  

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이다. 법령이 정한 도시 리계획 결정 차나 그에 하

는 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 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물은 차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법정 행정계

획으로 활용되었다. 컨 , 지구단 계획 종합운 계획(2006)의 성과물은 련 정책으

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 특정 부문의 도시 리계획이 타 부문의 도시 리계획과 긴 하게 연결되어 검토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기본계획은 용도지역 상 용 률에도 불구

하고 종 상향을 제로 별도의 용 률 체계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도시 리계획을 땜질식으로 운용해 왔다는 비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도시 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 방 한 분량의 도시 리계획

을 차근차근 재정비해 가기 해 미리 정한 로드맵에 따라 매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근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법 규정 이상의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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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서울에서 도시 리계획을 종합 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 에, 5년마다 재정비 규정을 삭제하는 국토법 개정 논의는 난센스다.

2) 느슨한 규제, 경직된 운용

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12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 국토법은 이들 건축

물의 용도를 28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 여부를 제한하고 있다. 

상세한 건축법상 분류에도 불구하고, 국토법은 이를 28가지로 통합하여 리하고 있는데

다, 같은 건축물 용도라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 작은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다). 안타까운 은 이러한 분류조

차 용도지역별로 차별성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용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를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허용용도 차이는 안마시술소와 같은 숙박/ 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이다.

 <표 2-2> 서울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현황 

도시 리계획을 통한 용도규제의 소극성은 지구단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단

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의 도입을 지할 수 있으며, 특정 용도

를 지정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행 지구단 계획에서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거나 

불허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권장한 사례 한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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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용도지역별 순용적률

용도지역별 규제의 주요한 차이는 오히려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도에서 나타난다. 일

반상업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3배에 달하는 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용도’

지역이 아니라 ‘ 도’지역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다.

도시 리계획을 통한 도규제가 용도지역제의 근간이라는 을 실로 받아들인다 하

더라도, 용 률 규제의 성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별 용

률 규제치와 실제 평균 순용 률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서울시 상업지역의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용 률이 800%로 규제되고 있지만, 일반상업지

역의 실제 평균 순용 률은 약 466%로 규제치의 1/2 정도밖에 달성되지 않고 있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 률이 200%로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순용 률은 

170%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이 용 률 규제치와 달성치의 

격차가 큰 것은 용도지역 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최고 도의 용도를 기

으로 규제치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규모 업무용 건물의 도를 

기 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 률 규제

치를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건물이 들

어서지 않는 다수의 일반상업지역에

서도 비 실 일 만큼 높은 용 률 규제

를 용하고 있는 것이다.

용도지역 간 건축물 용도 규제가 

동소이하고, 용 률 규제치와 실제 달

성한 순용 률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행 용도지역제로는 토지이용을 효과 으로 제어

하기는 어렵다. 차별 인 용도제어가 거의 불가능하거니와, 도규제 이하의 용 률을 갖

는 토지  건축물이 상당수이므로, 도규제는 일부 토지에서만 유효하다. 용도지역이라

는 평면  규제장치로는 3차원  토지이용을 가늠하기도, 제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실

제 토지이용 리에서 용도지역제가 무용하다는 지 은 이러한 에 기인한다.

한편, 느슨한 용도지역별 규제와는 조 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꽤나 까다롭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서울의 용도지역 변경 내역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상

업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은 체 변경 건수의 약 20%에 불과하다. 2001년 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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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용도지역 련 민원 348건  단 7건 (2%)만이 정 으로 반 되었다. 이는 민원인

들의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탓도 있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한 공공의 경직된 입

장 탓이기도 하다.

<그림 2-2> 용도지역 간 변경현황 <그림 2-3> 용도지역 민원반영결과 

이토록 경직되게 용도지역을 운용하는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용도지역 변경

은 1,000건에 육박한다. 2001~2010년 용도지역 변경을 살펴보면, 지구단 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사업이 체의 84%를 차지하며, 특히 정비사업이 37%에 달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도시계획사업을 계기로 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2-4> 용도지역 변경현황(면적, 2001~2010년) <그림 2-5> 용도지역 변경현황(건수, 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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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에 한 공공의 보수 인 태도는 과도한 우발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계획 당국의 료  행태 한 경직된 용도지역 운용의 이유가 

된다.

이 듯 경직된 용도지역ㆍ지구 운용의 부작용은 해당 지역의 도면(map)을 변경하는 

신 련 조례(text)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국지 인 용도변경 수요에 

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map)을 변경하기보다는 용도지역 내 규제항목(text)을 수정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에서 이루어지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 해, 해당 지역을 높이규제가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map 

변경)하는 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규제 련 언 을 삭제(text 변경)하는 방

식의 응이 표 이다. 국지 인 쟁 을 서울시 체 차원으로 응해 온 것이다. 이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용도지역제를 스스로 무력하게 만드는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3) 단팥 빠진 찐빵 : 정비사업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주요한 도시변화는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을 리ㆍ유도하는 정책은 기성시가지를 리

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건의 상당수는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리계획 의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살핀 바 있다.

그러나 행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반을 장하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정합하여야 한다는 선언  규정이 없다. 도시  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간단히 언 되어 있는 것이 부이다. 

한,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리계획 수립지침에는 도시 리

계획에 정비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상 지구단 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정

비사업은 도시 리계획에서 비교  자유로우면서도 실질 으로 도시를 리하는 지배  

수단이 된 지 오래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상 계획과 계 법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개별 계획 간의 혼선 는 복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계획들 간의 계가 불분명하

여 종합 이고 효율 인 도시 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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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도시계획의 체계 및 관련 법제도 

를 들어, 2010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최고고도지구나 자연경 지구에 포함된 

주택지를 단지 노후ㆍ불량하다는 이유로(특별 리구역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지만) 정

비 정구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도시 리계획과 정비계획의 상충을 야기한 바 있다.

<그림 2-7> 개별 도시관리계획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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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비사업 시 도시 리계획이 의제되는 것은 이미 례가 되었다. 더욱 우려스러

운 것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이 아닌 도시정비ㆍ재생 련 법제에 근거를 둔 

주거지 종합 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체하려는 움직임이다. 도시 리계획을 바

로잡는 것이 정석이다. 도시를 리하기 해 법정 ‘도시 리계획’ 아닌 다른 계획이 필요

하다면, 그 계획이 바로 ‘도시 리’계획일 것이다.

구분 관련 계획 연구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시프트 등 

용도지역 변경의 예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규칙ㆍ기준 등이 없어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사업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나 시프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됨.
주거환경 개선, 중심지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음5).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타당한 경우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판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 가능토록 하고 있음6).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단, 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 제외)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7).

<표 2-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시프트 등 용도지역 변경의 예외

4) 모든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한다(?)

지구단 계획은 국지 으로 용되는 정교한 도시 리 수단으로 명백히 도시 리계획

의 하 계획이다. 그러나 차 간소화를 해 지구단 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을 가

능하게 한 법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달리, 지구단 계획은 도시 리계획과 동일한 계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구단 계획구역의 면 은 체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지의 상당 면

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 리 차원에서 주요한 심지나 역 주변은 거의 어김없이 지구

단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실제로 용산 지구단 계획구역의 경우 그 면 이 

5) ｢도시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 제5장 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한 특례

6) 역세권 장기 세주택 건립 련 지구단 계획 수립  운  기

7) 역세권 장기 세주택 건립 련 정비계획 수립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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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 이르며, 용산구 행정구역 면 의 15.1%를 차지한다. 국지 으로 용되는 정

교한 도시 리수단이라는 성격 규정을 재고해야 할 정도이다.

<표 2-4>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용도지역 변경 952건 가운

데 약 40%가 정비계획을 통해, 약 20%가 지구단 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용도지역 변경이 지구단 계획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단 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을 

국지  쟁 으로 취 하 다. 이로 인해 한편으론 지구단 계획구역 별로 용도지역 변경

의 원칙과 기 이 달라 일 성이 없다는 비 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지구단 계획 본연

의 도시설계  내용은 부실화ㆍ획일화되었다는 아이러니한 문제를 낳았다.

유형 건수 비율(건수) 면적(㎡) 비율(면적)

주택재개발사업 233 24.47% 5,551,923 12.86%

지구단위계획 196 20.59% 8,310,748 19.25%

주택재건축사업 93 9.77% 2,005,221 4.64%

재정비촉진사업 70 7.35% 4,229,065 9.79%

도시계획시설 변경 66 6.93% 732,920 1.70%

도시개발사업 56 5.88% 9,721,836 22.51%

경미한 변경 50 5.25% 194,458 0.45%

택지개발사업 49 5.15% 4,982,899 11.54%

주택건설사업 26 2.73% 455,507 1.05%

뉴타운사업 23 2.42% 1,767,652 4.09%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7 1.79% 1,491,742 3.45%

도시환경정비사업 15 1.58% 193,474 0.45%

아파트지구 정비계획변경 12 1.26% 413,775 0.96%

기타 11 1.16% 1,264,235 2.93%

주거환경개선사업 9 0.95% 238,775 0.55%

국민임대주택사업 8 0.84% 687,113 1.59%

주거지역 종세분화 8 0.84% 859,474 1.99%

유통단지변경 4 0.42% 50,199 0.12%

균형발전촉진지구 3 0.32% 25,329 0.06%

시장정비사업 2 0.21% 293 0.00%

장기전세주택 1 0.11% 5,223 0.01%

계 952 100.00% 43,181,860 100.00%

<표 2-4>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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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단 계획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 폭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령 개

정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 역을 ‘정교하게’ 리한다는 에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이

러한 논의가 도시 리계획을 폐기하고 서울시 역에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자는 논의라

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계획수립과 재정비에 드는 비용을 감안할 때, 도시 리의 효율

성을 진 하게 따져볼 일이다. 정작, 특별계획구역과 같이 규모 토지 는 나지를 포함

하지 않은 부분의 지구단 계획구역에서는 건축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지구단 계획

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간과하기 어렵다.

5) 도시관리계획은 ‘수단’일 뿐이다(?)

도시 리계획은 특별시, 역시, 시 는 군의 개발ㆍ정비  보 을 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 , 안 ,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한 

계획으로서,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는 변경에 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는 개량에 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한 계

획, 5) 지구단 계획구역의 지정 는 변경에 한 계획과 지구단 계획을 포함한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 리계획은 주로 도시 리계획 조서와 도면 주로 운

용되고 있다. 도시 리계획이 사유 재산권을 직  규제하기 때문에 그 형식도 엄 해야 

한다는 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서와 도면은 도시 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을 충분히 기술하는데 부족할 뿐더러, 생활권 는 도시 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를 제거한 채 그 논의를 국지 으로 한정한다는 단 이 있다. 도시 리계획의 변경에 한 

정책당국의 입장이 실제 변경 차에 앞서 밝 지지 않아 측하기 어렵다는 단 도 있다.

신도시나 작은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가화해야 할 곳을 밝 두거나, 도시

리계획 변경 기 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도시 리계획을 조서와 도면 주로 운용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 기성시가지인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

계획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도시 리계획의 원칙이나 방향은 조서와 도면으로 내려받기에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도시 리의 목표를 내려받아 생활권별

로 구체화한 도시 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 히 요청된다.

8)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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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계획 연구

도시관리계획서

국토해양부의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도시관리계획서, 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으로 구성된다.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
계획의 특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시ㆍ군의 위치와 성격, 시ㆍ군 고유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
기존계획의 검토: 도시기본계획 및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갈음함)

기본목표와 전략: 시ㆍ군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ㆍ분석하여 당해 시ㆍ군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주요지표의 설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당해 시ㆍ군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시ㆍ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시ㆍ군 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기본골격이 
다른 여러 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생활권 설정
통근ㆍ통학ㆍ구매 등 주민 일상생활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
위계에 따라 계층화
생활권별로 사회적ㆍ물리적 기능과 요소가 균형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계획
단계별 개발구상: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을 포함)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교통성 
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 작성 의무)

<표 2-5> 도시관리계획의 구성

서울시의 도시 리계획은 그 본연의 역할인 도시 리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한계가 부분 서울이 지닌 특수성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도시를 리할 수 없는 도시

리계획에 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 리계획의 무용론이 거론되고, 도시를 

도시 리계획과는 다른 별도의 계획으로 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일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모든 토지의 이용에 하여 향력을 갖도록 수권된 도시

리계획은 행 도시계획체계 상 다른 무엇으로도 체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를 리하

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이라는 은 분명해 보인다. 도시 리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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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이 직면한 도전

장래 서울시의 토지이용과 그에 따른 도시 리의 주안 은 이 과는 다른 양상으로 

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도시 리계획의 상과 역할을 바로 잡기 해서는 지 까지의 

도시 리계획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맞게 될 새로운 도시변

화 경향과 이에 한 합리 인 응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입지가 자유로운 고밀도 주택의 출현

수년 까지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토지이용이나 경 에 미치

는 향을 두고 논쟁이 뜨거웠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끊기면

서 그 논쟁은 자연스  심 밖으로 려났지만, 되돌아보건데 주상복합건물에 한 도시

계획  응은 상당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주상복합건물이 토지 고도이용과 용도복합

에 따른 직주근 이라는 효과를 강조하며 ‘복합’을 내세우긴 했지만, 실체는 층 기단부

에 근린생활시설을 두는 고 도 주택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 도 주택의 상품성이 확

인되면서 주택의 도에 한 통념은 깨졌다.

이러한 고 도 주택은 기존 토지이용의 입지이론으로는 입지규제를 정당화하기 어렵

다. 고 도로 집 될 수 있는 업무ㆍ상업시설 등은 임 료가 높은 도심에 입지하고, 고

도로 집 되기 어려운 주거는 임 료가 낮은 도심 외연부에 입지하게 된다는 기존 도시경

제학 이론은 더 이상 고 도 주택에 용하기 어렵다. 다른 용도의 침투에 의해 주거환경

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용도 순화를 지향해 왔던 토지이용규제의 상식 한 통하지 않는

다. 오히려 집 의 경제를 노려 업무ㆍ상업시설과 기반시설이 집 된 심지 내 토지가 

고 도 주택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 도 주택의 상업지역 토지 잠식을 막기 해 용도용 제를 도입한 바 있

다. 용도목 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를 도입하면 할수록 총 용 률을 낮게 규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용도용 제는 주택의 입지를 직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도에 한 

패 티를 가함으로써 간 으로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이며, 같은 용도지역에서도 건축

물의 용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제도이다. 같은 용도지역엔 같은 규제, 다른 용도지역

엔 다른 규제라는 용도지역제의 도입 취지와 일면 상충한다. 용도용 제에도 불구하고, 

여 히 고 도 주택의 입지를 상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한 계획  리 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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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용지 고갈과 시가지 노후화

서울시에는 가용지가 거의 없다. 마곡, 문정ㆍ장지지구 개발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규

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의 시 는 막을 내리고, 기성시가지에 한 정비의 

시 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서울시는 일시에 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통해 시가지가 확장된 도시이다. 범 한 면 이 일시에 노후화될 가능성 한 높다. 

새롭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이용을 리해야 하는 신시가지 조성과 달리 기성시

가지 정비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용도지역의 변경보다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건이다. 언제 어디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기성시가지를 리하

는데 매우 요한 의사결정인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 리에서 정비사업의 요성은 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 정비사

업은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

해 상지가 결정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 리계획은 의제 처리된다. 정비구역은 주

변의 토지이용보다 구역 내 노후도에 의해 결정되며, 노후도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그 경계도 임의 으로 결정되곤 한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한 사업성 확보가 요하다는 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정비구역 단 로 수립되는 정비계획이 도시 리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인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방대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물량

2020년부터 20년 이상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시작된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서울시 당국에 토지매수를 청구하면 서울시는 매수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의 물량이 약 

8.1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는 이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 당국으로

선 상당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다.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어두더라도, 도시계획을 실 하기 한 세수와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 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시설에 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기부채

납으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 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환경ㆍ복지ㆍ교육 등 도시계획 이외 분야에

서의 재정 수요는 증하고 있어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기 어려울 것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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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 둔화에 따른 민간자본 의존적인 기반시설 확보 방식의 한계

서울시 도시 리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단히 크다. 를 들어 아 트 단지는 민간부

문이 수행하는 도시 리의 형을 보여 다. 아 트 단지는 철 하게 순화된 주거용도이

다. 놀이터나 주차장과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기, 수도, 통신, 난방 등의 서비스도 완비

되어 있다. 자체 경비원을 고용하여 보안도 우수하다. 주거지를 리할 때 공공이 제공하

는 용도규제, 기반시설 공 , 치안 등의 서비스를 아 트 단지에서는 민간 스스로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단지형 아 트의 가격이 주거지 내 단독ㆍ다세 ㆍ연립주택의 가격에 비해 단  면

당 수백만원 비싸다는 사실은(아 트라는 주택 자체의 성능이 다가구ㆍ다세  주택에 비

해 우수하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도시 리에 한 시민들의 지불 용의를 보여 다. 아

트 단지에 한 선호는 역설 으로 도시 리를 한 공공서비스가 미흡함을 변한다

고 해석할 수 있는 목이다.

문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도시 리 서비스를 체해 온 민간부문이 차 그 

동력을 잃고 있다는 이다. 

4. 도시관리계획의 새로운 역할 모색

1) 상시 도시계획체계 도입

최근 서울시는 도시 리계획의 각 부문계획을 지속 으로 정비하는 상시 도시계획체계

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데 만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서울시 

역에 걸친 도시 리계획을 한 번의 재정비로 꼼꼼히 살피기란 쉽지 않다는 에서, 상

시 도시계획체계는 바람직해 보인다. 

매년 으로 재정비해야 할 도시 리계획 부문을 정해서 주기 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체계를 도입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합리 이고 신뢰할 만한 도시 리계획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문별 단계  도시 리계획 재정비를 허용하는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상시 재정비와 연동하기 한 장치를 정교화하는 등 좀 더 

공식 이고 면 한 체계의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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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상시 도시계획체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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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서 작성ㆍ보완을 통한 계획 정합성 제고

도시 리계획의 내용 한 단순한 도면과 조서의 수 에서 좀 더 확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한 토지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리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상시 도시계획

체계를 통해 서울시 역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 리계획

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간극을 도시 리계획 범 를 

확 하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련 법정/비법정 계획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림 2-9> 서울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

<그림 2-10> 서울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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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리의 지침을 제시하는 ‘도시 리계획서’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가치

와 정책방향을 좀 더 구체 으로 해석하고, 재정비 당시의 도시 리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 도시 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목 , 조건이나 시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국지 이고 측 불가능한 도시 리계획 변경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3) 좀 더 엄격한 규제, 좀 더 투명하고 유연한 변경

좀 더 근본 으로는 도시계획 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 리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보강하여 시에 필요한 도시 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 과정에서 도시 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을 사회  기여로 유도

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장치는 필수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사 상제도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단

된다. 계획이득을 사유화하기보다 사회  기여로 환하는 것은 도시 리계획 변경의 유

연성을 부여하는 제이며, 동시에 실 으로 부족한 도시계획 련 재원을 간 으로 

늘리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직된 도시 리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작업은 도시 리계획의 실효 규제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허용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법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느슨한 규제를 

경직되게 운 하기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규제를 유연하게 운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련 도면(map)의 변경보다는 조례(text) 변경에 더 신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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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정합성 제고 방안

김태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문제제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근거한 공간계획

의 최상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공간 련정책을 수립할 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5  이상 240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

책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이 ‘잘 활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도시기본

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9.9%가 도시기본계획보다 민선 시정의 비

과 정책목표가 우선한다고 응답하여 민선 시정계획의 요성을 지 하 다.9)

같은 질문에 해 도시계획 련 문가들(200명)조차 20.5%만이 도시기본계획이 

잘 활용된다고 응답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상 축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도시

기본계획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해 수립지침의 변경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이 법정 최상  공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상이 

약해지고 있는 실을 인식하고, 장에서 비  있게 다루고 있는 민선 시정계획과의 

계를 심으로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도시기본계

획과 민선 시정계획의 의의와 역할에 해 고찰하 고, 둘째, 두 계획의 수립시기와 내용 

등을 분석하 으며, 마지막으로 각 계획의 역할분담  정합성 제고를 한 과제를 도출

하 다. 

9) 서울의 시정운 계획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민선 1기 시장인 조순 시장에 의해 1996년 최 로 수립ㆍ발표

되어 지 까지 정착되어온 비법정 행정업무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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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의의와 한계

2.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부문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정 최상  공간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 근거한 할 행정구역의 최상  정책계획으로, 목표연도 20

년 단 의 장기발  종합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도시의 장기 인 발 방향과 공간구조를 

제시하며, 부문별 도시 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국토법 제 4조).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시장  행정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한 법집행 여부에 한 행정 감사를 통해서 시장  행정공무원에게 구속력이 미친다.

한, 명시 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 체에 해 부문별 계

획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과의 계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는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경 계획 등이

다. 도시기본계획과 조화ㆍ연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보다 완곡하게 계를 규

정한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다. 한편, 이보다 더 완곡하

지만 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상ㆍ하수도 기본계획으로, 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간계획 측면에서 요한 부문이지만 명시 으로 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

고 있는 경우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  건축과 련된 법률에 의한 기본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문별 계획에 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정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

로, 부분의 부문별 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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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관련성 관련 계획 관련근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경관계획 경관법

도시기본계획과 조화, 
연계되어야 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함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관련규정 없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도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광역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표 3-1> 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간의 정합성 관련 규정

시민 합의를 제로 시장이 수립  확정하는 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반 으로 재

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국토법 제23조). 2009년 이 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려면 

국토해양부 장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

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앙정부)는 신행정수도 이 련 내용, 청계천 복원계

획의 반  여부 등 도시기본계획에 한 내용 조정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 다.

그러나 2009년 2월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시ㆍ 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

양부 장 과 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역지자체의 

여건과 시정 방향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자유롭게 수립ㆍ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계획

수립 기간 한 단축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반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약화되어 권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에 한 안으로 학계에서는 시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기도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발 방향과 공간구조 등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최

로 법제화된 1981년 당시부터 공청회를 의무화하 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차를 

명시함으로써 수립과정에서  시민 공론화과정을 제로 하고 있다(국토법 제4조). 한

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권고하는 등 다양

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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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슬로건 공모를 한 바 

있으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도 시민 설문조사, 련 부서  자치

구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계 행정기 과의 의, 공청회 등을 개최한 사례가 있

다10).

2) 도시기본계획의 한계

방 한 부문계획과 내용  추상성으로 실행력 한계

 국토법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계획의 목표  방향을 비롯하여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에 한 사항 등 8개 부문이 명시되어 있고(국토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에는 도심  주거환경의 정비ㆍ보 에 한 사항 등 7개 부문이 추

가되어 총 15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국토법 시행령 제15조). 

구분 법령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률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시행령

9.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10.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12.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4.재정 확충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5.단계별 추진 사항

<표 3-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0) 도시기본계획의 공론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참여가 형식 이며 차  정당성 확보를 한 최소 수 이라는 

지 이 있다. 시민참여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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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5개 부문에 달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공간에 향을 미치는 부문들

을 거의 다 포 하기 때문에, 장래에 주요 심사가 변화하여 시정계획의 방향이 변경된

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그러

나 계획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경우 내용의 구

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 도 있다. 

한,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비 과 목표, 방향성을 심으로 

계획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 시책들이 실행력 있는 지침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어렵

고, 시정계획 수립  업무수행 시에 참고할 정도의 구체성을 기 하는 것 한 쉽지 않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 이외에도 다수의 행정계획

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련하여 수도권계획을 포함한 11개 부문

의 련계획 수립 황을 분석한 결과, 50개 계획이 추진 이며, 련국실의 수는 17개

에 달하고 있다. 이 에서 도시계획국과 맑은환경본부가 모두 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택국 6건, 도시교통본부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수의 련부서와 련계획이 방 하기 때문에 법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부

문별 계획 간 정합성에 한 의무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일선에서 련계획 간의 

정합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시성 한계

법정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3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러나 서울시는 1981년 이 에도 비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즉 

1963년에 1980년을 목표연도로 한 최 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1980년까지 총 6회

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1990년 이후 서울 도시기

본계획의 수립시기와 기간을 살펴보면, 목표연도는 2000년, 2011년, 2020년으로 10

년 단 로 증가해 왔으며, 계획수립기간은 각각 4년, 2년 8개월, 5년 3개월이 소요되었다.

재정비 주기가 5년이라는 을 감안하여 5년 후에 고시가 되기 해서는 계획 승인 후 

바로 다음 재정비를 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선시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5년으로 규

정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주기와는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계획수립 기간과 계획수립 주기를 고려할 때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신

임시장의 시책방향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신임시장의 정책의도를 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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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재정비 기간에 도시기본계획은 시정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치부될 가능성 한 크다.11)

다행히 재정비 주기와 신임시장의 시정계획 수립시기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이 민선시장의 임기에 비해서 비교  길기 때문에, 도시기본계

획을 기에 수립ㆍ완료하여 실행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2.2 시정운영계획의 의의와 한계

1) 시정운영계획의 의의

민선시장이 행정필요에 의해 도입한 업무계획

서울시의 시정운  계획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최 의 민선시장인 조순시장에 

의해 1996년 수립ㆍ발표되었다. 민선 1기에 수립된 ｢시정운  3개년 계획｣에 의하면, 

선시 의 시장 평균임기가 1년 5개월에 지나지 않아 장ㆍ단기 계획 간 정합성이 약하

고, 시책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인 비 보다는 단기  성과 주에 치우치

는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 시정운 계획을 수립한 것

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시정계획은 종합 ㆍ지침  성격의 비법정 계획

민선시정 3개년계획(1996)에 따르면, 시정계획의 성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는 “종합계획”으로서 시정  분야에 걸쳐 역별, 부문별, 부서별 정책목표를 제시하

고, 주요 시책과 사업, 제도  운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둘째는 “민선 임기 기본계획”으

로서 20년 단 의 장기계획, 5년 단 의 기계획을 바탕으로 민선시장 임기 3개년 동안

의 가용 재원 범  내에서 추진정책을 제시한다. 셋째는 “지침계획”으로 매년 작성하는 연

차별 세부시행계획과 단 사업별 시행계획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넷째는 “연동계획”으로

서 각 년도 행ㆍ재정 계획과 연동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1) 반 로,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선시장이 임시장과 정책방향이 일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심으로 공약을 구성하여 시정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둘째,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셋째, 

신임시장의 정책변화가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일어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거나,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지

향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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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을 집약시킨 실행력 있는 계획

시정운 계획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행정공무원에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행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산배정에 우선순 를 정하는 기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는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승진 는 징계 등 인사상 향을  수 있다.

산과 련해서는 시정계획에는 모든 시책에 해서 구체 인 시간계획과 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민선 3기와 4기 시책  공원조성 등 “맑고 푸른 도시” 련 산이 약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증가하 고, “한강”과 련해서는 민선 3기 한강변 수변 리 

수 에서, 민선 4기 “한강르네상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산이 10배 증가하여 시

정 방향에 따른 산배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은 임용기간의 서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방자

치제도 시행 이후 최근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민선 3기에 시행된 “3% 공무원 퇴출”, “성과 포인트”제도 등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민선 5기에서는 국실별 평가체계인 “성과 리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운  4개년｣

계획의 장기 비 과 목표를 성과 리 목표로 설정하는 성과 리계획을 수립하 으며, 계

획의 이행 정도와 인사 평가를 연동시킴으로써 시정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시정운  4개년 계획은 시장 취임 후 당선자의 공약을 심으로 지자체장의 임기동안 

추진할 시정의 비 , 목표, 핵심 로젝트(시책), 계획, 사업 등에 해 행정력을 집  동원

하여 집약 으로 수립하 기 때문에, 수립기간은 짧지만 실행력까지 고려한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일선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직  참여하 기 때문에, 추후 

집행과정에서 상 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고, 실행 의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2) 시정운영계획의 한계

단기에 압축  수립으로 공론화 한계

민선 3기와 민선 4기의 운 사례를 볼 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의 핵심공

약이 시책으로 수립되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표면화되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의 선거과정에서 결정되는 공약단계, 두 번째는 

지자체장 당선 이후 시책으로 구체화하는 시책작성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산 반 을 

통해 집행되는 실행단계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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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책의 형성과정과 법정ㆍ비법정 계획의 의의

이  시책단계에서 시정운 계획이 수립되는데, 민선 3기에는 21세기 서울기획 원

회, 민선 4기에는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 등 T/F 형태의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수립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공론화 차는 

없었으며, 의회 등 시정부 이외의 기  개입이나 견제 역할도 크지 않았다12).

4년 단  면 재수립으로 인한 지속성 한계

시정계획은 비법정 계획이고 으로 시장의 계획재량으로 수립하는 업무계획이므로, 

시장의 임기와 생명을 함께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장의 임기 내에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4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규모 로젝트는 임기 후 지속 인 추진과 산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정계획의 시책구성에서도 단기 시책 심으로 추진하

는 경향이 있다. 장기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후임시장의 시책방향에 따라 사업의 지속

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된다. 결과 으로 4년 단 로 도시 리의 방향이 

큰 폭으로 변화될 경우 계획수립  집행에 많은 시행착오와 기존시책 단에 따른 함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2) 시민 표의 참여,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의 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획 수립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Feedback과정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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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검토

1)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민선 1기 시장 취임 시에는 1990년에 승인된 ｢200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

어 있었고, 1997년에 수립된 ｢2011년 서울 기본계획｣은 민선 1기 시장 임기 시작 몇 

개월 에 승인되어 2002년 민선 3기 시장 취임 시까지 유효한 계획이었다.

한편,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 4월 재정비에 들어가 2005년 12월에 건설교

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고, 민선 3기 후반기인 2006년 4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2009년 1월에 다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발주되었으

며, 2011년 4월 재 재정비가 진행 이다.

1995.7 1998.7 2002.7 2006.7 2010.7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2011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5년3개월

진행중

1994.5

2년8개월

1997.1

2001.4

2009.1

<그림 3-2>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기

2) 도시기본계획과 시정운영계획의 내용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11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간 심의 살고 싶은 도시”를 비 으로 하여, 공간구조 

개편구상, 생활권  인구배분계획 등 11개 부문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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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물과 공기가 좋은 도시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

살맛나는 문화도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

경제기반이 탄탄한 도시

<표 3-3> 2011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

공간구조 개편구상에서는 4개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신부도심 육성을 심으

로 하고 있다. 다핵구조를 지원하는 교통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역 간 간선철도망 구축, 

도시권 고속도로축과의 연계, 순환교통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생활권 계획에서는 지방자치제에 응한 자치구 심의 육성 정비, 국제화, 세계화, 정

보화에 응한 도시구조 개편, 도심  부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 쾌 하고 편리한 도시

의 구 을 한 역세권 개발, 주택시가지의 체계 이고 계획 인 정비, 세계화  선진화

에 걸맞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의 구축, 푸르름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 구 , 서민주택정책

의 내실화와 서민의 생활근거지 확보,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략  정비 등 9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3기 시정운  4개년 계획

이에 반해 민선 3기 시정운  4개년 계획에서는 “서울, 세계 일류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서민을 한 따뜻한 서울”, “사람 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 등 3  비 과 “지역 간 균형 잡힌 도시” 등 6개의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  핵심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장 조성, 한강, 교통 면개편 등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언 되

지 않았지만, 시정계획에서 추가된 사항이며, 뉴타운사업은 기의 민선 3기 시정운  4

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임기 에 개발된 시책이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정합성 제고 방안  71 

구 분　 과 제 명 세 부 시 책

따뜻한
서울

지역 간 격차 해소 공간구조 개편, 뉴타운 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5개 시책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ㆍ공급

상습침수 지역 해소 수해방지시설 대폭 확충

치매노인 가족의 어려움 해결 장기요양시설 건립 적극 추진 등 5개 시책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주요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3개 시책

맞벌이부부 육아문제 해결 공보육기반 구축 등 3개 시책

편리한
서울

생활권녹지 100만평 확충 녹지축 연결 등 6개 시책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 도로 물청소 강화 등 5개 시책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한강 상수원 유입 하수의 원천적 차단 등 4개 시책

한강 종합 레저공간 조성 한강공원 인라인스케이트길 30km 등 6개 시책

도심 시민광장 조성 시청앞 광장 조성 등 3개 시책

대중교통 전면 개편 기능형 버스형태 전환 등 5개 시책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주택가 주차장시설 대폭 확충 등 2개 시책

활기찬
서울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서울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등 2개 시책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 조성 기업하기 편리한 산업인프라 조성 등 2개 시책 

청계천 복원 주변상인 보호, 유지용수 공급, 교통대책,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 유도

문화관광 벨트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복원ㆍ정비 등 5개 시책

문화ㆍ여가 공간 확충 서울시향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등 4개 시책

최고의 정보도시 건설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등 3개 시책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상환일정에 따른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표 3-4> 민선 3기 20대 핵심시책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민선 3기가 시작되기 부터 재정비에 착수하여 민

선 3기가 끝나갈 무렵인 2006년 4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20년 서울 도시기본

계획｣의 략에는 민선 3기의 핵심시책인 뉴타운사업ㆍ균형발 진사업, 청계천복원

과 련된 도심 장 조성, 교통체계 개편, 한강 등 수변 경 축 조성 등이 다수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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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과    제 전        략

1.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동북아의 
전략거점으로서

서울의 위상 강화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업무축상 주요 중심지 간 연계 강화
(강남, 도심, 용산, 상암, 마곡 등 ↔ 영종도, 송도신도시,고양)

용산, 상암ㆍ수색 등 전략적 요충지를 국제화 전략거점으로 육성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확보

고속전철 및 남북발전축의 결절점에 교류 및 물류단지 조성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등)

2.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공간구조

생활권역별 
중심성의 강화로 

다핵공간구조 실현

전략 육성중심지 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공간구조상 전략
 중심지의 계획적 관리･육성(마곡, 연신내, 상계, 망우 등)

생활권역별 중심성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육성

낙후지역 재정비 및 
도심부 재편

낙후지역의 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동북･서북생활권 및 서남생활권 등 기성시가지 위주로 뉴타운사업 추진)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 강화 및 재활성화
(청계천복원, 도심광장, 도심교통체계 개편, 도심부 특별관리지구 지정 등)

3.
환경요소를 

중시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지형지세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

외사산, 내사산, 주요하천 복원 및 생태ㆍ녹지 네트워크 구축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수변경관축 지정

도시개발의 
계획적 유도 및 

관리 강화

신규개발 수요를 대중교통의 결절점으로 입지 유도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친환경적 도시구조 유도

4.
도시복합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 
서울시 중심지 간의 

정합성 추구

고속전철, 광역전철 등 광역철도 결절점 부도심 기능강화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지 설정으로 대중교통의 역할강화

서울대도시권 내 
도시 간 기능 및 

역할 분담

서울에 중추 업무기능, 국제기능, 지식정보 등 고차서비스업의 
입지강화로 집적효과 극대화

<표 3-5>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 목표 및 전략

민선 4기 시정운  4개년 계획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보고서로 발간된 지 2개월 뒤에 시작된 민선 4기 시정

운  4개년 계획에서는 서울의 비 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설정하 다. 경

제도시ㆍ문화도시ㆍ복지도시ㆍ환경도시ㆍ시민도시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하

기 해서 5  핵심 로젝트, 15  핵심시책을 선정하 다.

5  핵심 로젝트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청계천과 그 주변의 재생과 

련한 도심에 한 시책들이 “경제문화 도시마 ” 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상품

화에 역 을 둔 것이 달라진 이다. 뉴타운사업의 지속 인 확  시책도 “도시균형발 ” 

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한강 수변의 경 리는 경 리 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근

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 르네상스” 로젝트로 확 ㆍ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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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젝 트 명 주 요 시 책 비전 체계도

1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디지털청계천, 남북4대축 조성, 
한강 랜드마크 개발, 남산 
관광자원화, 궁궐 관광상품화,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상품개발, 
국가별 타깃 마켓팅, 국제행사 및 
컨벤션 전개

2 도시균형발전
4대 산업벨트 조성, 뉴타운사업 
지속확대,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강남북 간 교육격차 해소

3 한강르네상스
생태복원, 접근성 향상, 역사문화 
관광, 경관개선, 수상이용

4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서민주거안정 강화, 사회복지 
인프라 선진화, 어르신 품격 있는 
생활보장, 장애인 생활 기반 조성, 
여성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5 맑고푸른서울
선진국수준으로 대기질 개선, 
생활녹지 100만평 조성

<표 3-6> 민선4기 5대 핵심프로젝트

3) 시사점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일시  부정합 발생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장 5년 3개월이었고, 시정계획은 

4년 주기로 갱신되었으며 수립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이었다. 따라서 필연 으로 도

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은 내용상 정합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로, 민선 3기의 많은 시책들은 이미 수립된 2011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기 으로는 상호 향을 주면서 Feedback

민선 3기의 주요시책은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반 된 바 있다. 이는 

시정 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향을 미친 사례이다. 한, 민선 4기 시정계획은 

다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일부를 담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이 시정

계획에 향을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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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제고 방안

1)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역할 분담 필요성

도시기본계획은 행법상 공간계획의 최상 계획이며, 도시의 발 방향  세부목표를 

비롯하여 17개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다. 특히,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

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정운 계획과 가장 비되는 도시기본계

획의 특징은 시민 참여에 한 내용으로, 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시

의회의 의견청취 등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서

는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권고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갖는 의미는 시장  행정공무원의 법한 법집행 여부

를 행정 감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이다. 감사 결과, 징계 등의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 으로 보면 도시기본

계획이 무 방 한 백과사 식, 나열식 계획으로 법한 집행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특히, 수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이슈에 한 응능력이 떨어지고, 20

년 장기계획으로 내용이 추상 이어서 행정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시정계획은 4년 임기 내 시정의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에도 기간별 목표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실 을 한 산확보방안을 마련토

록 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시정계획은 임기 내 목표 달성을 해 비 , 목표, 략, 

시책의 구분이 명확한 략계획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정운  4개년 계획을 기반

으로 하여 각 년도 산확보 기 이 마련되고, 선시 에 비해 “성과주의 인사”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년도 국실별 평가가 시정운  4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여부와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정 계획은 행정공무원들의 행정행  시 우선순 가 가장 높은 계획이 된다.

시정계획의 수립주체는 주로 행정공무원을 심으로 외부의 문가들이 참여하는 원

회 형태의 T/F가 심이 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 표들이 참여하지만 시민의견 수렴을 

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공론화보다는 시장의 책임하에 수립ㆍ집행되

기 때문에, 시책의 정당성에 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시정계획은 시민합의 과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 교체 시 시정목표  체

인 로드맵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도시의 미래상이 4년 단 로 수정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

다. 즉, 계획목표는 2020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시장 임기 

4년에 불과하여, 장시간에 걸쳐 지속 인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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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시정운 계획은 각각의 장단 이 있기 때문에 한 역할분

담을 통해 장기 인 도시 리와 단기 인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 시정계획

법적 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목표연도 2020년(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 2020년

유효기간 다음 재정비계획 고시까지 시장임기(4년)

수립주체 시장 시장

내용적 성격 공간계획 중심, 추상적, 나열식 계획 시정전반에 관한 구체적 전략계획

공론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수립을 위한 위원회에 시민대표 참여

효력 통제 법집행여부에 관한 감사 예산배정, 인사평가

<표 3-7>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 특성 비교

2)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정합성 제고 방안

도시기본계획와 시정계획의 정한 역할 분담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계획에 한 최상 계획으로, 20년 이후 도시의 장기비 과 발

방향을 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시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략 계획  요소와 재원

계획 등 실행력 제고를 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략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비 과 

목 에 따라 계획내용을 선택과 집 을 통해 선별 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기

본계획 수립 시 지나치게 략  성격만을 강조하여 부문별 계획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종 의 나열  

성격과 략계획  성격이 히 충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무 구체화될 경우 수립기간이 길어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 체의 장기비 과 목표 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계획  략

거 별 략육성 계획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계획을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하

는 방법 등으로 계획체계 반에 한 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시정계획은 행정업무의 실행력 측면에서 공간계획뿐 아니라 시정 반에 향을 미치

는 업무계획이라는 장 이 있다. 반면, 공론화 차가 미비하여 계획의 정당성에 한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업무계획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계획 확정을 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다. 결과 으로 시장임기를 넘어가는 시책은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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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책은 시정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장기간 도시에 향을 미치는 사안에 해서는 도

시기본계획의 공론화 과정과 연계하여 시민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된 결과물을 도시기본계

획에 반 하여 도시변화의 일 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련 계획 간 정합성에 한 문  검체계 구축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은 17개 부문계획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정, 비 법정계획

들이 국실별로 50여개가 수립  운  이다. 시정운 계획 역시 4권에 달하는 방 한 

분량이다. 한, 개별 계획의 향(Impact)과 논리  정합성에 한 단은 고도의 

문  역이므로 계획의 수립, 련부서 의 시 조정, 계획 수립 이후 이행 여부에 한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련계획에 한 상시 인 검토 

 상호 조정을 해서는 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의사결정지원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뉴욕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plaNYC의 경우, 시장 직속의 문기 인 OLTP

S13)가 비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제도화를 통해 성공 인 도시변화를 도모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4). 따라서, 계획내용의 충분한 사  검토와 련시책  부문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비서실 직속의 의사결정지원 조직 신설이나, 실무를 총 하는 부시장 보

좌 상설조직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시 기 황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간 단축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계획  재정비 주기에 한 사항은 정합성 논의에서 가장 

쟁 이 되는 것으로, 내실 있는 공론화와 바람직한 안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기

본계획 수립과정을 경량화하여 계획의 수립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수 이라고 생

각된다. 

서울에는 수많은 개별 로젝트, 정비사업, 도시 리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련계획

의 내용과 도시의 변화를 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도시기본계

획의 수립기간이 장기화되는 한 요인이므로, 도시 황  변화진단을 상시 으로 모니터

링함으로써 기 분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수립시간은 단축하고, 공론화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투

자할 필요가 있다. 

13) the Mayor’s Office of Long 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
14) ICLEI, 2010, The Process, Behind Pla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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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역별 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김선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권역별 발전계획의 개요

서울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결하는 간단계 계획으로는 도심부를 

상으로 수립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 계획(2004), 미아 뉴타운  균 지구 

개발을 해 수립된 동북 2 생활권 발 종합계획(2005), 그리고 용산 부도심계획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 문안 도심부를 상으로 수립한 도심부 발 계획을 제외한 여타 계획들은 

간단계 계획으로서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만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상  계획과의 계  후속 계획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비 체계

으로 운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듯 필요한 지역에 해 비 체계 으로 수립 운 되는 간단계 계획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수립된 것이 권역별 발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5개 생활권을 상으로 서울 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07년에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각 권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 

하고, 여건변화 등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도록 간단계의 계획 틀을 마련했다는 에

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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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배경과 목적

계획수립의 배경

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 리계획의 체계로 운

되고 있다. 그러나 20년 목표의 장기 인 도시발 구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이 추상 이기 때문에, 이를 권역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국실별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부문별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에 한 고려가 미흡한 채 개별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 는 사업 

간 상충과 복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종 사업과 계획 간의 상충과 복

투자를 방지하고, 권역 차원에서 시 지 효과를 제고하기 해서 이 계획들을 권역별로 

종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 인구ㆍ고용ㆍ산업ㆍ공간구조ㆍ토지이용ㆍ생활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여

건을 반 한 특성화된 발 략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을 21세기 선진도시로 발 하기 

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의 목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5개의 권역별(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권)로 

구체화함으로써, 권역별 특성을 반 하여 체계 인 발 을 도모하기 해 도시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추상 인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면서 민선 4기 시정운  4개년계획을 통해 추

진되는 사업들을 반 하며, 서울시 국실별 계획  자치구 발 구상에서 제시된 세부 시

책들을 발굴하여 권역별로 체계 인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서울시는 권역별발 계획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

단계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권역별 계획- 도시 리계획이라는 새로운 도

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다.

2) 계획의 성격과 위상

권역별 발 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인 정책목표를 권역별로 

구체화하여 실 하기 한 기목표의 략계획  성격을 갖는다. 한 도시기본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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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의 계획으로서, 공간범 도 5개의 생활권으로 통합

하여 수립한 간 범역의 공간계획이다.

권역별 발 계획의 상은 횡 으로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후 수립된 지역

별 계획과 국실별 계획(사업) 등 련계획들을 5개 권역별로 재구성하여 연계시키고, 종

으로는 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도시 리계획이나 자치구 발 구상 등의 

하 계획으로 연계시키는 간단계의 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권역별 발전계획의 위상

3) 계획의 내용과 지향점

권역별 발 계획은 각 권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 하되 공간구조, 교통, 도시정비, 인

라 등 주로 물 ㆍ공간  계획부문에 한 5개 권역별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서울시  5개 권역별 황과 여건변화 등을 진단하여 권역별로 지향하는 미래상과 계획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권역별ㆍ부문별 략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권역별 

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 방안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권역별 발 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시정운  4개년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하

면서 서울시 도시 리 정책의 목표인 권역 간 균형발 과 연계, 권역별 특성의 강화

를 통해 자족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 을 지

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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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권역별 발전계획의 지향점

2. 외국 대도시의 권역별 계획 사례

1) 런던의 권역별 계획

국 런던의 경우 2004년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하는 런던 계획(London Plan)-권역별 계획(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SRDF)-자치구 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 LDFs)의 3단계로 운 되고 있다.

