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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으로서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도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의 운영방안 마련

지역특성과 생활개선 요구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계획 필요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적 계획 필요

- 이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단계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

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하는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음.

-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한 생활권계획을 수립ㆍ

운 하기 해서는 기 행정단 인 자치구를 공간범 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력 인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범위와 방법

● 국내외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자치구계획의 수립ㆍ운영방안 도출

- 이 연구는 크게 ①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련규정, ② 생활권계획의 운 경험과 자치구계

획의 필요성, ③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 사례와 시사 , 그리고 ④ 자치구계획 수립  

운 방안 등 네 부분으로 나 어짐.

- 이를 해 ① 문헌조사, ② 자치구계획 운 경험에 한 공무원  문가 면담조사, ③ 

외국(런던, 베를린, 도쿄)의 자치구계획 사례조사, ④ 자치구계획 수립  운 방안에 

한 문가 설문조사(103명)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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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자치구계획의 필요성

1. 생활권계획의 개념 및 관련규정

● 근린생활권에서 대생활권에 이르기까지 생활권계획의 혼재

- 생활권계획에 해서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근린생활권에서부터 도

시 차원의 소ㆍ ㆍ 생활권, 그리고 역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범 의 생

활권계획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국토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여건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하

고 인구배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권의 규모와 구분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주민들의 생활반경을 토 로 생

활권 개념을 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그림 1> 생활권 개념의 적용범위

2.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 변화

- 서울시는 1980년 장기구상계획에서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ㆍ ㆍ소 3단계로 생활권을 구분하여 운 해왔음.

- 1990년에 수립된 2001년 도시기본계획까지 소생활권은 행정동이었고, 생활권은 자치구

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1997년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소생활권은 동일하

지만, 2~4개 자치구를 포 하는 생활권이 설정되었고, 생활권의 공간범 가 권역으

로 확 되었음. 이는 당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역화에 응하면서 도심ㆍ부도심을 

심으로 권역별로 자족 인 생활권 형성을 지향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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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의 핵심 인 공간단 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행정단 인 자치구계획이 힘을 잃게 되었고, 1990년  말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도 단되기에 이르 음.

구분
목표연도 
및 인구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의의와 특징

198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2001년
945만

∙자치구 단위, 
부도심권 형성 
유도
(인구 50만명)

∙18개

∙3~4개 소생활
권 포괄, 고교 
학군
(인구 10만)

∙90개

∙행정동 기준, 
초중교 일상생
활권
(인구 2~3만)

∙333개

-일일생활권을 기본으로 구상
-생활권별로 도시기반시설 배치
-생활권과 행정권의 최대한 일치

1990년
기본계획

2001년
1,200만

∙2~3개 소생활
권을 포괄하는 
자치구 단위

언급없음
∙기초생활편익
시설 이용권역

-서울시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
-생활권: 기초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 
시설배치 기준이 되는 공간영역

-행정구역 경계와 가급적 일치
-구단위 발전구상의 필요성 제기

1997년
기본계획

2011년
1,200만

∙1~3개 중생활
권을 포괄하는 
5개 대생활권
(도심, 부도심)

∙2~4개 자치구
를 포괄하는 9
개 중생활권
(지역중심)

∙일상생활권
(자치구 중심: 
지구중심)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5개 대생활권 중심으로 계획
-세부적인 생활권계획은 ‘자치구 기
본계획’으로 보완

2006년
기본계획

2020년
980만

상동
상동
(전략육성 지역
중심 추가)

상동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유지
-자치구 기본계획 폐지

자료: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기, 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7(3), 35쪽 
재구성

<표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 체계의 변화

<그림 2>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구분변화(1980년과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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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1)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

●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상향식 계획방식을 도입하여 자

치구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에 응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가 분출하 고, 자치구별로 자기 심

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1990년  반 이후 단됨.

● 동북2 중생활권 종합발전계획(2005)

- 동북2 생활권 종합발 계획은 미아 뉴타운과 균형발 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차원

의 미래상과 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수립되었음. 그러나 동북2 생활권계획

은 다른 지역으로 확 되지 못하고 일회성 계획으로 그친 한계가 있음.

● 권역별 발전계획(2007)

- 권역별 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권역별 미래상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자

치구의 추진사업과 계획수요를 발굴하 으며, 이후 권역별 르네상스사업에 토 를 제공

하 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비법정계획으로 운 되어 계획의 법  지 와 성격이 모호하고, 자치구 의견수렴

이 미흡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 한계로 지 됨.

<그림 3> 서울의 생활권계획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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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계획의 교훈 및 개선과제

- 첫째, 권역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구체화하여 권역 발 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하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음. 권역별 계획은 장기

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2∼4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생활권계획은 공간범 와 계획수립 주체가 모호하고, 

계획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체계를 층화시킬 우려가 있음.

- 셋째, 자치구계획은 지방화시 를 맞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한 상향식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합한 공간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에서 간단

계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을 수립ㆍ운

하는 것이 실 이며 바람직한 안임.

<그림 4> 생활권계획의 평가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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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1) 최근 자치구계획의 운영실태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반 이후 단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자치구들은 자치구

의 개별 인 여건에 따라 비공식 으로 자치구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자치구계획의 수립  운 실태를 보면, 3개 자치구(동 문ㆍ 랑ㆍ서 문구)

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임의계획이지만 자치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 2000~2005년 수립 2006년 이후 수립 

종로구 X 종로비전2020, 2011

중구 X 중구 글로벌 도심부 중장기 발전계획, 2010

용산구 X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중)

성동구 2021 성동 장기종합발전계획, 2005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9

광진구 광진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2002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2009

동대문구 X X

중랑구 X X

성북구 2010 성북비전, 2005 2020 성북비전, 2010

강북구 강북비전 2015, 2005 X

도봉구 X 2020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2010

노원구 노원구 중ㆍ장기발전계획, 2004 X

은평구 X 202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2007

서대문구 X X

마포구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 2004 X

양천구 2020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2004 X

강서구 X 살고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2008

구로구 구로구 장기발전종합계획, 2005 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 2010

금천구 X 2020 도시종합관리계획, 2006

영등포구 202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2005 X

동작구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2004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중)

관악구 X 관악구 장기비전전략계획, 2008

서초구 X 서초 중장기발전기본계획, 2007

강남구 X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 2009

송파구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2002 2020년 송파장기발전계획, 2010

강동구 2015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 2005 2020 강동구 도시관리종합계획, 2008

<표 2>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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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공간계획

- 서울의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사이의 간단계 공간계획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공간 으로도 권역별 계획과 도

시 리계획의 간계획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도시계획 운영

-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도시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을 도

입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력 으로 도시계획을 운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통해 서울의 체 인 골격을 형성하는데 을 두

고, 자치구는 서울시의 계획을 존 하면서 자치구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 하여 구 단 의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을 효율 으로 운 할 필요가 있음.

● 생활서비스 제공 및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기초단위계획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은 해당 지역과 주민 참여를 토 로 

이루어지며, 동네, 마을, 지역생활권 등 작은 단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 수요는 자치구 차원에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들의 요구

를 계획에 반 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 해갈 수 있도록 작은 단 의 도시계획을 

운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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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 서울의 생활권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을 도입하고 수립ㆍ운 방안을 모색하기 해 런던의 자

치구 발 계획(LDFs)과 베를린의 생활권 발 계획(BEP), 도쿄도의 자치구계획 운  사례

를 분석함.

구분
영국 런던

7,619,800명(2008년)
독일 베를린

3,442,675명(2009년)
일본 도쿄

13,161,751명(2010년)

행정
체계

1개 특별자치구
(City of London) 

+ 32개 자치구(Borough)
12개 자치구 23특별구 26시 5정 8촌 

도시
계획
체계

생활권 
구분

5개 권역 - 자치구 - 커뮤니티
61개 생활권 - 자치구당 3~7개 

(평균 5개)
자치구 - 자치구당 5~7개 권역 

수립
권자

자치구 자치구(Bezirk) 자치구

결정
권자

도시계획심사관
(The Planning Inspectorate)

구의회 구의회

생활권 
계획 
운영
방식

중 자치구 계획 없음 자치구 계획

소
자치구마다 다름

예) Tower Hamlets의 경우는 
24개 커뮤니티

61개 생활권
자치구당 5개(세타가야) ~ 

7개(나가노) 생활권

<표 3> 런던, 베를린,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계획 운영

● 법적 근거에 기초한 자치구계획 운영

- 런던, 베를린, 도쿄의 자치구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시 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

지하면서 자치구의 특성을 반 하는 공간계획임.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계획의 2단계 도시

계획 운 방식을 통해 도시 체를 일 성 있게 리하면서 지역특성과 세부 안에 응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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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단

-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며, 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됨. 이 듯 자치구의 계획고권

이 인정되고 있으며, 시 정부는 자치구계획과 시 도시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역할

을 하고 있음. 

- 특히 베를린시의 자치구는 생활권 발 계획(BEP)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 제안할 수 

있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불합치계획(Dissensplan) 의 상지

로 표시하여 추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 런던은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계획서를 의무화하고 있으

며,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 로 작성한 지역별 계획안을 종합하여 자치

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극 으로 반 하고 있음.

● 생활환경을 토대로 지역생활권 단위의 계획 수립

- 자치구를 일정한 범 의 행정구역 혹은 생활반경을 토 로 몇 걔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

고,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런던의 타워 햄릿은 1만명, 베를린은 5만명,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10~20만명 정도로 지역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 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바

탕으로 지역의 정비방향과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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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구분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위상/역할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

- 중심지(지구중심), 주거지, 생활환경정비방향 제시

제도적 근거
-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가칭)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립주체/절차
- 자치구가 수립,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서울시 : 자치구 계획 수립지침 제시 및 주민참여관련 규정 강화

목표연도/재정비
- 10년 단위 중기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재정비

주요내용

- 미래상과 발전전략, 부문별 계획

- 지역생활권별 정비방향(마을만들기 등)

- 실현방안(모니터링, 예산과의 연계 강화)

추진방안

- 기존 자치구 발전계획의 적극적 활용

-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적 역할분담(매칭펀드 등)

- 인접 자치구 간 시범계획 수립(동북2 중생활권)

-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시 지원 및 전문인력 보강

● 위상과 역할 : 중간단계 생활권계획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고, 도시 리계획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함. 한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의

견을 반 하여 심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등에 한 정비  리방향을 제

시하도록 함.