런던의 권역별 계획은 비법정계획이지만, 런던 계획에서 제시한 권역의 략  목표와 

주요 안별 실행지침(action)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치구 계획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 

안내하는 가교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런던의 권역별 계획에서는 32개 자치구(borough)와 City of London을 5개 권역으

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주요 심지, 략  개발지역, 교통축, 오 스페이스와 수변공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한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와의 효율  연계를 

한 략 ㆍ실행지침 심의 계획으로, 자치구 계획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권역의 안

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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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런던의 도시계획체계

2) 도쿄의 권역별 계획

일본에서는 1992년과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체계를 정비하

다. 이에 따라 도쿄도(都) 차원에서는 [종합계획-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 자치구 차

원에서는 [기본구상-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 되고 있다.

도쿄도는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 ｣과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을 수립하면서 도쿄도를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존별 미래상과 지역별 발

방향, 수경축  녹지축, 오 스페이스, 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시설에 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쿄도의 이러한 권역별 구상은 자치구의 도시계획 마스터 랜을 통해 구체화되며, 자

치구 계획은 도쿄도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도쿄도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존별 발 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련기 과 자치구 

간에 조정과 력을 유도하고 있다.



86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그림 4-4> 도쿄의 도시계획체계

3) 시사점

외국의 권역별 계획의 사례에서 런던은 런던 계획(London Plan)의 내용을 구체화함

으로써, 자치구 계획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 안내하는 가교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도쿄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에서 존별 발 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련기

과 자치구 간에 조정과 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 게 볼 때,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간단계의 공간계획인 ‘권역별 발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성을 반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추상 인 정책목표를 구체

화하면서 권역 간 체계 인 발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시정운  4개년계

획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을 계획에 반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국실별 계획  자치

구 발 구상에서 제시된 세부시책들을 발굴하여 통합된 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서울은 런던, 도쿄와 달리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과 역할분담을 고려하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비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권역별 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87 

3. 권역별 계획의 수립 사례

1) 서울의 권역 구분

서울시 권역 구분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활권 구분과 일 성을 유지하

기 해 5개 생활권으로 계획되었다. 즉 한강을 심으로 강북ㆍ강남으로 구분하고, 북

한산ㆍ남산ㆍ 악산 등 남북축과 행정구역을 기 으로 도심권과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보조 으로 9개 생활권을 활용하 다.

<그림 4-5> 서울의 권역 구분

<표 4-1> 서울의 권역 구분

2) 권역별 계획의 내용구성과 흐름

권역별 계획의 내용은 ①공간구조  도시정비, ②교통체계, ③공원녹지, ④문화로 나

어 구성하 다.

공간구조  도시정비에서는 도심ㆍ부도심ㆍ지역 심별 심지의 육성방향을 제시하

고, 권역별 발 축을 동남권 심에서 서남권ㆍ동북권 심으로 환하고자 하 다. 그리

고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해 생활권 단 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악  

공 할 수 있도록 종합 으로 계획ㆍ 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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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에서는 권역 간, 심지 간 연결성을 높이기 해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고, 권역 내 원활한 교통의 활성화를 해 주요 연결도로 확충계획을 수립하 다.

공원녹지에서는 권역 간 공원녹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과 이 지 등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녹지축, 거 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공원녹지의 

체계  확충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 다.

문화에서는 다양한 문화서비스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해 이 지, 학 내 문화

련시설, 근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거  문화공간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 다.

권역별 계획의 흐름은 서울시의 계획과제와 주요 발 략을 도출하고, 권역별로 황 

 문제를 진단하여 발 략  시책,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권역별 발 략 

 시책, 추진방안을 어떻게 실 할 것인지에 한 략을 제시함으로써 권역별 계획의 

실 성을 높이고자 하 다.

<그림 4-6> 권역별 계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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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공간구조와 발전축

※ 도심권 사례

도심권은 종로구, 구, 용산구로 이루어진 권역으로 서울의 앙에 치하고 있으

며, 한민국의 수도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지역이다. 하지만 성장 둔화  정체 상으

로 인구ㆍ사업체ㆍ종사자수가 지속 으로 감소하여 도심권의 상 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600년 역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사문

화자원을 지속 으로 복원ㆍ보 하고,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그림 4-7> 현황과 과제 <그림 4-8> 미래상 및 발전전략

도심권의 공간구조로는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 을 해 도심과 용산 부도심에 상  역

할을 부여하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능을 설

정하고, 도시권의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형

성하고자 하 다. 한 강북의 청량리ㆍ왕십

리와 상암 부도심과 연계하여 강북 발 을 

진시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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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의 미래상과 발 략을 실 하기 한 시책들의 실 방안과 단계별 추

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0> 도심권 중점시책 및 추진사업

3) 권역별 계획의 추진경과와 운영경험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년에는 이를 

실행계획화하는 ‘권역별 르네상스’가 추진되었다.

‘권역별 르네상스’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  잠재력을 극 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 경

쟁력 있는 도시로 지역을 발 시키기 한 종합 인 도시재생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었

다. 서울시는 2008년 6월 ‘서남권 르네상스 로젝트’를 발표하 고, 이후 2009년 6월

에는 ‘동북권 르네상스 로젝트’를 발표하 다.

먼  ‘서남권 르네상스’에서는 2020년까지 서남권역의 발 을 한 10  과제와 100

개 사업(27개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23조 4천억 원의 산 투자를 계획하 다. 한, 

‘동북권 르네상스’에서는 동북권역의 발 을 한 5  과제와 120개 사업(36개 핵심사

업)을 제시하고, 17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향후 권역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지역발 에 한 건의사항을 지속 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과 력을 보다 긴 하게 하여 권역별 르네상스 로젝트를 지속 으로 

발 시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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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서남권 르네상스 주요 완료사업

<그림 4-12> 동북권 르네상스 주요 완료사업

권역별 계획은 ‘권역별 발 구상’에서 ‘권역별 르네상스’로 진행되면서 계획의 구체화  

사업계획화가 되어 가는 실천계획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범

를 다루면서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구체화하되, 하 의 도시 리계획에서 실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는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재 자치구 차원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자치구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권역별 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권역

별 계획의 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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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역별 계획의 개선을 위한 과제

간단  계획으로서 권역별 발 계획 수립

서울과 같이 인구 1,000만인의 도시에서는 서울시민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등을 제

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향을 미치는 도시 리계획에 구체 인 지침

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행 도시계획체계에 간단계의 권역별 발 계획을 도입

하여 도시기본계획-권역별 발 계획-도시 리계획의 3단계 체계로 개편을 구상한다. 이

와 같이 간단계의 권역별 발 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

하여 도시 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강화하되 여건변화 등에 유연하게 응하도록 한다.

권역별 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구상의 후속계획으로 역할을 하기 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병행하여 수행하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1~2년 이내

에 완료하도록 한다.

향후 자치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권역별 발 계획은 하나의 자치구 이상에 미치는 

향이 큰 사업이나 2개 자치구 이상에 걸치는 사업 등을 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계

획의 일 성을 높이도록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도시기본계획-권역

별 발 계획-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이르는 3단계의 계획체계도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력  계획수립체계 구축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 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서울시 련 국실과 25개 

자치구와의 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계획을 함께 수립해가는 력  도시계획체계

의 구축이 필수 이다. 행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주 하여 수립하고 있

지만, 련 국실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

계획은 그 역할이 축소되어 운 되고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련 국실

이 력 으로 참여하기보다 계획안을 의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본계획에 한 공감  

형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자치구의 직 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자치구

의 개발  정비계획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련 국실과 자치구가 참여하

는 력 인 계획수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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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의 한 구분에 의한 권역별 계획의 내실화

권역별 발 계획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5개 생활권을 반 하여 수립되었

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분포의 차이를 보면, 도심권 인구는 58.4만명이지만, 동북권은 

339.4만명에 이르러 4∼5배까지 계획 인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도심권과 동남

권 같은 경우는 도심, 강남 등 심지로서의 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권역들은 배후

지로서의 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게 권역별로 성격과 안이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발 계획의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공간단 를 고민해야 한다. 지 처럼 5개 생활권과, 9개 생활권 는 

통근통행에 따라 3개 심업무지역(종로, 강남, 여의도)을 심으로 한 생활권 등 여러가

지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도권과 서울시를 상으로 인구와 기

능 분포, 통행패턴 등을 놓고 분석하여 서울시에 가장 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그

러나 단기 으로는 서울시의 5개 생활권이나 9개 생활권이 권역의 공간  범 로 

할 것으로 단된다.

비법정계획으로서 련계획을 포

권역별 발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법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

다는 장 이 있지만, 여건 반 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단

도 있다. 반면, 비법정계획으로 수립할 경우에는 법정계획과 반 의 장단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권역별 발 계획을 법정과 비법정계획  어떤 방식으로 운 하는가는 서울

의 특성에 맞도록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2007년 수립된 권역별 발 계획의 목 에서 권역별 발 계획은 간단계의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도시 리계획의 지침  성격을 갖도록 하

되,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도록 간단계의 계획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간단계 계획으로서 서울시의 국실별 계획들과 자치구의 계획들을 

보다 유연하게 반 하고 조율하기 해서는 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94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참 고 문 헌

서울특별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

서울특별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외국의 도시계획 운 실태｣

東京都, 2000, 東京の土地

東京都, 2001, 東京の新しい都 づくワビジヨン

Greater London Authority, 2004, The London Plan

Greater London Authority, 2006, Central London 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http://urban.seoul.go.kr (서울 도시계획포털)



제5장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제
5
장

광
역
화
에

대
응
한

서
울
의

도
시
계
획

운
용



제5장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97 

제5장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5-1

광역적 관점에서 본

서울 대도시권 계획의 운영방향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역  에서 본 서울 도시권 계획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통근패턴만 보더라도 역화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련 법 제도나 

계획은 여 히 행정구역 단 로 수립ㆍ운용되는 것이 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부처별로 

안 문제의 해결을 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간계획과

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단 에서 물리  개발이나 환경보 을 계획 으로 리하기 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원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에 한 비 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서울시의 경우, 왜 이러한 상들이 생겨나는지, 주민

들이 일상 으로 인식하는 역  이 기존의 공간계획체계에서는 반 이 왜 어려운

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  서울 도시권 차원에서 역  공간계획이 왜 실한지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의 

물리  개발패턴, 통근패턴, 산업구조  연계패턴, 심지체계와 주요 발  축 등 역화

의 실태 진단을 통해 역  이 왜 요한지를 가늠해 보았다.

둘째, 공간계획체계상에서 나타난 수도권 차원의 역계획 실태를 살펴보았다. 행 국

토공간계획체계와 서울시 도시계획이 어떠한 맥락하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수도권 

차원에서 수립되는 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 역경제권 발 계획, 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과 한계 을 짚어 보았다.

셋째, 각종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부처별 부문계획과의 계를 살펴보았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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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변화는 궁극 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실 된다. 역  공간계획을 잘 수립했

다 해도 이러한 계획  리체계를 존 하지 않는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계획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각종 개별법과 특볍법에 의한 부문계획과의 계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역  의 서울 도시권 계획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 다. 우선 기존 공간계획체제 하에서 역  의 도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부 부처  규모 공공기 의 이 이 가시

화될 경우, 이를 계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을 환한다는 가정하에서 련 역계획

의 역할분담 체계와 기능 재정립에 한 개선방안을 정리하 다. 

2. 왜 광역적 관점이 필요한가? 

2.1 물리적 도시개발 패턴 (1985 ~ 2003년)

수도권의 개발패턴을 보면, 시가화지역(도시용지)은 경인축 상의 기존 시가화 면 이 

최 이며, 주로 수도권 남부와 서북부 시가화지역이 선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를 따라 안양, 군포, 수원방향과 하남, 성남, 용인, 수원방향으

로,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으로 확산되고, 자유로를 따라 고양, 주방향

으로 퍼져가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시가화지역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기성 시가지축과 의

정부-양주-동두천  성남-용인-수원을 잇는 수도권 서부방면의 개발패턴이 뚜렷하다. 

서울을 심으로 경부축에 치한 시군구는 충분한 인 자원, 인 라 등이 발달되어 있

고, 2기 신도시  다수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돼 있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서부지역은 경인축의 요성이 부각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서울의 마곡지구, 

경인운하 개발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에도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도시화가 조

한 지역은 수도권의 북부  동부지역으로, 높은 임야비율과 자연보 권역의 지정 등 입

지 인 특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부지역에도 2기 신도시의 지정(양

주 회천, 옥정)과 남양주, 양주, 포천지역의 개발계획이 두되어 확산이 상된다. 

한편, 향후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주로 수도권의 서부해안지역과 경기도 남ㆍ 

북부에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08). 서울은 사실상 기성시가지로

서 개발가용지가 거의 고갈된 실정이며, 경부축 선상 남부방향의 시가화지역도 지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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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과 자연환경보 지역 지정으로 인해 크게 확장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의 발 양상은 규모 개발가용 토지가 풍부한 인천 종도  김

포, 강화지역 등 서부해안지역과 경기북부( 경지역)와 남부지역으로 집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003년

<그림 5-1> 시가지 변화추이(1985 vs 2003)

2.2 생활권ㆍ통근 패턴 

수도권의 지역 간 총 통행량(시도별 내부통행량 제외)은 8,156,063통행/일이고, 경

기, 인천에서 서울로의 통행량은 3,069,151통행/일(38%)에 달하여 수도권의 역화 

상은 이미 일상화되었다(수도권교통본부, 2007). 통근행태를 보면, 서울 외곽의 규

모 주거 심 택지개발로 인해 통근권이 서울 반경 40㎞까지 확 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기존 업무 심지의 향력은 여 하고 주거지는 외곽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통근이 차 

역화되기 때문이다.

지역 간 유출입 통행특성을 살펴보면, 약 40% 내외가 출근이며, 업무통행이 약 20%, 

친교가 약 15% 순으로 나타난다. 수단통행 특성을 보면, 서울∼경기 간에는 승용차가 

46.9%, 지하철이 37.1%, 통근통학버스가 2.5% 순으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서울

과 인천은 지하철 분담률(51%)이 높은 반면, 인천과 경기는 승용차 분담률(75.6%)이 

높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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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희윤ㆍ김선웅, 2002; 이창무,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그림 5-2> 통근통행 패턴 변화 추이(1990 vs 2005 vs 2021) 

한편, 장래 교통수요 측(2006∼2021)에 의하면, 수도권의 통근통행은 지속 인 확

산이 상된다(<그림 5-2> 참조). 이는 신도시 개발과 고양, 주, 안산, 화성, 안양, 수

원 등 지역 고용 심 후보지가 태동하여 지역 간 통근량이 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행량 증감률을 보면, 인천시의 내부통행량  서울시로의 통행량 비율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로의 통행량 비 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내부통행량 비율이 증가하고 서울시

로의 통행비 은 감소하여, 서울의존도는 감소세이다(김순 , 2009). 그러나 장래 승용

차의 운행수요는(2006∼202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교통 우선정책과 지속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은 심화될 망이다(김순 , 2009). 

2.3 산업구조 및 산업연계 패턴

수도권의 산업구조는 서울이 서비스업, 인천과 경기도는 제조업 심으로 이루어져 행

정구역별로 특화되어 있다. 서울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업(25.16%)이 입지우 를 보

이고, 이어 융보험업(16.97%), 도소매업  음식숙박업(17.07%), 운수  통신업

(10.29%) 순으로 집 경향을 보인다. 인천은 제조업(31.22%)의 입지우 는 감소하

나 운수업(17.87%)의 입지우 가 뚜렷하다. 경기도는 제조업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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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분 인 천 경 기 서 울

농림어업 0.82 1.78 0.21 

광업 및 제조업 31.22 48.81 6.09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4.65 1.91 1.18 

건설업 8.32 7.63 6.00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7.60 6.13 17.07 

운수 및 통신업 17.87 5.94 10.29 

금융보험업 5.38 4.45 16.9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88 10.32 25.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18 3.90 4.05 

교육 서비스업 4.62 3.93 5.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6 1.74 2.55 

기타서비스업 3.50 3.46 5.17 

지역내총생산 100.00 100.00 100.00 

주 : 1. 통계청 통계자료  2. 2006년 GRDP 잠정치,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07:61

<표 5-1> 수도권의 산업구조

한편, 수도권 내 시ㆍ도별 생산품의 타 지역 이출구조상 수도권 시⋅도의 생산품은 수도

권 내로 이출되는 비 이 으로 높다(한국은행, 2005). 인천에서 생산된 제품의 

56.0%가 수도권으로 이출되어 수도권으로의 이출 비 이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도권 이출 비 도 각각 55.2%와 41.3% 정도이다. 즉, 수도권에 입지

한 산업은 행정구역별로는 특화되었으나, 하나의 거 한 산업복합유기체로 작동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2005

<그림 5-3> 산업 연관구조(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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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심지 체계 및 주요 발전 축

서울시에는 고용 심지 측면에서 도심부, 등포  강남을 심으로 최고차 업무 심

지가 입지하나, 규모 신규개발 가용지가 고갈된 기성시가지로서 향후에는 규모 신규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근지역과 역  력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인천시나 수도권의 서부지역은 규모 개발가용지가 풍부하고 수도권에서는 최

 인구를 가진 배후지이나, 인구규모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하여 자체 으로 규모경제나 

집 경제의 편익을 추구하려면 서울 심지와의 신속한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 근교의 베드타운(bed town)형 신도시 건설로 직주불균형이 심

화되었고, 서울의 업무 심지를 기 으로 주요 발 축이 형성되어 있어 역 인 연계

력이 실히 요구된다. 특히, 최근엔 지역고용 심지가 태동하여 주요 발 축을 심으

로 통근의 역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과의 연계는 여 히 크게 고려

되고 있지 않아 향후 보다 극 인 인식 환이 요구된다. 

서울시 고용 중심지 및 기능 수도권의 주요 발전 축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그림 5-4> 서울시 고용 중심지 및 기능 vs 수도권의 주요 발전축

그러나 역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종합발 계획을 보면, 지자체별로 도심과 부

도심의 정의가 다르고, 타 지자체의 심지 체계와의 연계에 해서는 구체 인 언 이나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즉 수도권 체차원에서 보면, 여 히 개별 행정구역 심으로 나

기 방식의 심지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인천시의 경우, 인구규모에 비해 심지 체

계상 계도 분명하지 않으며, 내부지향 인 공간구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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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인천

1중심 4대 발전축

5 광역생활거점

4 업무 핵도시

1도심 5부도심

4대 생활권

9 중생활권

3도심 5부도심

<그림 5-5> 수도권의 시도별 중심지체계 (경기 vs 서울 vs 인천)

3. 공간계획체계 상 수도권 광역계획의 현실 

행 국토공간계획체계는 크게 국토ㆍ도시계획부문, 지역계획(혹은 개발사업)부문, 그

리고 정부 부처별로 수립되는 계획부문의 3가지로 구성된다. 국토  도시계획부문은 크

게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이 주요 근거가 되어 수립되고, 지역계

획이나 지역개발사업계획부문은 각종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한 각 

정부부처도 각종 근거법을 만들어 기능별, 부문별로 국가장기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수도권에 직  련된 역  성격의 공간계획은 크게 3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 둘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립하기 시작한  5+2 역경제권역을 단

로 한 수도권 역경제권발 계획, 셋째,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해 수립

되는 공간계획인 수도권 역도시계획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국토공간계획체계 상 이러한 역  성격을 지닌 수도권 계획의 

하  계획으로서 작동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수도권 련 역계획의 내용  실태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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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현행 국토공간계획 체계

국토공간계획체계 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상 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역경제권발 계획과 수도권 역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계획은 법  성

격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하 계획에 한 지침역할이 미흡하여 비 의 목소리가 높다. 

한 수도권에서는 장기종합발 계획 성격의 공간계획이 다수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 

규모 개발사업은 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공간계획과는 무 하게 추진된다. 정

부에서 주장해 왔던 선계획-후개발체제는 실에서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통, 환경,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부문별 계획은 각종 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기본계획 간의 정

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시 도시기본계

획도 도시 리계획의 상 계획으로서 지침계획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무나 한 

면 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제 로 된 지침계획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는 세종시 건설 등과 련지어 조만간 주요 정부부처와 규모의 

공공기  이 이 실화되면 수도권의 규제 심정책이 다시 본격 인 정책이슈로 부상

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내ㆍ외 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응방안을 략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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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공간계획체계 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3.1 수도권정비계획의 현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수도

권 최고  법정계획이다. 한 수도권의 집 억제와 지방분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년 

계획으로 공간  범 는 수도권 역이며 5년마다 수정한다. 주요 내용에는 공장입지 총

량, 규모 개발사업, 학  형건축물 등 인구집 유발시설의 입지규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계획은 공간계획 계상 수도권의 최상  공간계획이나, 사실상 시설별 입지

규제가 주 내용이며 하 계획에 한 지침역할은 미미하다. 그리고 인구집 유발시설에 

한 3개 권역별 차별  규제가 주요 내용이나 권역의 범 가 무 하여 동질 인 

성격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등록 공장의 양산, 계획  개발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 지시  규제계획으로 련 지자체

의 참여가 미흡하여 폭넓은 공감  형성이 어렵다. 수도권 최상  공간계획으로서 시설단

의 미시  규제보다 수도권 체 차원의 비 과 계획  성장 리 지침을 제시해야 하

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비 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한 비  시각은 규모 개발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규모 개발 사업은 면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면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

성사업, 면  10만㎡ 이상의 지조성사업 등을 일컫는데, 이들 사업은 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각종 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사업은 수도권

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편의 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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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구성
- 각 부 장관
 (외무부ㆍ행안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교과부 등)
-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 중앙부처 차관
- 시ㆍ도지사
- 국무조정실 조정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표 5-2>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기관 

  

한 로 수도권 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실태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총 면 의 약 77%, 

규모 개발사업의 83%가 서울의 통근권에 속하는 도심반경 40㎞ 내 치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부분 LH공사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수

도권정비계획에서는 서울의 일극집 형 개발을 피해 서울 도심 40㎞ 외곽을 제시하고 있

어 매우 편의 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8> 수도권 내 신규 개발사업의 현황 

3.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태

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해 련 지자체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공간계획이다. 한 수도권 체를 포함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략계획, 정책 계획  성격을 가지고 하 계획의 지침계획으로 운용된다. 주요 내용에는 

역계획권 설정, 목표와 략수립, 공간구조구상, 부문별 계획( 역토지이용, 녹지ㆍ경

ㆍ여가, 역교통, 역공 ㆍ이용시설, 방재, 환경보  등), 생활권별 정비, 개발제한

구역 조정, 집행  리계획이 포함된다. 역도시계획은 그 성격으로 보아 계획  성장

리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획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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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 수도권 역도시계획의 수립배경을 보면, 역단  성장 리기반의 구축

이라기보다 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정치  안과제를 해결하기 해 활용된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계획수립 배경자체가 통령의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1999년)에 을 두다 보니 역  도시개발, 산업경제, 주택수  문제 등은 심

이 어 이에 한 언 이 상 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련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나 정합성은 자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한 국 단 의 도시권계획과의 일 성을 유지하다 보니 일반 인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 수도권의 특성이 제 로 반 되기 어려운 한계를 노출하 다. 특히 역계획은 

계획지침을 실제로 실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한 제도

 기반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수도권 역도시계획은 공간계획체계상 수도권의 상  공간계획이나 주무부처인 국토

해양부의 앙도시계획 원회 심의와 장 의 승인을 거친 개별 시ㆍ도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실 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역도시계획이 제

로 작동하려면 개별 지자체들 간의 역  의  조정에 한 제도  기반과 역 의

체 기능이 요구되나, 이러한 제도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근본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역도시계획은 계획 내용을 잘 수립하는 것도 요하겠으나, 역  사안을 

실제로 조정하고 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의체에 한 제도  기반이 없이는 계획

의 실질 인 성과를 기 하기는 어렵다.

3.3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실태

역경제권 단 로 수립하게 되는  정부의 지역발 계획은 국의 5+2 역경제권

역에 용되는 법정계획이다. 한 5년 단 의 기 사업 계획  성격이 강하고 매년 추

진실 에 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실행계획이다. 더불어 역경제권별로 련 역

지자체와 앙정부 간 공동, 력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며, 의사결정은 련 지자체  정

부부처의 의를 거쳐 지역발 원회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한다.

주요 내용은 역경제권 발 비 과 목표, 역경제권 발 역량  경쟁력 강화 방안 (선

도사업  략사업 육성/ 인력양성  과학기술 진흥/ 발 거  육성/교통ㆍ물류망 확충/ 

문화ㆍ  육성/ 환경ㆍ자원이용 효율화/ 연계 력 방안/규제완화 포함), 추진방안과 평가

체제를 포함한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제안사업(2009~2013)은 <그림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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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주요제안사업(2009~2013년)

그러나 2010년에는 산문제 등으로 수도권 역경제권에서는 술한 제안사업에 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실질 으로 지식경제부의 “ 역경제권 연계 력 사업(2010)”

이라는 제목으로 신규 사업을 제안받아 추진하 다. 궁극 으로 수도권 역경제권에서 정

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권역 사업명 지원 국비

수도권
(3개 사업: 총 6,000)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3,000 백만 원

지능형 로봇 서비스산업 지원 사업 2,000 백만 원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1,000 백만 원

<표 5-3>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국비지원 사업현황 

 

역경제권 정책은 취지가 좋았으나 정책설계  집행단계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

다. 계획체계 측면에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운 되어 련 공간계획과의 연계  계

획의 정합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계획 내용에서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산업, 경제분

야만 치 하여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SOC 련부문은 

계부처의 조가 미흡하고 제도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계획의 실행측면에서도 역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을 직  편성하다 보니 하

향  계획으로 권역별 창의성을 유도하기 어렵고, 각 권역은 정부지침에 따라 수동 으로 

움직이는 하부 집행기 의 성격을 보인다. 조직의 계상 정부 부처의 개별사업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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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 원회가 보다 극 인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산 편성권이나 심의권이 

제한되어 한계가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사후 정책평가에 한 책임성이 모호하여 

한 성과를 기 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에 련된 상  공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한

계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 도시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계획 
체계

- 대부분의 정책수단 및 계획내용이 
법규 내 명기되어 경직된 시스템

-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으로 지자체
의 지역사회 참여 결여

- 국토계획법상 전국에 적용되는 일
반계획으로 수도권의 특별규정과 
체계구성이 곤란

- 국토해양부의 권한이 커서 정부주
도의 계획 수립과정을 거치게 됨

- 중기 사업계획으로 특별법에 의해 
별도 운영

- 중앙정부주도의 계획으로 권역별 
창의성 유도 미흡

계획 
내용

- 대규모 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
설 등 입지규제 중심의 내용

- 대도시권의 성장관리 내용이 결여
되어 하위계획의 지침기능 결여

- 개발제한구역 조정 중심의 계획으
로서 대도시권 공간적 관리 수단 
미흡

- 산업경제 관련 계획이 결여되어 있
고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역할 
미흡

- 산업ㆍ경제 부문 계획이 주요 관심
사(지경부 주관)

- SOC계획은 관계 부처협조 없이는 
집행 곤란

계획 
실행

-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정부 중심으
로 구성되어 지자체 의견반영이 어
려움

- 최상위 법정계획이나 관계부처별 
계획(교통, 환경, 산업, 농지 등)과 
정합성 확보 미흡

- 계획적 실현수단 및 조정기제 미흡
- 부처별 부문계획(교통, 환경 등)과 

시군 관련계획 간 정합성 확보 장
치 부재

- 광역사업은 중앙부처별로 직접 예
산 편성

- 지역발전위 사무국의 조정권한 역
할 미흡, 성과책임 모호

<표 5-4> 수도권 관련 광역계획의 한계 

 

3.4.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정부 부처별 계획과의 관계 및 승인권한

정부부처별 부문계획의 실태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정책과제별로 정리하여 정책계획과 시책체계로 

살펴보면, 종 분담체계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기본법에 의한 기본

정책이 있고, 기본정책 아래에 여러 분야의 개별법에 의한 시책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

책은 개별 법률에 따라 계획의 형식을 빌려 집행되고 있다.

부문별로 기본  국가계획은 정책의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실 수단을 분야별 하  법

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은 형식상 상ㆍ하  계처럼 보이나 개별

법마다 정책과 시책체계로 되어 있어 부문별 체체계로는 일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 해당 분야 안에서만 제각기 기본계획-실

시계획-실시수단이라는 체계로 되어 있어 체 기본정책과는 계없이 독자 인 법  권

한과 산으로 사업, 규제, 시설설치라는 수단으로 집행된다(이학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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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교통ㆍ물류부문을 보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국가기간망계획과 그에 따

른 교통시설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기본계획-사업계획, 농어 도로정비

기본계획-도로사업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실시계획, 항만기

본계획-실시계획, 공항개발 장기종합계획-실시계획 등이 개별법에 의해 상호연계 없이 

개별시설별로 계획ㆍ집행되고 있다. 한 도시교통체계도 도시 역교통 리에 한 특

별법과 도시교통정비 진법에 의해 체 으로 정비되어야 하나,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

철도기본계획-사업계획, 교통의 육성  이용 진에 한 법률에 의해 교통기본

계획-지방 교통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이라는 체계로 정비된다. 

게다가 도시 체 교통계획체계 하에 집행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도시철

도, 교통을 계획ㆍ집행하고 있다. 교통부문과 물류부문의 계획도 연계되어야 하나, 제

각기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구조는 교통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국가계획과 집

행체계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모두 개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실시계획-실시수단이라는 세분화된 종 분담체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 같은 

부문 내는 물론이고 타 부문과의 횡  조정은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학동, 2007). 

<그림 5-10> 교통 관련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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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정부계획의 실행수단 체계를 살펴보면, 이들 간 계를 더 명확히 악할 수 있

다. 이들 계획은 부처 사업, 행 제한, 각종시설의 설치라는 3가지 실행수단을 가지고 있

다. 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정부가 직  계획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규제하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제도화되어 있다. 즉 사업시행, 규제, 시설 

설치를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한 제도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의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이학동, 2007). 따라서 지자체 단 의 공간계획인 도시계획을 존

하거나 계획 간 정합성 등은 소홀히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1> 소관 부처별 법률 관장의 예시

앙정부 부처별로 법률을 장하고 있는 조직은 정부 부서별 조직체계와 이를 뒷받침

하는 각종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조직의 최하  체계마다 2∼3개의 법률

을 장함으로써 조직의 존재의의를 갖고, 법  권한과 산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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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은 업무와 권한을 많이 가지려는 부서 이기주의에 기인하며, 이러한 종 분담

체계는 하 정부인 시ㆍ도의 행정조직체계와 기 자치단체인 시ㆍ군의 행정조직체계에도 

그 로 반 되어 있다(이학동, 2007).

이처럼 정책과제가 부상할 때마다 증요법으로 처한 결과, 양산되는 법률이 다양한 

분야로 다기화되어 있고, 소 부처ㆍ 장부서도 다양하여 이해 계 한 복잡한 상황이

다. 이 때문에 종합  공간계획인 지자체의 도시계획과는 계없이 많은 정부 부처의 사

업과 규제  시설설치가 개별법에 의해 독자 ㆍ독립 으로 이루어진다. 말단의 생활공

간 단 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별개의 사업ㆍ규제ㆍ시설이 집행됨으로써 종합되지 못하

고, 생활공간은 총체 으로 작동되지 않아 불편하고 왜곡된 도시공간이 형성된다. 

앙집권  입안과 결정ㆍ승인 권한의 구조

정부의 부문별 계획의 입안ㆍ결정 는 승인권한을 주체별로 분석ㆍ정리하면 <표 5-5>

와 같다. 개별법에서 명시한 차는 계 시ㆍ도지사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를 

거쳐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한 의가 부분이다. 시

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입안 는 신청하거나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 조건이 붙

어 있고, 반드시 주무장 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문별 계획의 입안과 결정 

는 승인 차는 련 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장 이 입안ㆍ결정하게 되어 있다.

한 특별회계나 기 에 의해 투자계획을 세워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곧바로 시책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별회계나 기 의 사용ㆍ 리, 

실시계획을 한 국가 산은 주무장 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산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는 종 분담체계에 의한 앙집권

 계획과 시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별법  개별법에서는 각종 의제 처리가 가능하므로 련 공간계획과 계없이 

공간구조가 왜곡되고, 이는 지자체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제도는 지

까지 부분별로 횡행하던 각종 개발, 정비, 이용계획과 공공시설의 입지를 해당 공간단

의 도시계획을 심으로 재편성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 다. 이는 장기 종합  

의 도시계획체계에서 다른 부문별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압축성장기의 종 분담체계에 의

한 부문별 계획의 모순과 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술한 로 

실은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역  의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 역할을 제 로 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극 인 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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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장관
수립

주무장관
결정ㆍ승인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위원회
입안ㆍ심의

결정

시ㆍ도지사
수립ㆍ신청

시ㆍ도지사
결정ㆍ승인

시장ㆍ
군수

수립ㆍ신청

시장ㆍ
군수
결정

공공기관
의장
또는

사업시행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 ○ ○ ○
추진계획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광역경제권발전계획 ○ ○ ○
부문별 발전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

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이전계획 ○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 ○ ○ ○
혁신도시개발계획 ○ ○
▶기업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 ○ ○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실시계획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

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

예정지역및주변지역지정ㆍ관리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 ○
기본계획 ○ ○
개발계획 ○ ○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
광역개발권역의지정 ○ ○ ○
광역개발계획 ○ ○
특정지역의지정 ○ ○ ○
특정지역개발계획 ○ ○
개발촉진지구지정 ○ ○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국가지원사업계획)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 ○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지정 ○ ○ ○ ○
자유무역예정지역지정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 ○ ○ ○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 ○ ○
연안관리지역계획 ○ ○ ○
연안정비계획 ○ ○ ○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 ○
접경지역지정 ○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 ○ ○
개발계획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
▶오지개발촉진법
오지개발지구지정 ○ ○
개발계획 ○ ○
▶도시개발촉진법
개발대상도서지정 ○ ○ ○
사업계획 ○ ○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고도지정 ○ ○ ○
고도보존계획 ○ ○

<표 5-5> 각종 광역계획 및 관련 부문계획의 입안과 결정ㆍ승인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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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적 관점의 서울 대도시권 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4.1 기존 공간계획체제 하에서 개선방안

기존 공간계획체제의 변화는 궁극 으로는 련 법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 법제도의 개정은 행정 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 계로 특정한 계기나 여건변화

가 없이는 매우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련 법제도의 개정 없이 서울 도시권 차원에서 

역  을 살려가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

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이미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 역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정책 어젠다를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의 생활권 계획을 실질 인 주민 통근권을 심으로 

하는 역생활권 단 로 개편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재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도심부와 4  생활권을 구분하여 도심과 부도심을 설정하고 있으며, 통학권

을 심으로 하는 9개 생활권을 심으로 지역 심지를 설정하는 방식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치구 단 에서도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자치구청장의 비 과 추진 략을 수립하기 

해 별도의 비법정 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질 인 통근패턴을 

보면 이미 서울시는 외곽의 신도시 등과 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시권 

계획이 보다 실질 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기 해서는 주민들의 실제 통근권을 염두에 

둔 역생활권을 단 로 하여 역  의가 요구되는 정책이슈를 심으로 하는 력  

서울 도시권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 서울시 행정구역 단 의 심지 체계도 수도권 단 의 역  이 반

된 공간구조와 심지 체계를 구상하여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재 2020 서울시 도

시기본계획에서는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 심과 지구 심의 심지 체계를 두고 있

다. 재 수립 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주핵, 3부핵, 8개 역연계거 , 5개 지

역거 과 지구 심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부에 입지한 8개 역연계거

을 설정하여 역 인 시각을 다소 반 하고는 있으나, 여 히 행정구역 심의 심지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향후 서울의 심지체계  상은 서울 도시권 단 에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요 

심지를 고려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기성 시가지로 규모 개발가능지가 거

의 고갈된 상황이고, 인천시나 경기도는 자체 인 인구  개발수요의 규모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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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심지 상호 간 연계 력이 요구되는 시 에 와 있다. 따라서 수도권 체 차원

에서 심지 체계를 재정립하여 서울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 수도권의 주요 개발패턴을 보면 개 6  주요 개발축(경인축, 서남축, 동

남축, 동북축, 서북축, 경춘축)을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역생활권 단 의 공

간계획이 수립되고 수도권 단 의 심지 체계가 재정립되면, 이들 심지와 배후주거지, 

그리고 주요 개발 사업은 이미 시가화된 6  주요 개발축을 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시행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가능한 한 보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시권의 

도시개발은 토지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기보다 이미 인 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발축을 심으로 유도함으로써 향후 서울 도시권 공간구조나 개

발패턴을 계획 으로 리해가는 방안을 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한 주요 정부 부처와 187개의 공공기 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일부 기 들의 이 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규모의 정부기  이 이 가시화하게 되면, 재의 앙정부 주도, 규제 심의 수도

권정비계획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비하

여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재정립에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역할

이 바 게 되면 수도권 련 역계획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역할분담과 기능을 모

색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에 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역할 환이 필요하다. 즉 재 

수도권 최상 계획으로서 앙정부가 주도하는 입지규제 심의 계획에서 수도권의 규

모 개발사업  역인 라 확충 등 역  계획  리가 요구되는 이슈를 심으로 하

는 역성장 리계획으로 그 역할을 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최상  계획으

로서 수도권 역경제권 발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역  공간

계획이슈에 한 의조정 등 역 의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이 계획  성장 리체제로 환될 경우, 수도권 역도시계획과

의 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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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수도권정비계획의 다양한 대안 모색

안 모색에서 국의 역계획 운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국의 역

계획체계는 상당히 앙집권  구조이나 그 운 체계나 방식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

의 역계획체계는 크게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RA(Regional 

Assembly), GOR(Government Office for Region)의 트로이카 시스템으로 구상

되어 상호 견제ㆍ감시와 동시에 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회인 RA는 역공간계획(Regional Spatial Strategy)의 수립 주체로서 이

를 바탕으로 RDA가 수립한 역경제 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검토하

여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RDA는 지역 문가 집단으로 역경제 발 략

(RES)의 실질  집행 주체이며, 구성인원은 200명 정도이다. GOR은 앙정부의 부처

별 련계획을 통합 조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의 단일창구 역

할을 한다. ‘Single pot’이라는 정부통합 포 보조 을 운 하여 정부정책의 일 성을 유

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은 역권별로 RDA를 운 하고 있으나, 산배분이나 인력은 지역형평성

보다 객  지표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LDA(London Development 

Agency)의 특별한 역할과 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LDA의 장은 여타 RDA와

는 달리 London시장이 직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수도권 역경제권 발 계획의 역할  계획 간 정합성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수도권 역경제권의 권역은 행정구역 단 로 인 으로 설정하기보다 실질 으로 

역  경제 력이 필요한 사업의 범 로 하여 역경제 력계획으로서 공간  범 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재의 사업계획 성격은 유지하되 개편된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계

획 간 정합성 검토를 제도 으로 의무화하여 계획 간 상충성을 여가도록 한다.

한 계획과정에서 개편된 수도권정비계획과 피드백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상호 간 이

견을 조정하고 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 정부 부처별로 산을 



제5장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117 

직  편성하는 등 앙집권 인 운 체계에서는 역경제권 단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연계 력사업에 해서 일부라도 권역별 포 보조  제도를 

운 하여 각 권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로 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술한 내용에 따라 재 수도권 역도시계획의 역할  기능이 재정립될 필요

가 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역도시계획은 이제 주민들의 

실질 인 통근권을 심으로 하는 역생활권 단 의 성장 리계획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가 있다.

술한 법제도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굳이 수도권 체를 상으로 할 것 아니라 역

 이슈가 있을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합의를 하면 그것을 공간  계획범 로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역생활권계획으로 자리매김하

더라도 계획내용의 실 을 한 정책수단이 강화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역생활권 단 의 의체 구성을 한 제도  기반도 마련되어야 실질 인 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의 특별법과의 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처별 특별법은 

제도  특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련 공간계획에 한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특별법의 제정은 국

가 안보나 재난방지 등 특수한 경우만 외 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련 역  공간계획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 부처나 사업부서와 지자체가 

반드시 의ㆍ조정할 수 있는 내용과 차를 제도 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

본 으로는 향후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권을 차 분권화하여 해당 지역별 계획하에 사업

이 추진되어 계획  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책임성도 더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앙정부의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 기존 계획과 사업은 

물론 특별법의 조정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앙정부와 련 지자체 간에 의ㆍ조정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실 인 안으로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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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력계획시대 

광역계획의 수립 및 운용방향

: 미국 워싱턴주 푸젯만지역 광역계획을 중심으로

박재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  공간 단 에서 운용되는 기본계획은 기능 부 (不

全)의 상태에 있다. 1970년 와 1980년 의 개발 시기에는 개발을 직  가이드하는 계

획으로 그 역할이 컸었지만, 1990년을 후해서는 계획 패러다임이 격한 사회구조 변

화를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구체  실천 방안 없이 목표만 선언 으로 담

았다든가, 계획이 부문별 계획 내용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여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물리  계획에서 ‘ 가(傳家)의 보도(寶 )’로 삼아 온 토지이

용계획도 계획하는 것만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실 앞에 토지배분  입지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박재길 외, 2004).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기본계획은 우리와 달리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지

자체의 장기 정책을 담는 지역사회의 장기계획으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이 부문별 계획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토 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들도 과거 한때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의 성장과 개발시 의 계획 패러다임

으로 시 에 부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던 때가 있었다. 나라마다 그 시기가 다르나 략 

60년 와 70년 에 이르러 정책계획15)으로 그 패러다임을 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다(Kent, 1964: Faludi, 1973: Friedmann, 1973: Healey, 권원용

ㆍ서순탁 역, 2003).16) 

15) 정책계획에 한 정의는 Friedmann(1973: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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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후하여 도시화가 진정되고 사회 자체도 민주화, 분권

화, 다양화하는 격한 구조변화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응하는 계획 패러다임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획 행은 여 히 20, 30년 의 개발

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부 응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계획 활동이 왜소화되고  

부 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잘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비용 한 결코 지 않을 것이다. 체 인 정책의 얼개 없이 개발사업이 결정되어 사회 

갈등이 유발되고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한다. 선진국이 넘어선 정책계획으로의 환이야 

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시 한 과제  하나가 되었다. 

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상 없이 앞으로 계획이 견지해야 할 기본 인 사항들도 있다. 

계획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갖추어야 

할 ‘사회  상황’에 응하는 능력과 ‘계획 수립의 주체’는 사회가 구조 으로 변하면 달라

질 수밖에 없다.17) 우리나라는 1990년을 후하여 민주화와 분권화가 획기 으로 진

되고, 개인, 각 기   지자체를 포함한 개체들도 이제 체에 못지않게 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체가 체계 으로 힘을 발휘하기 해서도 개별 주체의 네

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공간 으로 역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분 의 벽도 뚫어야 

하고, 정보화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발휘되는 개체 간 연  형성의 힘이 사회발

을 해 모여야 한다. 이를 정책으로 승화시켜 지원하기 해서도 장기 정책을 담는 그

릇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거버 스(governance) 시 가 되면서 계획은 단순히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시장(market),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한 약속을 담는 제도  장치로 

발 하고 있다. 계획 수립 주체에서도 정부가 비록 계획을 주 하지만, 시장과 시민사회

도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도 운용 당사자로서 이해 계를 조정

하여 합의 형성을 도모하고, 계획을 잘 리하여 결정할 사항을 결정하며, 투명하고 공정

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무겁다(박재길 외, 2006). 

그러나 실제 실로 돌아와 기본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입장에 서면 행 제도의 여러 

16)  Healey는 한국어  서문에서  “1960년  이후에 UK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정책계획이 출 하 다. … 1968년에 

도입되었던 략  구조계획(structure plan)이 더 이상 공간  청사진이 아니었다. … 종합  공간  비 은 

개 목표라는 범 하고 일반  명제로 치되고 … 다양한 원칙과 규범이 로젝트 개발과 집행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  상호과정에서 채택되고 사용”된 것으로 언 하고 있다(Healey, 권원용ㆍ서순탁 역, 
2003)

17) 계획 환경(planning environment)이 바 면 계획 스타일(planning style)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Faludi, 
19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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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계획의 창의  수립을 제약하는 것들이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일은 선진 지자

체인 서울시도 스스로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의 기본계획이 제 로 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행 지침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장에서부터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서울시 계자   정책연구자가 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기본계획이 정책계획이 된다면 제도 으로 미흡한 상

황의 역계획에 해서도 그 나름 로 응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역계획 역시 앞으로 

정책계획으로의 발 을 기약할 수 있다. 이 은 역계획의 의의와 함께 역 스 일의 

정책계획에 한 하나의 사례로 미국 워싱턴 주의 푸젯(Puget)만 지역 역계획을 소개

하고자 한다.18) 

2. 협력계획 및 광역계획의 의의

1) 계획 개념의 변화

계획에 한 정의는 계획 활동에 해 해당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를 통해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미국도 1950년  반까지는 계획

(planning)을 도시를 물리 으로 건설하는 청사진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plan- 

making)’으로 여겨 왔었다. 그러나 집행성 결여, 부문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과학  방법 

결여 등의 지 을 받으면서 계획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었다. ‘목 -수단 연쇄설(ends- 

means chains)’에 근거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을 한 수단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면서 정책 결정자를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종합

 합리주의(comprehensive rationalism) 계획론이 1960년 와 1970년 를 풍미

하기도 하 다. 그거나 계획이론의 논의와는 별도로 실무 으로는 이미 1960년 부터, 

계획은 지자체 정책을 담아 지자체 차원의 정책 결정과 시민  계자 간의 소통에 기여하

는 것으로 생각하 다(Kent, 1984; Friedmann, 1973; Faludi, 1973). 