● 제도적 근거 :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근거로 하는 공식적인 계획

- 자치구계획의 상을 분명히 하고, 계획의 실 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조례

를 제정하여 공식화(법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수립주체와 절차 : 자치구가 수립,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자치구계획은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되,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 하도록 함. 다만,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에 한정하고, 수립지침에서 주

민참여와 련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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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연도와 재정비시기 : 10년 내외의 중기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 하면서 지역의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10년

을 목표로 하는 기계획으로 운 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재정비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자치구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부문별,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의 특성을 토 로 자치구의 미래상과 발 략을 제시

하고, 여기에 부문별ㆍ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 추진 방안 

- 기존 자치구 발 계획을 극 으로 활용하고, 계획수립 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펀드방

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함. 한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단계 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계획 련 문인력의 확충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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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의 운영방안 마련

- 서울시는 2011년 5월 개최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

획 - 도시 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

계획 - 도시 리계획>의 3단계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 다.

- 인구 1,000만,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거 도시 서울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만으로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상 인 도시기본계획과 조서 주의 도시 리계획 간 

간극(gap)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간단계의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운 하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 인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하  도시 리계획에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는 간단계 생활권계획의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

안 모호하게 운 되어온 서울의 생활권 개념과 공간범 를 재정립하여 한 공간범

의 생활권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지역특성과 생활개선 요구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계획 필요

- 역세권 주변을 비롯하여 서울시 도처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 계획과 정비(사업)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거나 주변 지역에 한 고려 없이 개별 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게 된 원인은 지 까지의 도시계획이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하여 수립ㆍ운 되기보다 서울시 차원에서 일률  혹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

어져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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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을 한 생활 착형 계획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나, 서울은 이를 체계 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범 와 계획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개선 요구를 도시계획에 반 하기 해서는 자

치구를 공간범 로 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적 계획 필요

- 지 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으로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계획의 수립은 물론 

결정 권한도 부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서

울의 25개 자치구청장은 인구 50만이 넘더라도 도시계획에 한 입안권만 가지고 있을 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 한편, 1990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기 자치단체의 장

기 인 발 구상을 자체 으로 수립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서울시

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1990 말 이후 더 이상 수립되지 않고 있다.

- 장기 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는 특별시와 자치구라는 행정체계와 일치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시는 시 체의 발 구상과 권역 차원의 리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구 차원의 

발 구상과 지역생활권(3∼4개 행정동)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단계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

하여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

다. 특히, 서울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한 생활권계획을 운 하

기 해서는 기 행정단 인 자치구를 공간범 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한 서울시

와 자치구 간 력 인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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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질문

-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이면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한 상향식 계획으

로서, 자치구계획의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하

다.

- 첫째, 생활권계획이란 무엇이고, 그동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을 어떻게 

수립ㆍ운 해 왔는가?

- 둘째, 자치구계획과 권역별 계획 등 1990년  이후 운 해 온 생활권계획의 공과는 무엇이

고, 어떤 개선과제가 있는가?

- 셋째,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자치구계획이 왜 필요하며,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외국 도시

는 자치구계획을 어떻게 수립ㆍ운 하고 있는가?

- 넷째, 자치구계획은 가 어떻게 수립하여 운 할 것인가? 자치구계획을 추진하기 한 방

안은 무엇인가?

2.2 연구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크게 ①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련규정, ② 생활권계획의 운 경험과 개선과제, 

③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 사례와 시사 , 그리고 ④ 자치구계획 수립  운 방안 등 네 

부분으로 나 어진다.

●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관련규정 검토 

- 먼 ,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공간범 를 악하기 해 근린주구이론, 어번 빌리지, 뉴어버

니즘 등 생활권에 한 이론연구와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

획 수립지침 등 련 문헌을 조사하여 생활권계획의 개념과 련규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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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개선과제 도출

- 생활권계획을 성공 으로 도입ㆍ운 하기 해서는 과거 유사한 생활권계획의 운 경험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를 해 그동안 수립된 서울 도시기본계

획상 생활권계획의 내용을 분석하 다. 한, 1990년 에 수립ㆍ운 했던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 그리고 권역별 발 계획(2007년)의 운 경험과 공과(功過)를 악하여 개선과제와 교

훈을 도출하 다.

- 특히, 2000년 이후 자치구계획의 운 실태와 도입 필요성을 악하기 해 최근 자치구 발

계획을 수립한 실무 문가와 5개 자치구( , 도 , 진, 송 , 강서구) 담당공무원과의 면

담조사를 실시하 다.

●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 런던, 베를린, 도쿄 등과 같은 외국 도시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계획 운 사례를 살펴

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즉 런던의 자치구 발 계획(LDFs), 베를린의 생활권 발 계획

(BEP), 도쿄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을 사례로 자치구계획의 법  상과 역할, 수립

주체와 차, 계획의 주요내용, 지역생활권(커뮤니티)의 구분과 계획내용 등을 악하고, 시

사 을 도출하 다.

●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도출

- 자치구계획의 수립  운 방안을 마련하기 해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도시계획 련 문가 480명을 상으로 하 으며, 2012년 2월 약 10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설문 문항은 1)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한 운 경험과 평가, 2) 2000년 이후 

자치구계획에 한 운  평가, 3)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운 방안, 4) 자치구의 계획

역량  강화방안 등으로 구성하 으며, 103명의 문가가 응답하여 약 22%의 응답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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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생활권계획과 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① 주거지 계획에서의 생활권에 한 연구, ② 지방

자치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한 연구, ③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 사례 연구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주제별로 표 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목 저자 출처 출판연도

주거지계획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연구

우라나라 주거지 설계에서 생활권 개념의 
변화와 그 의미

이규인 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3
권 제10호, pp.3~13

1997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
실태와 활성화방안

김인희,
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기성시가지 뉴타운의 생활권계획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의 소생활권에 대한 계획
과 실제의 비교

오병록,
김기호

도시설계, 제8권 제4호, 통권 
29호, pp. 37~54

2007

국내 주거지 계획의 생활권 공간구성 변화
에 관한 연구

권혁삼,
백혜선,
정화진

도시설계, 제9권 제4호, 
pp.39~60

2008

생활권개념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 계획의 
시기별 특성 변화

이종화,
구자훈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0
권 제4호, pp.79~88

2009

지방자치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지방자치와 도시계획체제 정비 최상철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도
시정보, 제11권 제7호

1992

자치구의 도시계획 :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정무용
도시문제 제27권 제279호, 
pp.43~63

199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이론적 고찰 김창석
도시문제 제27권 제286호, 
pp.87~105

1992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실태분석 김영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
논총 제22권, pp.189~210

1994

자치구 도시계획의 한계와 제도개선 이학동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1~25

1996

자치구 행정과 도시계획 선정원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18권, pp. 
75~89

2002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 연구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정민,
양재섭,
김창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
시연구, 제7권 제3호, pp. 
31~50

2006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자치
구계획 LDFs의 시사점

양도식
국토연구원, 국토 제344호, 
pp.104~113

2010

<표 1-1> 생활권계획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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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계획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연구

- 주거지계획에서의 생활권에 한 연구는 서울ㆍ수도권의 신시가지와 신도시에 용된 생활

권계획 개념의 변천과정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표 인 연구로는 이규인 외(1997), 

권 삼 외(2008), 이종화ㆍ구자훈(200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기성시가지에서의 

생활권계획에 한 연구는 정비사업을 상으로 하여 김인희ㆍ장남종(2007), 오병록ㆍ김기

호(2007) 등에 의해 일부 수행되었다.

- 이규인 외(1997), 권 삼 외(2008), 이종화ㆍ구자훈(2009)은 잠실, 과천, 목동, 상계, 일산 등 

신시가지  신도시 내 주거지에 용된 생활권계획 개념의 시기별 변화를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해 국내 주거지에 용된 생활권은 완결 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생활권과의 연계ㆍ

첩이 필요하며, 역 인 계가 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하 다.

- 한편, 김인희ㆍ장남종(2007)은 주거환경정비 시 인 지역을 고려한 근린생활권 설정의 필요

성을 제기하 고, 오병록ㆍ김기호(2007)는 길음뉴타운계획에 한 분석을 통해 기성시가지

에서 생활권을 설정하기 해서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변 생활권에 한 검토가 동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지방자치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 1990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방안  실태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표 인 연구로는 최상철(1992), 김창석(1992), 정무용

(1992), 김 일(1994), 이학동(1996), 선정원(200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최상철(1992)은 지방자치의 시 에 응한 도시계획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자치

구의 도시계획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김창석(1992)과 정무용(1992)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지향 에 한 연구를 통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참여주의  계획, 상향  근이 강조되는 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의 

도입이 지방분권화라는 사회  흐름에 합하다고 하 다.

- 김 일(1994), 이학동(1996)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으로 지나

친 하향성과 독주성, 공무원의 문성 부족 등을 지 하 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한 

명확한 계 설정  주민참여방안 강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체제 개편 등을 개선방안

으로 제시하 다.



 제1장 연구개요  9

●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 연구

- 2000년 이후 외국 도시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계획 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

출한 연구로는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기(2006)와 양도식(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기(2006)는 도쿄 도시계획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에서도 생

활권계획이 필요함을 제기하 고, 특히 자치구계획을 도입하여 지역특성을 반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양도식(2010)은 국의 도시계획체계와 런던의 자치구계획(LDFs)  타워 햄릿 자치구계획 

운 사례를 소개하고, 자치구의 계획권한 강화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안하 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 까지 생활권계획에 한 연구는 주로 신시가지와 신도시에 

용된 주거지계획을 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성시가지에서의 생활권계획에 한 연구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 사례에 해서만 일부 수행되었다.