이론 으로도 리드만 등(Friedmann & Hudson, 1974)이 계획을 “지식을 조직

18)  이 은 필자가 국토연구원의 워킹 페이퍼로 발간한 자료(박재길, 2010, 미국 역계획의 동향과 시사 : 시애틀 

도시권 역계획을 심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부분을 간추려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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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행동으로 연계시키는 일”로 규정하기도 하 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문가들이 계획

을 보다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한 정책을 도출하는 의도  과

정”(Culling- worth and Caves, 2009:5)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정책이

란 행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 를 하기 한 지침, 방향, 행  선택의 규칙 등’을 

말하는 것이다.19)

2) 협력계획

선진국에서는 기본계획을 지자체가 커뮤니티나 지역 주민  기업, 시민, 문가 등과 

력(collaboration)하여 수립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비단 의사소통행

(communicative action)를 기반으로 한 이론  용어로서의 력계획(Healy, 2003)

을 들먹이기 에 력계획은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계획 활동의 기본 모드(mode)가 

되고 있다. 

력계획은 특정 계획에 한 계자 간의 력만이 아니라, 그 내부의 부문 계획과 

력하는 것도 포함한다. 각기 나름 로 실행 로그램을 가진 부문별 계획을 체로 연계

시키는 것도 기본계획의 역할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은 이들 계획에 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침을 주거나, 여러 부문별 계획이 같이 복합 으

로 여해야 할 사항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원과 노력을 특별히 집 으로 

투여해서 추진할 략을 구체 으로 밝히고 구 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한 력계획은 지자체 구역을 넘어 인근 지자체나 상  공간 스 일의 정부와 역  

차원에서 력하는 것도 포함한다. 도시가 역화되면서 개별 지자체의 정책이나 기본계

획만으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경제활동의 역화에 응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기 분 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정책 비용 낭비도 클 뿐 아니라, 지자체 간 갈등

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도 놓치고 만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역계획 수립에 력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운용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일반 인 계획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 정환용은 Ackoff(1970:42)를 인용하여 “정책은 공사(公私) 부문을 불문하고 설정된 목표나 과업 달성을 한 

일반 인 행 에 한 지침과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간략하게는 행동 노선 선택의 규칙 는 의사 

결정 규칙”이라고 하고 있다(정환용, 2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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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계획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계획  굳이 역차원의 기본계획( 는 종합계획)을 말하라고 

한다면 도종합계획, 역도시계획 정도로 한정된다. 이밖에 ‘지역균형개발  지방 소기

업육성에 한 법률’에 근거한 ‘ 역개발계획’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개발 사업을 종

합 으로 발굴하여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

이 있지만, 이 한 수도권을 ‘정비’한다는 목  때문에 종합  계획이 되는데 한계가 있

다. 게다가 권역 지정으로 행  규제를 구체 으로 하게 되어 엄 한 의미의 기본계획으

로 보기가 힘들다. 한편 도종합계획의 경우도 역권 심도시의 역시가 제외된 채 수

립됨으로써 실제로는 도시 역화 시 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못한다. 

이 게 볼 때, 행 제도상으로는 수도권 역도시계획과 같은 역도시계획만이 도시 

역화 시 에 시ㆍ도지사가 계획 주체가 되어 가장 력 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역계획

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 으로는 제1차 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라는 안 

과제에 치 하면서, 여타 다른 정책부문들은 시ㆍ도 지자체로부터 심조차 모으지 못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로 된 정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계획수립 

첫 단계인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일에서부터 지자체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계획의 에서 역도시계획의 성과를 든다면, 계획서에 담

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이, 이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일련의 행 들이 체계 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원칙과 기 이 된 이다. 이로써 역도시계획이 정책계획의 

역할을 조 은 선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개별 지자체의 계획고권이 인 것으로 존 되

는 미국에서조차 역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역계획의 발 을 기 해 볼 수  있는 고무 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역계획에 

의한 정책개입을 소극 으로 하려고 했던 지자체들도 역 차원의 정책이 분명할 경우, 

지자체 스스로 역의 외부  효과에 한 불안을 떨치고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알

게 되었기 때문이다(Nel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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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젯만 지역 광역계획 사례

1) 푸젯만 지역 광역계획 발전의 배경

워싱턴주 부 푸젯만 지역(Puget Sound Region)은 주의 경제 수도인 시애틀(인구 

61만)을 심도시로 하고 푸젯만을 낀 4개 카운티를 범역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재 

총면  16,290㎢(6,290mi2)로 우리나라 수도권(11,724㎞2)보다 1.5배 정도 크고, 

인구는 370만명으로 수도권 인구(2,400만인)의 약 1/7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소 트사 

등 IT 산업, 보잉사 등 항공 산업을 지역의 심 산업으로 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

득 수 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인구성장이 계속되면서 2040년까지는 2000년 기

으로 인구 171만, 일자리 수 122만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푸젯만 지역의 역계획제도는 1990년 제정된 워싱턴 주 성장 리법(Growth Management 

Act)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 에도 역계획이 있었으나, 지자체 연합체의 PSRC(Puget 

Sound Regional Council)가 별도의 역계획기구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기능을 제

로 하기 시작하 다. PSRC는 4개 카운티 외에 82개 시, 읍, 워싱턴 주정부, 공항ㆍ항만청 

등이 회원으로 된 의체로,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체 총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의결해 

계획 수정 등을 확정하는 체계로 운용해 오고 있다. 

일상 인 업무는 이사회가 총회로부터 권한을 임받아 운 원회와 3개 정책 원회

(성장 리정책 원회, 교통정책 원회, 경제개발지구 원회)를 통해 문직원 70명 정

도로 구성된 사무처에서 처리하고 있다. 재의 역계획은 기존의 ‘비  2020’을 체하

여 2008년에 새로 수립한 ‘비  2040’을 말한다. 1990년에 수립된 ‘비  2020(1995

년 개정)’의 운용을 통하여 지자체 회원 부분이 역계획의 효과를 깨닫게 되고 역계

획의 필요성에 한 확신이 커지면서, 그보다 공간 략을 더 구체 으로 담은 ‘비  

2040’을 수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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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SRC, 2009a
<그림 5-12> PSRC 위치도

2) 계획서 내용 및 형식

개요

‘비  2040’ 계획서 체는 A4 크기 100쪽 정도로 되어 있다. 이 계획서의 구성을 

보면 서론은 ‘2040비 ’ 1쪽과 ‘도입’ 4쪽, 본론은 ‘ 미래 기본 략’ 8쪽, ‘ 역 성장 략’ 

16쪽, ‘4개 카운티 공동 계획정책(multicounty planning policies)’ 68쪽, ‘집행’ 7

쪽 등 4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미래 기본 략’은 환경과 조화되는 계획 략과 정책에 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

으로 ‘자연의 장엄함’을 유지하고, ‘생태계 건 과 인간의 건강에 한 향’을 고려하며, 

‘환경복원  유지’를 한 노력 방향 등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 역 성장 략’ 부문

이 부문은 성장 리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도시성장지역(Urban Growth Area)에 인

구  일자리 증가분을 입지시키는 략을 세우고, 이를 공간 으로 배분하는 개념도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그림 5-13>). 역 성장 략은 인구  일자리 수를 농   5개 

계로 구분된 도시 계층별로 구체 인 수치로 배분하고, 이를 카운티별로 집계하여 제시

함으로써, 앞서 수립된 ‘비  2020’보다 훨씬 구체 인 계획으로 발 시켰다. 그만큼 

역계획의 컨트롤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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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n Bakkenta, PSRC(http://courses.washington.edu/gmforum GM 

students/Guest presentation)

<그림 5-13> 광역전략의 계획개념도 비교(1995년, 2008년)

이러한 인구  일자리 배분은 주 정부의 재정 리국(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이 추정하는 2030년도의 인구  일자리 수를 참고하여 다시 역 차원

에서 계획 으로 조정한 것으로, 인구  일자리 수가 계획의 요한 임으로 도시성

장지역 정책에 결부되어 있다. 

4개 카운티 공동의 계획정책

역계획의 핵심은 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   6개 정책부문(환경, 개발

패턴, 주택, 경제, 교통, 공공서비스)으로 구분하고, 련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의 수를 보면, 총  5개와 더불어 환경 25개, 개발 패턴 56개, 주택 8개, 경제 

15개, 교통 33개, 공공서비스 24개 등 총 166개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들 정책은 ｢목

표(goals) - 정책(policies) - 실천과제(actions) - 평가(measures)｣의 체제를 기본으

로 하면서, 이  정책은 2∼3 의 내용으로 간명하게 기술하고, 정책별 리번호를 부여

하고 있다. 로서 환경부문의 첫 번째 정책(MPP-En-1)20)은 환경에 한 책무로 “다

음 세 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지장받지 않도록 환경을 리해 감”을 목표로 하여, “계획 

주체의 도시 지자체와 카운티 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는 데 근거가 될 역환경 략

(regional environmental strategies)을 구체 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 MPP는 Multiplanning polices의 약자이며, En은 Envirionment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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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실천과제는 역, 카운티, 기  지자체  가 실천할 것인지를 지정하여 

리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  2040’의 실천과제의 수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 11개, 

개발 패턴 18개, 주택 2개, 경제 6개, 교통 19개, 공공서비스 8개 등 총 64개로 되어 

있다. 실천과제 한 나름 로 번호 체계를 부여하여 리하는데, 로서 역에서 추진

할 사항의 환경부문 실천과제 1은 ‘En-Action-1’로 명기하여 2∼3 로 간명하게 기술

하고, 이것이 1∼3년의 단기 과제인지, 3∼5년의 기 과제인지를 기술하며, 이 실천과

제와 연 된 ‘정책’(MPP-En-1,2)의 번호도 표시하고 있다. 실천과제 추진을 체크하기 

해 실천과제마다 결과물 는 성과물을 명기하고 있다(<표 5-6> 참조).

광역 환경정책의 실천과제(Regional Environmental  Actions)

광역환경계획의 수립(Regional Environmental Planning): En-Action-1

PSRC로서는 특히 성장관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유념하

여 광역환경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감. 

단기/MPP-En-1, 2

결과물 및 성과물: 성장관리정책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 및 제안서를 제출함. ｢비전 2040｣에 

담을 환경 관련 사항을 발전시켜 가도록 지도하는 선진 수법을 개발

<표 5-6> 실천과제 예시

집행

‘비  2040’을 집행하는 일은 계획정책 166개와 실천과제 64개를 집행해 가고, 련 

정책  계획을 지속 으로 검토하며, 역 차원에서 직  집행할 과제의 추진 상황  

실 을 평가하는 것이다.

련 정책  계획 검토와 련하여 ① 지자체의 기본계획, ② 역성장센터, 역 제조

업ㆍ산업센터 지정지역 내의 공간계획, ③ 카운티 단   카운티 공동계획 정책, ④ 주요 

교통기 이 수립하는 계획 간의 형평성을 리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역 차원에서 직  집행할 과제는 정책들이 제 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거

나 실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다. 개발패턴(Development Pattern)에서 집행평가

(Implementation Measures)의 로는 “지자체가 역성장 략에 따라 도시센터  

역성장센터의 성장 목표를 채택하여 역에서 배분한 고용 기회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를 한 평가 상은 “(DP-Measure 1) 카운티별 계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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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wide planning policies)에서의 지자체 인구/주택수  고용 성장 목표”로 규

정하고 있고, 평가할 자료는 “(자료 근거) 카운티별 계획정책(countywide planning 

policies)”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실 평가(performance measure)의 로는 

“(성과물) 지정된 자연자원  농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구히 보호되고 있는가

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를 한 평가 상은 “(DP-Measure-2) 지정된 도시의, 농 ㆍ

농업ㆍ산림ㆍ 물자원 등 토지의 양, 개발 도  분포로서 신규 허가 분포 상황을 체크”

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할 자료는 “카운티 기본계획상의 도시, 생산 토지의 지정 사항, 

PSRC의 주택허가 데이터 베이스, PSRC 고용산업국 데이터 베이스”로 되어 있다. 

3) 계획수립 과정 

계획수립에는 사  비에 착수한 2003년 7월부터 계획이 최종 채택된 2008년 4월까

지 총 4년 9개월이 소요되었다. 사  비를 마친 후 계획수립의 본 과정으로 ‘작업 범  

설정과 주요 이슈 발굴  시나리오 작성’, ‘환경 향 검토  안 작업’, ‘비  2040 안 

작성과 환경 향검토서 보완’, ‘최종작업  계획채택’의 4가지를 단계별로 거쳐 왔다.

사  비

사  비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기정계획의 ‘비  

2020’에 한 내용 검토, 워싱턴주 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 향을 검토할 범 를 설정하

는 일과 더불어, 이와 련된 계자, 시민들을 상으로 한 의견조사, 각종 워크  등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성장 리정책 원회가 ‘비  2020’에 한 역할 평

가와 재수립 필요성을 보고서에 담고, 재수립 방향에 한 코멘트(1,200여개)를 정리하

으며, 계획의 체  구성을 밝혔다. 

1단계: 작업 범  설정  주요 이슈 발굴  시나리오 작성 과정

계획의 작업 범 를 설정하기 해 특별히 상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요 이슈를 확인

하고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 재 시  기 으로 비 을 다시 만든다’ 등 6개와 

‘2040년 인구  고용 측’ 등의 기본 제 3개를 설정하는 보고서를 성장 리정책 원

회가 주 해 만들어 이사회에서 채택하 다. 이 보고서에 따라 12개 시리즈의 이슈 페이

퍼와 6개의 자료 페이퍼를 만들고, 2040년에 비한 인구  일자리 수 배분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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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검토하여 8가지 성장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이  4개 시나리오를 다시 선정하여 

다음 단계의 환경 향 검토 작업을 하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주민, 문가, 커뮤

니티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하 으며,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식지 발

행, 홍보 비디오 작성, 설문조사, 이벤트 개최, 오  하우스 등을 활용하 다.

2단계: 환경 향 검토 안 작업

4개 성장 안에 바탕을 둔 환경 향 검토 안을 일반에 공포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최  성장안 선정 기 을 마련하여 최 안을 결정하 다. 그 후 기존 ‘비  

2040’에 수록된 ‘카운티 공동 계획정책’에 한 보완 작업을 3개 정책 원회(성장 리, 

교통, 경제)별로 추진하 다. 별도로 역차원의 디자인 부분을 지원하기 한 4개 카운

티의 계획  설계 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한 역 디자인 도 운용하여 역 디자인 

략을 검토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1단계에서와 같은 주민, 문가, 커뮤니티  일

반 시민의 참여를 확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 다. 

3단계: ‘비  2040’ 안 작성과 환경 향검토서 보완

3개 정책 원회 주 으로 카운티 공동정책에 한 보완 작업을 계속하면서 ‘비  2040 

안’과 환경 향검토서 보완본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검토하도록 해, 2개월간 2,000

여건의 의견을 수하 다. 이를 4개 카운티 공무원 의회의 도움을 받아 PSRC 작업

이 재구성해 성장 리정책 원회에 상정하 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주민, 문가, 커뮤니

티,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확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 다.

4단계: 최종 작업  ‘비  2040’ 작성  채택

성장 리정책 원회는 한편으로는 개별 정책을 검토하면서, 2007년 10월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여 계획서의 편집방향을 제시하 다. 원회는 일반 시민들

의 의견들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 2007년 12월에 미리 배포했는데,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원회가 최종 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인들도 미리 알게 하기 

한 것이다. 원회는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받아 계획안을 최종 으로 보완하여 이사회

에 제출하 고 마침내 2008년 4월 총회 의결로 비  ‘2040’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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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체계

역계획의 ‘비  2040’은 PSRC가 수립하는 역차원의 부문별 계획인 역교통계

획21)  ‘경제개발 략(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등과 상호 환류되는 계

로 수립, 운용되고 있으며, 하  공간 단 인 카운티의 계획정책(countywide planning 

policies)과 그 아래의 각 지자체 도시기본계획과 수직  계를 구성하고 있다.

부문계획과의 계

역교통계획과 역경제계획도 PSRC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PSRC가 교통 련법(SAFETEA-LU)에 따라 교통개선 로그램을 운용하는 MPO로 

지정되어 있고, 경제 련법(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Act)이 

규정하는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  2040’은 역교통계획에 한 정

책 얼개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역교통계획은 투자 결정의 우선순 와 

행동 차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두 계획 모두 장기 정책과 실천과제를 다루는 계획이

지만, 역교통계획은 교통계획 방법을 조정하면서 당면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을 

둔다(PSRC, 2009a:80). 2001년 PSRC 총회를 통해 ‘도달(Destination) 2030’

이 수립되었고, 이를 검토 반 하여 ‘비  2040’이 수립된 후, 다시 이 역계획의 지침

이 2009년에 수립되는 ‘교통(Transportation) 2040’에 반 되었다. 

자료: Ben Bakkenta, PSRC(http://courses.washington.edu/gmforum GM students/Guest presentation)

<그림 5-14> 부문계획 및 공간 스케일 관련 계획체계

21) 계획수립 당시는 ‘Destination 2030’이었으나, 2009년에는 ‘Transportation 2040’으로 새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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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략은 연방정부가 지역 경제개발을 한 략으로 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만

든 ‘ 역경제 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말하며, ‘비  2040’은 이 경제

개발 략을 가이드하면서 동시에 이를 성장 리, 교통, 환경 목표 등과 통합시키는 역할

을 한다(PSRC, 2004). 2005년 9월에 역경제 략을 수립하고 경제개발구역을 지정

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개발 략을 수립하고 동시에 ‘비  2040’의 경제부

문 계획 내용으로 반 되었다. 

공간스 일 상의 계획체계 

‘비  2040’의 최종 채택은 회원 지자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 의결에 의하지만,22) 

그 이 의 계획수립 사  비 과정에서부터 회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단 의 계획 수정 작업도 추진되는데, 체계는 4개 카운티별로 계획수립지침 형태

의 카운티 계획정책(planning policies)을 마련하고, 이를 나 에 개별 지자체는 도시

기본계획(city comprehensive plan)에 반 하고, 비도시 지역은 카운티 기본계획

(county comprehensive plan)에 반 하게 된다.

따라서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은 킹 카운티의 계획정책이 지침을 제시하면 이에 근거하

여 검토ㆍ조정하게 된다. 재의 킹 카운티 계획정책은 1994년 5월 25일 처음 채택된 

후 계속 수정ㆍ보완되어 오다가 2010년 5월 최종 개정된 것으로 최근의 ‘비  2040’을 

반 한 것이다.  ‘비  2040’의 지침을 받아 계획정책이 보완된 것은 ‘토지이용패턴’ 부문

의 도시성장지역(Urban Growth Area)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다. 로서 ‘정책 

LU-25c’와 ‘정책 LU-25d’는 ’비  2040’에서 규정하는 농   5개 계 지역별로 카

운티의 인구, 주택  일자리 증가분을 구체  수치로 배분하고 있다(King County, 

2010:24-26).

카운티 계획정책의 수립은 워싱턴주 성장 리법에 따라 카운티, 도시 지자체가 같이 하

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카운티는 “지자체와의 력  과정(collaborative process)

를 통해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King County, 2010:4). 카운티 계획정책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킹 카운티 인구의 70%를 표하는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를 상

으로 어도 30% 이상의 비 을 받아야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King County, 

2010:5).  

한편,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재 ‘시애틀 2030’을 수립하고 있어, 2004년

22) 역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수정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에서의 의결로 가능하며. 실천과제 변경은 이사회

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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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정하여 재 운용 에 있는 계획은 ‘시애틀 도시기본계획 1994-2014’이다. 이 계

획의 11개 정책부문  하나인 ‘도시마을(Urban Village)’ 부문의 61개 정책  하나

의 를 들면, “다음 기   ‘카운티 계획정책’과 부합되도록 도시 지역에 도시센터

(urban center)를 지정한다”(정책 리번호 UV5)라고 하면서 킹 카운티의 정책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킹 카운티 계획정책이나 시애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들은 정책별

로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 내 다른 정책과의 맥락 속

에서 체 인 으로 읽고 검토할 상으로 보며, 다음의 정책 행 로 조례, 로그램 

등의 의사 결정에 거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

4. 협력적 광역계획을 위한 기반조성과 서울의 대응 방향

1) 광역계획의 기반조성

우리나라에서 역계획 기반조성을 해 우선 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일은 크게 네 가

지이다. 첫 번째는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공간 단 의 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환시키

는 일이 시 하다. 우리 사회는 과거 20, 30년 과 달리 구조 으로 크게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계획은 과거의 개발계획, 토지이용 규제 계획의 수 을 답보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상 으로 기본계획의 합리성은 더욱 약화되어, 사회 선진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등이 정책계획이 되면, 정책계획을 바탕으로 역계획도 력  

계획으로 운용될 수 있다. 특히 정책계획은 청사진  계획 때와 달리 매년 정기 으로 필

요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역 차원의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기 해서는 지역 내 지자체들이 연합하

는 계획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토 로 역지역 내 지자체가 역계획을 심으로 

새로운 력  거버 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3) ① 기본 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A’라고 하면, 이는 “‘A’라고 하는 것이 시애틀시의 정책 강(general 
policies)이다”라는 식으로 읽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정책은 한 “될 것이다(will)” “해야만 한다(should)”, “보장한다(ensure)”, “하도록 한다(encourage)” 등으로 

표 하지만, 이러한 말은 일반 으로 각 정책들을 상 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특별한 행동 

로그램을 수행하며, 특정 결과를 담당해야 할 법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읽 서는 안 된다고 특기하고 

있다.
③ 정책은 시애틀 시의 각종 조례, 정책, 로그램에 해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거가 되고 토지이용과 개발을 

통제하는 규제를 만들 때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특정의 개발 규제에 직  이 계획을 용하는 것은 특별

히 그것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개발사업 신청에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ity of Seattle Comprehensive Plan(Updated Oct.2005).2005.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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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계획은 주요 정책 부문에서 역 차원의 얼개를 제시하고, 동시에 장래 인구 

수, 일자리 수, 주택 수 등의 기본 임도 국가 계획  망과 연계하여 하  공간 단

에서 설정ㆍ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할 기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으로 해당 지역 모두가 커버될 경우, 해당 역 

지자체는 굳이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한 계획지침 형태의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할 지자체 계획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역

계획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대응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장 입장 정리가 필요한 역계획과의 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먼  도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

획 등 상 계획의 내용을 하게 정책에 담아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계획으로 

수립, 운용해 가면 앞으로 역계획에 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해당 부분의 재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정책의 상당 부분은 그 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역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이상 큰 변경 사항이 아니면, 필요한 정책은 매년 정기 으로 수정하여 반 하도록 

한다. 그리고 5년마다 체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역계획을 면 수정하거나 필요하면 

재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역계획기구를 만드는 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를 각각 서

로 다른 계획의 공간  단 로 인식해서는 결과 으로 서울시한테도 이익될 것이 없다. 

역계획에 한 한 역계획기구를 통해 국가의 카운터 트 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체 , 종합 으로 의 조정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역화된 시민 생활 활동  경제활동의 측과 분석 자료도 공유 가능하며, 

역 차원의 정책연구를 하는 트 의 도움을 받아 품질 좋은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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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과제

6-1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도시계획에 의한 각종 결정은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경제  기회에 향을 미치기 때문

에 계획의 내용  합성과 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도시

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문제는 도시계획의 역사와 함께 다루어진 해결해야 할 

요한 화두로 간주되어 왔다.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은 세계 으로 높은 수 의 개발

도와 지가를 보이는 곳으로 도시환경에 한 이해 계가 첨 하고, 주민들의 의식수 도 

높은 편이다. 반면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높아 지역사회에 한 심과 

결집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의 내용  합성과 

차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제 로 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지 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행정편의와 문성의 논리가 지배하여 왔고, 정작 지역주민

들의 의견은 지역이기주의 내지 편 한 주장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비사업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건설업자에 의한 개발이익의 논리가 지배하 고, 지역주민들은 계획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이제 서울의 도시계획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해서는 도시

계획의 심에 주민들이 자리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정당성

을 확보하고 내용  합성을 높이며 계획의 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 에서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심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

성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주민참여 이론

과 다양한 참여유형들을 살펴본 후, 행 도시계획제도에서 제시된 주민참여를 한 장치

들과 문제 을 검토하며, 외국 도시의 주민참여제도 사례를 살펴 으로써 시사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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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한 제도개선과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민참여의 이론

2.1 주민참여의 개념과 기능

주민참여란 주민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향력을 행사하여 통제력을 높이려는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그들에게 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의 입안, 수립, 결정과정에 향력을 행사하고 통제력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들

을 말한다.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기 해 주민들의 욕구와 희망을 직  청취하여 반

- 다양한 이해 계와 갈등의 조정, 타   합의 형성

- 지역사회에 한 심, 공동체 의식  책임성 강화

- 소수의 권리보호  이해기반 증진

- 주민들의 순응과 조  신뢰 확보

-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자원 활용

- 주민학습  사회  자본 형성

- 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시켜 다양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 반

2.2 주민참여의 유형

주민참여에 한 다양한 유형들은 부분 정책결정과정에 한 주민의 향력 내지 통

제력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가장 고 인 주민참여모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Arnstein 

(1969)의 8단계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모형으로, 도

시계획 결정과정에 한 주민들의 통제수 에 따라 8단계 유형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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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Arnstein(1969)의 8단계 주민참여 사다리

둘째, Pretty et. al.(1995)은 주민참여유형을 정책결정에서 정부와 주민의 상

인 통제정도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림 6-2> Pretty et al.(1995)의 주민참여 유형

셋째, 가장 최근의 주민참여 유형화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IAP2, 2007)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IAP2의 주민참여 스펙트럼

(Public Participation Spectrum)은 주민참여의 발 단계에 따라 정보제공(inform), 

의(consult), 개입(involve), 업(collaborative), 권한부여(empower)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림 6-3> IAP2(2007)의 주민참여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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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방식

주민참여방식을 도시계획제도에서 제시된 것과 련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종합하고,  

그 특성에 따라 정보제공, 의견수렴 는 의, 능동  참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공람, 공청회, 설문조사 등과 같은 통 인 주민참여 장치에 더하여 최근

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메일링 등을 이용한 주민참여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구분 정보제공 의견수렴 또는 협의 능동적 참여

공람 O △

소식지/회보/홍보자료 O

서신/메일링 O

인터넷 게시판 O △

신문/방송 O

주민설명회 O △

공청회 O △

설문조사 O

토론회/포럼 O

인터넷토론방/블로그/트위터 O

지역주민 자문단(시민패널) O

주민아이디어공모 O △

주민제안 O

주민투표 △ O

지역주민 포함 심의위원회 △ O

지역주민 파트너십(coalition) O

지역주민 자발적 조직 O

주: 주민참여 방식별로 상대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임.

<표 6-1> 주민참여의 방식과 주된 기능에 따른 분류



제6장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과제  143 

3. 현행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제도

3.1 주민참여 관련제도

행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서울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그리고 ｢도

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상으로 정리하면 <표 6-2>

와 같다. 주민참여 장치는 법 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고, 설문조사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임의 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을 표하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 한 주민참여는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승인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주민참여는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주

민들과 직 인 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 이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방식은 계획의 성격, 계획의 공간  범 , 이해 계자의 범  등

에 따라 차이가 난다. 컨 , 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 체 는 복

수의 도시를 상으로 하는 방향제시  계획에서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과 같은 범 하

고도 일반 인 수 의 주민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 등 집행  성격의 계획은 주민들의 이해

계에 보다 직 이고 공간 인 범 도 한정되기 때문에 직 인 주민의견청취 등이 강

조된다. 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한 정비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인 성격

이지만, 향후 정비할 정비 정구역이 제시되는 계로 이해 계자가 사실상 한정되기 때

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같은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주민참여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 

등에서는 지역주민를 한 보다 능동 인 참여 장치로서 계획입안에 한 주민제안제도

가 있다.



144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계획의 
성격

계획명 입안단계 계획승인/확정단계 

방향
제시적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협의회(공무원, 전문가 등)
  ㆍ협의, 조정, 자문 등 
- 시장/군수 의견청취 
- 설문조사
- 공청회(주민대표, 전문가, 관계기관 등)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일반열람 

도시기본계획 

- 게시판, 인터넷 등 주민홍보
- 설문조사
- 공청회(주민대표, 전문가, 관계기관 등)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일반열람

 집행적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
- 계획안 공고/열람(회보, 일간신문, 인터넷, 엽서/서신(이해관

계 대립/다양한 경우), 방송매체)
- 주민 등 의견청취 
- 지방(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일반열람 

지구단위
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안 주민제안
- 계획안 공고/열람(회보, 일간신문, 인터넷, 엽서/서신(이해관

계 대립/다양한 경우), 방송매체) 
- 주민의견 청취 
- 지방(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일반열람

계획

-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민제안
- 계획안 공고/열람(회보, 일간신문, 인터넷, 엽서/서신(이해관

계 대립/다양한 경우), 방송매체) 
- 주민의견 청취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과 협의 
- 지방(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일반열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일반열람 

정비계획
/구역

-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 주민에게 서면통보 
- 주민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일반열람 

주: 밑줄을 친 것은 임의규정이거나 필요한 경우에 실시

<표 6-2> 현행 도시계획제도에서 제시된 주민참여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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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주민보다는 행정 료와 문가가 도시계획과정 주도

도시계획단계를 입안단계와 결정단계로 구분할 때, 주민참여를 한 장치들은 실질

인 통제력이 높은 계획결정단계보다 압도 으로 계획입안단계를 심으로 제시되어 있

다. 행 도시계획 수립  결정과정에서 계획의 결정은 주로 료와 문가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계획입안단계에서도 공청회 등에는 명목상 시민들의 범 한 참여가 보장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 문가들을 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의 주민참여제도는 계획의 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일반시민보

다 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소한의 형식 인 주민참여가 심

공람, 공청회 등 법 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설문조사 등 형식 인 참여가 주류를 이루

기 있으며, 실질 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한 과정은 미흡한 편이다. 한 극히 일부인 

주민제안제도(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나 지역주민 자발  조직(마을만

들기 등)을 제외하고는 능동 인 참여보다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 의견수렴, 의 심의 

소극 ㆍ수동  참여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발 인 주민조직, 민 트 십 등

의 능동 인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해 계에 따라 무 심과 과잉 심이 극단 으로 교차

주민들의 입장과 이해 계에 따라 무 심과 과잉 심이 극단 으로 교차하고 있다. 

컨 ,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주민참여 장치도 제한되어 있지만, 서울시 체를 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추상성이 높아 주민들의 이해 계에 직 으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참

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들 한 무 심한 편이다. 

반면 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 등 계획의 내용이 비교  구체 이고 공간

 범 가 한정되어 이해 계가 직 이고 첨 한 사안에 해서는 님비(NIMBY)주의 

내지 무책임한 권리의 주장, 민원성 요구 등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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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고른 참여 확보의 어려움

실 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도 고른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단

체, 시민단체, 건설사 등 ‘목소리 큰 자’나 ‘힘 있는 자’ 주로 주민 의견이 주도되는 경향

이 있다. 한 ‘조용한 다수’의 입장을 과연 끌어내야 하는지, ‘권리 에 잠자는 자’의 입

장을 반 해야 하는지도 과제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심의 참여 주로 

되어 있고, 세입자 등의 참여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근성을 높이기 한 수단과 채  미흡

문성을 요하는 도시계획 사항들을 시각화, 구체화, 문가 활용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

보공개  주민참여 장치가 미흡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하고 일방 인 정

보제공이 심이고, 토론과 의견수렴 등 상호작용  참여장치나 웹기반 주민참여지원시

스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 등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주민참여를 진하기 한 지원장치 미흡

주민참여를 진하기 한 법 ㆍ제도  지원장치가 거의 무하다. 지구단 계획 입

안 주민제안제도의 경우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 이기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경제  이득이 상되는 경우에만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김세용, 

2002).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 계획은 2011년 1월 재 19건

에 불과하다.

높은 주거이동성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

지역문제에 한 주민들의 심을 이끌어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큰 제약요인의 

하나로 높은 수 의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을 들 수 있다.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으로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해 지속성을 요하는 주민참여에 근본

인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가가구보다 차가가구의 비 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진다.



제6장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과제  147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 주거실태조사｣, 2009

<그림 6-4> 서울시 가구의 점유형태별 거주기간 분포(N=3,371,332가구)

4.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사례

4.1 주민참여를 위한 기구와 제도

도시계획 행정부서와 원회

외국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제도는 각국의 정치  상황과 행정제도, 도시여건에 따

라 다양하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 독일 등의 기본 인 참여제도와 특기할 만한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도시계획제도는 주와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도시계획을 담당

하는 지방정부 행정부서로 개발계획과(Dept. of Planning and Development)나 근린

개발과(Dept. of Neighborhoods 는 Neighborhoods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를 두고 있다.

주민참여와 련되어 있는 기구로 문가와 주민 표 등으로 구성된 계획 원회(Local 

Planning Commission)가 있고, 이는 독립 인 자문,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

당국과 지역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계획 원회에 더하여 

Advisory Task Force, Neighborhood Planning Council, Design Commission 

등을 두기도 한다. 한편, 각 지역사회의 주민조직(neighborhood organization)은 지역

사회의 심사와 이해 계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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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강화와 구체 인 명시

공청회(public hearing), 공람, 공고 등은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도시계획에

서 제도 으로 명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 인 참여수단이다. 참여를 한 제도  장치는 

도시 반을 상으로 하는 계획과 특정 지역을 상으로 하는 구체 인 집행  계획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컨 , 국의 개발통제수단인 계획허가제의 차에서는 결정단계 이  

신청단계에 련 이해 계 집단의 의견을 듣기 해 신문 고, 치공고, 주민통보 등을 

통해 그 정보를 공개한다. 지방정부는 공공계획 목록(public planning register)을 보

하여 이해 계집단이 그들에게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변화를 인식할 수 있

도록 모든 신청과 결정을 기록하고 있다.

1980～1990년  이후  범 한 주민참여와 업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으

로 의무화하고 구체 인 방법을 명시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계획안 공람, 공개토론, 의

견수렴  처리결과 회신,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장치들이 포함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

시성장 리(growth management)를 강조하는 Main주, Florida주, Oregon주, 

Arizona주, Washington DC 등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Florida주 등이 계획이슈를 둘러싼 갈등해소  합의 형성을 한 기구(conflict 

resolution consortium)의 설치를 명시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각각의 입장과 그에 련된 논거와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합의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해소 는 합의형성과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해 주최자 는 조정자 역할은 당해 계획이슈와 상 이 없는 제3의 립 인 

인물에 의해 수행된다. 

계획서류에 주민참여계획서 포함

국의 도시계획체계에서 각 자치구(Borough, District 등)는 지방개발계획(LDF: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작성하는데, 주민참여와 련하여 LDF에 의

무 으로 포함해야 하는 계획서류 의 하나로 지역사회참여계획서(SCI: Statements 

of Community Involvement)가 포함되어 있다. SCI는 본격 인 계획안 작성 이  

기단계에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계획수립에 어떻게 련되고, 어떻

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 주민참여의 원칙과 방법, 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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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영국 Bristol시 도시계획서의 

지역사회참여계획서 사례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은 계획안에 주민참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컨 ,  

Oregon주의 역정부인 Portland Metro 등은 도시계획사업을 한 계획서에 주민참

여계획서(Public Involvement Plan)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한 지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4.2 다양한 주민참여기법 적용

주민과 공동으로 비 과 목표 설정: Community Visioning

미국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많은 도시들에서 민 업에 의한 미래비   목표 설정방

법으로 Community Visioning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Community Visioning은 이

해 계자들이 업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한 실천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회의나 행사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 Kentucky주 Lexington에서는 민 트 십 로그램인 ‘New Century 

Lexington’을 통해 Vision Statement를 설정한 바 있다. California주에서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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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기반 Community Visioning 로젝트로 ‘California Dreaming’을 구축하여 상

공모한 바 있다.

<그림 6-6> 인터넷기반 Community Visioning 프로젝트 ‘California Dreaming’ 사례

시나리오계획(Scenario Planning)

시나리오계획은 다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계획안의 장 과 

단 , 상되는 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 주민들이 안 인 계획들을 

이해하고 비교ㆍ평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미국 Oregon주의 시민단체 1000 Friends of Oregon은 1991~1997년 사이 

LUTRAQ(Making the Land Use, Transportation, Air Quality Connection) 

로젝트를 통해 Portland 교외지역에 주교통부의 신규고속도로(Western Bypass) 계

획안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 다. 고속도로에 한 안으로 경 철 건설을 통한 교통

지향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계획안을 작성하여 검토하 다. 

으로 LUTRAQ 로젝트의 향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1997년 Metro(Portland 

도시지역의 역정부)는 당  계획했던 우회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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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대안

(우회도로 신설)
LUTRAQ 대안

대안1 대안2

토지이용
기존의 중ㆍ저 도 분산적 

개발패턴에 기초한 자치단체 계획
대중교통지향개발(TOD) 좌동

대중교통
기존 노선으로부터 부분적인 전철, 

버스노선 연장
우회도로 지역 전체에 전철, 

버스노선 등 신설
좌동

도로
우회고속도로 신설, 일부교차로 

개선
우회고속도로 신설하지 않음, 

일부 교차로 개선
좌동

자전거ㆍ보행자
시설

기존 계획 수용
TOD 지역에 대대적인 

자전거ㆍ보행자시설 확충
좌동

교통수요관리 제한적 적용 제한적 적용
주차요금부과, 통근자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표 6-3> 미국 Oregon주의 LUTRAQ 로젝트와 련한 토지이용 안 사례

Florida주 시민단체인 1000 Friends of Florida는 ‘Florida 2060: A Population 

Distribution Scenario for the State of Florida’를 통해 2020년, 2040년, 2060년 

기간에 하여 안 인 성장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의 토지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GIS를 

이용하여 제시하 다. 

<그림 6-7> 미국 Florida주 1000 Friends of Florida의 대안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토지이용 예상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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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인 포럼 운

한편, 독일의 Berlin시는 1990년   도시포럼(Stadtforum)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정기 으로 도시의 공간정책을 논의하고 계획에 반 하는 포럼을 운 하고 있다(연간 4회 

개최). 개별계획의 공람 공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기구

는 계획의 정합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김인희, 2010).

참여  도시평가(Participatory Urban Appraisal)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른바 참여  도시평가

(Participatory Urban Appraisal)가 활용되고 있다. 참여  도시평가란 지역주민들

이 당해 지역사회에 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문제 과 안과제를 식별하여 해결책

을 도출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일반 으로 지도화(mapping), 모델링, 인벤토리

화, 핵심그룹의 토의, 등 화(ranking), 다이어그램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인터넷과 GIS를 활용한 주민참여

GIS의 발달로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극 인 참여를 유도

하기 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Google Map 등 web

과 GIS를 결합한 Geoweb 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가 모색되고 있다.

한 Public Participation GIS(PPGIS)는 주로 지역주민단체, NGO, NPO 등

이 소득층, 소외계층 등의 이해를 변하고, 참여를 진하며 도시정책과 계획에 반

하기 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

요소들을 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업  계획지원시스템으로도 활용된다.

<그림 6-8> 인터넷기반 주민참여프로젝트 ‘Virtual Slaithwaite’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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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트 십 는 자발 인 조직(법인) 설립

넓은 의미에서 주민참여는 민 트 십 내지 자발 인 조직 설립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주민들의 자발 인 업에 의한 지역사회만들기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지역사회발 을 한 민 트 십 는 주민에 의한 

자발 인 법인조직으로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BID),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CDC) 등이 설립된다. 

BID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상업ㆍ업무기능을 활성화하기 해 설립된 민 트 십으

로, 심시가지의 공공시설이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해 지역 내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부가 인 세 이나 요 을 부과하여 운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흔히 BID로 불리

지만, 유사한 기구로서 국에서는 TCM(Town Center Management), 일본에서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의 심시가지 활

성화를 한 마치즈쿠리회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ID는 비 리 트 십으로서 공공기 이며, 주요 업무 역으로는 가로환경개선, 

안 리, 공원 등 유지 리, 마 , 시설투자, 개발사업 등이 있다. CDC 한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 지역사회의 발 을 진하고 지원하기 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

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리 조직을 말하며, 주로 소득층이 집된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4.3 시사점

앞서 살펴본 외국 주민참여제도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외

국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도시성장 리와 환경에 한 지역주민들의 심이 증 하

고, 비 리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 으로 강화되고 있으

며, 주민참여의 기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오 라인을 통한 모임과 활동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GIS 등의 매체를 활

용한 온라인 참여기법도 십분 활용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수 도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민 력에 의한 비 과 목

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보다 능동 인 참여로 확 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

간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요성을 일깨우고, 참여기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매뉴얼을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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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1 기본방향

주민참여 발 방향

도시계획의 반 인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과 보다 착되고 주민

의견을 극 으로 반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계획의 민주성과 정

당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상과 실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지 까지의 형식 이고 소극 인 참여방식에서 보다 실질 이고 극 인 주민

참여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일방 인 정보제공 내지 소극 인 의견수렴에서 벗어

나 보다 상호작용 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참여를 한 채 도 오 라인과 온

라인을 걸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 까지 료와 문가 주도로 이루어진 배타  도시계획을 시민이 참여하고 시

민이 주도하는 수용 인(inclusive) 체제로 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계획내용의 

문성과 다양한 이해 계의 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문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역실

정과 괴리되는 무책임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 착형 도시계

획이 가능하도록 주민 표, 지역연고기업과 단체, 세입자, 소득층 등 다양한 이해 계

자들(stakeholders)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 까지의 일방  내지 행정편의  계획에서 업  내지 합의형성을 통한 계획

으로 발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속한 도시화와 주민의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

한 도시문제에 처하기 해 일방 이고 행정편의 인 계획논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

었으나, 오늘날 성숙한 도시사회에서는 새로운 근방식이 요구된다. 더구나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이해 계에 민감한 오늘날에는 계획의 정당성과 실 성을 높이는 효과 인 방

안으로 주민참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의 발 단계

주민참여의 발 단계를 ‘앎’, ‘ 심’, ‘ 트 십’, 그리고 ‘권한부여’로 구분한다면, 재

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방향제시 인 도시기본계획과 집행 인 도시 리계획, 지구

단 계획, 정비계획에서 차이는 있으나, ‘앎’ 내지 ‘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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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다 극 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먼  지역사회가 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민들로 하여  알게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서는 정보제공의 

확 와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지역사회에 해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심을 충족시키고 표 할 수 있는 의견제시  수렴을 한 장을 다양한 채 을 

통해 확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해 많이 알고 심이 높아짐에 따라 계

획과정에 보다 극 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하여 공개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민 의기구 등을 통해 공감  형성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계획이 되

도록 한다. 끝으로 주민참여가 계획의 입안단계뿐만 아니라 결정단계에도 미치게 되어 주

민들의 직 인 권한이 강화되고 부여되는 단계로 발 할 것이다.

<그림 6-9> 주민참여의 단계적 발전방향

5.2 제도개선방안

주민참여의 원칙 명문화와 차 구체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등에 계획수립 시 범 한 주민의견수렴의 원칙을 

법 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언 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각종 계획에서 주민

참여의 요성을 강조하고 변에 흐르는 계획의 기본 인 정신이라는 을 일깨우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계획결정단계에 승인을 한 부속서류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

는지에 한 주민참여  의견수렴 실 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을 

한 계획서에는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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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유형과 성격에 따른 주민참여방식 분류 체계화

계획유형과 성격에 따라 주민참여방식을 명확히 분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재

의 법령에도 다양한 주민참여 장치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를 한 장치는 계획의 성격, 공간  범 , 이해 계자의 범  등에 

따라 참여의 강조 을 달리 하도록 한다.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 체를 상으로 하는 목표제시형 계획에서는 정보제공과 

범 한 의견수렴에 을 두도록 하며, 도시 체에 한 계획의 방향 설정(visioning)

이나 목표가치의 상 인 우선순 를 정하는데 주민의견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 리계획,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 등과 같은 집행  계획은 주민들의 이해

계와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외에도 주민에 의한 자발 인 계획수립

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직 인 주민참여의 강도를 강화하고 기법을 다양

화하도록 한다.

한 다양한 주민참여 장치들에 한 의무  권고사항을 명확히 분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재의 법령에는 공람, 공청회 등 의무 인 사항과 설문조사 등 임의 인 

사항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참여장치들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반

으로 의무 인 참여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구속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소유자 심의 참여에서 이해 계자 개념으로 참여범  확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이해 계자(stakeholders)의 개념으로 

확 하여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참여를 일정부분 

확 하도록 한다. 

5.3 운용방안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기 한 제도의 운 과 련하여 재에도 다양한 참

여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참여장치의 극 인 활용과 내실있는 운

을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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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참여의 장 마련

계획의 진행 상황, 주민의견  조치결과, 계획결정 등에 한 정보를 극 으로 공개

함으로써 주민들의 심과 참여를 진하도록 하며, 오 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

일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장치도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채 을 다양화하

도록 한다. 

계획정보에 한 이해와 심을 높이기 한 다양한 기법 도입

시각화(visualization), 지도화(mapping), 지표화(indicating), 수화(scoring), 

애니메이션 등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획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와 심을 

높이도록 한다. 한 퀴즈 회, 경연 회, 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심과 참여

를 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홍보  내지 체험 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에 한 각종 정보제공  열

람, 회의 개최, 도시계획에 한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와 소통을 한 종합 인 장이 

되도록 한다.