- 1990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

을 제외하면, 최근 서울의 도시계획체계하에서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과 운 방안을 제

시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제1   생활권계획의 개념  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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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생활권계획의 운 경험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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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자치구계획의 필요성

제1절 생활권계획의 개념 및 관련규정

- ‘생활권계획’이란 용어는 신도시의 주거지계획에 용되는 개념에서부터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인구와 공공서비스시설을 정하게 배치하는 도시 차원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일정한 공간범 를 상으로 지역의 자연

ㆍ물리  생활환경과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발 목표와 방향, 추진 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게 보면, 생활권계획에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공간

범 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인데, 이에 해 주거지계획에서는 근린주구이론, 일상생활

권, 어번 빌리지 등의 외국 이론들을 용해 왔다.

구분 근린주구이론 일상생활권 단계구성론 어번 빌리지 TND TOD

이용권
(반경)

400m 1.5㎞(225㏊) 800m(60~100㏊) 400~900m 400m 600m

근린밀도
(세대/㏊)

20~25세대/㏊
(95인/㏊)

90인/㏊ 20~30세대/ha 75~125인/ha 45세대/ha 45세대/ha

거주인구
약 6,000명

(3,000~9,600명)
약 2만명 1,600~2,000가구 3,000~5,000명 - -

중심 초등학교 공공시설 소학교, 공공시설 등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대중교통지점

블록체계 슈퍼블록 중규모 블록

자료: 이종화ㆍ구자훈, 2009, “생활권 개념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 계획의 시기별 특성 변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80쪽

<표 2-1> 주거지계획 관련이론의 주요 계획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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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의 주거지계획 이론을 토 로 한 생활권의 공간범 는 이용반경이 400∼1,500m이

며, 인구는 3,000∼20,000명 정도이다. 도보권의 공간범  내에 인구와 커뮤니티시설을 

하게 배치하며, 그 심에 등학교, 공공  커뮤니티시설, 교통 결  등이 치하도

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생활권의 공간범 와 인구규모는 도시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서울과 같이 자연발생 인 기성시가지에서 일정한 공간범 로 구획된 생활권계획

의 개념을 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 한편 도시 차원에서의 생활권 개념은 보다 범 한 공간범 까지 활용된다. 실제로 서울에

서의 생활권은 작게는 주거지와 신시가지 내 근린생활권에서부터, 크게는 일정한 공간범

를 갖는 소ㆍ ㆍ 생활권, 그리고 수도권 차원의 역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그림 2-1> 생활권 개념의 적용범위

- 이 게 생활권 개념과 공간범 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생활권계획과 생활권 설정 기

에 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 행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생활권을 설정할 때 ‘시ㆍ군의 발 과정, 개발

축, 도시기능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시의 여건에 따라 생활권의 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은 계획의 정규모

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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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여건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하고 인구  시설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권의 규모와 구분 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질 인 기 으로 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3-3-3. 부문별 계획

(4) 생활권 계획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3-2.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1) 생활권설정

① 시ㆍ군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

경 여건 등 지역특성별로 위계에 따른 생활권을 설정한다.

② 생활권은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위계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은 계획의 적정규

모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③ 생활권의 경계는 인구 등 각종자료의 용이한 취득을 위하여 행정경계(읍ㆍ면ㆍ동)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뚜렷한 지형지물로 할 수 있다.

(2) 인구배분계획

① 생활권별 인구ㆍ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

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ㆍ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한 

적정인구밀도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③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 시 학교, 상ㆍ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인구배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수립한다.

⑤ 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연도 총량범위에서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단계별ㆍ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① 또는 ⑤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동 조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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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 변화

- 서울시는 198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 고,1) 이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생활권계획을 운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서울 200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1980년)

-｢서울 200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 기계획(1980)｣은 도심 내에 집 되어 있는 단핵  도시

기능과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생활편익시설과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 하기 해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 다.

- 여기서는 생활권을 소ㆍ ㆍ  3개의 계로 구분하 다. 소생활권은 일일생활권으로 행정

동을 기 으로 하고, 생활권은 3~4개의 소생활권, 그리고 생활권은 자치구로 설정했다. 

이런 기 을 토 로 서울시는 2~3만명 인구규모의 333개 소생활권, 10만명 규모의 90개 

생활권, 50만명 규모의 22개 생활권으로 구분하 다.

생활권 설정기준 인구규모 구별 고려사업 권역수

소생활권 행정동 기준 2~3만명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구
∙전통적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제약성
∙인위적 제약성
∙지형특성

333

중생활권
3~4개

소생활권
10만명

∙고등학교의 학구
∙배치시설기준을 고려한 구분
∙계획의도적 구분
∙산세, 대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

90

대생활권 구단위 기준 50만명
∙도로, 철도 등의 자연적 환경
∙부심권 형성을 유도한 계획성

18

자료 : 서울시, 1980, ｢서울 2000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표 2-2>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1980)의 생활권 구분

1) 서울시는 1978년 제2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생활권계획을 최 로 도입했으나, 계획안의 비 실성과 정

책 변화로 인해 발표되지 못했다(최상철, 200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  서울도시계획의 변화: 
1995~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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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생활권 구분을 통해 시민의 도시활동을 수용하는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권역별 특성

에 맞게 구분하고, 균등하게 배치ㆍ배분하고자 했다. 

- 한 생활권의 계에 따라 심시설이 구분되는데, 소생활권은 등학교와 학교의 교구, 

통  시장권역, 역세권 등으로 구분되며, 생활권은 고등학교의 학구, 산세와 하천 등

이 구분의 단 가 되도록 하 다.

- 이에 따라 소생활권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련된 기본시설, 생활권에는 종합병원, 도매

시장, 문화 락의 기반시설을 배치하도록 하 다. 한 생활권은 구별로 발생하는 행정

리기능과 구의 심상업업무활동  문화 , 사회  활동과 락시설을 배치하도록 했다.

자료 : 서울시, 1980, ｢서울 200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그림 2-2> 서울 200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1980)의 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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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990년)

- 1990년 는 서울의 인구  개발수요가 격하게 증가하던 시기 다.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

서도 부족한 기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무분별한 분산배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요과제 다.

-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균등한 생활편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생활권을 설정했고, 

이를 기 생활 편익시설의 이용권역이자 시설 배치의 공간단 로 보았다. 2000년  도시기

본계획에서의 생활권은 이  계획과 달리 생활권이 없어지고, 소ㆍ 생활권 2개의 계

로 구성되었다.

- 이  계획에서 행정동 단 던 소생활권은 기 생활 편익시설 이용권역으로 그 범 가 확

되었다. 지형ㆍ지세, 행정 리의 편의, 균등한 시설 배치, 자치구 경계 등을 고려하여 인

구 10∼30만으로 구성된 44개의 소생활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 생활권 없이 생활권은 이  계획과 같이 자치구를 경계로 구분되었다. 당시에는 평균 

인구 50만 정도의 22개 자치구가 있었다.

생활권 설정기준 인구규모 기준 권역수

소생활권
기초생활

편익시설 이용권역
약 10~30만 - 자치구 경계를 고려하여 설정 44

중생활권 - - - -

대생활권 구단위 기준 19~75만
- 2~3개 소생활권을 포괄하는 

자치구
22

자료 : 서울시, 1990,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표 2-3> 2000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기본계획(1990)의 생활권 구분 

- 200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의 심지체계를 도심과 5개 부도심(신 , 청량리, 등

포, 동, 잠실), 59개 지구 심으로 개편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었다.2) 그러나 심지가 생활

권에 비해 범 한 배후지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어 심지와 배후지가 긴 하게 연계되지

는 않았다.

2) 양재섭, 2010, ｢세계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 방식 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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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시 에 비하여 자치구 단 의 생활권 계획을 통해 구단  발

구상을 수립하 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존 도시계획에 상향식 계

획과정을 목시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1992년 정식으로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이 도입되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22개 자치구

의 계획 수립을 총 하 다.

자료 : 서울시, 1990,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림 2-3> 2000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기본계획(1990)의 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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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년)

- 1990년 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이후 개방화ㆍ세계화가 본격 으로 시작되고, 기  

 역의회 선거로 본격 인 지방자치시 가 시작된 시기 다. 이에 따라 ｢2011년 서울 도

시기본계획(1997)｣은 세계화, 지방화에 응하면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 으로 리하고자 

하 다.3)

- 실제로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반 하는 등 지방화시

에 응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고, 동시에 서울과 연 한 시ㆍ군

을 고려하는 역 인 근을 시도했다.

- 2011년 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구분은 ㆍ ㆍ소생활권 3개의 계를 유지했지만, 종 에 

비해 생활권의 공간  범 가 확 되었다. 이는 역화ㆍ세계화라는 시  흐름을 반 하

고, 이 까지 서로 별개로 작동했던 심지체계와 생활권 구분을 상호 연계하기 한 것이

었다.

- 2011년 기본계획은 이 까지 ‘ 생활권’으로 구분되었던 자치구를 ‘소생활권’으로 변경하

고, 2∼3개 자치구를 묶어서 ‘ 생활권’으로 구분하 다. 한 새로운 ‘ 생활권’은 3~8개

의 자치구로 이루어진 5개 권역으로 설정하 다. 

- 이러한 생활권 공간범 의 변화는 서울의 심지체계인 1 도심, 4 부도심( 동, 등포, 용

산, 청량리ㆍ왕십리), 11 지역 심과 연계되는데, 도심과 부도심은 생활권의 심지로, 지

역 심은 생활권의 심지로 설정되었다.

- 한편, 이  계획은 생활권을 인구  생활편익시설 배치의 기 이 되는 공간단 로 활용했

으나, ｢2011년 도시기본계획(1997)｣은 5개 생활권별로 종합 인 정비목표와 발 방향을 

제시하 다. 

3) 최상철, 200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  서울도시계획의 변화 : 1950-2000｣, 5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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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생활권별 정비방침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목표 : 수도 및 세계도시로서의 기능을 견지하고, 도심 정주인구 확보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적정 밀도규제 등의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인간중심의 
도심으로 정비

∙ 수도 서울의 중추 도심기능의 유지ㆍ강화
∙ 도심기능과 주거기능의 조화
∙ 역사가 깃든 문화환경의 보전
∙ 도심형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동체의 형성
∙ 인간존중의 도심으로 정비

동북권

동북1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 목표: 지역중심의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의 질적 수준 제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려한 적정밀도 규제 등을 통해 
개발ㆍ정비

∙ 동북지역의 중심 및 지역중심의 강화ㆍ육성
∙ 수려한 자연환경보호 및 도시경관 유지
∙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한 생활의 질 제고

동북2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 목표: 국제화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지역중심 확보 및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와 
질적 향상 도모

∙ 국제화 및 남북통일에 대비
∙ 서북권역의 상업, 업무 및 문화기능의 중심지 육성
∙ 도심주변에 입지한 불량주택지역의 정비

동남권

서남1
강서
양천 ∙ 목표: 기술의 고도화 및 혁신을 위한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공업기반을 지원하며,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적절한 혼합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부도심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개발ㆍ육성
∙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공업지역으로 정비(서울형 산업 육성)
∙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서남2
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3
관악
동작

서남권

동남1
서초
강남

∙ 목표: 활동중심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의 진흥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도시정책 구현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중심의 확보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ㆍ예술의 진흥
∙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ㆍ유지
∙ 대규모 도시시설의 활용

동남2
송파
강동

자료 : 서울시, 1997,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표 2-4>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 생활권 구분 및 정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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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1997,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그림 2-4>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1997)의 생활권 구분 

●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년)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은 이  계획과 동일하게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계획

을 통해 5개 권역별로 미래상과 발 방향을 제시하 다. 

-｢2020 도시기본계획(2006)｣은 생활권계획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

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생활권별로 재구성하여 자치구계획이나 발 구상에 체계 으

로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치구계획이나 발 구상에서 제기된 주요 계획과제를 도

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반 하여 계획의 실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상 으로 낙후

된 생활권에 략  투자와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균형발

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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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2006,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그림 2-5>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의 생활권 구분

자료 : 서울시, 2006,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그림 2-6>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2006)의 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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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 서울시는 1980년 수립된 ｢1980 도시개발 장기구상 기계획｣에서부터 2006년 수립된 ｢2020

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서울의 생활권을 ㆍ

ㆍ소 3단계로 구분하여 운 해왔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구분은 1997년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계기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ㆍ ㆍ소 생활권의 ‘공간범 ’가 변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역할’이 변한 것이다.

구분
목표연도 

및 인구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의의와 특징

1980년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2001년

945만

∙자치구 단위, 

부도심권 형성 

유도

(인구 50만명)

∙18개

∙3~4개 소생활

권 포괄, 고교 

학군

(인구 10만)

∙90개

∙행정동 기준, 

초중교 일상생

활권

(인구 2~3만)

∙333개

-일일생활권을 기본으로 구상

-생활권별로 도시기반시설 배치

-생활권과 행정권의 최대한 일치

1990년

기본계획

2001년

1,200만

∙2~3개 소생활

권을 포괄하는 

자치구 단위

언급없음
∙기초생활편익

시설 이용권역

-서울시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

-생활권: 기초생활편익시설의 이

용권, 시설배치 기준이 되는 공간

영역

-행정구역 경계와 가급적 일치

-구단위 발전구상의 필요성 제기

1997년

기본계획

2011년

1,200만

∙1~3개 중생활

권을 포괄하는 

5개 대생활권

(도심, 부도심)

∙2~4개 자치구

를 포괄하는 9

개 중생활권

(지역중심)

∙일상생활권

(자치구 중심,

지구중심)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5개 대생활권 중심으로 계획

-세부적인 생활권계획은 ‘자치구 

기본계획’으로 보완

2006년

기본계획

2020년

980만
상동

상동

(전략육성 지역

중심 추가)

상동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유지

-자치구 기본계획 폐지

자료: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석, 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35쪽에서 재구성

<표 2-5>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의 변화 

- 생활권계획의 ‘공간범 ’는 서울이 역화되면서 자치구 단 의 생활권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90년에 수립된 ｢2000년 도시기본계획｣까지는 생활권을 일상생활권 범 의 

‘소생활권’과 자치구 범 의 ‘ 생활권’으로 구분하 으나, ｢2011 도시기본계획(1997)｣부터

는 서울이 역화되면서 ‘ 생활권’이 권역으로 바 었고, 2∼4개 자치구를 포 하는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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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심ㆍ부도심ㆍ지역 심 등 심지 계와 생활권 

구분을 연계시키고자 하 다. 

- 생활권계획의 ‘내용  역할’ 변화는 원래 생활권계획은 인구  시설배분계획의 성격이 

강했으나, 서울에서는 권역별 정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변화하 다. 인구가 

증하던 시기의 생활권계획은 인구와 시설의 한 공간 배분을 해 수립되었으나, ｢2011 

도시기본계획(1997)｣부터는 권역별 미래상과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인 공간계획으로 

운 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자치구단  생활권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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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교훈

3.1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취지

- 1992년 서울시는 지방자치시 에 비하고 ｢2000년 를 향한 도시기본계획(1990)｣을 자치

구별로 구체화하여 실 하기 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 다. 서울시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밝힌 자치구계획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치구 차원의 계획 이고 종합 인 행정 추진을 한 토 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둘째, 기존의 하향식 도시계획에 상향식 계획과정을 목시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체화하

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응형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경직성과 추상성을 보완한다.

- 따라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① 자치구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장기발 계획, ②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한 기 인 계획, ③ 지구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등을 한 구상계획, ④ 자치구

에서 추진할 사업에 한 연차별 집행계획 등 네 가지 성격을 가진다.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서울시 수립지침에 따라 1991년부터 서울의 모든 구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1993년 11월 15일 등포구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993년 말까지 22개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이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 지방분권체제하에서 서울시의 21세기 미래상을 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방분권  시도 으며, 자치구 스스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종합 이고 장기 으

로 제시한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자치구계획의 도입을 통해 서울의 도시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력 으로 운 할 수 있

게 되었다. 즉 자치구가 서울시의 계획 방향을 수용하는 한편, 자치구의 도시계획 내용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상ㆍ하향식 근 모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실제로 서울시는 1997년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먼  수립된 22개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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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을 반 한 바 있다.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포 이고 추상 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 하여 지역 발 의 청사진과 기본골격을 제시한다는 에서 정

인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인구 10만명 내외로 구별되는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은 주민들의 생활과 착된 지역

단 에서 도시계획에 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체계 인 지역조사를 통해 미래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에 필요한 세부 자료  근거를 제공한다.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한계

- 그러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그 한계와 문제

도 지 않았다. 

- 첫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 한 반 하려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부분  주도로 수립되었다. 이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계된 도시계획 요구가 일시에 분출했고, 시민들의 미성숙한 의식을 계획에 반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둘째, 자치구 차원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 발 의 심이나 략  거 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자기 심 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셋째, 일부 자치구는 민원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 제한을 완화해 다든가, 자치구 세

원의 확보를 해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것을 요구하 다. 특히, 부분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이용을 심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에 을 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다. 

- 넷째, 업무, 사회복지, 교통 등 사회간 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의 정비방향은 상 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상향식 계획방식을 도입하 고,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의 실질 인 수요에 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상 인 도시기

본계획을 구체화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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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자치구는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 발 의 심이거나 략  거 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자기 심 인 계획안을 제시하 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해 용도지역의 상향 조

정을 요구하는 등 당  의도와 달리 많은 문제를 야기하 다. 한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이 행정 ㆍ법 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과 최 로 시도되는 계획인 만큼 주민과 자치구의 

이해가 부족했던 도 문제로 지 되었다.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울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공과를 평가ㆍ개선하려는 노력 없

이 1990년  반 이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운 을 단하 고, 이에 따라 자치

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상을 잃게 되었다.

구분 내용

의의

지방자치시대 자치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준비

자치구의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수요에 대응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단위에서의 도시계획적 대응

도시계획재정비(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

자치구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지침적 성격

비법정계획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방분권적 시도

기존 하향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족적 개발계획 수립

일상생활의 활동영역인 생활권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정비계획의 성격

한계

주민들의 도시계획적 요구가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

소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 발전의 중심 내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해

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계획안 제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안 중인 계획들이 공개되는 등 

시정운영에 불필요한 잡음 발생

자료: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기, 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7(3), 47쪽

<표 2-6>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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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동대문구, 1995, ｢2001년을 향한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
<그림 2-7> 동대문구 자치구 기본계획(1995) 계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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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북2 중생활권(2005) 종합구상도 

3.2 동북2 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

- 서울시는 2005년 강남ㆍ북 균형발 의 

일환으로 동북2 생활권(성북, 강북, 

도 , 노원구)을 상으로 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당시 서울시는 강남ㆍ북 균형발 을 

해 뉴타운과 균형발 진지구를 지정

하고, 사업을 추진하 다. 그러나 개별

으로 추진되는 규모 정비사업이 해

당 지역과 주변에 어떤 향을 미치며, 

어떤 장기구상하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인지 그림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울시는 지역발

의 큰 틀을 생활권 차원에서 제시

할 필요가 있었다.4)

-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주변의 2~4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 에서 지역 체의 미

래상과 발 방향을 설정한 후, 각 사업에 한 우선순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역정

비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 다.

- 특히, 미아지구는 뉴타운과 균형발 진지구가 동시에 지정되어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될 

정이었기 때문에, 동북2 생활권을 상으로 시범계획을 수립하 다. 이 듯 ｢동북2 

생활권 발 계획｣은 미아 뉴타운과 균형발 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수립되었

고, 지역 정비를 주로 근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동북2 생활권 외에 다른 생활권

으로 계획 수립이 확 되지 못하고, 일회성 계획으로 그친 한계가 있다.