주민과의 업에 의한 비  설정

계획의 방향  목표 설정에서 지자체, 주민, 문가 등의 업에 의한 비 설정

(visioning)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한 단일 계획안보다 복수의 계획안 는 시나리오

별 계획안을 작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선택여지를 확 하도록 한다.

주민참여에 한 교육ㆍ홍보  지원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 방식별 용기법, 토론과 합의형성기법 등에 한 실무

인 안내책자를 만들어 공무원, 주민 등에 배포하고 주민참여기술을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한 지역주민들에 한 문 인 자문, 갈등 리, 합의형성 등을 한 문성을 갖춘 컨

설턴트와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아울러 계획안에 한 주민제안, 자발 인 주

민조직 등에 한 재정지원과 같은 주민참여에 한 지원의 폭을 넓이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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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1. 서 론

주민의 표기 이자 의결기 인 지방의회는 조례, 산 등 각종 의안을 심의ㆍ의결함

으로써 집행기 과 함께 지방행정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시

행 후 종  앙정부에 주어졌던 각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집행기 과 더

불어 지방의회도 그 역할이 차 증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도 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은 장래의 여건 변화를 토 로 거

주민들의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삶의 질 개선  도시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

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공간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수요는 앞으로도 확 될 것

이며, 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 한 강조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행 도시계획 계법 체계하에서 도시계획1)은 조례안 혹은 산안과 달리 지방의회

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확정에 앞서 의견제시 형태로 행해지는 사

차로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도시계획 혹은 공익사업을 한 계획 등

이 표 인 의견청취안의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법령별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상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로 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향 정도가 크고 지속 이라는  등에 연유한 

것이라고 볼 때, 그 내용의 요성은 조례안과 같은 의결사항에 비추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 도시계획은 도시 지역에 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 방향에 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으

로 구분되며, 넓의 의미에서 도시공원녹지에 한 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도시재정비 진계획, 경 계획 

등도 도시계획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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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계획 수립 시 입안권과 결정권 모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

어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역할에 견주어 볼 때 한 권한 배분체계인가에 해서는 논

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따라 이 연구는 도시계획의 상과 특성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감안할 때, 

행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한 의문을 제기

하면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의회의 발  역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도시계획에 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계획이론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

며,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제도운 상 나타난 문제 은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를 토 로 의견청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

방의회에 도시계획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하여 그 필요성과 상되는 문제 에 

한 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의의

1) 도시계획고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으로 인정받은 범  안에서 그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이러한 자치권은 자치에 한 지역고권, 입법고권, 재정고권, 

조직고권, 인사고권, 행정고권, 계획고권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계획고권은 지방자치단

체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고, 그에 련된 상

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물론 자치입법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일반 행정행 처럼, 모든 도시계획을 자치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포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발 에 한 향을 미치는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 계획 성

격의 도시계획을 배제하면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은 모두 법령으로 인정받은 범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포 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구보다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개발규모

와 개발시기, 디자인수  등을 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고권 강화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도시계획결정권 확 , 계기  

 개인의 참여권 보장 등이 구체 으로 논의된 바 있고, 2000년 도시계획법 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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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권 체계가 정립되는 성과

도 일궈낸 바 있다(이주희, 2004; 정태용, 2001;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4). 그

러나 지방의회의 도시계획 결정권 부여 방안은 여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2)

2) 지방의회-집행기관 간 균형적 권한 배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한 기 이 필요하다. 

체로 지방의사의 결정기능과 집행기 을 단일기 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각각 다른 

기 에 분담시키느냐에 따라 기 통합형과 기 립형으로 별되며, 이를 혼합한 충

형을 첨가할 수 있다. 구체 인 지방자치단체기 의 형태는 각 국가의 역사  통과 지

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정세욱, 199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 립형으로 시장에게 실질 인 권한이 부여된 강(强)시

장-의회형 기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 인 권한을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입

법에 한 권한(조례제정권) 자치재정에 한 권한( 산안 의결권ㆍ결산심사ㆍ승인권) 

일반  자치행정에 한 권한(감사ㆍ조사권ㆍ의견표시권, 동의권, 승인권), 의회의 조직 

 운 에 한 권한(의회규칙제정권 등 자율의결권)을 갖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 지휘감독

권(국가행정사무기 으로서 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지휘감독권과 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기 자치단체에 한 지휘감독권을 부여받는

다), 사무의 리  집행권, 조직권  인사권, 규칙제정권, 재정 리권( 산 편성권, 

산 집행권, 지방채 발행권 등), 의회 련 권한으로 지방의회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 지방의회 출석  진술권, 지방의회 의결에 한 재의 요구권 

 조례 공포권 등을 갖고 있다. 

요컨 , 주민 표기 인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능ㆍ의결기능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장은 집행기 의 수장으로서 인사ㆍ조직ㆍ재무 리 등 법령의 범  내에서 폭넓게 재량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다면 도시계획 의결권은 왜 지방의회에 이양하지 않았는가 

2)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방안과 련해서 노무  참여정부 시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실 되지도 못했다. 당시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는 분권형 국토ㆍ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결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차를 동의 차로 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2004). 계 앙부처의 의 과정에서 이 안이 철되지 못한 이유는 

표면 으로는 의원의 문성 부족, 지역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한 회의, 의회인 자원 부족 등이 있지

만, 내면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반 가 컸을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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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련하여 국ㆍ 랑스ㆍ미국ㆍ독일 등 주요 외국 도시의 경우, 

주요 도시계획사항에 해서는 모두 의회의 의결을 제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구성형태, 주민 표기 인 지방의회의 

상, 도시계획의 상에 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황아란, 1998; 최진

, 1999; 최우용, 2005).

3) 주민대표기관과의 정책적 합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라 재산권의 이용에 일부 제약을 가하는가 하면, 도시

계획으로 재산권 가치의 상승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지속 이면서도 여러 형태로 재산권

에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히 공익에 

우선한다는 확신을 갖고 결정함으로써 재산권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인정받게 된

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도시계획은 합목 성과 계획 결정 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

받게 된다.

도시계획의 합목 성은 계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ㆍ기 을 충족해야 하나, 이것

으로 도시계획의 합목 성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 이

를 결정하는 행  자체는 자치단체장의 계획  재량이고, 이러한 일련의 도시계획 행 가 

타당한가 여부는 개별 도시계획안에 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결과 으로, 도

시계획의 합목 성은 계법규에 의해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ㆍ기  외에 추가로 지역의 

여건ㆍ변화동향ㆍ발 목표 설정 등을 토 로 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다.

반면, 도시계획 차의 합리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

게 함으로써 차  합리성의 최소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향이 큰 계획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은 이처럼 법률로 정한 

계획을 결정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행정청의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도시계획은 상지역이 넓어 처분의 향이 범 하다고 할 수 있고, 

한 번 결정되면 지속 으로 그 향이 유지된다는 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 외에 주민

표기 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행정당국의 일종의 정책  

합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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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3)

3.1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1)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의 경우 기 조사, 계획안의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계기  의, 원회의 심의, 결정고시, 지형도면작성 고시와 같은 일련의 차를 법규

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성격, 즉 계획이 미치는 향 정도와 목표기간 등에 

따라 입안ㆍ결정권자  차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도시계획의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외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법｣, ｢도시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 ｢경 법｣, ｢건축기본법｣ 등 토지이용에 향을 

주는 법률들은 이러한 일련의 차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은 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에 하여 계획결정 과

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

21조, 제28조).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 형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

계획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물론 재개

발ㆍ재건축사업과 같이 일단의 지역을 상으로 하는 개별 정비사업에 해서도 정비사

업을 한 계획결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주거환경정비

법｣). 한 도시재정비 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도시재정비 진계획) 확정 시에도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에 의

한 공원녹지기본계획, ｢경 법｣에 의한 경 계획 결정 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차

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의회를 심으로, 서울시ㆍ구의회 정책연구합동발표회 발표자료, 
2009를 일부 수정 발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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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안권자
(수립권자)

결정권자
(승인권자)

의견청취대상 근거법령

도시기본계획 시장 시장 서울시의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규모, 종류별)

구청장 시장 구의회/시의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시장 시장 서울시의회

구청장 구청장 구의회

용도구역 시장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서울시의회

지구단위계획 구청장 시장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시장 시장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정비계획 구청장 시장 자치구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 구청장 시장 자치구의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장 시장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표 6-4> 도시계획 관계법규정에 의한 계획별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

2) 의견청취의 주체

개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안의 입안 혹은 수립단계에서 행하

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에 따라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명시되어 있고, 입안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령에서 입안권자를 구청장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상인 지방의회는 

해당 기 자치단체의 의회(기 의회)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도시재정비 진을 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진계획 등이 해당한다. 

이들 계획도 모두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계획이지만, 입안  의회의견청취는 기 자

치단체인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하 기 때문이다.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기반시설의 도시계획결정 등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

률｣에 의한 도시 리계획도 모두 와 같은 구조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서울시 도시 리계획 다수의 입안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임하 는바, 이 경우는 임받은 기 장이 속한 자치단체인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결과 으로 도시 리계획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서울시 의

회의 의견청취를 의무 으로 거쳐야 하지만, 권한을 임받은 자치구청장이 도시 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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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결정 요청한 도시계획 안건에 하여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역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운 하고 있다.

3) 의견청취 결과의 처리

도시계획  련계획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차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다. 그 다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출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

가? 결론 으로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가 그 로 도시계획 결정에 기속되는 것

은 아니다.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갖는 자치단체장은 심의기구인 도시계획 원회 등 법정

원회의 심의결과를 토 로 도시계획 의안을 결정하도록 할 뿐, 지방의회 의견을 계획에 

반드시 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견청취 결과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입

안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     분 의견청취대상
의견청취 결과의 

처리
처리기간 근거법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의회 별도규정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규모, 종류별)

구의회/시의회 별도규정 없음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서울시의회 별도규정 없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정비계획 자치구의회 별도규정 없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2009. 8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 자치구의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공원녹지기본계획 서울시의회

지방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에 반영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표 6-5>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별 의견청취 결과처리규정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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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청취 처리기간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 지

방의회 의견청취 차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차

가 완료되지 않고서는 그 후의 결정 차를 진행할 수 없다.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우 반드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도시 리계획 한 명시된 기한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운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의견청취안에 하여 지방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이유로 오랫동안 계

류 에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앙행정기 장은 정책추진 일정에 차질을 야기

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이러한 이 법률에 반 되어 최근의 입법 동향은 지방의회 의

견청취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처리기간과 련하여 제도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회기일수와 회기기

간을 정하는 것이다. 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자율 으로 정하

고 있는데, 통상 회기 시작 에 의안을 제출하는 을 감안할 때, 30일 이내에 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에 한 경시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은 지방의회의 특성을 

살려 본회의 일수를 기 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편,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을 주민의 의견청취, 계행정기 장과의 의 이 에 

이행해야 하는지,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지와 련하여 행 계 법령에서는 그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차이행 여부가 요하므로, 

어떠한 시 에서 행해지더라도 법률  하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을 듣지 않

거나 련행정기 장과의 의를 거치지 않은 의견청취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기 과 지방의회가 기 립형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집행기 장의 지방의회에 한 

경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이 부분에 한 입법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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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운영 현황: 서울시의회를 사례로

1)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 처리 현황

제7  의회 기간(2006.7～2010.6)  서울시의회는 162건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하

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591건의 약 3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의

견청취 상 유형이 제한 임을 감안할 때, 다른 시ㆍ도의회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다수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있는 편이다. 이는 제도 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

시계획의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 즉 입안단계에서 의견을 청취하

는 제도를 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도시 리계획의 부분을 의견청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총 계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결의건의안 청원 의견청취안

접 수 1,374 725 27 65 108 96 167

본회의 가결
(원안, 수정)

1,068 591 27 57 94 54 162

자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현황(기타의안 통계현황은 생략)

<표 6-6> 제7대 의회 기간 중 의안종류별 처리 통계현황

구청장이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다수의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동일한 도시계획이라 할지

라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정비계획, 재정비 진계획은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차를 추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시 리 원회가 의견청취안의 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운임 문제, 행

정구역의 경계문제와 련하여 각각 교통 원회가 3건, 행정자치 원회가 1건을 처리

하 다.

2)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 심사과정

의견청취안의 지방의회 의결 차는 안건의 수  회부, 상임 원회 심사, 본회의 의

결, 결과의 이송 순으로 행해진다. 심사는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기 장의 제안 설

명을 듣고 문 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며, 문 원은 

제출된 안건에 하여 개별 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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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서울시의회 도시 리 원회의 경우, 한 회기(임시회는 

보통 15일 내외)  3～4일은 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을 방문하

여 조사하는 안건의 다수는 도시계획 등 의견청취안이다. 이는 도시계획 등 의견청취안

이 체로 자치구청장이 입안하거나 자치구의 이해와 히 연 되어 있고, 입안사항에 

한 주민들의 기 와 우려가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상임 원회 원의 입장에

서는 의견청취안을 민감하게(혹은 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견청취안과 련하여 장조사 활동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장조사 활동 결과에 따라 의견청취안의 처리결과도 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 원회의 한정된 활동기간으로 장조사 활동에 제약이 있어 회기당 4～5건 이상의 

의견청취안을 장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의안의 처리기간은 제출된 회기기간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주민들의 이해

계가 립되는 경우처럼 쟁 사항이 분명한 경우, 2회기 혹은 3회기 동안 심사를 계속하

는 경우도 있다. 4회기 이상 심사하는 경우는 극소수 안건에 불과하다.

3.3 지방의회 의견청취제도 운영상 문제점

1) 의안에 대한 인식: 법정절차 이해의 혼선 및 의안경시

도시계획 등 의견청취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다른 의안과 동일한 차에 따라 심사되고, 

심지어는 다른 의안과 달리 장조사를 별도로 행하여 심의한다는 에서 차상 큰 문제

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임 원회 원이 의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제출

된 의견청취안이 법에서 정한 의무 차(강행규정)인지, 그 지 않으면 도시계획조례 시

행규칙에 따라 행하는 재량규정인지 여부를 제출된 의안만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

운 것이 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문 원은 검토 보고를 통하여 시장이 입안하 는지, 

는 구청장이 입안하 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이를 의안별로 확인하

기란 쉽지 않고, 재량 규정에 따른다 할지라도 시의회에서 상정하는 안건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더더욱 악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심사과정에서 원의 지역구와 여되어 있지 않거나, 논란이 있을 

만큼 쟁 이 분명하지 않은 안건은 다소 소홀히 다 지게 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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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의견청취안 처리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의견청취 대상의 문제

앞에서 언 한 문제는 안건의 내용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

칙 제28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도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거치고 있는데, 이때 의견청취안  일부는 1만㎡ 미만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도

지구를 부분 으로 변경하는 사례, 도시계획시설의 부분  조정과 같은 의안들은 큰 논란 

없이 의결되는 경우가 부분이고, 자치구청장이 입안하고 자치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50만㎡ 내외에 해당하는 뉴타운ㆍ재정비 진지구의 개발계획의 경우, 10만㎡ 

이상 혹은 2개 자치구 이상을 경계하는 지구단 계획과 같이 주민에게 미치는 향이 

범 한 도시계획에 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 혹은 보고를 체계 으로 받을 수 있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의회의견에 대한 처리문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처리결과는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원안 반  등의 형태로 의결

될 수 있다. 이때 원안 동의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원안 반 는 원안 로 확정되

는 것을 반 한다는 의견이며, 조건부 동의는 의견을 주어 도시계획 등에 반 되기를 주

문하는 뜻이다. 하지만 의견청취안은 앞의 제도 황에서도 거론한 바처럼, 주민의견 청

취결과의 처리규정과 달리 별도로 반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

록 의무화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수의 의견청취안이 구청장이 입안하

고, 시장이 결정하기에 앞서 재량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행하고 있어 의견청취 결과의 

반 여부를 확인하기란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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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방안 

1) 지방의회로의 의결권(승인권) 부여 필요성

도시계획이 주민의 재산권에 범 하고 지속 인 향을 미치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다른 일반 행정계획과 동일선상에 있는 차로 간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차  합리성, 계획의 합목 성을 제로 결정되는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용인 없이는 

결정되기 곤란한 계획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행 규정과 같이 지방의회를 도시계획의 의결기 이 아닌, 의결과정에서 들어

야 할 의견청취 상기 으로 취 하는 것은 지방의회라는 기 의 특성과 도시계획의 특

성에 견주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논의 후 7년이 경

과한  시 에서 이에 한 보다 극 이고 향 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결정

권(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두 수 바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사실상

의 권한이 일임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결하는 

계획고권이라는 헌법  지침과도 맞지 않다. 한 지방분권화 시  의민주주의 원칙과

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기 립형 기 구성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시장과 지방의회의 력 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 승인권을 지방의회에 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

과 랑스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기 통합형 구조로 의회 심의 의결집행 기능이 행해지

고 있다.  한 우리와 유사한 기 립형 기 구성 형태를 취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균형  권한배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은 요 도시

계획 의결권이 모두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다는 이다. 

셋째, 지방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나타나는 요한 문제   하나인 도시계획 의견청

취안에 한 인식 문제이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주더라도 종국에는 도시계획 원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의안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의 순서도 결산안, 조례안, 청원을 처리한 후,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 있다. 도시

계획의 향을 감안할 때, 주민 표기 인 지방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도 계속해서 발 해가고 있다. 표 인 로 지방의회 문 원의 확

충, 지방의원 유 제, 회기일수 자율화, 문인력 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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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의원의 문성 부족 문제, 지역민원에 구속되는 문제 등의 우려는 차 불

식될 수 있다고 단된다. 특히, 지역 민원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의회의 문제라

기보다 의원 개인의 행태  특성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역으로 도시계획 의견청취 차

를 승인의결 차로 환할 경우, 의원보다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이처럼 의회기

능이 강화될 때, 의원의 민원 의존성이 낮아질 수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에 승인권을 부여할 경우, 도시계획의 계획  상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다. 도시계획이 주민의 재산권에 지속 이고 범 하게 향을 주는 계획이며, 시민

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요한 계획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표기 이자 자치

입법 의결기 인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책임을 종국 으로 지방의회

에 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시계획의 실 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도시계획에 한 시민 신뢰성, 도시계획의 합목 성, 차  합

리성을 높임으로써 도시계획의 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의회의 의결권 부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그 다면 지방의회에 도시계획 의결권(승인권)을 부여할 경우, 상되는 문제는 무엇

일까? 우선, 재의 도시계획 원회에 의원의 참여가 더 이상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재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원회 원 30명  5명은 시의원이다. 계획 권한의 배분이 이

루어질 경우, 재와 같은 운 은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지방의회의 도시계획 

의결권은 승인권에 하는 동의 차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안의 형성과정에서 주민의 

표자인 의원의 참여를 원천 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다. 해당 상임 원회 원이 아닌 

의원의 참여는 열어 두되, 그 수는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수의 도시계획안을 처리할 경우, 의회에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될 수 있고, 그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다. 행 도시계획 결정에 

서도 경미한 수 의 도시계획 변경은 하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임되어 있듯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 차만으로 결정할 수 있

는 범 를 확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번 결정되면 산  차상 변경이 쉽지 않은 도시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

녹지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등이 해당할 것이다. 도시계획 결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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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범 한 도시 리계획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되도록 검토할 수 있다. 컨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정비계획이나 재정비 진계획, 지구단 계획 등도 주민들에게 향을 주는 계획임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필요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5년 단

의 범 에서 최 의 계획만을 의결 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건축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도시 리계획의 신설) 혹은 

주거ㆍ녹지ㆍ공업ㆍ상업지역 간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 리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외의 계획은 행 로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 차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의 일부를 기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를 포함한 역시와 50만 이상의 도시는 재 도시계획 결정권을 범 하게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내에 있는 기 자치단체(자치구청)의 경우, 도시 리계획 입안권만 

사무 임(기 임사무) 받았을 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심지어 소공원을 결정하는 권한조차 서울시장에게 부

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기 자치단체에 입안권을 

부여하며, 기 자치단체 수 의 향을 받는 도시계획결정권에 해서는 권한 이양도 병

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의결권의 권한배분 시기와 련하여, 종 에는 국토해양부장  

승인 사항이었다가 최근 역자치단체장에게로 이양된 계획, 즉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

지기본계획과 같은 기본계획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계획은 

역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상 계획으로 하  도시계획에 미치는 향이 크다. 행과 

같이 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고 동시에 의결ㆍ승인할 경우, 도시계획 안정성은 해될 

우려가 높다. 주민 표기 이자 의결기 인 지방의회에 기본계획의 의결  승인권을 부

여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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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 다. 앙권력의 지

방분권화가 개되고 있고, 지역 민주주의도 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

름에 맞추어 도시계획고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두 수 바퀴에 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논의의 출발 으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 다. 하나는 자치권인 계획고권이 

자치단체장 심으로 개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계획고권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이

고 ,두 번째로 선진 외국도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 구성 형태와 도시계획의 

권한 배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기  간 권한 배분은 불균형 이라는 

이며, 마지막으로 차  합리성과 계획의 합목 성에 근거하여 주민의 표기 인 지방의

회가 도시계획과 련하여 보다 극 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이다.

이 연구는 행 도시계획 의견청취 제도와 운 황을 분석하여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

시하 다. 보다 근본 이고 구조 인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에 도시계획에 한 의결권(승

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 하 다. 행 헌법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외 도시계획 계법규 체계에서 지방의회에 도시계획 의결권을 동의 형식으로 이

양하는 데에는 입법기술 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집행권한이 다소 축소됨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장의 반발이 상된다.

기 립형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의 계에서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 의회(제7

 의회)와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 의회(제8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계에서 확연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7  의회에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정책형성이 이루

어지고, 의결기 인 지방의회에서는 추인하는 성격의 의결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제8  의

회에서는 의결기 의 권한과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주민의 표기 이자 의결기 인 지방의회를 존 한다면, 집행기 장인 자치단체장의 권

한 행사는 제한 이고 신 해질 필요가 있다. 주민에 한 정치  책임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집행기 에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 립형 기 구성형

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은 권한의 균형  배분에 따른 지방의회와 집행기  간 력 계 증진과 도시계획의 

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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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향 

윤혜정, 평택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구단 계획의 의무화, 개발행 허가제

도 등이 도입되면서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 최근 도시기본계획의 승

인을 포함한 도시계획 권한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특히 지방도시계획

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앙도시계획 원회  지방도시계획 원회의 운 실태를 바탕으로 도시

계획 원회의 운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들을 지 하고, 해외 사례의 소개

를 통해 공정한 도시계획결정을 유도하는 도시계획 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와 운영현황

도시계획 원회 제도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계획의 문성을 높이기 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처음 제정됨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에 

도시계획에 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하여 앙도시계획 원회를 설치하면서 이 제

도는 시행되었다.

도시계획에 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권한을 임하기 해 1971년 도시계획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계획 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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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앙도시계획 원회는 원장ㆍ부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107조). 원장과 

부 원장은 민간 원 에서 국토해양부장 이 임명하거나 한다. 원은 계 앙행

정기 의 공무원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국토해양부장 이 임명하거나 하며, 공무원이 아

닌 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앙도시계획 원회의 공무원인 원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담당 고 공무원 1인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고 공무원  해당 앙행정기 의 장이 추천하

는 각 1인을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한 승인권을 포함하여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며, 

앙도시계획 원회의 심의 상은 <표 7-1>과 같다. <표 7-2>는 규제완화  차간소

화를 해 앙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심의대상

제8조 (구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등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등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
일 경우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 안의 면적을 증감시키
는 경우

제9조 (용도지역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

제59조 (개발행위)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제11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표 7-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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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세부내용

제8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군사기 에 필요한 구역지정

제10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농임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자연공원, 특정도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
태도 1등급 권역

기타 산업단지인허가간소화절차법

<표 7-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외규정

앙도시계획 원회를 지원하기 한 조직으로는 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 설치

된 앙도시계획 원회 운 지원반이 있으며, 운 지원반은 반장(서기 )을 포함하여 

2인의 공무원과 2인의 문 원, 1인의 행정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원은 모두 

박사 이며, 국책연구기  는 공공기 으로의 견근무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문

원의 주요 업무는 상정안건에 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지자체와의 의  자문 등이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 원회는 시ㆍ도도시계획 원회와 시ㆍ군ㆍ구도시계획 원회로 구분된

다. 시ㆍ도도시계획 원회의 원은 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ㆍ도  도시

계획과 련 있는 행정기 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

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련분야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에서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시ㆍ도지사가 임명 는 하며, 학식ㆍ경험자에 해당하는 원의 

수는 체 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시ㆍ군ㆍ구도시계획 원회의 원은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ㆍ군ㆍ

구  도시계획과 련 있는 행정기 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

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련분야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에

서 15인 이상 25인 이하 범 내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임명 는 하며, 학식ㆍ경험

자에 해당하는 원의 수는 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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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 두는 도시계획 원회는 원장  부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원으로 구성되며, 학식ㆍ경험자에 해당하는 원의 수

는 체 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원회 설치 황 

국의 역자치단체 9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9개, 230개 기 지방자치단체 

등 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계획 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2009년 9월에 실

시한 원회 운 황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지자체

장이 임명하는 학식ㆍ경험자에 해당하는 민간 원의 직업은 55.5%가 교수 다.

지자체 단 별로 보면, 역자치체는 교수비율이 75.1%로 체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시ㆍ군ㆍ구는 53.3%로 비교  낮게 나타났다. 시ㆍ군ㆍ구의 경우 퇴직공무원과 

시민단체소속 민간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지방도시계획 원회 원  학식ㆍ경

험자에 해당하는 민간 원의 공분야는 도시계획분야보다 건축  조경분야의 비율이 

높았다. 해마다 회의개최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ㆍ도도시계획 원회는 월1회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표 7-3>은 2003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결정된 안건 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

정과 련된 사항이 체안건의 35.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사

항이 개발행 허가이다. 시ㆍ군ㆍ구 지방도시계획 원회 결정안건  41.6%가 도시계

획시설 결정이었으며, 도시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사안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이

다. 시ㆍ도도시계획 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다음으로 용도지역  용도지역

의 변경 사항이 1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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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

시설
정비사업

도시개
발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타
지역지구

변경
합계

광역지
자체

평균안건수 11.4 8.2 24.1 9.3 6.1 14.4 9.5 15.6 87.6 

지자체수 42 22 42 35 34 34 37 41 42

결정건수 477 180 1,011 326 206 490 353 638 3,681

안건비율 13 4.9 27.5 8.9 5.6 13.3 9.6 17.3 100 

대도시

평균안건수 7.1 2.6 15.5 2.7 2.8 19.3 4.3 3.8 43.2 

지자체수 41 9 51 11 18 43 41 25 53

결정건수 293 23 789 30 51 831 176 94 2,287

안건비율 12.8 1.0 34.5 1.3 2.2 36.3 7.7 4.1 100

시군구

평균안건수 2.7 3.3 5.2 2.3 1.4 3.9 2.8 2.4 10.8 

지자체수 146 142 460 67 72 340 189 162 529

결정건수 390 462 2,378 151 101 1,314 522 395 5,713

안건비율 6.8 8.1 41.6 2.6 1.8 23.0 9.1 6.9 100

전체

평균안건수 5.1 3.8 7.6 4.5 2.9 6.3 3.9 4.9 18.7 

지자체수 229 173 553 113 124 417 267 228 624

결정건수 1,160 665 4,178 507 358 2,635 1,051 1,127 11,681

안건비율 9.9 5.7 35.8 4.3 3.1 22.6 9.0 9.6 100 

<표 7-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안건 내용(2003~2009년 상반기)

조례상 원회 운 련 특기사항

민간이 제안한 도시 리계획안에 하여 심의 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지

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 리계획안의 경우 제안자가 요청 시 

원회가 의견청취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구, 인천, 주, 남, 경

남, 제주도 등이며, 제안자가 요청 시 원회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차규정별도), 북, 수원, 의왕 등이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한 지자체는 용인, 부천시 등이다.

그 외 지자체는 제안자의 참석을 원천 으로 쇄하고 있으며, 다만 원장(서울시는 

시장)은 도시 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부담이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에

게 구체 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소수이다.

회의의 비공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주 역시, 충청북도 등이며, 원회

의 의결로 제안자 등 특정인 참석을 허용한 지자체는 구시 등이다. 그 외 지자체는 비공

개가 원칙이나 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

에 심의 의결된 동일안건의 재상정 지조항이 서울(5년 이내), 시에 있으나 실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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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

사례 #1 :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〇〇시 도시계획심의 원회 원인 〇〇시의원 A는 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로 지

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의로 입건(’06년 9월 보도)

〇〇시의회 도시 리 원회 소속 B의원은 〇〇시 도시계획심의 원회 원으로 활동하

면서 △△구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련, 개발업자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했으며, 같은 

소속의 C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련, 1억2천만원을 수수(’09년 5월 보도)

사례 #2 : 근거  이의신청 차 미비

A시 2개 원회에 세 사람이 복 되는 등 특정인사가 다수 원회에 복 되거

나, B시 도시계획 원회에 두 사람이 3회에 걸쳐 장기연임돼 부당압력 행사의 의심을 사

고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등 이권개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  시에도 뚜렷한 자격기 이 없어 부패 력자나 련업계 종사자가 

원으로 돼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논란을 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 

이와 함께 이해 계인의 원회 개최 공지 시 결과에 한 이의신청 차 한 규정 없이 

편의 으로 운 돼 이해 계인 권익구제  신장에 매우 소극 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  계자는 “감독기  공무원의 소 원회 참여 원칙  배제, 지방의원의 직무

련 원회 참여 배제, 이해 계 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장치 마련, 이해 계자 의견진

술 기회부여, 이의신청 차 법규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계부처에 권고할 정이

다”고 밝혔다(CNB News, 2010.5.15).

사례 #3 : 원의 개인비리

 국립 한밭 학교 A교수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원회 원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공사의 평가, 심사업무 등에 참여해 련 건설업체 등에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밭

 부설 모연구소에 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A교수는 이 게 챙긴 1억2000여만원  

6700여만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부인 명의 계좌에 입 하거나 으로 인

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학교

에 A교수의 면을 요구했다(매일경제 2010.6.7).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183 

○○시 아 트 건축심의 련, 도시계획 원과 교통 향평가심의 원이 ◇◇건설로부

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형 선고(’06년 5월).

사례 #4 : 원회의 권한남용

한 지자체의 도시계획 원회는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시행사에 

공사 면 의 40%를 공원ㆍ도로 등 공공시설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법에도 없는 기

이었다. 업체들이 반발하자 심의는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진행 다. 아 트를 지

으려던 한 시행사는 토지 매입을 해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하루 이자 8000만원을 갚지 

못해 당시 산 직 까지 갔다.

한 건설업체 계자는 “법규상 건물을 10층까지 지을 수 있어도 심의 원들이 답답하

다며 두 개 층을 날려버리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건축 인허

가 장에서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각종 

원회의 기  없는 결정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덧붙 다.

원회와 지자체 공무원이 결탁해 심의 내용을 입맛 로 몰아가는 일도 많다. 통상 지

자체장에게 민간 원의 권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해 미리 심의 내용을 결

정한 뒤 원회를 이용해 명분 쌓기를 한다는 지 이 많다. 남의 한 학교수는 “공무원

들이 원회 소집을 통보하면서 원에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어느 업체를 

좀 도와줘라’고 주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특정 원이 원회마다 복으로 돼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문가 인력 풀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수들이 다수의 심의 원회에서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앙일보 201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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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제도의 한계

1) 인적자원의 한계

도시계획 원회는 계행정기 의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 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도시계획 원회의 경우 토지이용

분야로 분류되는 도시계획을 공한 원수보다 그 외 분야의 문가 수가 더 많다. 지방

의 경우 지역내 해당 인  자원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

가 범 하여 문성이 약화되어 소수 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 되고, 개인비리의 개연

성이 높아진다.  

지역의 문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ㆍ도도시계획 원들이 여러 시ㆍ군

ㆍ구 도시계획 원으로 복 되어 활동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시ㆍ도도시계획 원회

의 회의 시 해당 시ㆍ군ㆍ구안건에 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ㆍ도도시계획 원들이 시ㆍ군ㆍ구도시계획 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하나,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는 경우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상된다. 

2) 심의기준 미비로 심의 장기화 

앙도시계획 원회  시ㆍ도도시계획 원회는 분과 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문

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달에 1∼2회 개최되는 체회의는 사실상 실무부

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안건을 분과회의로 수권 임하는 형식  회의가 되었다.4) 

분과 원회에서는 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해 실무부서의 의견을 담아 수정한 후, 

수정된 안건을 추가 인 조건을 달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일반 인데, 시ㆍ군ㆍ구도시계

획 원회의 자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라온 안건에 해 2회 이상 심의하여 

심의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 개발행 허가와 련하여 14일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 되

고 있으나 그 외 사항에 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심의기간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꼽아

보면, 심의사항에 한 원의 이해부족, 입안자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심의조건 제시, 

입안자의 무 심 등이 있다.

4) 앙도시계획 원회 심의안건 소요횟수를 보면, 2분과회의에서 1회로 심의된 사항은 무하며 체 21개 건수 

 3회 이상 심의한 건이 20건으로 조사되었음(김홍주외 2인,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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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의 비공개와 견제기능 미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 리계획(안)의 경우라 하더라

도 일부 지자체가 제한 으로 회의참석이나 의견청취기회를 허용하고 있을 뿐, 부분의 

지방도시계획 원회에서는 안건 설명이나 참석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제안자는 회의에 참

석하지 못하게 하고 입안자가 안건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설명이 미흡할 수 있고, 잘

못된 답변이 심의결과에 반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결과 제안된 안

건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인 부담이 생기게 되면 원장이 제안자에게 구체 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결과에 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한 도시계획 원회에서 원들 간의 건 한 토론을 통해 객 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는 모든 경우 지자체의 부자치단체장(부시장 는 부지사)이 

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소수의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거나 심의범 에 어 나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어도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실이어서 소수의 원에 의해 심의의 공정성

이 해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4) 위원회 지원인력의 부족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부분이 지방자체단체에 이양됨으로

써 지방도시계획 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안들이 크게 증가하 으나, 도시계획 원회

의 운 을 담당하는 인원은 거의 증원되지 않고 있다.

상임기획단을 운 하고 있거나 운 한 경험이 있는 시ㆍ도는 도시계획 원회 운 부서

에 도시계획 문인력(박사  연구 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외 지자체는 일반 행정직

원이 원과 연락을 하거나 안건을 취합하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도시계획 원회 운 실태조사를 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담당자와 연락해 본 결과 

도시계획 원회 운 실태를 체계 으로 정리해 놓은 지자체는 거의 없었으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원회 안건상정  심의결과에 한 통계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국 으로 

한 해 2,000건 이상의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는 

원회의 원 황  회의결과에 한 사후 리가  없다는 은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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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제도개선방안(2010. 6. 7)

원 선정  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 산하기 에서 심의ㆍ평가 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감독기  공무원의 소 원

회 참여를 원칙 으로 제한

ㆍ 감독기  공무원이 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 에 감독기  감사부서에서 이해

계충돌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검증하는 차 마련

※ 원으로  후 안건심의 시에는 기피ㆍ회피ㆍ제척제도를 활용

- 지방의원은 소  상임 원회의 직무와 련된 원회의 원으로 참여 제한

- 유착 계  향력 행사 소지 차단 등을 해 원의 연임  연임 제한 규정과 

복  제한 규정을 마련

원의 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 원명단은 각  기 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되, 신상자료 등 인권정보는 

비공개토록 명시

․ 원이 이해 계인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과 련하여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ㆍ청탁을 받은 경우 인 사항, 요구내용 등을 당해 원장에게 보고토록 명시

- 원  시 본인에게 안내 후 유 기 의 조를 받아 부패행  등에 한 과거

력을 조회하여 부패로 처벌받은 원은 배제

- 원회 원에 민간 문가를 한 경우 벌칙 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

정을 신설하여 뇌물수수 등 련 처벌 실효성 확보

원회 운 의 공정성 제고

- 원 POOL제의 효율  활용을 한 심의 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리 등을 포함

하는 ｢ 원 POOL제 운용규정｣ 마련

- 원회 원은 당해 기 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직  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 지

이해 계인의 권익구제 강화

- 이해 계인의 회의참석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화  신청인에게 안내의무화 근

거규정 마련

- 심의안건에 한 의결결과 통지기간의 명확화  개최일시 등 원회 일정의 홈페

이지 공개로 신청인의 측가능성 제고 

- 심의결과에 한 이의신청 등 불복 차 규정화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ㆍ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차 안내를 의무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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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사례

3.1 미국의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5)

미국은 주마다 다른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고, 주 안에서도 city나 county별로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당 부분 통일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이다. 

위원수
City

Commissions
County

commissions

city/county 
combined 

commissions
총 계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5∼6인 74 19.0 20 19.0 1 2.9 95 18.0

7인 181 46.5 28 26.7 3 8.8 212 40.2

8인 7 2.0 8 7.6 1 2.9 16 3.0

9인 97 25.0 27 25.7 8 23.5 132 25.0

10∼15인 28 7 17 16.2 19 56.0 64 12.1

16∼20인 1 0.25 2 2.0 - 0 3 0.6

20인 이상 1 0.25 3 2.8 2 5.9 6 1.1

계 389 100 105 100 34 100 528 100

자료 : Welford Sanders and Judith Getzels, The Panning Commission:Its Composition and Function 
1987, APA, 1987.

<표 7-4> 미국 도시계획위원회의 규모 

도시계획 원회의 주요 업무

용도지역문제(zoning matters)와 획지분할검토(subdivision review)가 주요 업

무이며, 원회의 50% 이상이 zoning문제에 체시간의 40% 이상을 쓰고, 37% 이상

이 획지분할문제에 40%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장기 인 계획

(Long-range planning)을 검토하는 데에 쓰는 시간은 큰 비 을 차지하지 않았다.

심의를 완료하는 기간은 통상 30∼60일 정도라고 응답하 다. 한 45%의 원회가 

정해진 용도지역 결정 기간이 있으며, 57%의 원회는 획지분할결정에도 정해진 심의기

간이 있다고 응답하 다.

5) 미국 도시계획 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의 ｢The Planning Commission: Its Composition and Function, 
1987｣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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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사례

뉴욕시(이하 NYC) 도시계획 원회는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 개발행  허가 등

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해 련 문가로 구성된 자문기

구로 1936년 ‘도시헌장’에 근거해 문가 7명이 모여 1938년부터 본격 인 활동을 시작

하 다.

NYC도시계획 원회는 시장이 지명한 6명( 원장인 도시계획국장 포함), 각 자치구

청장이 지명한 5명, 공공 변호인(public advocate)이 지명한 1명 등 총 13명으로 구

성되어 운 되고 있다.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시계획 원장은 교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도시계획 원의 임기는 5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시장이 재

선되면 도시계획 원도 연임하는 것이 일반 인데, 원이 한꺼번에 교체되지 않도록 임

명 시 을 서로 달리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원 개개인의 사진과 약력을 공개하고 있다.

도시계획 원회는 주택, 비즈니스, 산업, 교통, 유통, 여가, 문화, 안 , 편의, 보건, 

복지 분야를 포함해 도시 성장  개발과 련된 계획 반을 다루며, 규제 상인 부동산

의 이용ㆍ개발ㆍ개선 등에 련된 상정안과 환경 향 평가에 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정

기 으로 개최하고 있다.

도시계획 원회는 상정안 검토과정과 결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은 홈페이지에서 자치구  지역별, 키워드별, 날짜별, 사안별로 정리된 도

시계획 원회의 각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기명 는 무기명으로 도시계획 원장에

게 자메일을 보내 보고서에 한 자신의 의견을 직  개진할 수도 있다.

2) 뉴저지주 도시계획위원회 사례

뉴 지주의 도시계획 원회는 주 정부, 주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시민을 표하

는 17명의 원으로 구성되고, 주지사의 지명을 받은 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3년

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재 원회의 구성은 시민 표 5명(회장과 부회장 포함), 지방정부 표(시장이나 카

운티장 포함) 4명, 주정부 표 8명으로 구성된다. 시민 표의 경우 기업체의 표가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 원은 시장 , 주정부 원은 주정부기 의 장(長)으로 구성되며, 

홈페이지에 원들의 소속  직  등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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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계획 원회의 주요 임무는 주의 토지이용정책을 조율하고, 주의 개발  재개발

계획을 실행하며, 주계획과 련된 재정  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원회는 일반 으로 월 1회 개최되며 회의 안건과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소 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되며, Smart Growth 부서의 책임자가 소 원회의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 한 일반사항은 홈페이지 내 meeting schedule에 

포함되어 있고, 화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3.2 일본의 도시계획심의회

도시계획법이 2000년에 면개정되면서 그동안 기 임사무 던 도시계획이 자치체

사무로 이 되어 자치체의 도시계획권한이 폭 확 되었다. 특히 시정 (기 자치단체)

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결정권 부분이 앙정부  도도부 ( 역자치단체)으로부터 

이양되어 도시계획에 한 시정 의 역할이 요하게 부각되었다. 한 시정 도시계획

심의회에 해서도 그 설치근거가 도시계획법에 명시됨으로써 법 으로도 도시계획결정

차의 하나로 설정되어 그 권한이 확 되었다.

앙정부부처인 국토교통성에는 “사회자본정비심의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 신의 자

문에 응하고, 도시계획에 한 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

76조 제1항).

1)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도도부 도시계획심의회는 도시계획법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 에 설치하

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도도부 도시계획심의회의 조직  운 에 한 사항은 도도부 의 조례로 정하며, 도

도부 도시계획심의회를 조직하는 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시정 장을 표하

는 자, 도도부 의회의 의원, 시정 의회의 의장을 표하는 자를 지사가 임명한다. 기타 

련행정기 의 직원 가운데 임명할 수도 있다. 임명된 원수는 11인 이상 35인 이내로 

하고, 이들 원과 별개로 임시 원(특별한 사항 조사ㆍ심의) 는 문 원( 문  사

항 조사)을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임시 원  문 원도 지사가 임명한다. 

심의회의 회장은 학식이나 경험이 있어 원으로 임명된 자 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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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원  의사에 계가 있는 임시 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해 상무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

시정 도시계획심의회는 도도부 도시계획심의회와는 달리 ‘시정 에 시정 도시계획

심의회를 둘 수 있다(도시계획법 제77조의2 제1항)’라고 규정되어 심의회 설치가 의무사

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시정 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무는 “해당 시정 이 속한 도도부 의 도시계획심의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표 

7-5>는 큐슈지방 시정  도시계획심의회 설치 황으로 체 246개 시정   15개 시정

에서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치현황 市 町 村 합계

법정도시계획심의회 설치 77 131 0 208

임의도시계획심의회 설치
(지방자치법에 근거)

2 7 0 9

필요할때 설치 0 12 0 12

기타 기관이 도계심역할 대행 0 0 3 3

설치하지 않음 0 11 1 12

무응답 0 0 2 2

합계 79 161 6 246

출처: 吉武哲信外 4人, 九州地方にあける市町村都市計劃審議會の開催現況との委員事前面談に關する考察,日本都市計
劃學會 都市計劃論文集 No.39-2. 2004.10. p.459.

<표 7-5> 큐슈지방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 설치현황

시정 도시계획심의회의 조직  운 에 해서는 시정 의 조례로 정하는데, 시정

도시계획심의회를 조직하는 원은 학식이나경험이 있는 자  시정 의회의 의원 에

서 시정 장이 임명한다. 기타 계행정기  혹은 도도부 의 직원  해당 시정 의 시

민 가운데 임명할 수도 있다. 원수는 5인 이상 35인 이내(정령지정도시에서는 9인 이

상 35인 이내)로 하고, 원과는 별도로 임시 원  문 원 이나 회장의 선임, 

심의회개최의 정수, 의결, 상무 원회의 설치 등 기 은 도도부 도시계획심의회의 경우

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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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6) 사례

도쿄도도시계획심의회는 도가 정하는 도시계획안 등에 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계행정기 에 도시계획에 한 사항을 건의한다. 심의회 원은 “도쿄도도시계획심의

회조례”에 근거하여 학식ㆍ경험자 10명 이내, 계행정기 의 직원 9명 이내, 구시정

의 장을 표하는자 3명 이내, 도쿄도의회 의원 10명 이내, 구시정 의 의회를 표하는 

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 회의는 원칙 으로 공개하며, 사 에 추첨으로 선발된 15명까지 방청이 가능한

데, 회의개최 1개월 에 일시, 장소, 부의 정안건, 방청신청방법 등을 도쿄도도시정비

국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다. 방청희망자는 주소, 성명, 화번호를 기재하여 왕복우편으

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신청정원(15인)을 넘는 경우에는 추첨(개인 라이버시와 련

된 안건에 경우에는 회의가 일부비공개로 운 될 수 있음)하여 선정한다.

심의회에 제출된 의안, 자료와 심의회의 의사록은 개인의 라이버시 등에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청 내 도민정보실에서 열람(무료), 복사(유료)할 수 있다. 

3.3 영국의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및 운영사례

국의 지방자치체는 의회(council)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집행부로 구성된다. 역

자치체나 기 자치체 모두 우리나라의 도지사나 시장에 해당하는 직 는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동시에 행정도 책임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에는 행정서비스 종류마다 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원회의 결정이 지방자

치단체의 의사결정이 되며, 도시계획 분야에는 도시계획 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

획과 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은 1개의 독립된 국을 구성

하고 있으며 Chief Planner에 의해 지휘되고 있다. 비 문가로 구성된 의회의 도시계획

원회에서 다루는 도시계획 련 주요 문제에 해 문  지식을 기 로 자문하고 있으

므로 도시계획 원회의 의사결정에 큰 향력을 가진다.