4) 서울시, 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 을 한 도시 리방안｣,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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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권역별 발전계획(2007) 종합구상도 

3.3 권역별 발전계획

-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 (2007)｣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2006)｣에서 제

시한 장기 인 계획목표를 권역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도시 리계획으로 

연계하여 실 하기 해 수립한 일종

의 략계획이다. 

- 권역별 발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도시 리계획과 자치구 사

업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울

시 각 국ㆍ실별 계획과 부문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거로 활용하고

자 하 다.

- 권역별 발 계획에서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 하되, 공간구조, 교통, 

도시정비, 공원녹지  문화인 라 

등 주로 공간  계획부문에 한 발

방향이 제시 다.

- 권역별 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권역별 미래상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추진사업과 계획수요를 발굴하 으며, 이후 권역별 르네상스사업에 토

를 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 그러나 권역별 발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운 되어 계획의 법  지 와 성격이 모호했고, 

서울시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

다. 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의 실   운 과정에 한 평가가 없었다

는 이 한계로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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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권계획의 교훈 및 개선과제

- 서울은 1990년  이후 지 까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동북2 생활권 발 종합계획, 그리

고 권역별 발 계획 등 다양한 공간범 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운 한 경험이 있다. 그

동안 운 된 생활권계획의 교훈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2-10> 생활권계획의 운영 평가 및 개선과제 

- 첫째, 서울  도시권 차원에서 생활권(권역)은 의미있는 공간단 이다. 권역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구체화하여 권역 발 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하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권역별 계획은 해당 권역의 장래 토지

이용과 각종 정비계획에 한 방향을 제시하기 해 장기 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2∼4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생활권은 공간범 와 계획수립 주체가 모호하고, 동북2 

생활권계획도 일회성으로 수립되어 계획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ㆍ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체계가 층화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서울의 간단  생활권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활용하는 것은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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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자치구계획은 지방화시 를 맞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할 수 있는 상향식 계획

이며,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합한 공간단 계획이다. 한 계획의 상세정도에서

도 도시 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운 상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서는 자치구의 자기 심 인 계획 수

립과 민원성 요구에 한 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난 20여년간 서울에서 진행된 생활권계획의 경험과 교훈을 되돌아 볼 때, 서울과 같은 

거 도시에서는 간단계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력  계획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계획을 수립ㆍ운 하

는 것이 실 이며 바람직한 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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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4.1 자치구계획의 운영실태

- 1990년   도입되어 자치구별로 수립했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말 단되었

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치구들은 자치구의 개별 인 여건에 따라 비공식 으로 자치구 

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자치구별로 자치구계획의 수립  운 실태를 조사한 결과(2012년 5월 재), 

동 문ㆍ 랑ㆍ서 문구 등 3개 자치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개별 으로 자치구 발 계

획 등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그림 2-11>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 현황(2012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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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2000~2005년 수립 2006년 이후 수립 

종로구 X 종로비전2020, 2011

중구 X 중구 글로벌 도심부 중장기 발전계획, 2010

용산구 X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중)

성동구 2021 성동 장기종합발전계획, 2005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9

광진구 광진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2002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2009

동대문구 X X

중랑구 X X

성북구 2010 성북비전, 2005 2020 성북비전, 2010

강북구 강북비전 2015, 2005 X

도봉구 X 2020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2010

노원구 노원구 중ㆍ장기발전계획, 2004 X

은평구 X 202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2007

서대문구 X X

마포구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 2004 X

양천구 2020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2004 X

강서구 X 살고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2008

구로구 구로구 장기발전종합계획, 2005 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 2010

금천구 X 2020 도시종합관리계획, 2006

영등포구 202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2005 X

동작구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2004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중)

관악구 X 관악구 장기비전전략계획, 2008

서초구 X 서초 중장기발전기본계획, 2007

강남구 X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 2009

송파구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2002 2020년 송파장기발전계획, 2010

강동구 2015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 2005 2020 강동구 도시관리종합계획, 2008

<표 2-7>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 현황 

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2005)

2020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2009)

중구 글로벌 도심부 
중장기 발전계획(2010)

<그림 2-12> 2000년대 이후의 자치구 발전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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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은 자치구의 미래상과 장기 인 발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구단 계획 

등 하 계획  사업에 지침을 제시하거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시에 자치구의 의견

을 제안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자치구 담당자와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자치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산5)이 투입되지

만, 서울시가 자치구계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의ㆍ조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형식 인 공청회  설명회를 통

해 소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00년  이후 수립된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개별 으로 수립되어 계획의 목 , 

구성  내용 측면에서 일 성이 없지만,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계획 의지를 반 하고 있다

는 에서 향후 극 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자치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마다 계획의 내용과 범 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 이지 않지만, 
면담조사한 5개 자치구는 최소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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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공간계획

- 서울의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 사이의 간단계 공간계획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 권역별 계획은 수립주체와 수립범 가 모호하고, 법  구속력과 

명확한 하 계획이 없어 실질 인 간단계 계획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공간

으로도 권역별 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간계획이 될 수 있으며, 계획수립 주체와 실행(행

정) 주체가 명확하다.

  

<그림 2-13> 도시기본계획-권역별 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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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도시계획 운영

- 재 서울의 도시계획은 부분 서울시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 

체를 종합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장 은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 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력 인 도

시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통해 서울의 체

인 골격을 형성하는데 을 두고, 자치구는 서울시의 계획을 존 하면서 자치구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 하여 구 단 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자치구계획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간발 구상의 실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그동안 지나치게 등한시되어 온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계획 수요를 도시계획에 

목시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6)

- 이를 해 서울시는 자치구계획에 한 기본방향과 수립지침을 제공하고, 자치구가 수립한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한 계획권한을 갖

지 못한 채 일상 인 업무와 하향식 사업만을 수행했던 자치구는 다양한 이해 계를 조정

하는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상된다.7)

<그림 2-14>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적 계획체계 구축  

6) 김창석, 1992, “우리나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정립에 한 연구”, ｢서울시립 학교 수도권개발연구소 연구

논총｣, 제18권, 4쪽
7) 선정원, 2002, “자치구행정과 도시계획”, ｢사회과학논총｣, 명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8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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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비스 제공 및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기초단위계획

- 최근 국 으로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은 민주  도시계획을 한 이념으로,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해 수립ㆍ결정된 계획

이 집행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이러한 시  흐름에 따라 서울시도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에 응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은 해당 지역과 주민에 한 충

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동네ㆍ마을ㆍ근린생활권 등 작은 단 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 수요는 자치구 차원에서 수렴하고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

구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 하고, 실질 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구계획

은 자치구 차원의 장기 인 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 

수요와 생활개선과제에 응할 수 있는 기 단 계획이다.

<그림 2-15> 최근 진행 중인 서울의 주민참여형 계획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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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인구  생활편

익시설의 한 배분을 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활권의 공간범 와 구분의 

기 이 모호하여 다양한 범 의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은 ㆍ ㆍ소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서울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동북2 생활권 계획, 권역별 계획 등과 같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운 한 경험이 있다. 

- 이 듯 서울의 생활권계획에 한 운 경험을 되돌아보면, 권역별 계획은 도시인 서울에

서 의미 있는 공간단 계획이지만, 생활권계획은 공간범 와 계획수립 주체가 모호하여 

계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거 도시에서는 간단계 생활권계획

으로서 자치구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간 력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자치구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입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리계획의 간극이 커서 일 성 있는 도시 리

가 어려우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간단계 계획이 필요하다. 자치구계획은 권역별 계

획이나 생활권계획과 달리 수립주체와 계획범 가 명확하여 실질 인 간단계 계획으

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 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서울시 주의 

하향식으로 운 되어 왔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을 통해 서울의 체 인 

골격을 형성하는데 을 두고, 자치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존 하면서 지역특성과 주민 요

구를 반 하여 자치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 간 력 인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지역주민에 한 생활서비스 제공  마을만들기 지원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 수요는 자치구 차원에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주

민들의 요구를 계획에 반 하여 계획을 실 해 갈 수 있도록 자치구  지역생활권 단 의 

계획을 수립ㆍ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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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제1절 런던

1.1 런던의 공간계획체계와 자치구계획(LDFs)8)

- 국은 규제 심으로 운 되던 기존 도시계획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극 인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도입하기 해 2004년 도시계획시스템을 

개편하 다.

- 이에 따라 지역차원의 계획은 지역계획(Local Plan)에서 자치구 발 계획(LDFs, Local Devel-

opment Frameworks)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런던의 도시계획은 런던 정부(GLA)가 수립

하는 런던 랜(London Plan)과 권역별 계획(SRDF : Sub-Reginal Developmnet Frameworks), 

그리고 자치구(Borough)가 수립하는 자치구계획(LDFs) 등 3단계로 운 하게 되었다.

<그림 3-1> 런던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계획

8) 양재섭, 2010, ｢세계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 방식 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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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위상과 역할

● 도입배경 및 제도적 근거

- 런던의 자치구 발 계획(LDFs)은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정을 간소화ㆍ합리화ㆍ능률화 하면

서 사  방 이고 바람직한 개발을 리하기 하여 도입되었다. 

- 자치구 발 계획(LDFs)의 핵심목표는 계획의 유연성,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  계획 수립과

정의 이해 계자 참여, 지속가능성, 지역개발에 한 확실한 근거 마련 등이며, ‘도시계획정

책방침 12(Planning Policy Statement 12)’는 자치구 발 계획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자치구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공간계획 개념의 개발계획 작성

자치구 개발과정에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적극 유도

사전예방적인 자치구계획 작성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반영

증거에 기초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위상과 역할

- 자치구 발 계획(LDFs)은 2004년 제정된 ‘도시계획  강제수용법(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s Act)’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며, 런던 정부(GLA)가 수립하는 런던

랜과 권역별 계획(SRDF)의 하 계획이다.