국의 계획 원회(planning committee)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

되며, 도시계획 원회의 주된 업무인 계획허가는 선출된 지방의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6) 도쿄도도시계획심의회 홈페이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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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시( ) 계획 원회 사례

원회의 구성인원은 7∼9명(임기 4년)이고 매달 1번 정기 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원회에서는 용도지역허가와 개발에 한 계획안 검토  심의가 이루어지며, 원회가 

모든 결정권에 한 책임  권한을 가진다. 계획안에 한 검토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획안(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안건의 가결  

부결은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원회 회의일정은 시민에 공개되어 있고 구든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

다. 회의의 의제나 안건은 회의 1주일 에 의회 홈페이지(Council meeting pages)

에 게재되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원회가 개최되기 에 그 사안과 련된 주민과 계자들에게 안내 편지를 발송하며, 

의견이 있으면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알려 다. 의견이 있다면 미리 발언할 내

용에 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원들의 신상은 사진과 

이력, 주소, 연락처, 임기, 소속정당 등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들은 지역의 쟁 (분쟁)사항에 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원장은 다른 안건에 해서도 시민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수 있다. 만약 

원회 회의 시 개진할 의견이 있으면 사 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데, 그 이유는 시민의 질의에 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회의 당시 질문은 

질문지 양식을 작성하고 회의 담당자에게 달된다. 모든 시민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본인

이 참석하고자 하는 회의나 의견에 한 개 인 내용을 미리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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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방향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앙도시계획 원회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시 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앙정부는 국

가종합계획에 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역자치단체인 도의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하여 시ㆍ군간 연계계획이나 갈등요소를 조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출된 시장ㆍ군수의 과도한 개발계획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에서 지방도시계획 원회 운 과 련된 제도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첫째, 심의운 을 한 사 설명 허용  심의범  명시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평한 심

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설명이란 회의개최 이 에 계기 이나 련공무원이 

원회의 원들에게 상정안건에 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원의 공분야가 다양하여 도

시계획  문성이 하되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효율

인 원회 운 을 해서는 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안건에 한 이해를 높이

고, 심의내용에 한 명확한 범 를 설정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 일부 시도시계획 원회( , 용인시)에서 운 하고 있는 

사 심의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부서가 계된 복잡한 안건에 

해서는 비 원회를 개최하여 어느 정도 안건을 정리한 후 체 원회에 상정하는 방안

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심의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경우 계획의 질이 하될 수도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련부서의 검토나 의기간에 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있으나 

원회 심의에 해서는 시한을 두지 않아 길게는 1년 이상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다. 심의범 와 시한을 명시하는 것은 계획결정에 한 측가능성을 높이고 행

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련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여 심의에 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심의

기간도 상정 후 일정기간( , 60일 이내) 등으로 제한을 둘 필요도 있다. 

둘째, 투명하고 객 인 심의를 해 원정보  회의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발 과 정비를 해 요한 계획을 결정하는 계획 원회의 원이 구인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국이나 일본의 경우 원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회의참석

여부와 찬성여부 등 활동에 해서도 공개하여 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여 원이 되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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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도 있으므로 원활동에 한 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의 공

개도 보다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과 련해서 원칙 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공개여부나 

공개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해야 하지만, 보다 객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 회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직  이해 계자인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하

여 심의의견에 해 추가 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장기 으로는 회의를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회의를 

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명단과 회의록의 상세한 공개, 더 나아가 회의과정의 공개 등을 제도 으로 도입하

게 되면, 원회에 참석한 원들은 심의범 를 명확히 하여 보다 신 하게 발언하게 될 

것이다. 한 련 부처의 의견이 강요되거나 소수 원에 의해 회의가 편향되게 운 되

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표 화된 지방도시계획 원회 운 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재는 지

방도시계획 원회의 구성  회의와 련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

이 구체 이지 못하다.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지방으로 폭 이양되어 지방계획 원회의 역

할과 기능이 요한 만큼 보다 체계 인 운 을 해서 국토해양부는 운 규정의 표 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행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원회 운 련 규정을 비교하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자체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내용은 민간 원의 자격기  상

세화, 원의 연임횟수 제한, 의장의 의결권  결정권행사, 안건상정을 한 비서류, 

심의의결방법 제시, 민간제안자의 의견청취에 한 사항 등이다.

차 강화되고 있는 지방계획 원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상기 사항에 더하여 신속하게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 심의나 사 지조사, 계기   련공무원의 사

설명 등을 통해 심의범 를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심층 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도시 리방향에 맞는 심의기 을 설정하여 일 된 심의결과를 도출하도

록 하는 등 지방계획 원회 운 을 한 조례에 한 표 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은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계획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이다. 도시계획 원

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뿐이고 계획수립부터 승인과정까지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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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문성이 크게 육성되

지 않는 한 난개발이라는 도시 리의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의 계획역량을 높이기 해서는 단기 으로는 도시계획을 공한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보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으로는 계장  이상의 간부공무원  도시계획 

문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재 도시계획 원회를 운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훈련 로그램의 확 도 필요하다. 국이나 미국의 경우 공무원과 원들을 

상으로 정기 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성을 꾸 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신 도시계획기법이나 법규의 개정에 따른 변화 등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 련학회를 심으로 도시계획담당 공무원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연 1회 이상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 문성 제고를 기하며, 법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워크  등을 개최하여 법의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 이고 수요자 심의 도시계획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이용규제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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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정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 서 론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과 합리성(rationality)을 추구한다. 도

시계획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간, 즉 토지가 갖고 있는 공 의 한정성에서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토지를 공공재(public goods)로 보는 시각이다(이정 , 1995:54).

합리성이란 일정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도리ㆍ이성ㆍ논리가 일체를 지배한다는 철학

 념(윤평 , 1997:35-36)으로 소기의 목표를 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무리 없이 

달성한다는 과정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최고의 목표가치로 삼고 있는 

도시계획에서 합리성은 ‘경제발 과 연계한 능률성’, 즉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 

‘지역균형발 ’과 ‘사회  형평성의 추구’, ‘환경보   지속가능성의 유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성’과 ‘시민생활을 만족시키는 응성’ 등을 이념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은 에서 언 한 목표가치를 기반으로 계획이론의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합리성과 정성(Pareto optimum)을 추구하기 한 법  차로서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이론과 정책학의 측면에서 원회 제도는 정책결정과정

에서 단일인 는 단일 조직에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문성을 지닌 여러 사람

이 참여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합리 인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제도(박동

서, 1987:257-263)이며, 복잡다양해지는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 법  차로서 참여해야 하는 도시계획 원회의 기능

과 역할을 정리해 보고 이와 련한 운 실태를 분석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쟁

사항에 하여 합리 인 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가 

의식조사 결과는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를 사례로 연구한 필자의 박사논문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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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요

1) 설치 연혁 및 운영사항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법률 제938호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한 조사, 심의를 하기 하여 경제기획원에 앙도시계획 원회(이하 

앙 원회)를 두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 로 료집단과 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운 되기 시작한 것이다.7)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는 도시계획에 

하여 서울특별시장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하여 지방도시계획 원회(이하 지방

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시행령으로, 운 세칙은 조례로 정하

도록 하 다.8)

행 도시계획 원회의 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9장(도시계

획 원회)에 명시되어 있고 원수와 원의 문분야도 확  운 되고 있으며, 특히 도

시계획 유형별로 분과 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도시계획의 문성을 강조하고 있

다.9)

를 들어, 앙 원회의 분과 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토지이용에 한 

구역  용도지역 등의 심의나 개발행 에 한 심의를 담당하고, 지방 원회의 분과 원

회는 타 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 계획의 결정, 

개발행 허가와 토지거래허가에 한 이의신청 등에 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원회에서 임하는 사항에 해서도 분과 원회를 운 할 수 있다. 앙 는 지방 원

회의 분과 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규정  심의 시 언 된 조건이나 사항이 없는 한 본

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에 한 최고의 정책결정기 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원회의 경우 앙

원회 원장(1인)  부 원장(1인)은 원 에서 국토해양부장 이 임명 는 하

고, 지방 원회( 역  기 단체) 원장은 원 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장이 임명 

는 하며, 부 원장은 호선한다.10) 

7) 최  제정된 도시계획법(’62년) 제4장(제41조～제47조 : 도시계획 원회) - 원장 : 국토건설청장, 부 원장 : 
차장, 원 : 내무부, 문교부 등 계부처의 국장  도시계획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인～15인).

8)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 원장 : 시장, 원 : 4인～6인, * 인구 100인 이상은 15인 이내.
9) 행 법상 앙 원회는 25인 이상 30인 이내(공무원이 아닌 원 10인 이상), 지방 원회  역단체 소속 원회

는 25인 이상 30인 이내(공무원, 시의원이 아닌 원 2/3 이상), 기 단체 소속 원회 15인 이상 25인 이내(공무원

이 아닌 원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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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역할 및 권능

도시계획 원회의 가장 큰 역할과 권능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앙 원회의 경우, 도시계획에 한 조사ㆍ연구(법 제106조)  지방 원

회의 도시 리계획과 련하여 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한 조언 등

의 임무도 부여되어 있다(제113조). 이는 도시계획 원회가 단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도시정책 반에 하여 문성과 합리성의 에

서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을 경험 인 에서 악하여 보면, 도

시정책의 자문, 도시계획의 결정, 사회개 가의 역할, 이해 재자의 역할, 정치  립성

의 유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정 , 2007:56).

주요 역할 활동 내용

도시정책의 자문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 부문별, 지역별 전략계획 등 비법정계획 등 도시정책 및 행정방침
계획에의 자문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안건의 결정권한

사회개혁가의 역할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에 관한 개정사항, 심의기준, 현장조사 방법, 주민의견 청취방법, 
계획기법, 회의운영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사항 제안

이해중재자의 역할
관-민, 결정권자와 입안권자, 민-민,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해소방안 제시 및 이해 중재자의 
역할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
전ㆍ현직 민선단체장의 정책노선의 변경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존 도시계획의 원칙(심
의기준) 유지 및 중앙ㆍ지방정부의 독단적 권한 행사 견재

<표 7-6>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역할

이와 련하여 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이정 , 2007:81-84), 

먼  도시계획 원회(이하 설문분석에서는 ‘ 원회’라고 함)의 기능과 역할  ‘도시정책

의 자문’에 해서는 민간부문, 공무원, 도시계획 원의 응답 평균이 10  만 에 6.7

으로 나타나 도시기본계획  제반 략계획 등 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원

회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 응답은 9.1로 나타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

을 한 심의 권한을 최 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9.3 으로 

10) 종  법령에 의하면 앙 원장은 장 이, 지방 원장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단체장이 맡은 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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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게 나오는 것은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 계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등 민원 

 주민재산권과 한 계가 있는 도시계획안건에 하여 도시계획 원회의 의사결정

이 지 한 향을 미친다고 단하는 사례로 보인다. 반면 도시계획 원의 경우는 8.9

으로 상 으로 낮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최종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에서 연유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사회개 가’의 역할이다. 도시계획 원들의 상당수11)가 도시계획 련 문

가들로서 련 규정  심의기  등 제도개선사항에 직 인 자문이나 의견제시가 요청

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평균 5.7 으로 분석되었고 공무원의 응답은 4.8 에 그치고 

있어 사회개 가로서의 역할은 여타의 역할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외부민간 도시계획 원들의 직업별 분포12)는 학 교수가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 교수의 특성상 도시계획을 이론  학문  측면에서 개념 으로 근하여 가치

단을 하기 때문에, 법제도  세부기 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실무  측면의 근은 다소 미흡한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계획의 합리성과 합법성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도시계

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안이나 심의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민, 결정권자와 입안권자, 민-민,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 해소방안 제시  이

해 재자의 역할을 묻는 설문에 해서는 평균 6.0 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도시계획

원들은 7.2 의 높은 수를 배정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한 ‘이해

재자’로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다.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도시정책방향에 따른 원칙과 기 이 유지되어야 

함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도시 리계획수립지침｣에도 ‘도시 리계획은 원칙 으

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시 리

계획에 신 을 기하고 빈번한 변경을 억제함으로써 도시 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방지하고 건 한 발 을 도모하기 함이며, 정책  행정 집행의 

측가능성을 최 한 확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도시계획이 어떠한 입지 , 기술 인 내용에 충실하게 결정되는 것은 필요충분하

11) 이정 의 논문에서 시간  범 에 해당하는 ’95년～’04까지의 10년간 외부민간 원 65인의 공별 분포를 악

하여 보면, 도시계획이 33명(50.8%)으로 과반이 넘고 교통 8명(12.3%),  법ㆍ행정 7인(10.6%), 건축 4인, 환경ㆍ조

경 4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미 과 련하여 미술 공 2인이 된 바 있다. 기타 공으로는 철학, 
문학, 경제학, 신문방송학 등으로 다양하게 악되었음.

12) 외부 민간 원 65인  학 교수가 51명으로 78.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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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 에는 항상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한 정치  향력도 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이는 도시계획의 균

형성과 형평성과 한 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회의 ‘정치  립성의 유지’에 해서는 평균 7.6 으로 집계되어 만족스러운 심

의행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 원  공무원에 비하여 민간부문에서는 6.8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7-1>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3. 도시계획원회의 운영실태 및 쟁점 

3.1 도시계획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운영 실태   

행법상 도시계획 원회의 원수는 앙 원회  지방 원회  역단체 소속의 

원회는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기 단체 소속의 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다. 최근들어 원수가 증가된 바 있으며, 원의 문분야도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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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편의를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를 사례로 도시계획 원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1997년～2006년)를 보면, 10년간 도시계획 원으로 임명, 된 134

명  학 교수가 64명으로 최고치인 약 4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당연직 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과 조례 규정에 따라 인원수가 정해지는 시의원을 제외하면 80%에 해당

하는 수치로  원의 다수가 학교수임을 알 수 있다.13) 특히 10년간 민간기업에

서 원으로 참여한 문가는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공무원 시의원 교 수 법조인 언론인 용역사

134인
(100.0%)

24
(17.9)

30
(22.4)

64
(47.7)

4
(3.0)

10
(7.5)

2
(1.5)

출처: 이정중, 2007

<표 7-7> 도시계획위원의 직업별 분포(1997∼2006년)

한편 외부 민간 원들에 한 공별 분포를 악해 보면, 다음 <표 7-8>과 같다.

구분
도시
계획

교통 건축 토목
환경
조경

법
행정

미술 기타

80인
(100%)

38
(47.5)

10
(12.5)

10
(12.5)

1
(1.2)

5
(6.3)

8
(10.0)

2
(2.5)

6
(7.5)

출처 : 이정중, 2007

<표 7-8> 외부 민간위원의 전공별 분포

외부 민간 원 80명의 주 공은 도시계획 47.5%, 교통 12.5%, 건축 12.5%, 법ㆍ

행정 10%, 환경ㆍ조경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목, 미술, 기타 분야는 경미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14) 물론 이 조사결과는 서울특별시 지방도시계획 원회에 국한하여 

실시ㆍ분석한 것으로서 앙 원회  기 자치단체에 소속된 시ㆍ군ㆍ구 원회에 국

으로 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3) 재 서울시 도시계획 원의 직업 분포는 공무원 4인, 시의원 5인(조례 규정), 구청장(구청장 의회 추천), 언론, 
변호사, 연구원 각 1인, 학 교수 17인(56.7%)임.

14) 외부 원 20인의 주 공 분야를 분류해 보면, 도시계획 9인(45%), 건축 3인, 교통 2인, 조경, 방재, 기자, 법조, 
경제, 신문 각 1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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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도시계획 원회의 원 구성과 련하여 부각되는 쟁 사항은 첫째, 사회의 다양한 부

문  어느 분야에서 할 것인가, 둘째, 어느 분야의 문가에 비 을 둘 것인가가 될 

것이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토지공간에서 일어나는 제반 활동을 합

리 으로 계획하는 문분야로서 종합 인 에서 근하기 때문에 이에 기여하는 분

야도 단지 하나의 공이라기보다는 폭 넓은 시각에서 상호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원회에서 심의되는 상정안건의 부분이 도시계획에 치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 으로 도시계획을 공하 거나 이를 주업으로 하는 인사들이 

폭 참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원 구성비에 한 설문조사 결과, ‘ 행의 구성이 무난하다’는 정  응답이 도시계

획 원과 민간부문의 경우 50% 정도, 공무원의 경우 72%로 집계되어 체로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계획 원측에서는 ‘공무원을 이고 민간 문가 확 ’에 

한 응답이 36%를 보이는 반면, 공무원측에서는 2%로 극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

의회의원의 배제’에 하여는 민간부문과 공무원이 20%에 달하고 도시계획 원측은 

10%로 응답하 으며, 민간부문에서 ‘민간 문가의 축소’가 14%로 집계되었다. 설문조

사결과, 도시계획 원의 부문별 구성비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단된다.

<그림 7-2> 분야별 도시계획위원 구성비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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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계획 원의 문분야별 참여에 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시계획 련분야로 국

한’(42.7%)과 ‘사회경제,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38.7%)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가 6.7%로 집계되었다. 한 민간부문에서 ‘민간 기술

자의 참여’가 24%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이 지리  공간을 상으로 수

립되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장감과 제반 환경을 최 로 인지할 수 있는 민간 기술자의 

참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으로 논의할 쟁 사항은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계(지방의회의

원의 참여 비율), 외부 민간 원의  방식과 차, 원장의 선임에 한 사항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7-3> 전문분야별 도시계획위원 참여에 관한 의견

3.2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사항

1) 운영 실태

심의결과 분석

이 의 사례 상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원회의 경우, 2010년 도시계획 원회에 상

정된 안건의 수는 본 원회가 229건, 공동 원회(도시+건축)가 110건으로 총 339건

이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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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비사업 (152건, 66%) 도시
계획
시설
관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
개발
사업

기타 계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안건수 93 38 21 48 6 4 19 229

비율 40.6% 16.6% 9.2% 21.0% 2.6% 1.7% 8.3% 100.0%

1) 총 안건수 226건이나 중복 안건 3건으로 총 229건 분석

2) 기타: 기본계획수립, 신도시계획, 균촉 및 뉴타운 등

<표 7-9>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수

구분
지구단
위계획

재개발
사업

역세권
시프트

재건축
사업

주택건
설의제
처리

도시계
획시설

도시환
경정비
사업

휴먼
타운

기타 계

안건수 72 9 8 7 5 3 2 2 2 110

비율 65.5% 8.2% 7.3% 6.4% 4.5% 2.7% 1.8% 1.8% 1.8% 100.0%

1) 총 102건이나 2개 유형 중복 안건 8개로 총 110건 분석

2) 기타: 제1종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 주거복합건물의 용도계획 기준(안)

<표 7-10>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수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유형을 보면 정비사업 련안건이 66.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도시계획시설 련안건(21%)이며, 조닝과 련되는 용도지역지구의 결정

안건15)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동 원회에서는 순수한 지구단

계획 련안건이 65.5%로 가장 많으며, 그외 안건도 규정상 지구단 계획을 의제하거

나 효력을 갖는 안건들이다.

도시계획 원회의 1차 심의결과를 보면, ‘원안가결’과 ‘조건부가결’이 각각 23.5%이

고, ‘수정가결’이 18.6%로 나타나 체의 65.6%를 차지하고, 보류가 25.7%, 부결은 

0.4%(1건)로 나타났다. 보류된 안건의 경우 원회의 심의 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재

상정 처리된다.

15)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동일계 용도지역에서의 세분지정은 규정상 지구단 계획  정비계획 등의 결정에서 

가능하며, 이는 공동 원회에서 심의하고 용도지역의 종류 간의 변경결정(주거지역→상업지역)은 도시계획 원

회에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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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

보고 자문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안건수 53 42 53 58 1 5 4 226

비율 23.5% 18.6% 23.5% 25.7% 0.4% 2.2% 6.2% 100.0%

<표 7-11>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결과(보고ㆍ자문 포함)

이에 비하여 상정안건의 유형이 주로 지구단 계획인 공동 원회의 심의결과는 ‘가결’

이 50%, ‘보류’가 25.5%이며, 부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심의

보고 자문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안건수 1 6 44 26 0 9 16 102

비율 1.0% 5.9% 43.1% 25.5% 0.0% 8.8% 15.7% 100.0%

<표 7-12>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1차 심의결과(보고ㆍ자문 포함) 

의사결정 체계  행태

하나의 도시계획안이 성안되어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 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은 공공 는 민간이 도시문제를 인

식하는 데서 비롯된다(이정 , 2007:44-53). 즉 공공 는 민간에 의한 도시문제 발견

이나  민원의 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당해 도시문제에 한 원인도출과 재정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안에 한 공감 를 형성한 후, 법 인 도시계획 결정 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을 실 하거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이 체 인 도시계

획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결정을 한 기간은 안건마다 천차만별

이다.

기본 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논리  기반은 ‘계획의 체계’와 ‘공감  형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론  는 실무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기본  요소는 지역지구제, 기반시설의 

계획과 설치, 각종 정비ㆍ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요소들의 계획논리를 

실 시키는 계획체계는 ‘합리 인 도시계획 수립과정’으로서 큰 틀의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법정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이정 , 200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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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도시공간에 한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으로서 미래지향  설

계, 둘째로 지역별 는 부문별 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서 합리  수단 강

구 등을 제로 법정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체 인 수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에는 계획체계를 지탱하는 논리와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그 다면 과연 도시계획 원회는 무엇을 어떤 에서 심의해야 하는가에 

한 쟁 이 두된다.

상정안건에 한 합법성의 문제인가, 기술  타당성을 쟁 화할 것인가, 도시계획을 결

정하는 기   더 나아가 세분기 에 한 논의가 인가, 부분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치를 어떠한 과 기 으로 균형감 있게 단하여 결정할 것인가 등 의사결정체계와 행

태에 하여 난해한 상황에 착하게 되는데, 이에 한 신 한 논의가 요망된다.

심의결과의 효력에 한 사항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는 공공 는 민간에 한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수십년 동안 규정화되어 있는 변경통제규정으로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 이 

정하고 있는 ｢도시 리계획 수립지침｣과 ｢제1종지구단 계획 수립지침｣은 도시 리계획

(제7장 변경제한), 지구단 계획구역(제2장 제1  2-1-4), 지구단 계획(제2장 제3  

2-3-13)을 변경의 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 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시 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방지

하고 건 한 발 을 도모하기 하여 도시 리계획의 수립에 신 을 기하고 빈번한 변경

을 최 한 제한하는 규정이다. 여기서의 ‘결정된 날’은 결정고시일자로 해석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변경제한 규정 외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

조(회의결과의 리) 제4항에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엄격한 심의결과 리가 용된다.

물론 행정 리 입장과 도시계획의 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속 인 유지가 필요한 조항

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 인 측면을 수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의 입

장에서 격한 문제나 쟁 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시민보호 차원에서 유연  행정행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의 구속력과 유연성 간의 한 처방안 모색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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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도시계획 원회의 의사결정 체계와 행태에 한 쟁 사항은 몇 가지 운 실태와 연

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결정과정에 향을 미치는 원회는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원회, 도

시건축공동 원회, 건축 원회, 디자인 원회 등 다양하다. 따라서 원회별 기능과 역

할, 권능, 심의의 범 , 의사결정방법 등에 한 논의가 요망된다.

둘째, 도시계획 원회 는 도시건축공동 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내용  범 가 

범 한 지구단 계획과 정비구역에 련된 안건은 본 원회에 다루기에는 시간 인 면과 

이해도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합리 인 결정을 도모하기 한 

분과 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계획의 유연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동일안건에 한 해석과 재심의 

상에 한 기 마련이 필요하다. 

3.3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1) 운영 실태

우리는 소통이 강조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최근 민주화  정보화 사회가 확 되면서 

부각되는 사회  개념 의 하나가 개방사회의 실 이다. 이는 정책결정  행정집행과정

에서도 만찬가지일 것이다. 개방과 소통의 원활화는 조직 내, 조직 간  주민과 행정 간

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주민 심의 민주 사회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련하여 도시계획 원회도 주민의 생활공간과 활동을 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진

행상황의 공개여부가 쟁 으로 두된다. 

행 규정은 회의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16), 외국의 와 견주어 보

건데 공개되어야 할 당 성은 충분하고 단된다. 회의록의 경우, 공개 기간을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여17)민주  정책결정에 한층 다가서긴 

16) ｢ 앙도시계획 원회 운 세칙｣제6조(회의의 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회의의 비공개).
17) 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앙도시계획 원회  지방도시계획 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히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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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도 회의진행 상황의 공개여부는 도시계획 원회의 운 과 련하여 최 의 쟁 사항

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진행 상황의 공개여부와 련하여 양자의 논리  기반

이 찬반으로 립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족’이라는 측

면이라고 단된다.  

구   분 서술내용 종합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도시계획위원들의 책임있는 의견개진 도모를 위한 감시 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평가 필요 등

공개가 원칙이나 
아직은 시기상조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제약
회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음
대단위 민원사항일 경우 신변보호 차원 등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의결과와 익명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합의제의 의사결정인만큼 위원에게 개인적인 책임부
과는 부당함 
소수의견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야기 예상 등

<표 7-13> 회의진행상황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

2) 쟁점 사항

도시계획 원회의 회의 진행상황 공개여부에 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개해야 한다’(78.7%)가 ‘공개해서는 안된다’(21.3%)보다 압도 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문은 도시계획 원, 공무원, 민간부문 순으

로 나타나 도시계획의 결정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문에서 공개원칙을 더욱 지향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개가 원칙이나 아직은 시기상조다’가 체 평균 46.0%로 조사되었다. 이 응답

은 도시계획 원의 62.0%, 공무원의 46.0%로 나타나고 있어 회의진행상황의 ‘공개 원

칙’에 한 당 성은 인정되나, 의견개진의 부자유 등과 같은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처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 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9.2.6].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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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위원회 회의진행상황의 공개여부에 관한 설문분석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도시계획 원회의 회의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에 한 당 성

이 확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시일내에 제도  장치를 갖추게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회의진행상황 공개 시 부작용 등이 무엇이며, 그에 한 합리 인 처방안 마련이 시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지 까지 도시계획 원회의 설치연 과 기능  권능을 개략 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의 

운 실태를 사례로 원회의 역할제고와 련된 주요 쟁 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21세기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도시문제에 합리 으로 처하기 해서는 도시정책방향

의 설정과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계획 간의 일정한 체계유지와 공감  형성이 요망된다. 

특히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시 로 불리는 사회의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미래지향  

패러다임과 트랜드를 균형감 있게 융합시켜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합리 인 도시계

획결정을 한 도시계획 원회의 문 이고 립 인 역할은 매우 막 하다고 할 것이

며, 측가능한 행정구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에서는 우선 으로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

계로서 이와 련된 몇 가지 논의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211 

첫째, 도시계획 원회의 원구성에 한 논의가 요망된다. 그동안 도시계획 원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최고기 으로서 기능과 권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 제가 되는 것은 문성이다. 도시계획 원은 일정수의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교수를 주축으로 한 문가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외부 민간 원들의 문분야 구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행정을 지향하는 개방화 시 에 있어서 도시계획 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한 논의가 요망된다. 도시계획 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법 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체 인 행태는 합의제이다. 그만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공공의 이

익과 사익 간의 균형 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나의 도시계획  사안에 하여 합리 인 

결론에 도달하는 효율 이며 효과 인 방법에 한 심층 논의가 요망된다. 한 회의진행

상황에 한 공개여부도 요한 쟁 으로 부각된다.

셋째, 문성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원회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 정립이 필

요하다. 행 법령상 도시계획 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

획조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직 확 에 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행정체계상 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업무의 부분은 지

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문성을 확보하고 

입안과 결정의 합리성을 최 한 추구하는 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활용가치는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이에 한 조직확충과 활용역량 제고방안에 한 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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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도시의 변화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공간정책과 계획을 합리 으로 수

립하기 한 요한 계획과정  하나이다. 그러나 의 도시에서는 도시 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상호 복합 으로 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 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악하는 일은 어렵다.

도시모니터링은 도시의 변화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악해서 계획  정책의 추진상

황을 수시로 검･평가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 하기 한 활동

이다. 이는 도시계획이 과학 이고 합리 인 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고 즉시성 있게 응하기 한 기본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외국 도시에서는 정기 인 도시모니터링과 리포트의 발간을 통하여 도시계획  공간

정책의 목표 달성정도를 수시로 검하고 있다. 한, 도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자

료를 정기 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에 응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도시모니터링이 체계 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특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단편 인 조사와 분석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 인 조사･분석만

으로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서울의 도시상황을 종합 으로 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

하기에는 시간 , 내용 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기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시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능동 인 정책 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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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서울 도시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구축을 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모니터링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도

시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미국과 국 등 해외 도시에서는 

도시모니터링을 어떻게 운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셋째,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의 모니터링 황은 어떠한지 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 한 과제는 무엇인

지 논의하고자 한다.

2. 도시모니터링의 개념 및 과정

2.1 도시모니터링의 개념 및 필요성

모니터링이란 정책의 집행에 의한 결과의 진단, 정책의 평가, 정책집행기 에 한 감

사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다. 재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미래를 

측하고, 기존의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경향들을 비교하여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5).

의의 도시모니터링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특정계획이나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의 달성을 향한 진척상황을 정기 으로 검

-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 해당 도시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 즉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 도시 내부의 변화 동향을 정기 으로 악

- 선진 외국도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도시의 수 을 객 으로 평가하고 정책방향

을 정립하는데 참고할 기 자료 제공

도시모니터링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결정된 정책들이 집행되는 상황을 정기 으로 검･평가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필수

인 환류(feedback)를 거쳐 정책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조정과정에서 

정책과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집행수단이 되도록 할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지역발 을 

한 주요 이슈  리 사안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시

에 지역발 에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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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책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림 8-1> 정책의 수립ㆍ집행과정과 모니터링

도시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공간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정도를 단하기 한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리

의 정책과 목표를 재검토하기 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셋째, 도시변화의 추세를 추

하여 새로운 심사로 등장하는 사항을 집 으로 분석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도시문제의 해결에 투입되는 막 한 비용이 효율 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추 하

여 비용의 낭비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외국 도시와의 객 인 비교를 통하여 도시

리에 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할 기 자료를 제공한다.

2.2 도시모니터링의 기본모형

계획  정책방향의 결정은 과거의 상태로부터 미래의 상태를 측하기 해 재의 추

세(trend)를 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도시정책의 목표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하

여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목표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분명히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하도록  추세를 변화시키기 한 정책수단의 개발  집행을 통해서 성취

해야 하며, 계획과 정책은 추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시키는 리즘의 역할을 한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세를 변경시키기 한 계획과 더불어 정책결정자의 

통제밖에 있는 외부의 힘들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돕거나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모니

터링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째, 기  는 기 선(benchmark or 

baseline)은 정책집행 이 의 측정치를 뜻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래 측정치를 기

치와 비교하여 특정정책에 의해 얻어진 성과를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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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그램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은 도시계획  정책의 목표달성을 

해 마련된 계획이나 시책의 유무를 악하고 그것이 효과 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추 하

는 것으로, 단순히 로그램 유무뿐만 아니라 질  수 에 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셋째, 성과모니터링(outcome monitoring)은 정책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시상태의 다양한 변화를 지표(indicator)를 통해 측정하고 평가한

다. 자료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로 처리하여 계획의 목   목표와 비교할 수 있다. 

( :도심공동화
   지속)

모니터링 상:

추세와

계획/정책수단

모니터링

활동

미래의 결과

추세 악/

기 선 설정

로그램

모니터링

성과

모니터링

新

 現 계획/

 정책수단

( : 도시기본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도심부 리계획 등)

•시민의식
  변화
 (도심선호)

•도심지가
  상승
•도심개발
  가능지부족

기타

외부 향력

바람직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 도심활성화)

재상태

( : 도심공동화)

<그림 8-2> 모니터링의 기본모형

2.3 도시모니터링의 과정 

도시모니터링은 한 ‘자료(data)’를 수집해서 이러한 자료를 의미있는 ‘정보

(information)’로 가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지능

(intelligence)’의 기 가 된다. 한 도시모니터링은 수집된 지표들을 분석하여 그 도시

가 지향하는 목표의 진척 여부를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도시의 목표를 달성

하기 한 정책과 로그램을 제시한다.

도시모니터링은 개략 으로 도시모니터링의 목표설정, 지표선정, 자료수집, 결과분석, 

모니터링 리포트의 작성, 그리고 응의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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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설정 (goal-setting) 

도시모니터링의 상이 되는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지표선정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설정된 목표들은 구체 인 계획이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인 도시변

화의 동향 는 외국 도시와의 비교 등이 될 수도 있다. 한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공간정책을 하여 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도시모니터링의 목표설정은 도시계획 련 문가와 실무종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

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요하다.

② 지표선정 (indicator selection)

도시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표선정은 매우 요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도시모니터링의 목

표와 상에 따라 변화한다. 모니터링지표는 계량화, 단순화, 달성 등 세 가지 기본특성

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시간 경과에 따른 도시의 다양한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량화된 정보가 모니터링지표이며, 정한 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재의 도시나 지

역의 상태를 객 으로 진단하고 장래의 발 가능성을 측하는데 도움을 다. 한 나

타내고자 하는 도시의 상을 정책결정자나 에게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표

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크게 데이터에 한 사

항과 지표에 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먼  지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

터 구득  생성의 문제로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과 주기 인 자료 갱신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실세계의 개념화를 통해 이를 측정가능한 수 으로 만들기 해서는 뒷받침할 데

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의 구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은 

데이터의 생성자체가 안 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데이터는 있지만 해당 기 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구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도시모니터링과 같이 과거부터 재까지의 변화추세를 통해 황을 악하고 미래를 

측하고자 할 때 시계열자료는 매우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에서는 데이터가 

동일한 기 을 갖고 주기 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 행정구역단

를 기 으로 데이터가 형성되는 경우, 행정구역에 변화가 생기면 동일한 지역에 해 일

성 있는 데이터를 축 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지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일부 특정 지표만으로 도시의 다양

한 황을 악하는데 무리가 있고, 이는 오히려 복잡한 도시의 상을 극단 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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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단 이 있다. 한 목   에 따라 지표의 설정이 다양하여 통합  용이 

어렵고 다른 계획 간 교차활용이 어렵다는 것과 함께, 지표의 특성상 복잡한 상을 단순

화ㆍ단면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로 인해 지표화 과정에서 종합 인 정보를 놓칠 수 있는 

여지, 정성 인(qualitative) 상에 한 지표화의 어려움 등을 단 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 도시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장래의 발 가능성을 

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③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도시의 변화를 악하거나 목표를 향한 성과와 정책집행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는 단계이다. 일반 으로 자료는 통계자료나 행정자료 등 기존의 자료에서 수집되나, 

부분 으로는 조사 등의 새로운 노력에 의해 수집되기도 한다. 

수집된 자료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 통합, 분류의 과정을 거쳐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여 

사용된다. 효과 인 모니터링의 체계는 자료의 유용성, 특히 시간 ･공간  범 , 정확

도, 그리고 정시성 등의 향을 받게 되는데,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출처에 따라 

정기간행자료18), 미출간자료19), 조사자료20), 기타 자료21)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④ 자료분석 (data analysis)

과거로부터 재까지의 추세를 악하거나, 조사시 의 측정치를 정책집행 이 시 의 

기 치와 비교하는 과정이다. 한, 정책이 집행되어 목표가 달성되었을 시 의 목표 기

치와 비교하는 것도 자료분석에 포함된다. 자료분석을 해서는 기 치에 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기 되는 목표치에 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18) 정기간행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사업체기 통계조사보고서, 도시연감, 통계연보 등 정기 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19) 미출간자료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나 출간되지 않은 자료에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과정에서 생

되는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허가자료 등과 주민등록인구자료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의 특별 과 같이 앙정

부에서 생되는 자료가 포함된다. 
20) 특별한 목 의 조사로는 교통O-D, 토지이용, 소득, 소음도 등 기존 자료의 시간 , 공간  단 나 형식이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당시의 상황에 합하게 조사하는 자료이다. 
21) 기타 자료로는 통신이나 회의, 그리고 기타 직 인 조사에 의해 구축되는 자료로 타 자료에 비해 체계성은 

떨어지나 비교  련성이 있는 자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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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 (reporting)

도시모니터링의 궁극 인 결과물은 모니터링 리포트로 나타난다.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재의 추세 는 정책집행으로 얻어진 성과의 정도와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한 

정기 인 모니터링 리포트의 작성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리포트는 도시의 상태를 나타내

는 각 지표와 지표들이 선정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

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⑥ 응 (action)

분석결과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하여 구체 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련정책을 

수정하는데 이용된다. 분석결과에 한 공식 인 토론과 한 정책 응을 포함하는 토

의는 처음에 정책의 채택에 여했던 정책결정자나 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 분석결과를 에 공개하여 도시의 계획  정책에 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유발하고 모니터링의 결과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도시모니터링의

목표설정

지표선정

자료수집 응

자료  결과분석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

<그림 8-3> 모니터링의 개략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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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도시모니터링 사례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계획의 지표설정과 모니터링을 권장하거나 법 으로 의무화하

고 있다. 외국의 도시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도시의 변화 동향을 

악하기 한 모니터링과 특정계획에 한 모니터링이 있다. 자는 미국의 남가주자치

체 의회(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의 The 

State of the Region과 같이 도시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여 계획  정책수립과 변경에 

활용하는 형태이다. 반면 후자인 특정계획에 한 모니터링의 경우,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와 같이 지표를 선정하여 계획의 추진상태를 총 으로 

검하는 형태이다. 이 에서는 도시의 변화 동향 악을 한 미국의 남가주 자치체 

의회의 모니터링과 특정계획에 한 모니터링으로 뉴욕시와 런던 도시권의 모니터링사

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남가주 자치체 협의회(SCAG): The State of the Region 

남가주자치체 의회22)는 1988년 최  지역종합계획인 “Regional Comprehensive 

Plan and Guide”를 수립하 다. 2008년에는 “Regional Comprehensive Plan 

(RCP)”을 수립하 는데, 이 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지역의회가 커뮤니티ㆍ경제ㆍ인력

개발 회와 공동으로 감독하고 RCP 테스크포스 이 분야별 테스크포스 이나 워킹그

룹들과 력하여 수립하 다(SCAG, 2008). 

RCP는 9개 주요 부문(토지이용ㆍ주택, 오 스페이스ㆍ서식지, 물, 에 지, 기질, 

폐기물, 교통, 안 ㆍ비상 처, 경제)의 상호연계를 강조하는 계획으로, 부문별 시행계획

은 재 정책  의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강제정책들(constrained policies)”과 

재 실행가능하지 않지만 목표달성을 해 필요한 “ 략시책들(strategic initiatives)”

로 구성된다. 2008년 RCP 시행계획에는 총 206개의 강제정책  략시책들이 제시되

어 있다.

SCAG 지역의회의 결의문(Resolution No. 08-502-1)에서 SCAG은 RCP에 제

시된 목표의 달성여부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달성을 통해 지역발 의 정도를 

22)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권 계획기구로 재 6개 카운

티(Imperial,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dino, Ventura County)와 190개의 시를 포함한다. 면 은 

약 97,300km2(38,000mi2)이고 거주인구는 약 1천 9백만명이며, 지역의 경제력은 세계 15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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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지역의회와 이해 계자들에게 정기 으로 제공하며, 

지역의회의 지시에 의해 RCP에 한 정기 인 갱신과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State of the Region’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행되는 모니터링 보고서로, 

1998년 이후 매년 정기 으로 발간되며 최근에는 ‘The State of the Region 2007’

이 발간되었다. 보고서의 발간은 지역 공무원과 문가로 구성된 벤치마크 테스크포스

(Benchmarks Task Force)가 주 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역 내 이슈들에 해 성과를 평가하고 다른 도시권과 비교를 하

기 해 발간되었다. 지역 이슈들에 한 공공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지역 황  

변화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킬 목 도 가진다. 한 지역발 을 한 정책개발 

 검토 시 정책결정자를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주요 이슈들에 한 응시책을 제

시하기 한 목 도 있다.

2007년 모니터링 보고서는 2000년 이후, 특히 2006년 기  주요 부문별 성과를 평

가하는데 목 을 둔다. 보고서는 크게 7개 부문(인구, 경제, 주택, 교통, 환경, 삶의 질, 

도시권 비교) 외에도 지역의 안 이슈인 교통지향 개발(TOD), 삶의 질에 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기오염에 따른 공 보건의 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별도로 포함

하고 있다(SCAG, 2007).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부문별 지표의 요성과 황  추세에 한 평가가 기술되어 있

으며, 각 지표의 자료출처가 비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SCAG의 경쟁력 평가

를 해 미국 내 주요 도시 지역 간 비교ㆍ평가도 수행한다. 한 지역발 을 해 요

하다고 단되는 7개 이슈(고용, 소득, 주택, 모빌리티, 기질, 교육, 안 )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속 으로 평가하는데, 부문별로 서술평가와 수평가(A∼F)가 이루어진다. 

지표의 분석  해석은 벤치마크 테스크포스와 SCAG의 문가가 수행한다.

분석된 지표는 최종 으로 모니터링 리포트로 발간되고, 부문별 상황과 성 을 측정하

는 리포트 카드도 만들어진다. 작성된 ‘The State of the Region’의 모니터링 리포트

와 리포트 카드는 각 지역의 의회와 정책 원회를 비롯하여 행정부서, 계획담당자, 지역

별 공공도서  등 많은 계자들에게 보내지고 신문, 방송국 등 언론에도 소개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SCAG 도시권의 주요 부문별 황  추세를 평가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지역종합계획인 RCP뿐만 아니라, 주요계획인 ‘Compass Blueprint’

와 ‘Regional Transportation Plan’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행상황을 검하는 포  

모니터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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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뉴욕시(New York City) : PlaNYC Progress Report 

뉴욕시23)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시장실 직속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tiy(OLTPS)’24)가 수립하고 세부 략들을 총 으로 리한다. 

뉴욕시 도시기본계획인 PlaNYC의 수립연도는 2007년, 목표연도는 2030년이고 최  

수립 후 4년마다 향후 20년을 목표로 갱신하도록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뉴

욕시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해 6개 주요 부문(토지, 수자원, 교통, 에 지, 기, 기후

변화)과 9개 소부문별(주택, 오 스페이스, 라운필드, 수질, 상수네트워크, 교통, 에

지, 기질, 기후변화)로 10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33개 략과 96개 세부시

책들로 구체화되어 있다.

PlaNYC는 계획목표의 달성을 해서 각 부문  세부시책들 간 긴 한 연계에 

을 두고 시책들이 10개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크로스체킹함으로써 부문계획들 간 정

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해 시책별로 주 실행기   부

서, 요 실행단계, 시 재정투입, 기타 재원 등에 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The City of New York, 2007).

OLTPS는 PlaNYC의 추진과 목표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인 ‘Progress Report’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25) 이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는 2008년 이후 매년 발간되었다. 모니터링 보

고서는 PlaNYC 목표의 달성 정도와 성과를 부문별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검토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업데이트되는 결과들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으로 공개하고 

있다.

‘Progress Report 2010’은 2007년 PlaNYC가 제시한 10개 목표의 성과를 평가

하고 2009년 기  계획된 세부시책  사업들의 진척상황을 반 으로 검한다. 한 

부문별로 2007년 이후 PlaNYC가 제시한 127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요약

23) 미국 동북부에 치한 뉴욕주 남쪽에 있는 미국 최 의 도시로 5개 자치구들(borough), 즉 맨해튼, 루클린, 
롱스,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구성된다. 총면 은 약 1,214.4km2이고 2009년 인구는 약 840만명에 이른다.

24) 뉴욕시의 장기 지속가능 계획(Long-term Sustainability Plan)의 수립과 시행은 2008년 지방법(Local law of 2008)
에 의거 개정된 뉴욕시 헌장에 법  근거를 두고 있다.

25) 2008년 뉴욕시 지방법(Local Law of 2008)에 의거 개정된 뉴욕시 헌장 ‘f. Review and reporting’은 “ 어도 2009
년 4월 22일 이 , 그리고 이후 매년 4월 22일 이 에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의 장은 

시의 장기 계획  지속가능성 노력들에 한 보고서를 비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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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31개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분석하여 사업들의 실행 이외에 10개 부문별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시책과 사업들이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이 체계 이고 일 성 있게 진행되도록 토 를 제공한다(The City of 

New York, 2010).

3.3 런던대도시권 :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런던 랜은 2004년 ‘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의 공표를 통

해 개편된 도시계획체계26)하에서 런던 역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 

GLA)27)가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향후 15～20년간 런던의 개발과 정책을 주도하는 장

기 법정계획이다. 런던 랜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계획과 핵심이슈 계

획, 권역별 계획, 실 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런던 랜은 6개 계획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는 다시 4개 주요 부문에 걸쳐 18개의 세

부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과 조항들로 구체화된다. 부문별 정책들과 함께 핵

심이슈 계획에서는 18개의 핵심이슈 정책들이 제시된다. 권역별 계획은 런던을 5개 권역

으로 구분하여 심지, 산업, 교통 기반시설 등에 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며, 후속계

획으로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GLA, 2004).