- 자치구 발 계획(LDFs)은 런던 랜과 권역별 발 계획을 실 하기 한 계획으로, 런던시

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수립하는 자치구 발

계획(LDFs)은 런던이 제시하는 안( : 서민주택, 교통, 도시재생, 환경 등)에 해 런던

랜과 권역별 발 계획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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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수립 및 운영9)

● 수립주체와 주기

- 2004년 런던의 도시계획체계 개편은 자치구의 안을 자치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발 계획은 자치구 

주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런던 정부는 자치구가 작성한 계획에 해 런던 랜

이 제시한 략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수 에서 개입한다.

- 이에 해 앙정부는 자치구 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라인

과 지침서(Creating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 A Companion Guide to PPS12)를 제공

한다.

● 수립과정

- 자치구 발 계획(LDFs)은 자치구와 자치구 안과 련된 민ㆍ ㆍ시민단체의 트 십을 

통해 수립된다. 런던시장, 런던교통국, 런던개발청 등 법에서 정한 특별기 과 자치구계획

에 직ㆍ간 으로 향을 받는 지역단체, 주민조직 등 일반기 의 컨설 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별 컨설팅 기관 일반 컨설팅 기관

ㆍ런던시장(Greater London Authority)
ㆍGovernment Office for London
ㆍNewham, Waltham Forest, Hackney, Southwark, 
  Greenwich, Lewisham 자치구, City of London
ㆍ석탄청(Coal Authority)
ㆍ환경청 (Environment Agency)
ㆍLea Valley Regional Park Authority
ㆍ교통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ㆍThe Historic Building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ㆍ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ㆍ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ㆍ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ㆍThames Water

ㆍWard Councillors
ㆍResidents’ Panel
ㆍHousing Association
ㆍYoung Mayor and Deputy Young Mayors
ㆍEquality Forums(Interfaith Forum, 

New Community Forum, Pan-disability Panel)
ㆍPolice
ㆍHealth Trust and Emergency Service
ㆍ필요에 따라서는 자치구 내의 여러 단체나 개발업자

자료 : 양재섭ㆍ김태현, 2012,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76쪽

<표 3-1> 타워 햄릿 자치구의 주민참여를 위한 특별 및 일반 컨설팅 기관

9)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발 계획 자료집 2 : 외국사례｣, 11~12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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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발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참여 계획-진행-모니터링 과정을 담은 ‘주민참여계획문서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를 반드시 작성하여 앙도시계획 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는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보 공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발계획문서들은 웹사이트 등에서 6주간의 공람  의견수렴 

후에, 도시계획 심사 (The Planning Inspectorate)의 심사와 런던시장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다. 

- 도시계획 심사 의 심사는 자치구 발 계획의 합성을 평가하는 차이다. 심사의 주요 

항목은 계획수립 과정의 합성, 연 계획과의 정합성, 계획 내용의 연계성ㆍ일 성ㆍ효율

성 등이다. 

- 구체 으로 지역개발계획서와 주민참여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국가의 도시계획정책, 런던 랜, 권역계획, 지역의 커뮤니티 략 등의 계획과 정합성이 있

는지, 정확한 자료를 기 로 계획을 수립하 는지, 이웃 자치구와 연계되었는지 등을 심사

하게 된다.

- 심사를 마친 도시계획 심사 은 자치구에 권고사항을 달하고, 자치구는 권고사항을 확인

ㆍ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시 도시계획 심사 에게 송부하여 재심사를 받

을 수 있다.

   자료 : www.towerhamlets.gov.uk(타워 햄릿 홈페이지)

<그림 3-2> 타워 햄릿 주민참여계획서와 주민참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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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구성 및 내용

- 런던의 자치구 발 계획(LDFs)은 한 권의 보고서가 아니라 지역실행계획, 주민참여계획서 

등의 계획서와 다수의 보조문서, 기술문서, 모델사례, 평가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변화

하는 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에 즉각 으로 응하고, 유동 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해

서이다. 

- 자치구 발 계획에 속한 문서들은 법  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치구가 여건에 따라 법

 상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계획지침(지역실행계획, 부가 도시계획문서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 자치구 반에 한 주요 계획내용은 핵심 략계획(Core Strategy)에서 다루고 있으며, 나머

지 계획들은 계획의 실 과 상호 력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 Tower Hamlets, 2010, Core Strategy 2025 

<그림 3-3>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구성 및 관계



48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핵심전략계획

(Core Strategy-CS)

ㆍ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전략과 실행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

ㆍ이를 통해 자치구의 커뮤니티 전략(Community Strategy)을 실행

ㆍ커뮤니티전략과 관련된 개발, 토지이용계획, 자치구의 주택, 복지, 교육, 레저 등에 대한 

기본계획(spatial strategy) 제시

토지배분 이용계획문서

(Site Specific
Allocations-SSA)

ㆍ자치구 내 토지할당과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계획을 담은 문서

ㆍ다른 개발계획문서의 변경과 실행사항을 이 문서를 통해 반영

ㆍ문서에는 특정용도와 복합용도 사용을 위한 토지의 적합성, 사용가능성, 접근성에 대한 

평가 포함

채택된 제안지도

(Adopted Proposal
Map-APM)

ㆍ모든 개발계획문서에서 다루는 공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의 형태로 나타냄

ㆍ다른 개발계획문서들의 갱신 시 채택된 제안 지도도 갱신

지역실행계획

(Area Action Plan-AAP)

ㆍ보존의 필요성 및 개발압력이 있는 민감한 지역의 개발에 대한 윤곽제공, 갈등해결

ㆍ개발 가능한 지역의 스케일, 혼합용도, 생활환경의 질과 관계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둠

기타개발계획문서

(Other Development
Plan Documents)

ㆍ주택, 고용, 소매상 개발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주제별로 만드는 개발계획문서

주민참여계획문서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ㆍ개발계획문서 작성과정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의 협의과정을 계획하는 문서

ㆍ개발계획문서들을 만드는 초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ㆍ정보 공개와 회람, 주민과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연차모니터링보고서 
(Annual Monitoring
Report)

ㆍ자치구가 LDFs의 진행과정과 효율성 평가를 위해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

ㆍ연차모니터링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 LDFs의 목표의 실현, 목표 설정 및 미래예

측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지역개발계획서

(Local Development
Scheme)

ㆍLDFs의 개발계획문서(DPDs)들의 작성계획을 담은 계획서

ㆍ특정 장소, 특정 현안, 개발계획문서안, 정책의 위상, 3년동안 작성될 개발계획문서의 시간

표 등에 관련된 정책을 자치구주민과 관련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문서

부가계획문서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ㆍ설정된 정책에 대한 상세하고 부가적인 설명서

ㆍ디자인가이드, 지역개발요약본, 마스터플랜, 자치구 중요현안을 다루는 서류 등

지역개발조례

(Local Development Order)
개발장려지역계획

(Simplified Planning
Zones)

ㆍ지역개발조례문서는 자치구의 목표실현을 위한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치구가 도시계

획허가 권한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ㆍ개발장려계획문서는 특정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문서

ㆍ예외적인 도시계획허가와 도시계획 허가신청서나 신청비용이 필요 없음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자료집 2｣, 78~79쪽의 <표 4-2> 재구성

<표 3-2> 자치구 발전계획(LDFs)의 구성요소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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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치구 발전계획(LDFs) 사례 : 타워 햄릿

- 타워 햄릿은 인구 19만 6천명 규모의 자치구로, 런던의 제2 융지구인 도클랜드의 Isle of 

Dogs와 Cannary Wharf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재 국가 로젝트인 Thames Gateway와 

올림픽 정지인 Lee Valley의 재개발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타워 햄릿은 

국에서 4번째로 빈곤층이 많은 자치구이기도 하다.

- 타워 햄릿은 2010년 자치구 발 계획(LDFs)  가장 요한 계획문서인 핵심 략계획(Core 

Strategy)을 수립하 다.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자료집 2｣
<그림 3-4> 런던의 타워 햄릿 자치구 위치



5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핵심전략계획(Core Strategy)의 구성

- 핵심 략계획(Core Strategy)은 자치구 체의 공간계획에 한 발 략과 실행목표를 제

시하는 계획문서이다. 타워 햄릿은 심지 육성, 생활환경 개선, 고용  경제 활성화, 도시

의 디자인 등의 계획목표와 략을 설정하 고, 런던 랜을 구체화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이

를 공간에 배분하여 실 하고자 하 다.

- 핵심 략계획의 세부 내용은 공간발 략, 심지 육성계획, 생활환경계획, 고용  경제 

활성화 계획, 수  높은 도시 조성계획, 장소 만들기,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공간전략의 주요 현안 공간전략의 세부항목과 공간전략 정책

1. 서론
  (Introduction)

ㆍLDFs 소개, 다른 문서와의 관계, Core Strategy 사용 가이드
ㆍ자치구의 현안, 특성과 변화

2. 계획의 실행
  (core strategy)

ㆍ도시계획의 의무
ㆍLDFs의 모니터링과 검토

3. 공간전략
  (spatial strategy)

ㆍ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ㆍ평등한 기회
ㆍ지속가능한 환경

ㆍ양질의 디자인
ㆍ보조 인프라구조
ㆍ지속가능한 2012 올림픽

4. 경제적 성장 전략
  (creating and sharing 
  prosperity)

ㆍ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고용중심지
ㆍCentral Activity Zone 관련 전략
ㆍ소규모 비즈니스, 전략적 산업지역
ㆍ창조와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
ㆍ중심지 활성화

ㆍ호텔, 서비스아파트, 콘퍼런스 센터, 
  주상복합
ㆍ상업시설의 종류와 서비스
ㆍ야간 경제, 시장과 거리상업

5. 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urban neighborhoods for 
 residents)

ㆍ주택공급, 밀도, 유형 등
ㆍ다양한 규모의 주택 혼합
ㆍ기존주택의 유지와 효율적인 사용
ㆍ서민주택 및 특별 주택 수요

ㆍ집시와 여행자를 위한 공간 전략
ㆍ편의시설 및 사회적 커뮤니티 시설
ㆍ건강한 삶, 교육과 기술 향상
ㆍ공공공간의 질과 양 증대 

6. 지속가능한 환경
(sustainable environment)

ㆍ생물학적 다양성
ㆍ지역자연 및 중요한 자연보존 지역
ㆍ녹지네트워크 및 주요 녹지지역 계획

ㆍ물 환경과 수변공간 및 홍수예방
ㆍ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생산
ㆍ지속가능한 쓰레기 관리

7. 지역 간 연계 
(a well connected borough)

ㆍ교통네트워크, 도로의 위계
ㆍ개발과 교통의 연계

ㆍ공공교통 등 사람을 위한 교통
ㆍ지속가능한 화물운송 시스템

8. 사람중심의 공간 디자인 
   (a well designed place for
   people)

ㆍ누구나 접근ㆍ이용하기 좋은 공간
ㆍ커뮤니티의 안전

ㆍ고층빌딩, 역사적 환경, 주요 조망점 등

자료 : Tower Hamlets, 2010, Core Strategy 2025. 