런던 랜의 계획목표와 부문별 목표들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해 2004년 이후 매

년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AMR) 발간

이 의무화되어 있다.28) 보고서 작성은 GLA 산하의 연차별 보고서 모니터링 그룹

(Annual Report Monitoring Group)이 담당하며 재까지 6차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되었다(GLA, 2010). 분석을 한 자료의 주요 출처는 GLA의 런던 개발 데이터베

이스(London Development Database: LDD)이다. 이는 계획허가와 완료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GLA와 자치구들에 양질의 종합 인 데이터 제공을 해 

26) 2004년 개편된 도시계획체계는 지역공간 략(Regional Spatial Strategy)과 지역개발구상(Local Development 
Framework)의 2단 구조를 골자로 하며, 런던 랜은 Regional Level의 공간개발 략(Spatial Development 
Strategy)에 속하는 계획이다.

27) 런던 역권은 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런던시(City of London)와 32개의 자치구(borough)를 포함하는 

가장 높은 단 의 행정구역으로 1965년 조직되었다. 면 은 약 1,572km2이고 2009년 재 인구는 약 775만명에 

이른다(GLA 홈페이지).
28) AMR의 발간은 GLA Act 1999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매년 The Mayor’s Annual Report와 4년에 

한 번씩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의 발간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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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29)

모니터링 보고서는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진행상황, 런던 랜에서 제시한 6개 계획목

표의 진행상황, 권역별 집행계획(Sub-Regional Implementation Frameworks: 

SRIF)의 진행상황, 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런던의 발 방향 등을 검하

는 체계를 가진다. 한 부문별로 선정된 총 25개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해 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 지표들은 런던 랜의 정책 사항들을 지

표화한 것으로 핵심성과지표별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해당 목표치의 달성정도를 정량화하

여 평가한다.

SCAG:
The State of the Region

뉴욕시:
PlaNYC Progress Report

런던 대도시권: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목적
Regional Comprehensive 

Plan의 추진에 따른 지역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

뉴욕시 도시기본계획인 
PlaNYC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 수립

2012년 올림픽을 위해 작성된 
“London Plan”의 

이행정도를 점검

공간
범위

SCAG 지역 뉴욕시 런던을 5개 구역으로 구분

근거
지역의회 결의문

(Resolution No. 08-502-1)
뉴욕시 헌장

(Charter)
GLA ACT 1999

주기 1년 1년 1년

지표의 분류 주요분야에 의한 분류 추진목표에 의한 분류 추진목표에 의한 분류

구성 및 내용
7개 부문으로 구성

(인구, 경제, 주택, 교통, 환경, 
삶의 질, 대도시권 비교)

PlaNYC의 10개 목표에 맞추어 
제시된 127개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31개 지속가능성 
지표로 구성

런던플랜의 6개 목표에 맞추어 
25개의 핵심 성과지표로 구성

시행
주체

SCAG 뉴욕시 런던 광역정부

최초
시행년도

1998년 2008년 2004년

최근
시행년도

2007년 2010년 2010년

<표 8-1> 외국의 모니터링 사례 요약

29) LDD는 주요 계획허가에 한 사항에 해 런던 자치구들이 자료를 입력하고 GLA가 자료의 일 성을 검수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계획허가와 개발기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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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사점

해외 도시의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부분 기본계획 수립 후 모니터링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시와 런던 도시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

라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SCAG의 지역종합계획은 법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역의회의 결의에 따라 연차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포  모니터링이나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SCAG은 지역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들을 포 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

고 있고, 뉴욕시와 런던 도시권은 성과지표의 분석을 기 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

한 목표의 달성  시책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셋째, 모니터링을 담하는 을 구성하고 자료도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다. 뉴욕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하는 시장 직

속의 부서를 설립하고 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런던과 SCAG도 모니터링 담 을 

구성하여 지속 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한 런던은 모니터링에 이용되는 자료의 출

처로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모니터링 결과는 지속 으로 업데이트되며, 기본계획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획의 환류와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4. 국내 현황: 서울도시기본계획

국내의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기 조사를 실

시하거나 지속가능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

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지표설정에 한 부분은 

반 으로 계획 수립 시 기 조사에만 머물 뿐, 지역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한 

구체 이고 지속 인 모니터링 지표 설정과 이에 한 모니터링 실행에 한 언 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에서는 2000년 이후 수립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서울도

시기본계획(안)｣의 정책지표 내용을 심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

태를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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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재건축ㆍ재개발, 주택, 교통 등 10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 다. 이러한 부문별 계획에서는 ‘목표-과제- 략-시책-정책

지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목표체계를 구축하여 구체 인 정책지표를 설정ㆍ제시함으로써 

목표의 실 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도와는 달리 계획목표에서 정책지표로 

구체화하면서 본래의 계획목표와는 다른 지표가 제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

인 개별사업에 한 목표량을 지표로 제시하기도 한다. 한 계획지표와 정책지표 간의 

맥락이나 계 등에 일 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표의 총량을 살펴보면, 10개 부문에 걸쳐 40개의 목표에 해 총 98개의 지표

를 설정하 다. 이는 런던 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25개 핵심성과지표와 뉴욕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1개 지속가능성 지표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되어 정책지표의 실효성을 높

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문별 계획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과 실질 으로 사업단 계획

인 재건축ㆍ재개발계획을 살펴보았다. 먼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계획목표로 자연친화  

토지이용계획, 도시경 리체계의 구축,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정비, 용도지역의 지정취

지 강화, 토지자원의 효율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 로 과제, 략, 장단기 

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책지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 인 지표나 시책 없이 

도시기본계획의 하 계획인 리계획에 한 지침  역할 수행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계획의 목표체계와 정책지표를 살펴보면, 목표와 지표 간의 연계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첫 번째 목표인 ‘공공의 역할 강화’에 한 정책지표는 ‘주변 

지역 피해 책 마련 실 ’, ‘사업단 별 경 계획 수립 실 ’, ‘사업시기 조정 실 ’, ‘행정

지원 실 ’ 등인데, 목표와 지표 간의 연 성이 낮고 사업 실  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표에 한 구체 인 설명이나 기 , 산정방식이 나타나지 않아 

일 성 있게 정책지표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책지표의 목표치와 이에 한 근거

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얼마만큼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량화하기 어려운 목표의 경우 조작  개념을 통해 지표화하는 구체 인 과정이 없어 목

표와 정책지표 간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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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과제 전략 시책 정책지표

1. 
공공의
역할
강화

재건축안전진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기준운용방법 개선

1.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 실적

2.사업단위 경관계획 수립실적

3.사업시기 조정실적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
발 유도

신규개발 시 주변지역의 피해 
최소화 유도

사업인허가 시 인접지역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지역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

대규모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
발시기 조정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으로 시
기조정 실기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출처: 서울시(2006),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일부 발췌

<표 8-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건축ㆍ재개발계획의 목표체계와 정책지표 

4.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30)은 2020 계획의 재정비계획으로서 기존 계획의 내용

을 최 한 따르면서 략계획과 공간계획의 성격을 강화하 다. 2020 계획이 부문별 계

획을 심으로 한 종합계획 성격이 강했던 반면, 2030 계획(안)에서는 경쟁력 있는 로

벌 서울,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행복 서울, 친환경녹색 서울이라는 4개의 

핵심이슈를 심으로 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하 다. 한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핵

심이슈별 계획을 실 하기 해 목표, 략, 시책을 제시하여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 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2020 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해 2020 계획에서 

제시하 던 98개 정책지표를 토 로 서울시가 수립한 장기 시정계획에서 제시한 지표들

을 검토하여 반 하 다. 한 2030 계획(안)의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와 략을 표

하는 표성, 자료의 지속 인 취득이 가능한 연속성, 성과측정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

운 명확성이라는 지표의 설정기 에 근거하여 총 37개의 정책지표를 선별, 발굴하 다. 

이러한 지표들은 계획내용의 달성 정도를 검하고 서울의 변화를 악하여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30) 여기서 논의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은 2010년 12월 재 시정연 내부자료를 토 로 작성된 내용으

로, 향후 최종계획안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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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들  첫 번째인 “경쟁력 있는 로벌 서울”의 목표와 지표에 해 살펴보았는

데, 목표는 로벌 심기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고용기반 확충,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의 3가지이고, 각 목표에 응되는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목표-과제- 략-시책-정책지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목표체계로 구성된 2020 계획과 

비교해보면, 2030 계획(안)은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 략-시책의 목표체계를 갖고 있

다. 2020 계획의 정책지표를 토 로 2030 계획(안)의 정책지표가 도출되었고, 2020 

계획에서 문제 으로 지 되었던 지표에 한 구체 인 기 을 제시하고 목표량까지 제

시하면서 략계획으로서 구체성을 보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황과 목표

량 간의 상 계에 한 설명이 부족하여, 자칫하면 지표값 자체가 목표보다 강조되어 

행정  성과만을 도출시키는 부정 인 결과도 상된다. 한 2020 계획에서 지 되었

던 과 동일하게 핵심이슈  목표와 지표 간의 연 성 부문은 지속 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이슈 목표 계획지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1. 글로벌    
중심기능 강화

1A 외국계기업수

1B 국제회의 개최수

1C 신규 오피스 및 호텔 공급물량

1D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운항 횟수

2.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기반 확충

2A 창조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

2B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개수 및 면적

3.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3A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버스, 지하철, 신교통수단 등/서울, 수도권)

3B 서울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서울시 도시철도 총 연장

3C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총 연장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2010)

<표 8-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체계와 정책지표(일부발췌)

4.3 시사점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지표설정에 한 부분은 

반 으로 계획 수립 시 기 조사에만 머물고 계획지표에 한 논의가 다양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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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획요소로 다루어지는 인구지표의 경우에도 각 부문계획과의 환류 혹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제국, 2006). 더욱이 도시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실

행하기 한 구체 이고 지속 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한 사항은 무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장 이 정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 이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

획 수립과 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조차도 1981년 처음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계획지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임병호 외, 2010).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고, 환경에 한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 2차  필요요소로 인식되었던 

환경지표가 1차  기본요소로 변경되었을 뿐 그 외의 계획지표는 30년 과 거의 동일

한 실정이다.  다른 문제는 도시 규모나 특성 등과 무 하게 동일한 수립지침이 용되

고 있어 획일 인 계획을 만들어 낸다는 이다. 인구 천만의 서울시와 인구 10만 후

의 지방 소도시가 동일한 수립지침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근 몇 년간 시  변화에 맞춰 변화

하고 있다. 특히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상시 인 도시모니터링을 통해 격한 도시변화에 즉시성 있게 응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해 합리 인 정책지표를 설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

국의 사례와 비교한 결과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기 단계에 머물

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형식과 내용이 변하는 과정은 정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

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상황에 처하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서울도시모니터링의 도입을 위한 과제

5.1 서울도시모니터링의 목표와 유형

서울도시모니터링은 단일목 이 아닌 여러 목 을 달성하기 한 종합 인 도시모니터

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도시모니터링의 기본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정운  4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포 으로 검

- 서울의 내부변화 동향에 을 맞추어 사회경제상황(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변화

를 실제 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악하고, 도시계획  공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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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향후의 도시계획  공간정책에 반 하기 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

장기 으로는 서울도시모니터링이 서울의 국제  상을 악하기 한 세계 도시 

는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비교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와 장기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서울도시모니터링을 크게 두 

개의 도시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첫째, 서울의 내부변화동향에 을 맞추어 각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도

시모니터링이다. 여기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정운  4개년 계획｣에 한 

포 인 추진상황의 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세부 으로는 주요이슈

에 의한 모니터링과 일반부문별 모니터링으로 구분한다.

둘째, 세계 도시 속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상을 검하기 한 도시비교모니터링이

다. 이러한 도시비교모니터링은 세계 도시와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를 비교할 수 있

고, 필요에 따라서 국내 도시 간을 비교할 수도 있다.

서울도시모니터링은 실제 인 데이터에 의한 상분석을 수행하는 성과모니터링

(outcome monitoring) 주의 분석체계를 지향하고, 주기 이고 정기 으로  모니터링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도시모니터링

서울의 내부동향 파악,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도시모니터링

서울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도시비교모니터링

∙ 주요이슈에 의한 모니터링
∙ 일반부문별 모니터링

∙ 세계 대도시 비교
∙ 동북아시아 주요 대도시 비교
∙ 국내 대도시 비교

<그림 8-4>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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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체계와 지표

1)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체계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체계는 정책결정  집행단계, 모니터링단계, 지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  집행단계는 서울시 도시계획  공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공간정

책을 주 하는 부서에서 수행되며, 도시의 황을 바람직한 방향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그림 8-5> 서울시 도시모니터링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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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니터링 단계는 모니터링 담부서에 의해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과정이며, 서울

도시모니터링은 지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들의 집행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추 하는 과정이다. 한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수단들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수

집된 자료들을 분석･평가하여 최종 으로는 기존정책의 수정이나 보완, 새로운 정책의 제

안, 지표의 개선 등에 한 반 인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셋째,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지원단계로 모니터링 담부서에서 문가, 시민단체, 의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표의 선정, 지표의 분석  

평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정에 문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모니터링의 

객 성, 공정성, 문성 등을 제고한다. 한편 서울도시모니터링의 효과 인 수행을 해

서는 서울시의 황에 한 각종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련부서의 지원이 필

요하다.

2)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주기 

정기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주기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일치하는 5년 주기로 설정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상황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 해 간

년도에 간이 서울도시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동일한 기 년도를 갖는 5년 주기의 정기 서울도

시모니터링과 정기 서울도시모니터링의 3년 후를 기 년도로 하는 간년도의 간이 서울

도시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한편 세계 도시와의 비교를 한 도시비교모니터

링도 정기 서울도시모니터링과 같이 5년 주기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림 8-6>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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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지표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지표는 주요 이슈에 의한 모니터링 지표와 일반부문별 모니터링 

지표로 구분된다. 주요이슈에 의한 모니터링은 최근의 계획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이나 

최근 사회경제상황의 변화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을 선정하고 도시모니터링 시행

시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부문별 모니터링 지표는 인구의 변화, 개발의 동향, 교통의 흐름 등 서울의 도시계

획  공간정책을 하여 기본 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정운  4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목표를 고려하여, 서울의 사회경제상황 변화를 악

하고 상기 계획들의 추진상황을 검할 수 있는 포 인 지표를 선정한다.

① 인구  가구부문, ② 토지이용  공간구조, ③ 주택특성  주거환경, ④ 업무환경 

 산업입지, ⑤ 교통  통행패턴, ⑥ 기반시설 등의 6개 주요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한편 도시비교모니터링은 도시여건에 한 지표와 도시기반시설

에 한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지표에는 명확한 정의, 산정방법, 출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첫

째, 지표의 명확한 정의와 산출값의 의미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둘째, 지표의 산정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 지표의 일 성  신뢰성을 유지하

고 향후에도 동일하게 지표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지표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기 하여 지표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세계 도

시 비교의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마다 서로 다른 통계치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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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울도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도시모니터링의 기본 인 목 은 정책결정자들이 도시계획  공간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로 하는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도시모니터링은 추세와 조건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

획  정책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그 계획  정책을 얼마나 달성

했는지를 측정하기 하여, 그리고 도시의 여건변화에 응하기 해 개선해야 하는 계획 

 정책사항을 확인하기 해 필요하다.

에는 도시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상호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

으며, 그것을 해결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박하면 할수록 도시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도시문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도시변화를 단기간에 일목요연하게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박할수록 다른 도시의 경험을 참고로 하려는 경향이 두드

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 인 도시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변화를 체계 으로 악

하고 외국 도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도시의 수 을 악하는 일은 도시정책 결정과

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도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법 , 행정  지원체계가 수반되

어야 한다. 첫째, 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해서는 장기 으로 련법을 개정하여 국

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13조  20조의 도시계획수립 시의 기 조사로 포함하

거나 서울시 조례에 도시모니터링의 시행을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련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한 여

건이 조성될 때까지 단기  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모니터링의 의무화를 명시하거나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해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도시모니터링 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도시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며, 공공 이며 독립

인 성격을 갖는 외부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 들이 력하여 모니터링을 주 하도

록 한다. 도시모니터링 에는 련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문가와 

문 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책임 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시 담부서는 도시모니터링에 필요한 각종 서울시 내부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서

울도시모니터링 에 제공하고, 분석  평가 등 모니터링과정 반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한다. 서울도시모니터링의 공정성, 객 성, 문성의 확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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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원회는 지표설정, 분석방법, 자료해석 등 도시모니터링에 한 문  조언을 제공하

고, 민의를 수렴하여 서울도시모니터링에 반 하도록 제안하는 등 도시모니터링 반에 

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8-7> 서울도시모니터링 전담조직의 이미지

정기 인 도시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합리 인 정책 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문가들에게 서울의 사회경제변화

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시민에게는 서울에 한 이해증진과 함께 시정에 

한 참여와 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하에서 정기 인 서울도시모니

터링을 통하여 역동 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사회경제상황에 유연하게 응하고 즉시성 

있는 정책  응방안을 모색하여 향후의 계획에 반 시킬 수 있는 토 를 세워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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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토의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일  시 : 2010년 11월 19일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권 덕, 장 희, 이주일, 신상 ,

김인희, 김태 , 맹다미, 김진호

발  제 : 서울의 도시계획 운 실태와 개선과제 (양재섭, 이재수)

1. 토의 내용 요약

도시기본계획의 무용론

- 도시기본계획의 상과 필요성이 희석되어 가는 상황에서 좀 더 본질 인 문제인 기본

계획이 권 가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의 무용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배경으로 1) 

성장시 에서 성숙시 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바 면서 계획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 2) 민선시장 등장으로 인해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사이의 괴리, 3) 장기 도

시계획과 실  이슈들에 한 해결 요구 간의 미스매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도시기본계획 실태

- 도시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

문임. 기본계획에는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베이스

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요함.

- 서울에는 수많은 기본계획들이 있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들 간 우선순

를 설정하는 것이 요함. 도시기본계획이 제 로 활용되기 해서는 이 계획이 시민들

에게 무엇을 보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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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성격ㆍ역할

- 도시 리계획은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직  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추상 이어서 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문가

들만의 계획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종합 , 청사진  계획보다는 략 , 구체 인 계획으로의 환이 필요함.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하여 안을 만들고, 그  가장 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방식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원칙 이면서도 실질 으로 유지, 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의 베이스라인이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함. 컨 , 환경이 요하다면 이를 유지ㆍ보존하기 한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임.

- 오사카 도시기본계획은 사업시책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내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  가능한 20개 정도의 시책을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음. 사업시책의 실

가능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도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함.

계획 수립과정

- 지자체(자치구)의 의견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다시 세부지침

으로 내려주는 일본의 이원  시스템을 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체 시정계획은 상  부서에서, 공간 , 물리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는 방식

으로 연계고리를 만들면 기본계획 상과 련 부서 간 연계 문제 등의 해결을 기 할 

수 있음. 

- 시카고 랜처럼 문가들이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들을 만들어 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 필요함.

기타 연구진행 련

- 도시계획의 무용론과 도시계획 체계  운 상 문제 에 한 논의가 첩되어 혼선이 

있음. 이번 략과제의 체 방향과 결과물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도시기본계획 무용론에 해 다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요구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과 역할, 계획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한 토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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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내용 (녹취)

◦ 이번 과제의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첫 발제를  도시계획의 반 인 문제 악  

앞으로 지향해야 할 에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의 문제에 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조  더 본질 으로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에 한 고

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의 가치 부여를 계획가, 정책결정자, 시민  

어느 주체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먼 , 발제 내용에서 나온 문제 을 해결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핵심 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필요한가에 해서 제 생각은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 처럼 종합 ㆍ청사진

인 계획과 달리, 앞으로는 계획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략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같고, 종합계획 인 성격의 계획을 략 이고 구체

이면서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 까지는 문가 주로 계획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

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이 발표를 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베이스라인’ 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도 요하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계획에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 같은 요

소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한 것인데, 를 들어 환경 부분이 굉장히 요하고 앞으

로도 요시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유지ㆍ보존하기 해 우리들이 어떤 정책의 ‘베

이스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최소한의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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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경  부문에서, 서울의 수려한 자연경 을 유지ㆍ보 하기 해 경 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베이스라인’을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논

의과정을 통해 ‘베이스라인’을 만든다면 실행 가능한 것으로 환될 것입니다. 에

는 강력한 앙정부가 서울을 리하면서 선언 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많았지만, 민선시장 이후로는 베이스라인이 무 쉽게 없어지지 않았

나 생각됩니다.

이를 좀 더 진 시키기 해서는 이런 기본 인 원칙이나 기 들을 공간에 분배하고, 

양 으로 수량화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는 원칙과 기분이 불

분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좋은 말들만 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 요즘은 계획이 실패하거나 와해된 시기에 사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가지고 있는 권

와 필요성이 조 씩 어지면서 계획의 실패와 와해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라고는 했지만, 가장 큰 난제는 계획 무용론과의 싸움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계획 내용을 잘 만들어도 가 그것을 존 할 것이며, 그런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무용론은 도시계획

체계가 한계를 가진 상태로 지속되면서 필연 으로 나타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으로 보면 계획 자체가 규제인데, 자치구에서의 계획규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

치법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타자가 규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의회가 승인한 상태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규제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재산세 등이 도시계획을 충분히 지원하는 재원이 되어야 하는데, 

재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를 들어 계획규제  개발을 통해서 세 이 들어와야 그것으로 자원 개발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분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세

수  특히 재산세나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계획을 해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은 그것은 도시계획 구조에서 근본 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세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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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지에 한 연구를 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징수해 왔는데, 도시계획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활용 느냐에 

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실입니다. 이번에 발표 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태조차

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재산세 같이 구조 인 부분의 문제에 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 원회 심의에서 주요 심의안건은 주택재개발이었습니

다. 주택재개발이 모든 도시계획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획결정 행 로 나타나고 

있고, 조합에 의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면서 조례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만족하면 

사업 상이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계획의 무용론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계획체계상의 문제도 있지만, 무 긴 2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변화가 

그 장기계획을 감당할 만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의 변화들이 그 계획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 인데, 아직도 맞지 않는 그런 장기계획들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 성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는 시나리오 방법 등을 이용해서 각 시나리오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가장 실  가능

한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주체에 한 논의가 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사례

에서 보면 계획수립주체가 시장실과 기획실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 도 도시계획

이 시장의 시정4개년 계획, 국토해양부의 각종 지침 등과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

다. 일본처럼 시정 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을 만들고, 다시 시정

에 내려주는 이원 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계획 수립부서를 상향조정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쿄구상 2000’ 처럼 체 시

정을 다루는 계획들은 도시 분야 등 체를 포 해서 상 부서에서 세우고, 도시계획과 

련된 물리  베이스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 세워 서로 상호 보완한다면, 계획의 실

이나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지 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니다. 

왜냐하면 지 은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체를 다루면서도 실제로는 체를 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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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부서의 지 와도 련되어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 드린 겁니다.

◦ 발표 내용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에서 도시계획 운 실태와 개선방안으로 요약되는데, 

어떤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한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계획체계상의 문제여서, 그 

두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형 도시계획체

계는 도시기본계획 이야기보다 계획체계에 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리고 계획의 무용론 부분인데, 계획 에서 DMC같은 사업계획이나 도심부 발

계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니다. 실제로 그 계획으로 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데, 지  말 하신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련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인 계획에 해 말 하는 것인지 궁 합니다.

◦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변화와  상태를 리할 수 있는 계획을 총칭하는 것입니

다. 계획에 권 를 부여하는 방식이 구체 인 법명 등을 통해 가능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기본 으로 사업계획 수 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 리계획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제를 구상할 때의 생각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계획의 목표나 내용 같은 부분들은 빼고, 계획 간의 정합성, 모니

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등의 주제들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기본계획이 권 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서는 무기력해진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무엇을 자꾸 넣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사회 으로 보면 잘 보지도 않는 것을 왜 그 게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는 냉소 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의 원인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내용이 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요한

데, 기본계획에 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효용이 떨어지는 상이 나타나기 때문

에, 기본계획이 도 체 왜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

계획에 필수 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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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가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 계획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와의 문제에서는 자치구에 계획권한을 얼마나 넘겨  것인가를 결정

하고, 간계획 측면에서 권역별 계획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란 것이 시민들에게 유용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통해 ‘내가 이 도시에서 무

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 은 비 을 제시하지 못하

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담아야 할 

것을 담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계획이 시민들에게 무

엇을 보여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한 고민

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자치규제를 공유하면서 시책을 만들어야 하고, 략  계획이 되어야 

하며, 20년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리하기 해서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

속을 지키기 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제기에서 행 법제를 잘 고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계획에 한 문제를 찾아서 고친다 해도 도시계

획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 다고 도시계획체계를 건드리지 

말자고 하면 계획을 포기하자는 것 같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과 부문별 기본계

획 간 계가 다른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를 들어 서울 20년 미래를 만드는데 문가만 참여하는 것에 해 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입니다. 지 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은 많은 가용지에 토지이용계획

을 하고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지 의 서울은 모두 기성시가지입니다. 

지  와서 새로운 비 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법제도의 문제 을 고치는데 을 맞추는 것보다는, 구의 가치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이 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시나리오 래닝을 통해 시민들에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

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가들의 역할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하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힘이 안 실리는 이유가 바로 시민들의 동의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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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 하신 부서를 상향하고 조정하는 것이 의미

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우리가 꼭 명확한 답을 도출하기 해 이런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 으로 공감

를 형성하기 해서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인데, 지 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단순히 지침 하나를 고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체 인 틀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에 한 여러 논의들을 체 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 제 생각은 이 략과제의 취지와 목 이 꼭 답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의 틀을 

완 히 뒤집는 새로운 고민, 계획의 무용론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라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같은 종합  장기계획이 아니라, 시카고 랜 같이 문가들

은 시민들이 논의할 자료들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의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고, 그래야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의 권 가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

는 구체 인 규제 같은 경우는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 든 규제  측면의 조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의들은 신 이지는 않지만 구체 인 재산권 제

약을 하는 계획까지 체 인 흐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처음이라 종합 이고 큰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의 무용

론이 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야 하는데, 첫째, 성장시 의 도시계획에서 성숙시 의 

도시계획으로 변화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계획가들이 이제는 시민들을 한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의 등장인데, 민선시장의 시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장기계획 간에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역화로 인해 생활권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상황에

서 서울시는 서울시만 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권은 수도권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실을 반 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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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민과 계획가의 높이 차이가 큰 데, 계획가는 장기 으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반해, 시민들은 실 인 황과제에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에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를 통해 나온 무용론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계획의 실체에 한 논의보다는 계획 시스템, 수립과정, 형식, 계에 해 계

속 논의할 텐데, 논의들이 간에 길을 잃을 때 계획의 시스템이 사회 으로 필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 제목에서 ‘서울형’이라는 말이 서울에 맞춘 계획을 하자는 의미 같습니다. 서울은 

역지자체로 수많은 기본계획들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그에 

한 우선순 가 무엇인지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계획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재산에 직 인 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민들

이 실감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

들의 심을 받으려 하더라도 계획의 성격상 심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생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 하 계획의 경우 상 계획에서 규제를 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상 계획으로 규제를 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면 이

러한 에서 상ㆍ하  계획 간의 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일본 오사카 부에서 에 세웠던 계획이 서울이랑 비슷했습니다. 즉 서울 도시기본계

획 같이 두꺼운 사업시책이 1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시책들을 

집행 계획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20여 개의 사업시책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이를 보

면, 사업시책의 실 가능성에 따라 기본계획을 맞추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부서에 한 것은 베를린이나 일본의 경우는 계획업무를 하는 곳과 실제 

사업수행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 게 하면 차라리 각 부서 간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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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이 선시장시  공무원에게는 요한 것이었지만, 민선시장 시  공무

원들은 시장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존 받지 못하는 것 같습

니다.

시정계획을 보면 실제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실행력 높은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딜 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 사례에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궁

합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계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해 큰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장이 

바 면서 시장의 철학도 바 는데 그에 따라 법정, 비법정 계획들이 어떻게 바 고 있

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시사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심을 끌어내야 계획의 실 성을 확보할 것인데, 시장의 의

사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해 생각해 야 할 것 같

습니다.

◦ 다음 주에는 도시기본계획 무용론에 해 다시 생각해보고, 도시기본계획 역할ㆍ기능

ㆍ성격, 계획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한 토의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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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의 도시관리계획의 역할과 내용 재정립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 15:00~18:00

장  소 : 홍천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장 희, 이주일, 김태 , 맹다미, 

김하 , 김진호

발  제 : 도시 리계획의 역할과 내용 재정립 (김상일)

1. 토의내용 요약

도시 리계획 실체  상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 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간의 간극이 심각한 수 임. 따라서 정책방향의 실 에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임.

- 도시 리계획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면서 각각의 사

업들이 체 인 리계획과 일 성없이 진행되고 있음. 

- 용도지역 변경과 련해서는 지구단 계획이 도시 리계획의 역할을 신하면서 계획

상 계가 혼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용도지역 변경에 한 서울시 차원의 리 

 변경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국지 인 이슈만을 해결할 목 으로 지구단

계획을 통해 개별 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운 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1987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2년여에 걸쳐 도시 리계획을 수립한 

이 있는데, 제 로 활용되지 못했음. 이는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되면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만 도시 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리계획을 운용하기가 실 으

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 한 지구단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운용하면서 리

계획의 계획 부분이 사라지는 문제도 발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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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운

- 서울에서는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정단  한 규모로 되

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용도 혼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리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도지역이 좀 더 세분

화되어야 하고, 지정면  한 더 작아져야 함.

- 공업지역의 기숙사 등 특별한 용도지역에 해서는 조례(Text) 변경과 같은 일 인 

변경이 아니라 도면(Map)으로 장소(Spot)를 지정하여 세부 으로 리해야 함.

- 일본의 경우 도시별로 용도지역에 한 리ㆍ운 방침을 통해 용도지역 리ㆍ변경을 

수행함. 몇 년마다 주기 으로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체 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

고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시 미세한 부분만 지구단 계획에 맡기고, 도시 리계획에서는 운용방

침을 가지고 그에 맞춰 변경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게 용도지역을 어떻게 운

할 것인가에 한 세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시설 설치

- 우리의 경우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  수 없는 상

황임. 세율이 낮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활력만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상황이 계속 으로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음.

- 새로운 개발이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그 지역에만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발지역에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한테 세 을 걷는 ‘Impact Fee’로 바 어야 함. 

- 보스턴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 나 에 개발이 발생하면 세 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

추고 있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러한 환수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이 선

투자하고 나 에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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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리계획의 역할 내용정립

- 수직 인 도시계획체계에서 간단계 계획의 공백을 보완하기 해 도시 리계획이 어

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공감 와 방향성을 찾아야 함.

- 도시 리계획의 경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 경직 이고 불편한 상황

이 발생함. 따라서 실행 에 명확한 운용방침을 마련하여 계획기능을 부여해야 함.

- 도시 리계획을 계획부분이 들어간 ‘도시 리계획서’와 ‘계획도서’로 이원화하여 간단

계 계획의 공백을 이고 하  계획들(조닝, 지구단 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국의 경우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가능지역을 지정하여 리하고 있음. 우리나라

도 도시 리 부분에서 이슈별 개발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리할 수 있는 도면(Map)이 

필요함.

- 권역단 에서 권역별로 공감될 만한 이슈들을 키워드로 해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면 도

시 리계획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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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내용 (녹취)

◦ 도시 리계획 수립 시 상세수 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  수

행하는 도시 리계획 수립 과제를 보면 디테일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면 기본계획의 보완수단 정도일 것 같은데, 지  리계획의 수 에 한 고민이 

어떤 것인지 궁 합니다.

◦ 처음 질문하셨던 부분에 해서 말 드리면, 희는 지 도까지는 안 그립니다. 우리

는 왜 어느 지역의 용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한 논리를 만들거나 도면에 논리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 도에 련된 부분은 따로 용역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

시에서는 도시 리계획서가 필요 없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서만 있으면 되는데, 서울 같

이 규모가 큰 도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사이의 거리에 한 논쟁들이 있습

니다. 이에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 리계획과 나머지 사업계획의 차이는 용 률, 도, 높이가 구체화되어 있다

는 것인데, 도시 리계획이 역할을 못해주면 사실상 사업계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 부분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각각의 사업이 리 없이 진행된다면 

일 성 결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서울의 지구단 계획은 지침을 보완하거나 운용경험의 축 을 통해 많은 문제

이 보완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단 계획이 도시 리계획의 역할을 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입니다. 도시 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구단 계획을 지정해서 용

도지역 변경을 진행시키는 부분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도시설계를 하려

고 했던 설계 인 부분이 실 되지 못했다는 지 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 습니다. 림동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앞에 

두고 4개의 지구단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높이, 도 리계획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

고 같은 지구 심에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 계획이 서로 다른 도나 용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성이 없고 그 다고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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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재는 도시 리계획의 한 부분을 지구단 계획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리계획이 분명 어딘가에 치해야 하는데 포지션(position)을 제 로 잡지 못한다

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 까지 서울시 기성시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왔

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그냥 리계획안에 정리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문서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리계획에 계획기능을 넣어서 기본

인 계획의 논리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 까지의 도시계획은 민간에게 용 률을 올려주고 시설을 받는 형태의 도시계획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산제약 때문인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이 실종

된 원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앞으로도 징수한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에 쓰이지 못하고 기 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지 걱정입니다.

◦ 재 상황은 도시계획세로 시설을 설치한 후, 시민들이 얻는 편익보다 훨씬 은 부분

에서 세 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산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시설을 설치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정공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민

간의 활력만을 계속 활용하면서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스템 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이 있는데, 도시 체의 큰 틀을 만드는 조

닝을 국지화된 이슈를 가지고 지구단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 지구단 계획에 용도지역의 변경권한을 주면서 세부 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서 리

하려고 했는데, 계획 계상에서는 지구단 계획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권한으로는 동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정비계획도 계가 정리되지 않아 계획의 단

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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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리계획이 아  없었던 것은 아니고, 87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2년여에 걸쳐 만

들었는데 활용이 안 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되면서 도시 리

계획 재정비 시 반드시 기본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언 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 들어가면 법 인 소송 차에 들어가고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 보

니까 도시 리계획에 손을 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단 계획이 생기면서 용도

변경에 련된 권한을 주어 리계획에서 계획 련 부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와 도시 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 하신 도시 리계획서가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별로 용도지역에 련해서 운용방침

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용도지역의 운용방침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에 맞

추어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용도지역 변경에 한 

재검토를 하여 체 으로 변경을 주도하게 됩니다. 단지 미세한 부분만 지구단 계획

에 맡기는 겁니다. 양쪽에서 변경권한을 다 가지면서 유연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완 히 무 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용도지역

이 무 폭넓게 지정되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체 용도지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순화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용도가 들어갈 곳이 무 습니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주거지역에 상업용도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안에서 혼합 토지이용을 주기 한 용도순화를 해서는 용도지역

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하고, 지정 면 이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폭넓게 지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용용도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만들기 때

문에 우리가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비법정 계획이지만 부도심 계획은 지구단 계획보다 한 단계 면서 도시기본계획보다 

한 단계 에 있습니다. 도시 리계획의 경우 법 인 계획이다 보니까 부도심계획에서 

계획지침을 내리기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기능을 담으려면 실

행 에 방침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을 좀 더 실용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앙정부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가 각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게 용도지역 운 에 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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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산이 없어서 민간에게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만, 일부

는 세 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세 이 목 성이 없어서 잘 활용되

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 리 에서 보면 도시가 성장할 때, 공공이 세 을 걷어서 인 라를 설치합

니다. 이후 도시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세 에 해 항을 합니다. 

새로운 개발이 발생하면 특정 지역에만 인 라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편익

을 얻는 사람들한테 세 을 걷는 ‘Impact Fee’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 않

은 시설들의 경우, 재 공공이 설치할 산도 부족하고 먼  설치하더라도 나 에 세

으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도시인 라가 일정 부분 갖춰져 있는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설을 세

으로 설치한다면, 시민들의 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경우, 시설을 먼  

설치하고 나 에 개발이 일어나면 개발 혜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 을 걷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스턴처럼 공공이 필요한 지역에 먼  시설 투자를 하고, 나

에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체계 내 간단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 리계획이 해야 하는 역할에 

한 지향과 방향성이 공감 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으로는 도시

리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조닝, 지구단 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는데, 실제

로 논의를 하면 경우에 따라 그 자체가 도시계획이고, 도시 리계획에는 그것보다 윗단

계에서 도시를 리하는 계획기능이 포함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리계획이 용도지역 변경에 한 지침서  성격을 가진다면 간단계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이나 권역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해 언 을 하는 간단계계획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베를린의 F-Plan 같이 앞으로의 계획들이 들어있는 체 토지이용 계획도면

에 용도, 도, 시설이 표시되고,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F-Plan은 B-Plan으로 내려오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 이

게 서울시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실 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운 하기도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면 방침 인 성격의 일정한 도면과 텍스트가 있는 수 의 내용들이 실질 인 도

시 리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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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거 도시의 특수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이런 논의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법 개정으로 가는, 서울시 차

원에서 논의를 뛰어넘는 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도지역의 운 방침을 서울시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체 인 도시 리계획이 아니

고 사업계획, 지구단 계획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 인 측면에서 도시 리계획이 도시 체를 고려한 리 방향을 갖지 못하고, 바로 

지구단 계획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잡아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

다. 도시 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이 어딘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느냐를 고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계획만 있지 체 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에 한 확실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지구계획을 할 때 지구 공공시설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 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도시 리계획이 어느 수 인지 악하기 해서는 실체가 있는 지구단 계획을 논의하

면서 도시 리계획이 어디에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이 붙어 있어서 직주근 이라는 논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

만 본질은 고 도 주택이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서 고 도 주택의 입지가 계획의 틀에서 

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응으로 용도용 제를 도입한 것인데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

해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 용도지역제에서 기숙사 같은 주거용도의 입지를 해 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  

것 같이 일부 용도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례(Text)로 리할 것이 아니라 도면(Map)으로 리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다른 용도지역에 주거 용도를 넣어야 한다면, 도면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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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spot)을 지정해서 특정한 양만큼만 넣도록 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는 조례

를 변경해서 모든 지역에 용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용도규제에 한 부분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민간은 항상 공공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조닝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을지와 과연 정말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용도들이 나타나고, 유일하

게 토지이용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조닝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한발 늦었습니다. 그래

서 아  모라토리움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토지이용변경을 단한 후 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단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간의 간극이 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들을 리계획에서 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체계를 다시 

설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실 을 한 수단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실패부분에서는 강력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계

획도 완벽하지 않아서 뒤따라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부성을 컨트롤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체계 내 포지셔닝(positioning)에 해 말 드리면, 도시 리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포지션상 기본계획을 권역계획 같은 것으로 구체화하고 조서

에 머물고 있는 도시 리계획을 이원  체계로 구성해서 그 간극을 이려는 데 있습

니다.

◦ 지  재 도시 리계획 도서의 축척에서 나 에 지 고시 등 으로 내려가더라도 

략 인 윤곽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 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

라고 규정하고, 특정한 지역에 해서는 구속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

니다.

뉴욕은 조닝 맵을 통해 도시를 부 리하는데, 조닝을 바꿀 때마다 조닝보드에 건의

하여 바꾸고 있습니다. 뉴욕의 조닝보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원회와 다르게 공무

원들과 지구별 시민들 표가 조닝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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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 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리해야 하느

냐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의 경우 원칙과 이유를 가지고 개발가능지 스팟을 지정하여 리를 합니다. 우리나

라도 도시 리 부분에서 이슈별이나 쟁 별로 나눠서 스팟을 지정하는 정도의 도면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실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역단 에서 권역별로 필요한 것이 문화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와 같은 공감될 만한 이

슈들을 키워드를 만든다면 리계획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개념의 틀이 세 종류인 것 같습니다. 명칭으로 보면 도시 리

계획 안에 있는 조닝, 지구단 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사업과 같은 하드한 부분과 

실제 도시를 리하기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향성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에서 도시를 리하기 한 수많은 비법정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은 도시

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실행 인 략으로 시장이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개념 인 혼돈과 포지셔닝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계획의 틀이 3단계로 조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분단과 균형발 , 수도이 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

면서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후 도시를 복구하면서 양

주로 시설을 공 하다가 1970년  반성을 통해 신 한 재개발 같이 자신들의 도시

조직을 찾으면서 도시계획 패러다임 환을 통해 사회복지 차원이 가미된 재생 로그

램에 집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문제들 때문에 동베를린의 략  개발, 미이용

되거나 활용된 토지를 새롭게 변형하는 움직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체계상

에서도 보면 도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조하는 비법정계획으로 발 계획

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정반 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상당히 추상 이고 그것을 도면화한 부분이 없고,  

추상화된 것에서 비법정계획들이 부분 으로 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베를린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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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도면을 만들어 놓고 비법정계획인 발 계획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B-Plan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베를린의 상황이 한

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베를린 사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록  주제별 토의내용  265 

3차 토의 도시기본계획과 시정계획의 정합성 제고 방안

일  시 : 2010년 12월 23일(목) 16:00~18: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장 희, 신상 , 김인희, 김태 ,

김하 , 김진호

발  제 : 도시 리계획의 운 실태와 정합성 제고방안 (김인희)

        비법정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김태 )

1. 토의내용 요약

‘계획 간 정합성’에서의 쟁

- 계획 간 정합성 문제는 어떤 계획 간의 정합성이냐가 건인데, 1) 도시기본계획(법정

계획)과 시정 4개년계획(비법정 시정계획) 간의 문제, 2) 도시기본계획과 국실(부문)

별 계획 간의 문제, 3) 개별 국실(부문)별 계획들 간의 정합성 문제가 있을 것임.

- 법정계획이 비법정계획보다 반드시 우 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시장 공약사

항인 시정계획이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보다 우선 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비법정 

시정계획과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상충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를 조정해서 법정계획

에 반 하는 과정이 필요함.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간의 정합성 문제

- 민선자치 시 에 들어오면서 민선시장의 공약  시책에 따라 수립된 비법정계획들이 

기존 법정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 되고 있음.

- 이러한 비법정계획들은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을 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

보다 상 으로 요시되고 있음. 한 시장 임기인 4년 내에 수립되고 시행되는 단기

ㆍ국지  로젝트의 성격을 보임.

- 특히, 민선자치 시 에서는 도시계획 련 사업들을 서울시 내 여러 부서들이 경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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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계획 간의 종합  조정에서 갈등이 유발됨.

- 도시계획의 에서 볼 때, 다양한 도시 내 이슈들에 해 단기 ㆍ국지 으로 응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고, 도시 인 라 등과 같이 장기 이고 역 인 차원에서 응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들 사이에 불 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 비법정계획은 특정 이슈와 지역만을 고려 상으로 하여 수립ㆍ운 되기 때문에 장기

이고 역  차원에서 도시 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제 을 발생시킬 지

에 한 충분한 검토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장기 ㆍ 역 인 차원에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일 성 있게 도시의 발

에 한 원칙과 기 을 제시하여 심을 잡고, 비법정계획들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원칙과 기 들을 유연하게 용하면서 가장 효율 인 방식으로 개별 사업

계획들을 실행하여야 함.

- 여러 계획들이 시간 ㆍ공간 으로 공존하는 이상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간의 정합성 

문제는 피할 수 없으나, 요한 은 정합성을 조정하는 과정이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임.

- 행 도시계획의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해야 함. 를 들어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들이 개별 으로 진행되는 경우, 개별 사업들

에 한 계획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시 체 인 차원에서 장기 으로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민선자치 시 에 들어오면서 여러 부서들이 도시계획 련 계획  사업들을 경쟁 으

로 수행하고 있어 부서  계획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체를 상으로 하는 공간계획들을 조직 으로 통합하고 모니터링,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과 같은 계획기능을 담당하여 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 하는 종

합 인 부서가 필요함.

- 뉴욕시의 경우 시장실 직속으로 장기계획 수립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뉴욕시 산하의 모든 련 부서가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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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반면, 4년마

다 선출되는 민선시장의 정책을 담는 비법정계획이 요시되면서 법정계획과 비법정계

획 간의 마찰이 심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경 기본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기본계획들과의 정합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방향을 잘 보여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비법정계획이 

이미 법정계획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비법정계획은 법정계획을  신경쓰지 않

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모든 계획이 사업계획화되고 있는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 4차 국토종합계획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에 공청회와 검토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의를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인 심에 의해 계획을 세우지만 어도 자신

들의 생각을 법정계획의 틀 안에서 만들기 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정4개년계획은 그 자체로 실입니다. 그러나 어도 도시기본계획 그 자체는 법

계획입니다. 그 기 때문에 정치 인 심사인 시정4개년계획이 있더라도 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4개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 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말 하셨는데, 그

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계획’이 지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에 반 이 되는 것인지 궁 합니다.

◦ 부분 으로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가 어떤 실체와 계획  지향

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바나 효과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서 도시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무를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 맞추어 몇 가지 

로젝트를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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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심으로 심지를 구성한다는 생각은 실 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강으로 가면

서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과 마곡지구, 용산 같이 한강에 가까운 지역의 개발 같은 경

우에는 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합성과 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계획이 공존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은 정합성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 정합성을 조정하는 과정이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 내부에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는 계획기능을 담당하는 종합 인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문별로 본부장이 연구기획, 계획조정, 

시행, 평가모니터링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민선 시 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러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체에서 다 야 할 공간

인 계획부분을 통합 으로 다룰 부서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호흡이 짧은 민선시 에 오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 안

에서도 련 있는 부서들 간 계획 부분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련되어 있는 부서들의 계획기능을 모아서 계가 높은 부

서를 가지고 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같이 야 될 몇 가지 공간 인 부분들을 조직 으로 병합해서 평가모니터링도 하고 

통계도 작성해서 기본 으로 고도의 략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들을 종

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토지주택공사가 본사인력을 이고 장 심으로 바 고 있는데, 마드리드만 해도 실

제 쇠퇴지역에 한 계획이면 실제 그 지역에 상존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

면 결국은 도시계획이 로젝트 단 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국만의 유물이었던 시 는 지나가고, 로젝트화하면서 도시계

획국은 도시의 일 성을 가지고 원칙, 기 들만 만들어서 체 인 틀만 잡고, 나머지

는 로젝트화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원칙을 유연성 있게 용하면서 가장 효



부록  주제별 토의내용  269 

율 인 방법으로 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 에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의 권 인 도시계획에서 이제

는 그 시 이 지나가고 지역특성에 맞는 로젝트 단 의 도시계획으로 변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계획이란 긴 호흡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정4개년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가들이 시정4개년에 기본계획을 

체하는 것에 한 불만을 가지는 표 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4년의 짧은 기간이 아닌 인 라 같은 장기 인 계획들이 분명 도시에는 필요한데, 자

원배분을 시장의 생각에만 따라 바꾸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로젝트나 지구단 계획은 그 지역만 보는 계획인데 문제는 체의 도시구조에 어떤 

향을 끼치는가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바로 실 되는 계획을 선호하기 때문에 spot단 의 계획을 선호합니다. 그래

서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리계획의 문제는 조닝이 법정계획이라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계획에 

계획기능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제도 개선을 통해 만들어줘야 합니다. 를 들어 뉴타

운 진행 시 한 번에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보게 되는데 서울시 체 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법정시책과의 정합성 문제는 시책문제가 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 하려

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는 환경기본계획, 경 기본계획 등 여러 부문

별 법정계획들이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잘 이루지 않다는 이 더 요합니다. 어

떻게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심으로 공간 으로 종합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계획 간의 정합성 문제인가 운 방식 문제인가는 조  달리 문제를 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를 들어 시 트 같은 시책계획이 재의 용 률 방침을 어기고 시행된다면, 그

러한 부분들이 공간 인 차원에서 도시 체 으로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는 그 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은 아무 의

미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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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시책이 바 더라도 도시 체의 틀에서 운 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책에 끌려간다면 도시계획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을 가져야 하

는지 정리하지 않으면 여 히 도시기본계획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시 트 정책에 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에 해서 시 자체 

내부에서는 부정 인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재 우리가 그 부분에 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한 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런던 랜을 보면 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내용에 시장에 원하는 로젝트를 넣

게 되면, 그것에 해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은 추상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으로 사용될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도 인 장치로서 큰 공간 이고, 장기 인 향을 측

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상 인 계획이 각종 사업의 외부성에 해서 납득할 만한 정보를 주지 못하면 하 계

획에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장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기본계획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로젝트가 조닝 룰(Zoning Rule)을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려서 문제가 되

는 것 같습니다. 조닝 룰이 있고 각종 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계획들이 방침을 

무시하고 갈 경우, 그것을 어떻게 응하느냐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지역을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비해 은데 상업

지역을 왜 늘리면 안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구조를 맞추고 아이디어를 내서 

답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리계획 발제 에 정합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향했던 바는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

들 간의 정합성 문제 는데, 여기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정합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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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지, 다른 계획들과 도시 리계획의 정합성 문제인지, 아니면 리계획안에 있는 

4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사례를 좀 정리를 해

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실별 기본계획과 충돌되는 실제사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법정 시책계획의 정합성 확보 방안’에서는 기본계획과 시정계획에만 무 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실별 계획 간의 상충되는 사례들이 좀 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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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토의 권역별 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일  시 : 2010년 1월 18일(목) 14:00~16: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권 덕, 이주일, 신상 , 장남종, 

김인희, 김태 , 맹다미, 김진호

발  제 : 권역별 발 계획의 개선방향 (김선웅)

1. 토의내용 요약

권역별 발 계획의 의의

- 권역별 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다 작은 단 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을 가

지고 있음. 따라서 그 이슈들을 통해 각 권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음.

- 권역을 나 어 계획한다는 것은 작은 계획공간단 로서 각 권역의 자족성을 고려한다

는 데 의미가 있음. 그리고 권역별 계획의 역할은 ①하 계획에 한 연결고리, ②하  

시책,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합성의 검 틀로 계획의 정합성을 보강할 수 있음.

- 최근 략 이고 정책유도형 성격인 도시기본계획의 추상 인 부분을 공간 인 계획으

로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음.

권역별 계획에서의 공간구분

- 본질 으로 서울에서 권역이라는 것이 자족 이거나 완결성을 가진 계획 공간 단 인

가 하는 의문 이 있음. 재의 권역 구분을 보면 도심권의 핵심 인 이슈는 인구가 없

는 것이고, 동부권은 일자리가 없는 것임. 이런 문제가 공간단 를 잘못 나 었기 때문

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김.

- 직업과 거주지의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권역 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도심지역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등한 상을 가지고 병

렬 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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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Regional 즉 지역을 나눠서 계획한다는 의미이고, 일본은 략 Zone으로 도

시를 체 으로 만들기 해 편의상 나눠서 계획한 것임. 따라서 우리의 권역별 계획

에서도 계획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공간단 를 고민해야 하고, 한 계획

의 공간단 가 아니라면 권역별로 계획목표들을 다르게 설정해야 함.

권역별 발 계획의 실체  상

- 권역별 계획의 경우 리하는 부서가 없고, 계획의 수단도 없으며 도심부 발 계획 등

의 다양한 유사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계획을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음. 따라서 간단 의 계획에서 어떤 식의 계획을 할 것인지에 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새로운 간단계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면 실질 인 권역 계획의 목 성을 설정하는 것

이 요함. 만약 간 단 에서 자치구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된다면, 어떤 문제에 해 

자치구 계획이 필요한지 악하고, 실효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설정해야 함.

- 권역별 계획이 자치구 계획의 상 계획인지, 도시 리계획의 상 계획인지에 한 포

지션이 분명해야만 하 계획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 로 할 수 있음. 하지만 재 자

치구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계획이 하 계획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만약 자치구 기본계획이 인정될 경우 지구단 계획부터 도시 리계획, 자치구 기본계

획, 권역별 발 계획, 도시기본계획까지 많은 단계의 계획들을 어떻게 유지ㆍ 리할지 

고민이 필요함.

권역별 발 계획의 역할과 내용

- 권역별 발 계획의 내용, 범 를 보면 권역별 계획이 기본 으로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

서 정합성을 확인하는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간 인 내용들로 계획을 해

야 함.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부문별 종합 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요 정책들을 공간 으로 표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새로운 간단계 부분을 모색하기 해서는 실질 인 권역계획의 목 성을 설

정해야 함. 이를 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경계부의 조정, 사업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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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 , 심지육성 등의 구체 인 계획 이슈를 담는 것이 필요함.

- 런던의 권역 계획인 SRIF(Sub-Regional Implementation Frameworks)의 경

우 지표측정이 굉장히 요함. 런던 랜에서는 계획목표가 추상화되어 있고, SRIF에

서는 구체 인 물량으로 환산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이유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단하고,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해서임.

-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표와 수단이 정확하게 매치

되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도 도시기본계획의 추상성을 인정한다면, 상

계획의 일 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권역별 계획에서 구체 인 물량 는 입지와 시기 

등을 제시하는 것은 시사 이 있음.

- 그리고 SRIF에서는 런던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권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

게 자치구와 함께 수립하면 집행성이 높아질 것임.

권역별 발 계획의 발 방향

-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요하지만 실효성에 해 고민해야 함. 서울이란 도시는 이미 

개발된 상태이고,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과정은 더딘 반면,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짧다는 문제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계획을 만들면서 자치구와 시민들에

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감받는 과정이 요함.

- 재 자치구 기본계획이 없는 과도기  상황에서 권역별 계획이 단기 으로는 그 부분

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장기 으로는 집행계획과 련해서 자치구 기본계획이 

권역별 발 계획보다 좀 더 실 이고 주민에 한 계획이기 때문에 권역별 계획은 

구체 인 이슈에 필요한 부분에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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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권역별 발 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계 인 구조에서 악해보면 권역별 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 작은 단 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권역별 발 계획이 그 이슈를 통해 각 권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다룰 수 있는 계획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권역을 나 면 일종의 계획 공간단 가 됩니다. 그것은 자족성을 고려한다는 의

미에서 작은 단 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역별 발 계획이 하 에 많은 시책,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합성의 검틀

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계획의 정합성 차원에서 보강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 계획에 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계획들이 

참고해야 할 목표, 지표 등의 계획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계획이 자치구 계획의 상 계획인지, 도시 리계획의 상 계획인지에 한 포

지셔닝이 분명해야만 하 계획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 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 자치구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계획이 하 계획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내용, 범 를 보면 권역별 계획이 기본 으로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합성을 확인하는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인 내용들로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인 문제는 권역이라는 것이 서로 차별화되면서 자족 이거나 완결성을 가진 계획

의 공간 단 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의 권역 구분을 보면 도심권의 핵심 인 이슈는 

인구가 없는 것이고, 동부권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공간단 를 잘못 

나 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정리해 보면, 우리

가 계획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단 를 생각해 야 할 것 같고, 한 계획의 

공간단 가 아니라면 권역별로 계획목표들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런던의 권역 계획인 SRIF(Sub Regional Implement Frameworks)를 보면 지

표측정이 굉장히 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 랜에서는 계획목표가 추

상화되어 있고, SRIF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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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인 목표를 수치 인 형태로 표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도시기본계획의 추상성을 인정한다면, 상 계획의 일 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권역별 

계획에서 구체 인 물량 는 입지와 시기 등을 제시하는 것은 시사 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직업과 거주지의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권역 간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등한 상을 가지

고 병렬 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 권역별 특성이 반 된 지표보다는 여 히 개념 인 내용이 많아서 하 계획이 이

어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역별 발 계획 이외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르네상스 같은 간계획들이 많이 있

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권역별로 정리해야 할지 궁 합니다.

◦ 르네상스계획 같이 구체화된 계획에서 반 할 부분도 있지만 권역별 계획에 반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 체를 분석하면서 만든 계획도 있지만, 그 지 않은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어떻게 반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요하지만 실효성에 해 고민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이란 도시는 이미 개발된 상태이고,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과정은 더디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계획을 만들면

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감받는 과정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런던의 경우 SRIF에서 런던 랜의 추상화된 텍스트를 구체 인 물량으로 환산합니

다. 그리고 런던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수립합니다. 이 게 자치구의 사람들과 함

께 수립하면 집행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울시는 역생활권이고 도시계획문제가 서울시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수요추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표(물량)를 권역별로 체계 으로 내려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차원에서의 수요추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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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단하고, 달성

을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와 수단이 정확하게 매치되는지에 해 고민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미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상ㆍ하  

계획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합성이나 연결고리 같은 추상

인 이야기보다는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계획은 리하는 부서가 없고, 

계획의 수단도 없으며 도심부 발 계획 등의 다양한 유사계획들이 있는데 권역별 계획

을  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계획을 지역균형발 과 같은 이슈를 가지고 계획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별 계획이 어떤 실질 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본 인 패러다임,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간단 의 계획이 권역계획으로만 해결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본다면, 만약 자치구 기

본계획이 인정될 경우 지구단 계획부터 도시 리계획, 자치구 기본계획, 권역별 발

계획, 도시기본계획까지 많은 단계의 계획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리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최근 국의 경우 RSS 수립이 면 으로 단되었습니다. 수립 기간이 무 길고,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치구 기본계획이 

인정되면 권역별 계획이 자치구 기본계획을 침해할 우려가 생기게 되고, 그 지 않으

면  다른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생활권을 다루는 권역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50만 권역의 간

단  계획이라는 것은 를 들어 청주시 기본계획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 기 때문

에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차이 이 없습니다. 그 다면 생활권이나 그 이하로 내려가

야 하는데 생활권이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이 있다면 권역별 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의 계획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을 할 것인지에 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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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슨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부분의 조정 같은 자치구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에 한 권역별 계획은 비

법정계획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참여의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법정 계획인 권역별 계획에서 시민참여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과 일본의 경우 권역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은 Regional 

즉, 지역을 나눠서 본다는 의미이고, 일본은 Zone입니다. 략 Zone으로 어떤 곳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한 존별 내용이 뚜렷합니다. 기본 으로 일본

의 계획 내용은 도시를 체 으로 만들기 해 편의상 나눠서 근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역별 발 계획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 자치구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를 체 으로 끌고 나가기 한 리방안

으로서의 도시계획, 다시 말해 물리  계획이 강조된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만으로 가

능할 것인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시기본계획으로 부족하다면 

권역별 발 계획이나 략 인 Zone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서울에 맞는 도시 리 측면의 계획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본격 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  우리의 권역별 계획은 시행착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에 권역별 계획의 필요성

을 느껴서 수립을 한 것인데, 일단은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어느 계획에도 물량과 시기, 입지에 한 다양한 계

획지표가 없다는 이유인데, 물론 측이 어렵고,  지표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

다.

두 번째 이유는 넓은 범 를 가진 계획들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

구 계획을 토 로 한 상향식 는 자치구와 함께 세우는 계획이나 다양한 자치구의 사

업들을 조정하고, 각 자치구의 사업을 서울시 체 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인 역할에 해 언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자치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권

역계획이 갖는 필연 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 간단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으로 권역별 계획이 나왔고, 재 목



280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성이 포 인 계획을 한두 차례 수립해 본 상황에서 새로운 간단계 부분을 제안하고 

모색해야 한다면 실질 인 권역계획의 목 성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간단 에서 자치구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면, 자치구 계획 역시 어떤 목

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수립했던 권역별 계획처럼 자치구 계획도 실효성이 없다면 의미

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해 자치구 계획이 필요한지 정확히 악하

고, 실패의 경험을 살려서 실효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 권역별 계획을 발 시키기 해 서울에서 재 계획 으로 요한 이슈 

의 하나인 심지 육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부도심, 지구, 지역 심 같은 심지의 종류가 많은데 해당 권역별로 심지들의 

육성과 방향, 략  구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획 틀이 없습니다. 물론 심지 육성

리 계획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권역별 계획이 이런 역할

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역별 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5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 번에 보기에는 무 넓기 때문에 

나 어서 볼 필요는 있지만, 권역이라는 단어가 자족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 계획에서는 국한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의 로드

한 체계에서는 이슈를 발견하기 힘들고, 계획내용은 균형발 , 경계부 조정, 사업조정

이나 방재 같은 것들을 이슈로 담는 것이 할 것 같습니다.

◦ 집행계획과 련해서 자치구 계획이 권역별 계획보다는 실 이고 생활권에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국의 사례에서도 권역별 계획은 비법정계획인데 자치구 계획

은 법정계획인 것을 보면 권역별 계획은 균형발 이나 자치구 간의 조정같이 필요한 

부분에만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 5기에 수립한 자치구 발 계획을 조사했을 때, 25개 구  13개 정

도의 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 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자치구에서도 이런 계획들에 

한 요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치구 계획 간 이슈들에 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의 합의를 통해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능이 포함된 도시 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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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자치구 기본계획의 법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역별 발 계획의 필요성에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를 얻어야 한다는 것 자체

가 이 계획의 포지셔닝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계계획

의 필요성에 한 논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간단계계획을 어떤 형식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가와 권역별 계획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포

지셔닝에 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지 은 도시기본계획이 략계획, 정책유도형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공간계

획이 약해졌다는 을 보완하기 해 권역별 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는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과 같은 부문별 종합 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주요 정책들을 공간 으로 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다른 역할로는 재의 자치구 

기본계획이 없는 과도기 인 상황에서, 이 기능을 권역별 계획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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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토의 광역화에 대응한 서울의 도시계획 운용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15:30~18: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권 덕, 이주일, 신상 , 장남종,

김인희, 맹다미, 김태 , 김진호, 김문 (알투코리아), 김태환(국토연구원), 

박재길(국토연구원), 이상 (경기개발연구원), 이왕기(인천발 연구원)

발  제 : 력계획시 의 역계획의 수립운용 (박재길)

        역  의 도시계획 운용방안 모색 (정희윤)

1. 토의내용 요약

역계획의 실상과 문제

- 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앙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이해 계의 충돌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름. 이해 계자들마다 역계획에 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질

으로 큰 심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역계획에 한 공감 를 형성하고 계획의 실

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역계획 수립에 한 권한이 앙정부에 있어 계획수립에 제약이 따름. 앙정부는 계

획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  수립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자체와 경쟁을 하는 문제 도 

있음.

- 재 수도권에는 같은 역  성격인 수도권 정비계획과 역도시계획이 공존하고 있

는 형태임. 이는 동일 공간에서 계획의 역할  내용에 한 차별성이 모호함.

- 역계획의 내용과 범 에 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발 방향,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 

역계획에서 담고 있는 계획내용들이 하 계획(도시기본계획, 도종합계획)들과 상충

될 여지가 많음.

- 역계획이 하 계획에 어느 수 까지 지침을  수 있는지에 한 명확한 기 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재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인구지표를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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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계획은,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들이 승인된 이후에 수립되기 때문에 계획들을 취합

하면 역계획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고, 지자체들의 계획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

제가 됨.

- 수도권과 앙정부와의 계에서 특별법과의 계가 가장 심각함. 서해5도특별법, 친

수구역특별법 같이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져 기존 계획에 

한 틀이 무 지고 있음.

역계획의 발 방향

- 역  에서 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에 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 마련

을 한 공감  형성이 필요함. 이를 해 실질 으로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기

의 이  같은 수도권 차원의 이슈를 발굴하여 역계획의 필요성을 도출해야 함.

- 미국의 역연합체인 PSRC(Puget Sound Regional Council)에서 역계획이 가

능한 이유는 법 뿐만 아니라 재정 으로도 뒷받침해주는 체계를 마련하 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미국에서는 역계획을 만들고 지자체간에 합의를 해야 연방ㆍ주정부에서 재정을 지원

해 . 결국 실질 인 실행수단에 한 논의들을 구체화하여 실천하게 만드는 계획체계

를 만들어야 함.

- 수도권의 역계획 수립에 한 권한을 역계획기구에 넘겨줘야 함. 미국의 경우 연방

ㆍ주정부는 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임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른 계획체계를 가지고 있음.

- 수도권 정비계획과 역도시계획에 한 바람직한 방향을 보면 단기 으로는 일반법으

로 역계획 내에 많은 수도권의 성장 리체계들을 통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직 활성화법, 산업입지법 등 수도권 성장 리에 련되는 여러 타 법률들과 연계

되는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역도시계획을 흡수시켜야 함. 그리고 수도권성장 리 원

회 같은 계획 수립  리기구를 설립하고, 운  측면에서도 특별법체계하에서 역계

획체계를 운 하는 것이 더 효율 임.

- 장기 으로는 도시권 성장 리법의 수립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경남권, 

권 등에도 용해야 함.

- 역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계획할지에 한 내용과 범  설정이 필요함. 종합계획

 성격인 시ㆍ도계획과는 달리 정책계획  성격인 역계획은 역교통 인 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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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슈로 한정지어야 함.

- 정책계획  성격인 역계획은 시ㆍ도의 해당국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모호

함. 따라서 미국 PSRC의 경우처럼 실천과제를 집행하는 일과 더불어 련 정책  계

획을 지속 으로 검토하는 일, 역 차원에서 직  집행할 과제의 추진 상황  실 을 

평가하는 일까지 결합되어야만 정책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역계획에서 지구단 계획까지 계획시스템의 맥락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해 먼  

고민을 해야 역계획이 갖는 의미가 하 계획으로 정확하게 달될 수 있음.

- 법체계에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 계획의 틀이 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

도권 역계획의 상에 해 앙정부와 수도권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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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경기도의 경우, 재 상태에서 역  성격의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ㆍ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내용

을 역계획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를 다 

커버하는 킹 카운터(King County)의 계획정책(planning policies)31)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자체가 컨트롤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역정부가 바로 

구체 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험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에 해서 먼  정리하여 서

울시의 정책을 구상하고 계속 화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정책계획의 형태인 도시기본계획이 1992년에 법제화되었지만, 지 까지

는 지자체단 의 핵심계획은 아닙니다. 지자체단 의 핵심계획에는 시정 의 기본구

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자체의 거의 100%, 

2천 여 개의 시정 이 모두 수립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정책계획입니다. 실시계획까

지 세워서 산과 연결합니다.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에 반 이 되지 않

습니다. 이 게 하기 때문에 재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1992년에 법

제화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정 의 계획과 연계되어 애매한 상태입니다. 

1970년  시정  기본계획이 시작될 때, 각종 시행착오에 하여  분야 교수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수들이 공동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합숙을 통해 

정리하면서 시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어라, 국별로 정책과제를 만들어라 등의 맥락을 잡

아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공무원들은 계획에 한 감

각이 생겨 정책계획의 과제를 만들고, 문가들은 성장시나리오 로그램, 기본연구, 

이슈페이퍼 등을 만드는 정책연구를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문가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정책이슈를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 일본과 같은 체제로 넘어가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

체보다도 서울시가 가장 먼  선두에 나갈 치에 있다고 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

지만 이 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1) County별 계획수립지침 형태로 계획하여 개별 도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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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제 로 된 치 찾기, 정책계획이나 력계획으로의 환

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수도권에 있는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

천발 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모이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문 원 네 분께서 히 말 해주시고, 희 내부 연구진도 편안하게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완성된 모습의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 

향후 더 많이 공감 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여러 이슈들에 해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야할 과제들에 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수도권이라는 역  근이 과연 당 성이 있는가에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공감 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제기에서도 나왔지만, 상

계획인 역계획이 하 계획에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여러 국가계획부문에

서 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상 계획인 역계획 자체의 당 성을 공

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차원에서는 오래 부터 수도권이라는 단 를 공간발 단 로 인식해왔고, 특히 

지방과 더불어 략 인 근을 지속해 왔습니다. 곧 공포되는 4차 국토개발수정계획

에서는 지방이 권역별로 변경되어 계획되고, 역권계획으로 수도권 체의 발 을 경

쟁력 에서 고민해 보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큰 흐름은 이런 수도권이

라는 역  차원에서 기능 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들이 계획체계 내에서 도시기본계획과 하게 연계되려면, 역계획의 성

격에 해 고민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역  차원의 근은 이로운 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를 들면, 최근 수도권 역교통계획 실행계획을 수정하기 

해 작업하는 것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 차원에서 역

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역  근에 한 당 성을 우리가 명시 으로만 얘기하는 것

이 아니라, 실증 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체 틀에서 노력한

다는 것이 큰 출발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  근이라는 측면의 장

단 을 생각해보고 상하 로, 좌우로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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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역계획의 기능과 역할에 해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1∼2년 에 3개 

시ㆍ도와 국토연구원이 ｢수도권의 계획  리｣라는 보고서를 만든 이 있습니다. 그

런데 실제로 계획  리체계로 갈 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미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계획, 수도권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해 많

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역 으로 어떤 방향에서 안

되는지 고민을 한다면, 아래로부터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계를 보면, 수도권정비계

획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지표를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 수도권정비계획도 집  완화와 더불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수도권 내에서

의 인구와 산업 기능의 질서 있는 정비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

획내용 자체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실행도 잘 안됩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받

아들인다면 하 계획의 에서 어떤 측면의 역계획이 필요한지에 해서 앞으로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계획에서 흔히 담는 것은 발 방향,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인데, 이는 도시

기본계획들과 상충되거나 충돌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계획의 

계획내용과 범 에 해 고민해야 하고, 정책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범 까지 

해야 할지에 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하 계획에 한 지침이 어느 수 까지 설정해야 되는가에 한 공감도 아직 형성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이 성장한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계획이 성장 리계획으로 수도권을 리하는 것이 목표라

면, 토지이용과 산업에 한 배분 등이 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 다면 역

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역계획이 기능을 잘하고 하 계획의 지침이 되기 해서는 계획지역들의 기능, 방향 

등을 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다면 어느 정도까

지 언 이 되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

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앙정부와 지자체가 력 으로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런 력 인 계획을 할 수 있는 

토 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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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도권 역발 원회 같은 경우도 많은 이해 계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 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같이 계획을 하는 것에 해서는 공감 를 많이 형성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 드리자면, 앞에 발제하신 내용 에 역계획과의 계에서 여러 문

제 들을 언 하셨습니다. 재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역도시계획이 공존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수도권은 아직까지 상당히 개발압력

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극 인 성장 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역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필요 시에 구체 으로 동원 

가능한 리수단으로 계획을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의 하나가 를 들어, 산업직 활성화법, 산업입지법 등 수도권성장 리와 

련되는 여러 법률들이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되고 있는 주체라 여겨지고, 일반법으

로 역도시계획 내에 많은 수도권의 성장 리체계들을 넣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성장 리 원회라든가, 새로운 계획 수립과 리의 기구 설립 측면

에서도 특별법체계하에서 역계획체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체제를 볼 때는 행정체제를 야 되는데, 서울과 인천시는 city government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계획을 한다면, 서울시는 city가 아닙니다. 공식 인 명칭도 

metropolitan government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할 때, 도종합

계획, 서울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발제에서 언 된 

시애틀의 경우에는 local government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시의 

경우가 메트로폴리탄 랜입니다.

첫째, 역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으로 

시ㆍ도계획 측면에서는 종합계획 성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계획

은 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니다. 핵심 인 역교통 인 라, 주택 등의 이슈로 한정

시켜야 하고, 권한 같은 경우는 역계획기구한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외사례를 보았을 때, 국의 RDA(Rocal Development Agency)는 상당히 

앙집권  체제입니다. RDA는 앙정부의 부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Regional 

Assembly는 자치정부가 아니라 의체입니다. 의회로 번역이 되지만, 조세징수권도 

산집행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는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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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도 역지방형성계획이란 의체를 만들었지만, 재 제 로 운 되지 않

고 있어 우리에게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랑스는 토지이용조정에서 강력합니다. 미시 인 부분에서 강력한 워를 가진 것인

데, 우리와 정치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PSRC가 우리가 참고하기 한 가장 이상 인 모델이라

고 생각합니다. PSRC같은 경우는 COG(Council of Government: 정부 의체)이자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도시권 계획기구)에 역경제 략

(regional economic strategy)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때는 겉만 보면 안 되고, 실질 인 사항을 야 합니다. PSRC

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장치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만들어놔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도권의 역계획체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궁극 으로는 도시권 성장

리법을 만들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경남권, 권 등에도 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 부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분야까지 포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부에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 시정  종합계획은 기획조정국이 담당하고, 도시마스터

랜은 도시계획국이 작성합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도종합계획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소 으로 되어 있고, 타도 

같은 경우도 주 부서가 도시계획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역계획도 당연히 정책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만, 반면에 정책계획도 잃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획의 실행 역이 모

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시ㆍ도의 해당국에서 어

떻게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이 모호합니다. 그 기 때문에 PSRC의 경우처럼 Policy 

다음에 바로 Action으로 략부분에서 실천수단까지 결합되어야만, 정책계획이 실효

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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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했었고 서울ㆍ경기ㆍ인천 연구원 

연구자들이 모여 도시기본계획에 한 토론을 한 이 있었습니다. 재 이 게 제기되

고 있는 문제 자체는 변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체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해서는 발제에서 소개해  사례들

을 통해서 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여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를 들어, 수도권과 앙정부와의 계, 수도권 3개 시ㆍ도 간의 계에서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 니다. 재 수도권정비계획이 갖는 상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정비계

획의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에 한 역차원의 근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수립

주체에 한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게 되면 새로운 법에 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한 조율이 앙정부와의 계인데, 특별법과의 계가 가장 심각합니

다. 서해5도특별법, 신발 지역, 친수구역특별법 같은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

별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기존 계획에 한 틀이 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에 해서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새로운 계획 등의 상 환에 해 앙정부와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로 이 지지 않는다면,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계획을 잘 수립한다 해도 제 로 운 될 수 없습니다.

한 수도권과 앙정부와의 계에서 올바른 계획체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

에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역차원의 근에 해 합의하지 않으면 계획의 의미가 없습

니다. 역도시계획이 최  수립된 배경은 GB(개발제한구역) 해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에 해서는 심이 없습니다. 일부 필요성에 한 제기는 있지만, 거의 

심이 없습니다.

재 3개 단체장들이 의하는 사항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 인 수 에서만 

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 으로 역계획이 3개 지자체가 모여서 력해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될 수 있는 이슈가 제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슈가 제기되는 과정

에서 실질 으로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한 문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 하신 정

책계획 형태로의 변화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 으로 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미 경기도나 서울, 인천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이 계획들을 다 취합했을 경우, 인구규모나 개

발규모에 해서는 역계획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을 수용하

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책계획형태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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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미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시스템들과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실 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 나왔던 인구나 일자리에 한 공간  배분이 실 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배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에 

한 용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역계획에서 지구단 계획까지 계획시스템의 맥락

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역계획이 갖는 의미가 하 계획에 

잘 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감  형성을 한 이슈, 실질  실행수단에 한 논의들이 

구체화된다면, 미국사례들에 한 우리 입장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제에 나온 것처럼 계획 련 법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계가 단순

화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

다. 재 법 으로 역계획과 어떻게 연 되어 있는지도 요하지만, 왜 역계획이 

실효성이 없는지 보다 근본 인 문제 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 나온 미국 PSRC의 사례가 하나의 희망 인 메시지를 주는데, 사례에서 이야기

하는 가장 요한 단어가 ‘ 력계획’입니다. 력과 소통이 없이는 역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해 근본 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계획가가 아니라 통령이나 국회이기 때문에 계획가  입장보다

도 정치  에서 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과 같은 논

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통령이나 국회에 계획가들의 의견이 제 로 달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계획에 한 필요성을 이슈화해서 잘 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계획의 내용을 말 드리지 않고 제도 인 문제를 언 한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재 상황에서는 실행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 들의 이 에 따라 수도권차원의 계획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계획에 한 합의가 있더라도 수단이 없으면 집행이 제 로 되지 않는데, 이에 

한 책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리구역과 같은 정책 수단이 

법제화되면서 성장 리법을 만들어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area)안에서만 성

장이 가능하다고 치를 정해 다면, 각 지자체는 포함된 권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

에 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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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수단이 있을 때, 력의 의미가 있고 지자체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지지, 그

지 않고서 계획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계획을 한 정책수단을 만들고, 그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져야 합

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성장 리법을 만들어 계획체계에 용어를 삽입하거나 시가

화조정구역을 수도권 범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별로 실질 인 의

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역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간의 계획에 한 합의를 하여야 재정  

지원을 합니다. 결국 산문제로 인해 역계획을 주 하는 기구가 자연 으로 설립되

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계획의 이슈화와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앙부처의 권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역마다 다른 계획체계를 가진다는 것

은 연방정부가 계획에 련하여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게 계획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앙정부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단 로 보지 않고, 국토 안에 속해 있는 하 단 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 일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같은 국가는 앙정부가 큰 규모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임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앙정부가 직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앙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실 인 이야기들이 많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성장 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에서 3가지 법들을 비교하면서 

서울의 상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면, 수도권 체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

립니다. 그러나 다른 발제에서는 수도권의 성장 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

다. 결국 정비계획이나 역계획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의문입니다.

 하나는 계획체계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지만, 앙정부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난

도질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이상, 역계획에서는 실질 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계획체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에서 운 된다면, 

부분의 계획 련 일들은 일반법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계획체계를 

무 뜨리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문제는 계획의 내용상 도시나 역권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느냐가 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자체의 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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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공무원들을 상으로 인터뷰해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쓸모가 없다, 오히려 있어

서 방해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앙정부의 환경부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부

에서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지 의 문제는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기 속에서 수도권계획도 제 로 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시ㆍ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환골탈태해서 변하지 않으면, 

역계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에 수립했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아직도 변하

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고 기본계획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기본계획

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으면 정책을 정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변

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개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버 으로 효과 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만들고 싶은데, 재

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안 바

는데, 왜 앞서가느냐 하는 지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에 도면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화 정용지는 숫자로

만 표시하며, 수립지침에 필요한 것은 형식만 갖추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추정보다는 시민들과 화하는 형태로 계획내용이 바 어야 하고, 시장이 

바 더라도 살아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발제를 보니까 계획수립에 4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같이 사회의 변화가 빠른 나

라의 경우, 4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무 긴 것 같습니다. 계획 로세스 자체가 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 수정보완한다는 의미 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구와 일자리까지 계획하고 배분한다고 했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인구추

정이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통계청의 

인구추정 자료를 쓰는데, 기본계획이 정책계획으로 변화하게 되면, 구체화된 형태로 

인구추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 으로 계획 환경이 그 게 력할 수 있도록 만

들어져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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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어디서 얼마만큼 양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인가 하는 이슈에 해 기본계획이 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문계획에

서도 이러한 계획의 골격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한지

에 한 정책  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을 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는 하향식 계획기조의 시 는 이미 지나갔습

니다. 오히려 시가지 유형별로 봤을 때, 이런 지역에서는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

석해서 토지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은 기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의 기는 지 이고,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

하는 기나 사회  비용 등을 우리 사회가 자각하기 에 미리 앞서서 고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문계획으로 쪼개지고, 특별법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상

황, 우리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에 해서 고민하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여

히 서서히 성장하고 있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으로 그런 

계획체계의 도입을 추동해낼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역계획을 수립할 때도 계획가들을 많이 만나 회의도 하고, 립하기도 하지만, 공통

의 지식기반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PSRC 같은 경우에도 도

시권 계획기구가 생겨난 후에도 2020 비 을 만들 때는 지자체 간에 서로 경계를 했지

만, 2040 계획을 만들 때는 서로 많은 력을 했습니다. 담당자 인터뷰 당시, 그 지역

의 사회자본이 있다는 것에 상당한 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력하고, 공감하

는 공유된 지식기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말 해 주셨습니다. 도심재개발의 수복형정비수법

이 90년 에 처음 명문화되었다가, 20년 만에 최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공평

구역을 사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자들 간의 이런 공감 를 형성

하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변화하는 상황에 잘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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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토의 시민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 과제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15:00~18: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김선웅, 권 덕, 장 희, 신상 , 이주일, 김인희, 

맹다미, 김진호, 조정래(서울시의회), 이왕건(국토연구원), 정석(경원 학교)

발  제 : 주민의견수렴 제고 방안 (신상 )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  발 방향 (조정래)

1. 토의내용 요약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실상과 문제

 • 정보제공 미흡

- 주민들의 합리 인 선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움. 일반 으로 사람들의 거

주기간이 짧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에 한 정보의 근이 부족함.

- 도시계획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생기면 사회  비용을 래하게 됨. 따라서 공정한 룰

을 만들기 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정보의 독 문제, 왜곡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서 좀 더 건 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의 계획에서 보면 주민들과의 Contact Point가 없음. 이는 서울시민들이 서울 

도시계획과 Off-Line상에서 만날 정보제공 장소가 없다는 것임.

 • 법제도상의 한계ㆍ문제

- 재 법제도 안에는 공람, 공청회 이외에는 주민참여 수단이 없고, 형식 인 차에 불

과함. 따라서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에 한 고민이 필요함.

 • 주민참여의 참여 상의 문제

- 기본계획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장을 보면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

의 재산권과는 큰 상 이 없기 때문에 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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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사업과 같이 재산권에 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

로 소유주들이 참여주체이고, 사업구역 내 세 상인이나 세입자들은  참여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참여 련 계획시스템의 한계ㆍ문제

-  계획시스템에서는 계획기간도 짧고, 산도 부족함.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한 문 

인력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어려움.

- 여 히 우리의 도시계획 시스템은 개발형에 머물러 있음. 최근 성장시 로의 변화에 

맞춰 성장, 개발시 와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발 방향

 • 정보제공 방안

- 여론수렴 과정의 기술 인 부분도 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요함. 과

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코디네이터 등의 조정과 조율을 해주는 간역할이 

요함.

- 싱가포르는 시티갤러리를 통해 ㆍ ㆍ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 그곳에는 항상 변

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학생들의 퀴즈 회도 있고, 등학생들이 내가 꿈꾸는 싱가

포르라는 주제로 어놓은 들이 벽에 붙어 있음. 서울에서도 도시박물 , 홍보 , 

시 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고 반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법제도상 개선방안

-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반 하겠다고 하지만, 무엇을 반 하는지 알 수 없음. 

따라서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해 설명하는 추가 인 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의 참여 상 개선방안

- 주민참여에서 주민과 시민을 구분하여 계획의 스 일에 따라 응을 다르게 해야 함. 

정책지향 인 큰 계획들은 시민( 문가나 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자치구 등)을 상

로 하고, 정비계획이나 마을만들기는 주민을 상 로 응해야 함.

- 각종 사업에서 세입자 같이 참여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 의견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이익도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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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 련 계획시스템의 개선방안

- 도시계획 시스템이 바 려면 재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잘 시행되

도록 만든 제도  시스템에서 마을만들기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으

로 바 어야 함.

- 시애틀의 경우, 시정 체를 주민참여 형태로 바꾸기 해 1972년 NSC(Neighborhood 

Service Center), 90년 DON(Department of Neighborhood)를 만듦. 이러한 부

서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주민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NPO(Neighborhood Planning Office) 즉, 마을계획수립실을 만들어 도

시계획을 수립하기 에 마을계획을 먼  세우고, 마을계획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에 반

하는 상향  시스템으로 변함. 한 NMF(Neighborhood Matching Fund) 즉,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기 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제안들을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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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도시계획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참여입니다. 소  시민참여의 요

성을 이야기하지만 만족조건을 채우기 한 진도는 잘 안 나가는 것이 시민참여의 실

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제도 안에서 보면 공람, 공청회 이외에는 시민참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극 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고, 생색내기로 민원을 피하기 한 

수 인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여건이 바 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참여에 한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

니다.  방식 그 로보다는 사회 여건들의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구체화하고 여러 

방안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론 인 이야기보다는 맞춤형 주민참여 같은 구체 인 방안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같은 장에 가보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심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 내가 낸 의견이 반 될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재산권과는 큰 상 이 없기 때문에 심이 없을 것입니다.

체 큰 도시의 골격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라 하더라도 일반시민보다도 문가

나, 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의 공무원들 심으로 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생, 재정비 사업과 같이 재산권에 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지

만, 주로 소유주들이고, 사업구역 내 세 상인이나 세입자들은 참여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참여시켜 의견을 받고, 이익도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인 문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실 인 문제에 

해 근하는 것이 문가들에게도 필요할 것 입니다. 

한 주민참여에서 사람들의 거주기간이 짧아서 주민참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

인 상황에 맞추어 주민참여를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주민참여에 한 의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원회에 가보면 주민참여 

방법이 공람이나 공청회인데, 공람을 해서 의견을 보면 거의 의견 없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해서도 생각해 야겠습니다. 실제로 공람이 직  찾아가서 열람해서 자료를 보는 것

인데, 사회에 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료를 보러 갈 것인지, 이것이 정말 의미

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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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도시계획제도는 국가 인 정치 시스템과도 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의

회 발제 에서 통령 심제, 시장 심 인 정치구조에서 시의회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는 시장을 견제하는 성격이기 때문

에 정치체제와 련된 많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으로  계획시스템에서 계획을 1년 안에 완성하려고 하는데, 시민참여를 제

로 하려면 시간도 짧고 산도 부족합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문 인력

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

습니다. 필요성과 당 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 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

아서 주민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운 하다 보면 내용이 도시계획 문가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의회나 주민들은 참여하는데, 문가들이 잘 참여하지 않

습니다. 주민참여나 의견수렴 방식과 더불어 도시계획 원회 운용도 좀 바 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제가 된지 20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의 주

민참여와는 수 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의견이 나

오면 반 하겠다고는 말하지만, 나 에는 무엇을 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

를 하더라도 미리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해 설명하는 방

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자체에서도, 문가들은 시의원에 한 부정 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시의회는 

개별기 으로서 의결권을 비롯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 운

 기간도 짧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시의회의 존재는 알지

만, 이름을 아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표성이나 문성이 떨어집니다. 문성

도 높이고 시행착오도 겪는 등 시간을 거치면서 발 하고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계획기간에만 여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공무

원들이 모여 같이 토론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상설화된 조직형태로 바 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 으로 작동이 되어야 사람

들이 시의회에 해 기 하는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시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도시계획 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의원회는 문가들이지만 지 사항을 모르고, 의원들은 지 

사항에 능통하고 주민과의 의도 원만합니다. 도시계획 원회들이 체 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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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거나 장에 나갈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국처럼 결권에 을 두어, 시장과 의회와의 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원회이나 문가 등 특정 

조직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로젝트 제목이 선도  도시 리인데, 선도  도시 리가 맞는 방법인지 생각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를 재개발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의 문제가 큽니다. 선도  도시계

획은 새로 막 도시를 만들 때 틀을 만들고 마스터 랜을 만들어주던 옛날 도시계획같이 

보입니다. 지  우리 도시계획은 리하고 보수,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

히 우리 도시계획 시스템은 개발형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 의 성장시  변

화에 맞춰 성장, 개발시 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 방안에서 보면 재,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

다. 구조 으로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은 무 

크고 먼 반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한테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는 도시계획의 구조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경우에는 

1972년에 스 울만이라는 시애틀 시장이 그 에 있던 보스턴에서 ‘Little City 

Hall’ 운동을 했습니다. 즉 시청을 쪼개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청으로 오는 게 아니

라 시청이 시민 곁으로 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애틀 시정 체를 주민참여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72년부터 NSC(Neighborhood Service Center)를 만들

었습니다. 처음엔 6개를 만들었고, 지 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는 조직은 

있지만, 실제 주민 착형 서비스는 NSC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DON(Department of Neighborhood), 즉 마을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행정조직

은 공 자 심으로 되어 있어 주민이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자기 부서 소 이 아니라

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시애틀에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총  부서

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95년부터 4년 동안, NPO(Neighborhood Planning 

Office) 즉, 마을계획수립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에 마을계

획을 먼  세우고, 그 부분을 모아서 도시계획에 반 하는 시스템으로 변했습니다. 

한 NMF(Neighborhood Matching Fund)를 조성해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기 을 통해,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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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커뮤니티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커뮤니티 뉴딜’이라는 마을만

들기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서민주거재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1500억원 정도의 

산을 확보해서 그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시애틀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에 일본에 가서 새로 본 것이, 일본의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센터가 트러스트

와 합쳐져서 일본의 세타가야구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로 이름이 바  것입니다. 일본 

사례들도 집 해서 연구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사카의 

한국인들 집지역에서도 집시가지 정비사업이 다채로운 제도, 정비방식으로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에 어떤 입장인지 궁 합니다.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지

킴이입니다. 모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은 해주지만, 사익이 공익을 침범하는 

것을 경찰의 공권력처럼 도시계획이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 은 도시계획

이 공익지킴이의 역할을 제 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의 공익지킴이를 제 로 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권이 시의회로 가야

하지만, 지역의 개발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지킴이이고, 주민들

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계획하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재개발 같은 제도로 

주민들의 선택을 막는 것은 나의 장소에 한 선택권, 결정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정 반 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하는 도시계획

도 제 로 안 되고 있는데, 시의회는 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시애틀의 경우에는 시장이 시민운동가를 도시계획 부서 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굉장히 

획기 인 일인데, 그 게 변화하는 시애틀에 한 사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지 까지 해왔던 제도권 도시계획은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은 

마을만들기, 도시만들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마을만들기

를 했었는데, 정권 바  이후에는 에 쓰던 용어, 그 사업 자체를 지속시키기가 어렵

습니다. 하지만 반 인 흐름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흐름을 받아주는 제도권의 노력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시스템이 바 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같은 개발사업들이 잘 시행되도록 만든 제

도  시스템에서 마을만들기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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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마을만들기의 문제는 산을 한 번에 큰 액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실을 반깁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거주자가 아닌 소유

주에게 갑니다. 사는 사람이 세입자이든 아니든 거주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본의 세타가야구도 첫해에는 5만엔을 지원했고, 그다음 단계에서 50만엔을 지원했

습니다. 그 게 해서 서서히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에 20억원씩 지원하니까 주

민들에게 헛바람이 들어가고, 여러 곳에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네에 투자하는 

돈은 고스란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스템을 갖춰 가면 좋겠습니다. 