<표 3-3> 타워 햄릿 핵심전략계획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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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ower Hamlets, 2010, Core Strategy 2025. 
 

<그림 3-5> 타워 햄릿 종합구상도

- 핵심 략계획에는 특성이 있는 지역과 자연환경, 내외부의 재생 지역과 심지, 교통 황 

 계획 등을 종합한 구상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공간계획은 제안도면(Adopted 

Proposal Map)을 통해 구체화된다.

- 한편, 보존의 필요성이나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은 지역실행계획(Area Action Plan)을 통해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실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실행계획은 특정

지역에 한 공간 략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타워 햄릿의 표  재개발지역인 Isle of 

Dogs에는 26개의 지역실행계획이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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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towerhamlets.gov.uk/lgsl(타워 햄릿 홈페이지)

<그림 3-6> 타워 햄릿 제안도면(Proposal Map)

자료 : Tower Hamlets, 2007,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Isle of Dogs Area Action Plan.

<그림 3-7> Isle of Dogs의 지역개발계획 구역도와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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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구분 및 계획내용

- 타워 햄릿의 핵심 략계획은 자치구를 24개의 커뮤니티로 구분하고, 커뮤니티별로 세부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타워 햄릿은 17개의 Ward(지방의회 구성단 )로 구성되어 있으나, 커

뮤니티는 실생활에 착된 인구 1만명 내외의 커뮤니티를 심으로 구분된다.

- 한 3~4개 커뮤니티로 구성된 8개의 LAP(Local Area Partnership)을 설정하여 인  커뮤니

티들이 트 십을 통해 함께 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 다.

자료 : Tower Hamlets, 2010, Core Strategy 2025.

<그림 3-8> 타워 햄릿 커뮤니티 구분도

- 각각의 커뮤니티계획은 지역의 목표와 잠재력(성장 요소), 지역 리의 우선순 와 개발의 

원칙 등 핵심 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비 을 다이어그램화하여 개략 으로 

제시하고 있다.



54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지역의 목표 : 미래의 성장을 위한 역사적 가치 강화 및 반영

● 기회와 성장요소

- 타워 햄릿부터 Hackney 경계에 이르는 Bishopsgate Goodsyard 지역 : 복합용도개발 가능성 

- London Overground선의 Shoreditch High Street 역 : 2010년 완공 예정

● 지역의 우선순위 :

- 지역의 활력과 특성 강화

- 주변지역과의 강한 연계를 위해 Bishopsgate Goodsyard 지역 재생

- 건강과 생활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련시설의 접근성을 높임

- 거주지의 어메니티 유지관리

- 야간에 이용되는 지역의 환경, 안전 관리

- Redchurch 도로와 Brick Lane의 내외부 계획 관리

- Bishopsgate Goodsyard에 새 녹지공간 공급

- Allen Gardones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원칙

-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호 : 재개발은 지역의 특성과 외관을 강화하고 지킬 때만 가능

- Bishopsgate Goodsyard 지역의 외부개발은 전통 도시조직의 도시경관 보존 시에만 가능

- Neighbourhood센터, 지역의 서쪽, 주요도로변 : 작은 소매점, 업무, 여가기능 복합용도 권장

자료 : Tower Hamlets, 2010, Core Strategy 2025.

<그림 3-9> 타워 햄릿의 커뮤니티계획 예시(Shored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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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를린

2.1 베를린의 공간계획체계와 생활권 발전계획(BEP)

-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로서 인구가 345만명이고, 행정구역 면 은 892㎢이며, 인 한 란덴

부르크주를 포함한 역 도시권은 7,335㎢에 이르는 유럽의 표 인 도시 의 하나

이다. 

- 베를린의 공간계획은 법정계획인 토지이용계획(FNP), 지구상세계획(B-Plan), 도시발 계획

(STEP), 생활권 발 계획(Bereichsentwicklungsplan, BEP) 등과 비법정계획인 지구마스터

랜(Städtebaulicher Rahmenplan)과 란베르크(Planwerk)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10> 참조). 

- 법정계획인 토지이용계획(FNP)과 지구상세계획(B-Plan)은 건설법 과 건설법  시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발 계획(STEP)과 생활권 발 계획(BEP)은 ‘건설법  시행

법’(AGBauGB)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3-10> 독일 도시계획의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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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베를린)

<그림 3-11> 베를린 공간계획 체계도

- 란베르크(Planwerk)와 지구마스터 랜(Städtebaulicher Rahmenplan) 등은 베를린 시정부

와 자치구가 략 인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 특정 공간을 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란베르크나 지구마스터 랜은 비법정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계획 인허가  도시

설계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하  계획에 한 향력이 매우 크다.

- 베를린시 체를 상으로 수립하는 공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FNP)과 녹지경 로그램

이 있다. 토지이용계획(FNP)은 체 도시를 상으로 도시의 발 방향  략, 교통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계

획의 성격과 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도, 용도, 층수, 형태 등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구상세계획

(B-Plan)을 통해 실 된다.



제3장 외국의 자치구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57

- 한편, 녹지경 로그램은 환경생태계를 통합 으로 유지ㆍ보존하기 한 계획으로, 도시

개발  정비에 생태 요소를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 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

이다. 계획 내용은 비오톱과 식생 종보호, 녹지경 , 생태환경보호, 여가  공공공간 등 4개

의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를 실 하는 수단인 조경녹지계획은 상지의 환경, 생태보 , 경

계획 등에 한 계획서와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토지이용계획(FNP)과 녹지경 로그램은 베를린시 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스 일 

1: 50:000) 계획내용이 개념 이고 포 이다. 이에 비해 재산권을 제약하는 구체 인 계

획인 지구상세계획(B-Plan)과 조경녹지계획은 1:1,000~1:5,000 정도의 스 일을 가진 필지 

 블록단 의 상세계획이다. 베를린에서는 상 계획과 하 계획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계획 간 연계성 확보를 해 간단계 계획으로서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 발 계획(BEP)이 

수립되고 있다.

2.2 생활권 발전계획의 위상과 역할

● 도입배경 및 제도적 근거

- 생활권 발 계획(BEP)은 1975년 제도  기반 없이 베를린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도입되었

으며, 1977년에 베딩(Wedding)과 빌머스도르 (Willmersdorf)에서 계획구상안이 제시되었

다. 베를린시는 1978년 생활권 발 계획의 수립지침을 최 로 작성하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최 로 쇠네베르크 1구역(Schoeneberg)에 한 생활권 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생활권 발 계획은 자치구의 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장

기 인 발 방안을 상 계획에 반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베를린시는 생활권 

발 계획을 시 역으로 확 하려고 하 으나, 기에는 도심부  요한 지역에 제한 으

로 수립되었다. 



58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생활권 발 계획의 제도  근거는 1987년 건설법  시행법(AGBauGB)이 개정되면서 마련

되었다. 이 법에는 ‘생활권 발 계획은 토지의 용도계획, 도시설계계획, 정비  개발사업의 

우선순  등에 한 내용을 심으로 수립한다. 생활권 발 계획은 모든 행정청  계부

처에 구속력이 있으며, 법  구속력이 있는 건설유도계획의 수립 시 생활권 발 계획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AGBauGB 제3조제2항).

- 한편, 1990년 통일이 되면서 동베를린의 모든 자치구는 생활권 발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서베를린에서 수립되었던 생활권 발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을 뿐 아

니라,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향을 미치는 계획으로서 생활권 발 계획의 상이 높

아지게 되었다.

- 1998년에는 건설법 (BauGB) 제1조제5항에 ‘건설유도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결정한 기타 도시계획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여기서 생활권 발 계

획은 ‘기타 도시계획  사항’에 포함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법정계획이었던 생활권 발 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상향조정되었

다. 즉 연방 차원의 건설법  조항에 근거하여 생활권 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권 발 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은 자치단체 내에서 행정 인 구

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 법적 위상과 수립기준

- 생활권 발 계획(BEP)은 베를린시 건설법  시행법(AGBuaGB)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자치구(Bezirk)가 수립하고 구 의회가 승인하여 결정하는 계획으로, 건설법  1조5항에 따

라 행정계획  성격을 가지는 간단 의 공간계획이다. 

- 건설법  시행법(AGBauGB 제4조제2항) 시행지침10)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권 발 계획의 

수립기   법  상은 다음과 같다.

10) Ausfűhungsvorschriften zu §4 Abs. 2 des Gesetzes zur Ausfuehrung des Baugesetzbuchs(AGBau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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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의 계획목표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는 수단임. 