◦ 개발 주의 도시계획에서 리 주의 도시계획으로 가기 해서는  다른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만 개발행 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쪽의 도

시계획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 의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자

하는 이런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그 부분과 상당히 비슷한데 시청, 시의회, 구청 등이 도시계획  기능을 서로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지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이 커지면 커질

수록 추상화되고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간  스 일과 

시민참여의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논의가 되지 않은 큰 스 일, 추상

인 벨에서의 시민참여, 안 인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상 인 

스 일에서 마을만들기처럼 하는 것이 비효율 일 수도 있고, 그 결과물들의 합이 합리

성을 보장한다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추상  스 일들을 마을만들기와 같은 틀에서 

바라보니까 도시계획이 시민들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한 의견,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를 들어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 을 만들 

것인지와 서울시가 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어떻게 시민참여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이슈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시민들에게 착된 도시계획은 구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들도 주민

들에게는 멀고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  더 많

게, 일상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마을만들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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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것이 지  고민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체계와도 큰 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없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도 고민해 야 합니다. 당 으로는 자치구가 권한을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

다. 물론 서울시는 스 일이 크기 때문에 상징 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결이나 구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조정해주는 것을 시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 으로 움직이는 

것은 구 차원에서 하고,  구를 잘게 쪼개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을을 바꾸는 일들이 많

이 벌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 앞에서 하신 말 은 주거지의 문제이고, 심지의 문제는  다를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큰 차원의 심지와 배후지의 계를 설정하고, 지역의 문제는 

주거지의 유형에 따라 서울시가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왜 의견수렴을 할까 생각해 보면, 사회 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사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기 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서는 공정한 정보제공이 

더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향 인 계획들은 시민들을 상 로 하고, 정비계획,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을 상 로 하기 때문에 이슈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

탕으로 공익과 사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으로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  비용이 커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요할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말 하신 것처럼, 정보의 독 문

제, 왜곡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서 좀 더 건 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

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주도 인 여론수렴을 어떻게 건 하게 끌

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주민과 시민을 구분해야 하는

데, 정책지향 인 메가 랜들은 시민을 상 로 하고, 반 로 정비계획이나 마을만들기

는 주민을 상 로 합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해 정 인 쪽으로 여론수렴을 해야 사익과 사익의 조정, 공익과 사익의 조율이 가능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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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차 인 문제입니다. 기술, 운 인 부분의 문제가 큽니다. 일본에서도 

에는 딱딱한 도시계획을 얘기하다가 요즘은 마치즈쿠리로 도시계획을 체하고는 있

는데, 그것이 무조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의 해법 찾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경직된 도시계획을 지 의 상황에 맞추었을 때 어떤 것이 정답일 수 있을지를 도

시계획체계 자체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이 하는 일의 핵심은 조닝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계획과 유지, 그리고 사업이 

있습니다. 조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시계획의 큰 과제인데, 인구감소시 를 감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드는 만큼 주택도 덜 만들는 등 

도시계획 시스템을 시나 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웬만큼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집행 시설의 처리, 완료된 시설의 

유지 리는 아주 일상 인 일입니다. 나머지가 사업입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민간

사업, 공공이 주체가 되는 공공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 한 쪽으로 쏠려 있

습니다. 오래된 도시를 고치고 리하는 이 사업부분에서 시와 민간이 무엇을 나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그 과정에서 구시 의 도시계획들이 시 에 맞는 체제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는 여론수렴 과정의 기술 인 부분도 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코디네이터 등의 조정과 조율을 

해주는 간역할이 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개선방안에서 꼭 문  코디네이터의 역

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 으로는 그게 구이며, 어떤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례 이고 실질 인 기 이나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재정비를 봤을 때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인 역할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익의 조정문제도 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익의 문제들

을 어떻게 공익 인 에서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 공익

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익 간의 갈등 문제를 요하게 인식하지 않지만, 사회  비용

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마을만들기 같은 것도 실질 으로 보면 사익 간의 조정 문제

로 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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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종세분화를 했는데, 개발하면서 원래의 용량을 많이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터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개발을 통해 이익을 노리는 소유주와 

개발업체들을 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주민들

로 하여  이 처럼 무조건 인 개발보다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정책계획  측면이 강합니다. 그것은 시의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시의회가 의결권을 갖게 되면, 도시계획 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시장이 도시계획 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내주면 시의회가 정책결정을 하고, 

시장이 이를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은 도시계획 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귀속되고 공포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시의회가 참여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과 시의원들

의 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 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에 갈 필요 없이 구의원에게 

의견을 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서는 참여하는 창구도 많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 더 공익을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아닌 의회가 더 공익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결정은 국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논리 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다면 한 명이 

99명을 이길 수 있는 합리 인 구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무엇을 해야겠다

고 말하면 국장들이 움직이고, 국장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요한 계획을 의결하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체계와 더불어 합리  결정의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 도시계획 시스템 자체가 시장 일방으로 되어 있고, 행정편의 측면으로 되어 있어 

공람, 공청회 외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시장이나 행정 측

을 견제하는 기능으로 시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하 계획까지 시의회는 의

견청취만 할 수 있는데, 의견청취는 의미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문 인 의원이 없으

면 의견 청취할 때 별 의견도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 인 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한이 역자치단체장으로 내려왔는데, 도시계

획 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해서 본인이 승인을 하게 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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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됩니다. 를 들어 가평시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지만, 서울시장은 본인이 수립한 도시계획을 스스로 승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만큼은 어떤 특정한 시민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의회, 시의

회가 견제를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가 권한을 더 가져야 하는 논거  하나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고권은 

규제를 기 로 하면서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는 

주민의 표인 의회가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를 들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지만, 미집행 시설들 때문에 재원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사업들을 정비사업 주로 편성하는 이유는 세 이 부

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행부는 계획을 하지만, 의회는 실행에 드는 돈이 얼

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는 없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민간에게 기반시

설에 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도 비용지불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일이 많이 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는  더 도시계획을 집행할 산  뒷받침을 못 받고, 민간업자

들이 도시계획과 일체화된 아 트 단지를 상품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로 도

시를  채워가니까 안은 없어지고, 산은 부족하며, 도시계획에 한 신뢰도 떨

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지 의 도시는 민간업자가 거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  

거품이 꺼지니까 동력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의 동력은 개인소유주 는데, 어느 

순간 기업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요가 이 처럼 도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산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다른 

방법의 도시계획 실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만들기를 가 

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을 해본다면, 시의 역할을 이고 구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어

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살펴 야겠습니다.

◦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생기면 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성공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제도화해서 정착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

런데 천만이 사는 거  도시에서 시민, 주민들의 훈련과 연습이 체 어디에서 되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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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부분이 자치구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계획이 1980년 에도 있

었고, 1995년도에 부분 확정이 되었지만,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세울 때 이유

도 알 수 없이 자치구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시장 심의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자치구의 평균 인구가 60만 명 정

도입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안양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서울의 자치

구는 16개 정도가 구청장의 심이 있거나, 산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일정정도 명목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세워 야 아무것도 반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와 구의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 이거나 괴리가 

있다는 뜻으로 야 합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과정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 연습, 훈련

들을 일정정도 도시기본계획보다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기본

계획이 자치구 기본계획들을 수렴해서 뭔가 분모를 찾아 올라올 수도 있고, 자치구 기

본계획을 토 로 마을만들기로 디테일하게 내려갈 수도 있는 간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계획의 시민참여 문제는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도시계획과 오 라인(Off-Line)상에서 만날 장소가 없습니다. 싱가로

 시티갤러리에는 고 학생들이 항상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

다. 학생들 퀴즈 회도 있고, 등학생들이 내가 꿈꾸는 싱가포르라는 주제로 어놓

은 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도시계획을 할 곳은 없지만, 수없이 많은 

기업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도시박물 , 홍보 , 시 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고 반 하는 장치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 미국에서는 시민참여가 아니고 이해 계자(stakeholder)를 상으로 합니다. 공간

인 스 일에 따라 이해 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스 일, 동네스 일에 맞추는 이

해 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시민은 기업을 하는 사람 는 시민단체까지 포

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상으로 보면, 주택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거주의 지속 인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계속 바 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커뮤

니티에 심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소유자니까 소유자 심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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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재산권 때문이라도 자기 마을에 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입자는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하면 그 에 이 해서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 으로 용 가능한 것은 한옥마을같이 특수한 성격의 마을만들기가 되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형아 트 재건축을 보더라도 외부사람들에 의한 지역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자들이 돈을 내서 아 트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

들은 다른 아 트 재건축에 돈을 보태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돈으로 만들지 않은 지역

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힘들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 공통의 이익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규합해서 주민참여를 고민하

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공의 개입이 강하고 공공이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에 해서는  

견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0년 에 정비 정

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했고, 정비 정구역이 정비구역과 거의 동일시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고, 정구역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 계자 아닌 

사람들의 의견은 요하지 않다는 단에 공람으로 바 면서 이해 계자와 축소된 형

태의 참여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기본계획을 결정하는데, 이해 계자가 아

닌 사람들은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최종 계획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사실 주민참여 이야기는 수십년 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발 궤도를 보면 

시스템 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 같은 노력을 통해 

계속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 발  속도가 무 느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참여 자체를 반 하거나 강화하자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떤 부분에

서 비효율 인 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그 

부분에 도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의 민주주의가 훨씬 효율 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서 시의회는 자치입법기 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입법을 하다 보면 도

시계획과 연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단을 할 때 도시계획을 모르면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연동되어 있고, 매년 행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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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며, 특수한 부분에서 행해지는 것이 입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서 도시계

획의 권한을 상당부분 의회에 주면, 차는 많이 바 지는 않으면서 의회 자체의 문성

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 까지 자치단체장이 선호하는 도시계획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는 약자

의 문제들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성이 강조되는 도시계획들에 

해서 시의회가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으로 마을만들기 같은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애도 많이 쓰고 결과는 잘 나오지 않습니

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가 되도록 시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시장이 선호하는 도시계획을 우선 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시의회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참여라면 여론수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론수렴 상자가 주민이냐 시민이냐 이

해당사자냐가 문제인데, 시민일 경우 공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이해당

사자가 그 상이 되면 공익이 사라지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사익만이 남을 것 같습

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익들을 어느 정도 인정

한다는 것인데, 그 다면 여러 종류의 사익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 

결국 갈등조정이 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갈등조정을 하는 데 있어 시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참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회의에서 가능성이 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시에서도 인식이 시민 참여쪽으로 바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가 문성을 가지고 시와 서로 견제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최근 마을만들기가 

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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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토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일  시 : 2011년 2월 24일(목) 15:00~18: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이재수, 김선웅, 권 덕, 장 희, 신상 , 김인희, 장남종, 맹다미, 

김진호, 김 욱(세종 학교), 남진(서울시립 학교)

발  제 : 공정한 도시계획을 한 심의제도 개선방향 (윤혜정)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운 쟁  (이정 )

1. 토의내용 요약

도시계획 원회 역할의 문제

 • 원회 상정 안건

- 도시계획 원회의 상정 안건이 시 한 사업 인허가에 국한되어 있어, 권 이고 분야

도 제한 임.

 • 원 구성

- 도시계획 원회의 원 구성을 보면 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문가들은 

그 분야의 문 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실상에 어둡고 표성 측면에서

도 당 성이 떨어짐.

- 한 도시계획 원회의 인 구성을 보면 부분 물리 인 문성을 가진 사람들 주

로 치우쳐 있음. 물리 인 부분에 치우쳐 사회 인 부분에는 부족함.

 •자치구와의 권한 배분

- 자치구 도시계획 원회 심의사항이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되면 자치구와는 다

른 이슈가 제기됨. 이는 자치구의 입장보다 서울시의 안이나 정책방향으로만 치우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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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개진

-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도시계획 원회에 달되기 때문에 원들이 제 로 의견을 개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의제기 차

- 재 원회의 결정에 한 이의제기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이에 따른 사회  비용의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 원회 상정 안건

- 사업인허가 같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여 일정부분은 공무원이 처리

하도록 유도해야 함. 그리고 도시계획 원회에 상정하기 에 사 심의제도를 거쳐 안

건을 이는 방법이 필요함.

- 상임기획단이 본회의에 상정될 사안들을 사 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규모에 비해

서 인력이 부족함. 따라서 문인력을 더 충원해서 사  작업들을 충실히 하면 좀 더 

정선된 결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임.

- 외국 도시계획 원회는 사업을 허가하는 역할이 아니고 부분 2∼3년씩 계획 수립에 

여함. 따라서 우리의 도시계획 원회도 서울의 도시계획, 비  등을 수립하는 방향으

로 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원 구성

- 미국의 Local Planning Commission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 에서 문가를 포함

시킴. 해당지역의 주민이 원회에 있으면 지역에 심이 많고 실정을 잘 알고 있어 

원회의 결정이 좀 더 실 인 방향으로 이 질 수 있음. 

- 한 시민과의 에 있는 버퍼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해 원회에 소수민족을 변하

는 사람들 같이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반 되는 인 구성을 이루고 있음.

- 우리 원회의 인 구성은 과도하게 학식에 치우쳐 있음.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분야별 안배, 지역별 안배 등 다양한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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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와의 권한 배분

-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권한을 재처럼 유지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의 기본 룰들을 

제한 후에 자치구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를 들어 구도시계획 원회가 개

별 인 정비사업 등에 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시도시계획 원회는 정비사업들의 

체 인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뉴욕의 경우 소도시에는 특정 인허가와 용도지역변경 같이 작은 부분만 담당하는 

Zoning Commission이 있음.

 •의견 개진

- 도시계획 원회의 회의내용이 극 으로 공개되어야 함. 이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역할과 치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

 •이의제기 차

- 도시계획 사안에 한 심의와 결정 사이에 이해 계자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있

어야 하므로 이의제기의 제도  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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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흔히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문제가 결

국 사회의 잣 이며, 가장 핵심 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 으로 세 가지 정도로 

말 을 드리면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을 제 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이고, 세 번째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잘하기 해 무엇이 어떻게 바 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도시계획이란 문 인 지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실 하는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잣 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에서 볼 때 

의 개인 인 경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 , 소신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를 들어, 다수의 표를 가지고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정책이 제 

소신과는 맞지 않지만, 이것을 반 해야 하는지에 한 혼란이 있습니다.  는 지 까

지 지자체장과 공조하기보다 제 문 인 지식을 토 로 소신껏 도시계획 원회 활동

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발제에서 들었던 뉴 지와 일본 같은 경우 시장과 도시계획

원회들이 공조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지 까지 잘 해온 것인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이 성숙되었고, 지자체장의 단이 다수를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사

회가 성숙된 것이겠지만, 다수의 문가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

다. 그 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성을 변해주는 것이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다면,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제 로 되지 않는 이유를 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의 의지입니다. 제가 지  3년차인데 첫 번째 해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반 를 많이 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이 보 습니다. 지자체장의 의

지가 어떻게 원회에 달되느냐가 문제인데, 알게 모르게 달이 됩니다. 

얼마 에는 시에서 모 원회를 열어 간담회 비슷하게 의지를 달하는 일이 있었습니

다. 이 게 성숙된 사회에서 나오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잘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건입니다. 이 의지 때문

에 원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 로 개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공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도 요합니다. 단

으로 주택국과 도시국이 있는데, 굉장히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주택국은 목표물

량을 채워야 하고, 도시국은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분들 역시 처럼 고민을 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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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각자의 치에서 소신껏 공공을 하는 것이 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극단 으로 표 하면 어떤 때는 주택조합장이 들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안건인

데 맹목 으로 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자세, 태도에서 도시계획에 

한 역할을 제 로 각인시켜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기에 발언을 제지당했는데, 나 에 알고 보니 시

에서 박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지 은 거의 당연하게 부시장님께서 원장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시가 의도하는 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 까지 말 드린 것이 가장 큰 문제 이고  다른 의견은 도시계획 원회의 회의내

용이 극 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되기 해서는 빨리 공개가 되

서, 이를테면 자기 역할, 자기입장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까지 제가 제기한 문제가 모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시스템으로 

방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해서는, 다양한 입

장에 있는 사람들과 비 , 정책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지만 도시계획

원회에서는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재 시스템은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비 을 공유하고 그 비 에 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는 구의 재개발이 있는 곳을 심으로 도시계획 원회 역할을 해왔습니다. 는 문

가들이 하는 도시계획만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 인 이야기

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필요

한 학문인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문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곧 사업이 되고 실체가 되는데 그것에 한 필요

성을 느끼는 사람은 시민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의 필

요성을 느끼는 것이 요한 것 같고 이것이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원회의 권 가 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시 한 사업의 인허가에 상당부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견이 

강력하고, 정보가 사 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 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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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는 사업을 허가하는 역할이 아니고 부분 계획수립 과정에 2∼3년씩 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도시계획 원회와 인허가가 들어오는 행 와 건수들

이 미스매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원회가 계획, 비  등 도시기본계

획, 도시 리계획, 재개발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하게 여겨야 하고, 시간

이 많이 투자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된 부분에 

해서 문가들이 다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 정보공개가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해서는 사 제가 

필요합니다. 지 처럼 요한 사업 하나하나를 심의하게 되면,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

다. 외국에서의 정보공개는 우리가 하는 공청회의 상당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정비사업 인허가 차상의 정보공개는 갈등조장과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계획수립, 비 만들

기로 먼  바  후에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성과 원회의 구성입니다. 문성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의 역할인지, 원회의 역할인지 규정할 필

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문가가 아니라면 상당히 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문가, 기술자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나 다양한 집단들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 은 좋은 계획

을 갖고, 시민들에게 톤다운된 계획을 달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매한 사람에

게도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야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 으로는 도시계획 원회의 문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양

한 집단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는 도시계획 원회가 총알받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들이 부분 도시계획 원회로 넘어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해가려는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학회의 총회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직 확 를 해 노력하시는 울산의 국회의

원분이 공로상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직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서는 문가들

이 무나 부족해서 이런 안건들을 이해하기도 힘들어한다” 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서 같이 하는 공무원들도 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 원회 회의 때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회의 내용을 부 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논의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장에 앉아서 부 다 타이핑을 한 후에 맞는지 회람을 합니다.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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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요성이 국으로 확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 원회의 문제는 도시계획

직 공무원들의 확 와도 연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회가 있고, 자치구의 도시계획 원회가 있습니다. 

는 자치구 도시계획 원회에서 속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는

데 굉장히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구 도시계획 원회에서는 열심히 자문을 

하고, 장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도시계획 원회로 올라

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 안이나 

서울시의 방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치구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면 지구단 계획지구 내의 건축 인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락지구 내의 용

도변경 등은 도시계획 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오지만, 문가들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승인해  기 이 있기 때문입니다. 앙부서에서 시ㆍ도

ㆍ군으로의 권한이양은 결국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 차를 의미한 것

일 텐데, 모든 부분을 시가 간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의 막 한 권한을 이 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계획수립과 역할들이 제가 된 후 자치구의 활동

량을 늘리는 것은 어떨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제자료를 보니 도시계획 원회의 상정안건  정비사업 련 안건이 56%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 개발인허가 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

무원들이 처리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원회로 역할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교한 

매뉴얼이 있다면 담당부서가 바 어도 매뉴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계획 수립 에 사 심의제도를 거쳐 상정안건을 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리고 종합 인 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 문직을 확 해야 합니다. 소도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한 이해

가 부족한데, 굳이 비 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 원회의 인 구성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규모에 맞게 

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소 원회가 잘 운 되어 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밖에 인 구성에 한 내용입니다. 문성이 없는 이해

계자는 제외시키는 것도 고민해 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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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로컬 래닝 커미션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 에서 문가를 원회의 원으

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원회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해

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 도 있지만, 지역에 심이 많고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다

는 것이 장 입니다. 이 게 일장일단이 있지만, 회피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결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문가 풀이 어서 인 구성이 힘들 수도 있는데, 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이 기본 인 자격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앙도시계획 원회처럼 지역안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는 인 구성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변할 수 있는 인 구성이 되면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소수민족을 변하는 사람들도 원회에 참석하

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원회는 행정 조직 내부에 있지만, 료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

된 조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시민과의 에 있는 버퍼조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이 시민참여의 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앙도시계획 원회 원의 기본 조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원회 활동에 극

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의 인 구성은 과도하게 학식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성상 사업을 정 으로 보는 경향은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기

술사들도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야별 안배도 필요하고, 지역별 안

배 등 다양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앙도시계획 원회 원  4명은 연구원 문가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배분된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 원들은 거의 교수들이 하고 있는

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같은 일정부문은 연구원 문가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역시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큰 비 이나 기본계획 방향성 제시 등으로 강화되어

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에 련된 경우는 매뉴얼이 쌓이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계획 같은 사안들은 다른 차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니다. 

지 은 자문받고 소 원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때는 계획이 끝나버린 시 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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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 원회 분들이 고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인 도시계획 사업에 한 사안

들과 큰 서울, 는 다른 도시들의 비 과 틀을 정하는 기본계획은 다른 트랙으로 계획 

과정 속에서 공식 차를 통해 서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이번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심의를 받을 때, 연구원에서 논의했으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 소 원회 분들이 제기하니, 바로 수용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도시계획 원회

의 권 와 힘이 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도시계획 원회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원회

도 분명히 견제를 받아야 하는 조직입니다. 모니터링에 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정보의 공개수 은 정해져야 하겠지만, 일정 정도의 공개를 통해 시민사회든, 이해

당사자든, 보이지 않는 는 보이는 으로부터 견제나 감시가 있을 때 소신껏 발언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동 으로 탈락되거나 재임용되지 않으면서 바 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기획단과 문직 공무원의 역할이 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

획 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다 공부해서 올 수도 없을 

것이고, 가보지 않은 지역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 에 상임기획

단에서 본회의 이 에 모든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서울의 규모에 비해

서는 상임기획단의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문 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체계 인 

운 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력을 더 양성해서 사  작업들을 충실히 하

면 좀 더 정선된 결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간 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에서 층수완화, 출입구 조정 등 부정 인 부분을 규

제하고 조정하는 것들만 보면서 도시계획 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

니 그런 업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느 습니다. 발제문에서 도시계획 원회가 

하는 일 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이 작은 일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도시계획 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고, 구도시계획 원회가 개별 인 정비사업 

등에 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시도시계획 원회는 정비사업들의 체 인 방향을 결

정하는 것처럼 서로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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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3∼6개월 정도인데,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에서는 처리 

기한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행 , 시행허가 같은 경우는 행정행 입니다. 법에 맞게 되어 있으면 60일 내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그 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한을 

두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단 원회에 올라오면 특별한 일

이 없는 이상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구청에서 보면 어떤 사안은 2∼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치구 도시계획 원회에서 

결정하고 서울시로 올려보내서 다시 확인하는데 시간이 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회의 정원을 보게 되면, 서울시 원을 하면 도  원을 못하게 한다고 들었는

데, 서울시 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구도시계획 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

처럼 여러 지역들의 도시계획 원회를 복으로 하고 있어도 어려운데, 한 군데씩만 

맡으라고 한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역지자체의 경우에 도시계획 원회가 시와 자치구에 2개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는 두 개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구의 원과 시의 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안건별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부분 안건이 통과되고, 재정비사업은 부분 

이크가 걸립니다. 부분 용 률을 높여 계획을 수립해 오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주거지 리계획 말고, 만약 한 건물의 용 률을 높이는 것을 허용했을 때, 그 블록 

체의 용 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인지에 한 기 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한 지구단 계획의 경우 필지들을 합필하고, 셋백을 통해 확보하자

고는 하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앙도시계획 원회를 평균 으로 4회 정도 거친다는 의미가 3회 정도 보류되고 4번

째에 원안가결이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자료에서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 에 보류가 되었다가 가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가결이 된 것인지 궁 합니다. 

 재 모든 보고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사연이 

있는데, 짧은 보고를 통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문성이 있는 원들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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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유효

한 것인지 궁 합니다.

◦ 도시계획 원회에 배심원을 두기 해 고민은 하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 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따

라 제도 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회가 가져야 할 성격이 문성이나 사회  표성이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  상황은 선정과정에서는 분야별 문성으로 선정하는데, 진행할 때는 

같은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표성에 을 맞추게 되면 배심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성에 을 맞추게 되면 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발언문제, 소 원회의 문제들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이 물리 인 것들을 다루지만 사회 인 이슈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부

분 물리 인 문성을 가지신 분들 주로 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한계 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 은 사회 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요하게 여겨지지 않

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 인 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사회 으로 어떤 

향을 주는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보다 합리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 원회 원 구성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다양성이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

원회의 구성을 시ㆍ도에 맞게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궁 합니다. 

◦ 서울과 인천은 세칙으로 자격기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원회의 역할에 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원회들에는 단일한 역할을 기

합니다. 도 , 역  지방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이 각 도시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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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경우는 여러 단계의 장치가 있는데, 소도시는 특정 인허가와 용도지역변경 

같이 작은 부분만 담당하는 조닝커미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도시 도시계

획 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계가 용되는 것 같지만, 자치구 같은 작은 도시의 

경우 오히려 도시계획 원회의 역할을 일정 부분 규정해서 일이 잘 수행되도록 도와주

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희가 사회를 배우면서 삼권분립을 배웠는데, 삼권분립 같이 거창한 명

칭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원회도 시와 시의회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시 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의신청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 합니다.

◦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지 은 이의제기에 한 방법이 마련되

어 있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결정은 지자체장

이 하는 것이고 심의는 결정을 도와주는 사 단계이기 때문에, 심의와 결정 사이에 이

해 계자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런 요구도 있습니

다. 그래서 제도화된 이의제기 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계획  통제는 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는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5년 동안 변경통제를 받습니다. 그 결정을 받으면 

1심 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

기면 법을 어긴 것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5년 동안 동일한 건에 한 변경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원회의 권

를 높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도

시계획 원회로 재심요구를 한다는 것을 알려옵니다. 그때 도시계획 원회에서 결정

해서 다시 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회의 구성에서 원들을 선임할 때의 룰이 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도

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그에 한 단 로서 공감 를 형성해 나가

면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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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토의 서울 도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일  시 : 2011년 3월 10일(목) 15:30~18: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신상 , 이주일, 장남종,

김태 , 맹다미, 김진호, 이승일(서울시립 학교), 최 문(목원 학교)

발  제 : 도시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이주일)

        도시계획 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맹다미, 이재수)

1. 토의내용 요약

모니터링체계 용의 한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 지 까지 과거에 수립해왔던 계획들은 행 계획에 제 로 반 되지 않고 있음. 이

 계획들은 내용이 과장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계획들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

- 를 들어 목표인구 부문을 살펴보면, 부분의 지자체들은 아직도 목표인구를 

재인구와 맞추지 않고 높게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들이 모니

터링을 할 목 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

-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각 부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BSC(Balanced 

Scorecard)지표나 산배치와 련되어 있는 시정4개년 계획지표와 달리 필요성

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잘 활용되지 않음.

•기 조사 복과 지표와의 연계성, 연속성 부족

- 계획수립과정에서 계획을 할 때마다 기 조사를 반복하여 시간과 산의 낭비가 발

생함. 

-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표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 하기 해서는 기

조사와 지표 간의 연 성이 필요함. 개별지표들이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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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계되어 있는 개별지표들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 계획지표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통제 가능하고 당장 에 보이는 아웃풋지표를 선호

함. 이는 목 을 한 지표가 아니라 수단을 한 지표만 선호하는 것으로 체 모

니터링체계에 있어 지속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함.

• 무 범 한 계획 역

-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이 감당하기에는 무 범 함. 따라서 모니터링 단

계에서도 기 조사에 련된 항목이 조사 범 가 무 커지기 때문에 기 조사의 

내용이 지표들과 연 성을 가지기 어려움.

모니터링체계 용을 한 개선방안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

- 제도화 측면에서 시책은 시장, 조례는 시의회,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각 

제도를 결정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를 들어 시의회에서는 세 지킴이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한정된 산으로 인한 지출의 제한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것임.

- 우선 도시모니터링을 통해 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차후에 도시계획 모니터

링을 통해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함. 한 실질 으로 모니

터링에 한 결과가 산과 매치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함.

•기 자료 을 통한 종합시스템 구축

- 공통 항목의 기 자료 을 통해 계획의 변화와 다양한 종류의 계획에 반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함.

•지표의 종합화  지속  활용 필요

- 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한 계들을 고려할 수 있도

록 개별 지표들을 시스템으로 종합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함.

-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 트 공 실  같은 한시 인 지표가 아닌 지속 으로 

평가ㆍ 리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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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역의 축소

- 범 한 역보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역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도시계

획에서는 도시경제 부문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것보다는 공간에 련된 계획으로 범

를 국한시킬 필요성이 있음.

모니터링체계의 제도화방안

- 우리의 경우 도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시차원에서 조례를 통

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방침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

-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모니터링 련 지침을 삽입하려고 시도하

고 있음. 하지만 모니터링에 한 명확하고 체계 인 비 없이 조 하게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이 역지자체장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침

은 의 정도의 수 이라 역지자체에게 강제성이 없음. 

- 지침으로 리하더라도 기 조사 내용을 가지고 계획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발 시

켜 나가야 하는지에 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최종 계획이 

어느 정도의 질  수 을 가질 수 있는지 담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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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내용 (녹취)

◦ 발표내용을 기 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발 에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한 방안에 해 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외국의 사례처럼 법으로 정해서 시행할 것인지, 시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방침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한 고민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먼  국토통합지침에 모니터링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이에 한 경

와 앞으로 개선을 한 생각을 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토통합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을 략 , 정책  성격의 계획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와 같이 사 인 제약조건을 배제하고, 공

간이용 측면에서 사  측을 통한 계획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 습니

다. 그리고 고정 이고 사 인 계획에서 리계획 단 별로 공간이용에 한 논리

인 논쟁을 통해 그 필요성과 당 성을 결정하여 계획에 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개념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간이용실태, 즉 계획수립 후 공간계획이 어떻게 반 되는지에 한 조사를 하지 않

으면, 계획의 논리 인 부분에서 당 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으로 필요합니다. 기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후 결과의 모니터링을 연차별로 조사함으로써 모니터링의 성과를 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국토통합지침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 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토해양부

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

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기 조사와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도 으로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기 조사라는 항목을 가지고 수

행하기는 했지만 계획수립을 할 때마다 기 조사를 해서 반 하는 형태 습니다. 따라

서 공통 항목의 기 자료 을 통해 계획의 변화와 다양한 계획에 반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 조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화에 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모니터링 련 지침을 빨리 수립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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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꼭 필요한 모니터링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무 하게 추진하다 보면, 제

로 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이 내용을 제 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

는 우려도 있습니다.

◦ 지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은 역지자체로 넘어온 상태에서,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 같은 경우는 의 정도의 수 이라 역지자체에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 의 승인권이 지자체장으로 넘어오면서 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에 한 상호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게 하기 해서는 서울시가 조례에 담는 

것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실 이 부터 계획수립 시 기 조사를 활용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기 조사에 

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발 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지 지침으로만 

리할 뿐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질이 어느 정도일지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 도시재생지표를 만드셨는데 만들 때 어려웠던 과 고려할 에 해 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표에 한 기 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이 지는 개별 사업들이 

도시 체에 미치는 향에 해 고려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기 조사에 한 비용이 꽤 높습니다. 계획을 할 때마다 기 조사를 

반복하여 시간과 산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 기 자

료들을 모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기 조사와 더불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 로 실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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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평가하고 반복 으로 계획에 반 해서 진 으로 원하는 방향

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 다면 지표가 모니터링의 잣 가 되는데, 지표가 무 많

으면 계획이 잘 되었는지를 인지하기 어렵고, 무 으면 모니터링 결과를 계획의 어

느 부분에 어떻게 반 해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한 계획의 환류 측면에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표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계획 수립

에 반 하기 해서는 기 조사와 지표 간의 연 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 성을 만들어서 계획에 반 할지에 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별지표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독립 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는 방법론을 만들지 않고서 환류를 논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

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는 행정 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모아 놓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

고, 여 히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한 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측할 수 있는 수

단으로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한 계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기 조사에 한 역할, 모니터링에 한 연 성을 

체계 으로 생각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 따라 기 조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표

를 만들 때 분석방법까지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기 조사는 계획수립을 하기 해, SCAG의 모니터링은 상을 악하기 해, 그리

고 도시계획체계에서의 모니터링은 성과모니터링인 것 같습니다. 

서울형 도시계획의 에서 보면, 정책성과라는 것으로 국한을 시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무 범 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시계획의 

정책수단으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 정도를 단하자는 것이 모니터링의 내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시기에 달성되었는지 단해보고, 만약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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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해 악하기 해 계획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역으로 추 함

으로써 계획안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를 통해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에 한 조치사항으로 계획을 바꿀 것인지 

여건사항을 좀 더 단할 것인지를 단하고, 이러한 피드백과정의 의사결정에 모니터

링 체계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야 합니다.

◦ 계획 모니터링으로 가면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는 모니터링의 목 에 따라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터 이미 도시계획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한 논의들은 많았는데 지 까지 실행

되지 않는 이유가 어려워서인지, 안하는 것인지에 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에 실행이 되지 않는 내재 인 이유에 해 

고민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기본계획이 실제 시정의 역할에 비해 무 포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 부

문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서 하기에는 제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를 한다면, 

공간에 련된 계획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조사에 련된 항목을 보더라도 조사범 가 무 범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

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계획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가 모니터링의 핵심이 되

어야 합니다. 계획을 수정할 때 필요한 것이 기 조사라면, 기 조사 내용이 지표들과 

연 이 되어야 하는 것이 환류체계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 인 모니터링은 도시계획 통계의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지정 황과 인구에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지 까지의 도시계획 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립해

왔던 계획들이 지  계획에 제 로 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 계획들은 과장

되고, 달성되기 힘든 계획내용들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

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인구만 도 몇몇 도시들만 목표인구를 재인구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있지, 

부분의 지자체들은 아직도 목표인구는 목표인구 로 과장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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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할 목 성이 없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니터링할 목표가 없다는 말에 한 의미를 악해 보면, 계획목표를 측정할 단계가 

없어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모니터링을 아  할 의지가 없고, 계획의 평

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문제를 보면 산을 써서 매년 스

스로 검해야 하는 모니터링을 지자체장이 계획체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

니다.

◦ 지 까지 계획 로세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리계획까지 일 인 로세스로, 

목표인구가 설정되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용도지역 지정과 시설결정까지 마치게 됩

니다. 즉 도시계획으로 통해서 도출되는 실 인 목표치까지 첫 논리에 의해 끝까지  

만들어집니다. 지자체들은 그 논리의 확장만을 원하고, 축소와 조정은 원하지 않습니

다.

재는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본계획에 주제별로 설정하면, 이는 리계

획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기 조사와 모니터링이 

논리 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한 단이 필요한 계획환경으로 바 어 가기 때

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런던 랜을 보니까 런던에서도 과거에는 조사-분석-계획으로 가다가 1990년  략

계획이 나오면서 지표나 상을 진단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로 바 었습니다.

최근 략계획으로의 환에 한 논의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 분야 심의 지표

에서 심사 심의 지표로 바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 인 트 드의 변화에서 

계획의 변화를 이해하는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화 측면에서 보면 시책은 시

장, 조례는 시의회,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각 제도를 결정하는 이해당사자들

이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제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산과 매치되지 않아 실 성이 떨어집니다. 시의회에서도 세

지킴이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산이 제약되면 시장이 한정된 재원

으로 자신의 목 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니터링에 한 가장 요한 고민으로는 모니터링이 왜 안 고,  계획체계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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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왜 필요한지에 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 까지 안 을 

수도 있고, 사회의 변화가 무 빨라서 안 을 수도 있습니다. 황분석은 했지만, 

측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필요성을 못 느 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리뷰

하고 평가하는 것에 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화되기 이 에, 연구자들이 선도 으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해서는 서울의 모니터링체계가 황에 

한 추세지표, 세계 도시 비교, 기본계획과 련된 정책지표 등 계획내용과 주기, 

담조직에 한 실질 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에 한 생각을 경량화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으로 종합 인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재정을 투입하

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당장 에 보이는 실행계획을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직  보

여  후, 크게 모니터링체계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이 우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시민에게 공개되는 단계별 모니터링체계를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BSC지표는 각 부서의 성과, 시정4개년계획의 지표는 산배치와 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에 보이는 성과나 산배치와 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으로 계획의 모니터링보

다는 도시모니터링을 통해 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차후에 도시계획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성과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 트 공 실  같은 한시  지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표

들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웃풋지표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통제 가능

한 지표만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목 달성을 한 지표가 아니라 수단을 합리화하는 

지표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 당장 실행력을 높이려면 도시모니터링을 우선 으로 수행하고, 이후 도시계획모니터링

을 하기 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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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 10:00~12:0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양재섭, 김상일, 이재수, 정희윤, 김선웅, 이주일, 신상 , 장남종, 맹다미, 

김진호, 김기호(서울시립 학교), 백운수(미래이엔씨), 최막 (서울 학교)

최 문(목원 학교), 이정 (서울시 상임기획단)

발  제 : 선도  도시 리를 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양재섭)

◦ 여러 가지 좋은 말  주시면, 이 략과제를 정리할 때뿐 아니라, 다음 과제를 비할 

때에 문가들 의견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체계와 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체계

가 도시기본계획부터 체계 으로 구성되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계획들이 공감

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 간에 비법정계획에 한 내용이 있었는데, 비법정계획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해, 는 그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법정계획도 실제 계획 인 집

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명확한 아이덴티티 찾기. 도시계획이 경제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이

론을 빌려왔지만, 도시라는 공간에 투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만의 특정한 분야가 된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 기능배분 등에 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

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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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동북권 창동지역에 특성화된 략거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한다면, 략거 이 무엇인지에 한 분명한 정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역을 분명히 찾을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간단 계획의 구체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기본계획과  연 성 없이 

진행된다는 문제 을 지 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기본계획에 한 인식차이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무 포 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기본계획

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으로 간단 계획에서 기본계획의 내

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 역할 재정립 필요. 근래 서울시 도시계획 본래의 취지와 목 이 무 훼손 

되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 는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좀 늦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재 도시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종합 리계획까지 나오게 되면, 도시계획이 주택공 의 논리로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시와 주택의 공   리는 상당히 한 계를 가

지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재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야가 상충하게 되면 

도시 리가 어려워지므로 이번에 도시계획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정 수   내용. 도시기본계획의 무용론에 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 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실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의 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다른 부문들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종합계획  성격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지 의 도시계획 무용론에 

한 논의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사회구조 변화, 경

제변화를 측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도시계획에 모든 분야를 담아낸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문가들이 만든 소 트한 정책들을 공간

으로 담아내는 수 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주택이 어느 권역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측된다면, 도시계획에서 도를 조정

하기 한 방침을 정해주어야 부문별로 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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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측면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시미래 비 , 략, 추구해야 하는 

도시계획  지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리 지침을 공간

계획 차원에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ㆍ국실별계획ㆍ자치구 기본계획 간의 계 정립. 도시

기본계획의 하 계획으로 비법정계획, 국실별 계획, 자치구 기본계획들에 한 논쟁들

이 있습니다. 도심부 종합발 계획, 역연계거  략육성계획, 공업지역 종합발

계획, 주거지종합발 계획 등 비법정계획은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국실별계획들

의 성격과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 리 지침들

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

침들이 각 비법정계획을 일정 부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실별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속력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도 도시계획과 연계되거나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 에

서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일정 부분 정합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비법정계획, 국실별계획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정

립시킬 것인가에 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단 별로 근하는 자치구 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분야별 비법정

계획의 수립과 복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정치 인 부

분과 연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담고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는 자치구 계획은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구 기본

계획의 상에 한 고민들이 상당히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치구청장들이 재

선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도시정책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집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면, 계획의 실효성이 좀 더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구 기본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고, 자치구들이 자유롭게 수립

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의 제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극

으로 산을 지원하고 계를 설정한다면, 비법정계획, 국실별계획, 자치구 계획과

의 계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도시 리계획 수립 방침 필요. 다음에는 도시 리계획의 문제로, 재 도시

리계획은 조서나 도서 심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별 사안별로 심

의를 거쳐 도시 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만, 도시 리계획의 변경에 한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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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 도시 리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명확한 리지침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면, 용도지역 변경에 한 타당성 검토, 리계획 변경에 한 자세한 설명, 

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경  등에 미치는 향 등에 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부분을 모든 리계획 변경 시 의무화시켜, 리계획변경이 

타당한지 단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고 서울시가 체 리계획 

지침을 만들어 하나하나 처리하면 지나친 규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계획 수립 매뉴얼을 수립하야 한다고 니다. 이를 통해 사항별로 의 방식 로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 상정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 시스템 속에서 법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침을 수립한다

면 도시계획체계 내 많은 문제 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명

확한 지침을 가지고 도시계획체계에 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설정 방안.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구조에서 역화에 비하기 

해 연계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구

조체계에서 지구 심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공간구조를 역세권 심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세권 심으로 경제활동이 집 되어 있고, 역세권 심으로 주택

공 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 과 같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된다면, 도시계획

과 주택부문과의 미스매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구 심이 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 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는 외부 으로 역화에 비한 공간구조와 내부 으로 역

세권 심의 심지 개편을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경기도, 인천과의 역  

연계  주택정책과도 매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안. 도시계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면, 이는 제도개선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을 한 특별한 도시계획체계가 제도화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서울에만 맞는 제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체계의 제도  개선보다는 우선 으로 서울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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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 과 수단을 고민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제도 인 부분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체 지역들을 고려하고, 내용 인 부분

에서 서울을 심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이 도입된 이후 지 까지 계획  에서 서울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문제를 도시기본계획과 리계획의 틀속에서 풀어가려고 했다면, 이 시 에서 

이 문제들이 새롭게 부각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도 극 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 같고 리계획도 

서울시에는 합하지 않다는 논리에 의해서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으로 서

울의 도시계획이 국토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리계획이 아닌 별도

의 다른 계획에 의해 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그동안 서울이란 공간에서 도시의 리를 해 어떤 역

할을 했는지 고민을 먼  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의 문제 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도 서울시에서 UPIS를 추진하면서 계획의 조사  검을 수행할 목 으로 

시작되었으나, 지 은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보화 같은 미래 

지향 인 서울의 모습에 해서 도시계획 부문에서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한 고민들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 까지의 속도, 성장, 큰 스 일을 시하던 계획방향에서 변화가 제되지 않는다

면, 법이나 계획체계가 바 어도 문제 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가치지향에 한 공감  형성을 통해 법이나 계획체계에 한 논의를 해야 

도시계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을 분석할 때, 사례를 통해 고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2003년에 용도지역 종세분화를 수립한 후 지난 10여 년간 종세분화를 무

뜨리는 시기 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제도가 무력화되는 동안 도시기본

계획은 실제로 무슨 역할을 했으며, 국실별계획, 시정4개년계획 등은 무슨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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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해 분석하고, 역할을 제 로 못했다면 왜 역할을 못했는지 검하면서 각각

의 계획들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를 들어, 평균 층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세분화를 무 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에 왜 리고 양보해서 종세분화가 무 졌는지에 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으면 도

시계획체계를 새로 만들어도 다시 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화문 장, 시청 장 등 시민들을 한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과

정을 통해서 가능했는지에 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교

통담당 부서에서 많은 반 가 있었지만, 다른 요구들로 인해 청계천이 복원되었습니

다. 여기에서 계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실 간의 계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마켓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단계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평가하고, 계획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마켓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동시에 고민해야 계획

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마치츠쿠리에 한 인터뷰에서 보면, 이 처럼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은 

끝나고 마을만들기 심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본 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틀이 잘 짜여 있고, 그 틀 안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치츠쿠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각의 기획이나 부분들의 틀이 

잘 짜여있어야 그 틀 안에서 주민참여가 잘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치 인 행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은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매체를 보면, 뉴타운 같은 도시계획 사안에 해서 부동산 

문가들이 인터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

택본부는 주택을 부동산으로 보면서 계획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도시계획부는 공

공성을 주로 한 도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매체에서도 도시계획 

문가들이 아닌 부동산 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이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도시

계획부서를 쓰지 않고, 주택부서를 통해 도시 리를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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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지 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 를 보면 이 에는 도로건설 

심의 도시계획을 했고, 그 이후로는 상당부분 주택건설 심의 도시계획을 해왔습니

다. 앞으로는 도시환경의 질을 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정비하며, 체계 안에 있는 각 부분의 역할을 정립해

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내용에서 뉴욕 랜이 략기획실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요한 시사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시계획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

려면 시장 에서 략기획을 하는 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 나온 

자치구 기본계획만 하더라도 기본 으로 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형 도시계

획체계에서 산을 배분할 때, 도시계획에 우선 으로 배분하기 해서는 뉴욕시의 사

례에서 밴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는 도시계획  설계와 련되는 문직이 100여명이 됩니다. 이러한 체제가 

된다면, 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결국 이 부분도 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기획실에선 심이 없는

데 여기서 모니터링과 성과지표가 요하다고 이야기해도 공허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

다. 결국은 략기획실 같은 곳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 인 국실별 계획들을 

통합ㆍ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는 근본 으로 재산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의 역할이 서울시의 공간가치를 극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정책에 한 부서가 시장임기 4년 동안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부터 도시 리의 시 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최근까지도 개발의 시

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계획과 개발사이의 상당한 립 계가 형성되

었지만, 계획이 개발을 뒤따라가거나 지원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를 

들어, 사업계획은 지나치게 세부 인 부분까지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의 

기본 인 목 은 민간부문이 사업을 진행하면 계획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주는 것인데, 마치 공공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에서 개발이익을 바라보고 사업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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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젠 진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때로는 재산권의 변동을 주는 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 체

의 부가가치를 극 화하기 해 어느 지역은 정체시켜야 하고, 어느 지역은 향상시켜

야 한다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체 으로 보면, 서울 체의 부가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논리로 시장을 설득하여 시정을 운 하는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리계획의 총론에 해 발제하셨는데, 80년 부터 이어져온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 리계획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리계획은 자 그 로 최종

인 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정행 라고 생각합니다. 리계획에 한 논리는 기본계획에

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서 논리가 없으면, 각종 민원에 의해 휘둘

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계획의 모든 논리는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통해 제

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서 기본계획에서 권역별 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공간정책에 한 반 인 구조가 권역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먼  수립되고 권역별 구상은 시차를 

두고 수립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부 발 계획 같은 비법정계획들과 자치구 기본계획에 한 논의들은 사실 생각보

다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 상에서 시장 지침으로 만들어 충

분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간단 계획으로 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 용도가 결정되면 

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고리를 끊고, 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지역별 도에 한 논리  틀을 공원총량제 같은 원칙으로 정하면 이후에 수정하

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각 용도지역과 도 간의 계에 해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정하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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