환경조경계획(Landschafsplan), 교통 및 사회복지 등 부문별 계획에서 설정

한 계획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자치구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공원녹지시설, 상공업시설, 교통시설, 공공

공간, 주택지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공간입지를 제시해야 함.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임. 자치구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간계

획 개념의 개발계획 작성

● 생활권 발전계획의 역할

- 생활권 발 계획(BEP)은 토지이용계획  경 녹지 로그램 등 상 계획의 계획목표  발

방향을 자치구 생활권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정비  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

이다. 생활권 발 계획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상  계획인도시발 계획(STEP), 토지이용계획(F-Plan), 녹지경 로그램(Land-

schaftsprogramm) 등을 구체화하고, 하  계획인 지구상세계획(B-Plan)과 녹지경 계획(L

andschaftsplan)에 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둘째, 하  계획과 상  계획 간의 양방향 계획체계 확립이라는 류 원칙(Gegenstromp

-rinzip)11)을 구 한다.

- 셋째, 부문별 계획의 발 목표를 공간 으로 취합ㆍ조정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종합 이고 

일 성 있는 계획목표를 제시한다. 

11) 독일의 공간계획체계에서 하  정부는 상  정부와 등한 계획주권을 갖는 이른바 계획 형성의 자유

(Gestaltungsfreiheit)와 상 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권한(Beteiligungsrecht)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방공간정비법에 

명시된 류 원칙(Gegenstromprinzip)과 함께 상ㆍ하  계획 간 방  계획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 다. 
“Gegenstromprinzip”은 역류 원칙, 류 원칙, 방류 원칙, 상호보완 원칙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연방공간

정비법(ROG) 제1조3항에 명시된 원칙으로서 주계획과 지역계획 시 기본원칙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Gegenstrom
(역류 는 류)”란 하  계획이 상  계획에 의존하지만, 상  계획도 하  계획을 고려하여 게마인데의 계획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같은 법에는 “부분 공간의 개발, 정비  보장이 체 공간의 상황과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며, 체 공간의 개발, 정비  보장은 부분 공간의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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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수립주체와 주기

- 생활권 발 계획(BEP)의 수립주체는 자치구이며, 구 의회가 이 계획을 최종 으로 결정한

다. 베를린시는 상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 자치구는 구 의회에서 생활권 발 계획을 결정하기 에 토지이용계획(F-Plan)  녹지경

로그램(Landschaftsprogram)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자치구는 베를린시의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된 부분을 제기하고, 시는 자치구가 제시

한 토지이용계획  조정할 수 없는 지역을 불합치(Dissesns)지역으로 분류하여 자치구에 

통보한다.

- 자치구는 시에서 결정한 불합치지역(Dissensfläche)의 수용 여부를 자체 으로 결정한다. 자

치구가 불합치지역(Dissensfläche)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표기할 경우, 시는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시 자치구의 불합치지역(Dissensfläche)에 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

다.

- 생활권 발 계획과 련이 있는 부서는 계획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인 한 자치구 역시 련

사항에 해 합의를 해야 한다. 생활권 발 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ㆍ고시되며, 도

면과 계획서가 공개된다. 자치구는 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에 상 기 인 시의 련부서에 

불합치지역(Dissensfläche)이 포함된 계획내용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 수립과정 (시민참여)

- 생활권 발 계획은 련부서와 기 , 인  자치구 등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이다. 

- 계획 상지와 인 한 자치구는 계획내용에 해 상호 의해야 하며. 계획내용에 한 의

조정  의견 반 , 계획 참여방식 등에 한 결정권은 해당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컨  

참여 상 주민, 련부서, 분야별 단체, 참여범 와 규모, 참여 횟수 등 구체 인 사항은 해

당 자치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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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수단 : 불합치계획(Dissensplan)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계획내용이 상 계획과 불합치할 경우 자치구는 생활권 발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게 제안된 용도지역 변경에 한 내용은 불합

치계획(Dissensplan)으로 표시된다.

- 불합치계획(Dissensplan)의 상지와 계획내용은 생활권 발 계획에 표시된다. 를 들어 베

를린의 자치구인 미테의 생활권 발 계획에서는 10개 지역이 불합치계획(Dissensplan)의 

상이 된다(<그럼 3-12> 참조). 

- 베를린시는 불합치계획(Dissensplan)을 검토하여 수용 혹은 반려 등 시의 입장을 자치구에 

통보해야 한다. 시가 불합치계획(Dissensplan)에 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자치구는 이

를 인정할 것인지, 다시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다시 요구할 경우 생활권 발 계획에 

표시하게 된다.

자료 : BezirksamtMitteBerlin, 2004, Bereichsentwicklungsplanung(BEP)2004-Arbeitsbericht

<그림 3-12> 베를린 자치구 ‘미테’ 발전계획과 10개의 Dissensplan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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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범위와 대상지

- 생활권 발 계획(BEP)은 자치구  지역을 상으로 수립하되, 일정한 공간범 (지역생활

권)를 계획의 최소단 로 하여 수립한다. 

- 생활권은 통계 단 12)를 기 으로 공간 으로 구획되는데, 베를린의 경우 자치구별로 3~5

개 정도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별 평균 인구규모는 50,000명 

정도이다.

자료 :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batreptowkoepenick

<그림 3-13> 베를린 생활권 구분 현황

- 생활권의 토지이용구상안은 해당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  생활권  인  자치구 생활권과

의 정합성  연계성을 유지하기 해 통일된 축 (1:5,000 는 1:10,000)을 사용한다. 

12) 생활권 발 계획(BEP)의 공간범 는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을 3∼5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공간범  설정은 

베를린시를 195개로 구분한 통계권역(Statistisches Genbiet)을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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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발 계획의 토지이용계획(F-Plan)  녹지경 로그램(Landschaftsprogram) 등에 

한 도면은 베를린시에서 지정한 범례를 사용하며, 자치구는 추가 인 범례를 사용할 수 

있다.

- 생활권 발 계획은 시에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FNP)  도시발 계획(STEP)을 지역생활

권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1:5,000∼1:10,000 정도의 스 일로 수립된다. 그러나 생활권 발

계획의 공간규모가 주민참여 등 근린생활권단 의 계획을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범 하

므로, 세부 인 실행계획을 해서는 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2001년 베를린시는 기존 23개 자치구를 통폐합하여 재 12개 자치구가 61개의 생활권 발

계획을 수립ㆍ운 하고 있다.

● 생활권 발전계획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생활권 발 계획(BEP)은 계획서와 1:10,000 정도 스 일의 도면을 통해 도시 리  정비방

향을 제시한다.

- 생활권 발 계획의 주요내용은 건설법  시행법(AGBauGB 제4조제2항)의 시행지침13)에 

규정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세분화, 개발 도, 상업  심지계획, 자치구에 필요한 사회복

지시설, 공원녹지시설, 상공업시설, 교통시설, 공공공간, 주거지 등의 수요를 악하고, 부문

별 시설에 한 규모와 합한 공간입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생활권계획에 포함되는 일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세분화 : F-Plan의 용도지역계획을 블록단위로 세분화

토지의 개발밀도: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블록단위로 구체화

상업 및 중심지계획

산업지역 계획

사회공공시설계획

녹지 및 공공공간계획

도로교통시설, 공급처리시설, 기타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13) Ausfűhungsvorschriften zu §4 Abs. 2 des Gesetzes zur Ausfuehrung des Baugesetzbuchs (AGBau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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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권 발전계획 사례 : 미테(Mitte)

● 생활권 발전계획(BEP)의 개요 및 수립과정 

- 2001년 베를린시는 기존의 23개 자치구를 12개로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베를린 앙에 치하고 있는 미테(Mitte), 티어가르텐(Tiergarten), 베딩(Wedgin) 

등 3개의 자치구가 미테(Mitte) 자치구로 통합되었다. 2001년 7월 새롭게 구성된 통합 자치

구의 의회는 미테 자치구의 생활권계획(BEP)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개별 자치

구에서 수립한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 하여 계획을 수립하 다. 

- 1년 정도 작업을 걸쳐 완성된 생활권 발 계획 구상안은 2002년 11월까지 6회에 걸친 사  

공청회(fruezeitiger Buergerbeteiligung)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 다. 이후 2003년 8

월까지 련부서 의견을 청취하 고, 2003년 11월 최종 공청회를 개최하 다. 미테의 생활

권 발 계획은 2004년 구 의회를 통과하면서 법  상과 행정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3-14> 미테(Mitte) 생활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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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발전계획(BEP)의 주요내용

- 생활권 발 계획(BEP) 계획서는 미래상, 부문별 계획, 핵심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인구구조, 산업구조, 사회기반시설, 공원ㆍ녹지분야, 고용시장, 교통 등에 한 부

문별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생활권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 생활권 발 계획의 주요 역할은 부문별 이슈와 계획과제를 공간 으로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해 5개 주요 부문을 심으로 부문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 다. 

부문 계획 내용

인구 및 주거분야

‧ 인구변화 및 인구이동 분석

‧ 주택현황 및 주택수요 분석

‧ 주택공급을 위한 방향과 공급방식 제시

사회문화 기반시설

‧ 학교시설/체육시설

‧ 재교육시설(주민학교 및 음악학교)

‧ 유치원 및 탁아소/청소년 시설/도서관 및 문화시설

‧ 고령자시설과 노숙자시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 공공 오픈스페이스 : 주요시설 현황 및 비전

‧ 민간 오픈스페이스 : 관리원칙 및 방향 제시 

‧ 어린이 놀이터 : 주요시설의 발전방향 및 관리방향

‧ 텃밭 및 주말농장 : 주요 입지별 발전방향 

‧ 공동묘지 : 주요 입지별 발전방향 

‧ 비오톱 및 생태보전지역 : 관리 및 보전방향

‧ 기후변화 대응방안

경제 및 고용 

‧ 업무 및 서비스분야의 발전방향 

‧ 판매시설의 비전 및 발전방향 

‧ 공공행정 및 수도기능

‧ 제조업 및 준공업기능의 발전원칙과 지원방안

교통

‧ 자치구 차원의 교통정책

‧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확장계획

‧ 대중교통 확장계획

‧ 도로연계 및 주차장 경영계획

‧ 교통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재구성

‧ 광역교통

자료 : BezirksamtMitteBerlin, 2004, Bereichsentwicklungsplanung(BEP)2004-Arbeitsbericht

<표 3-4> 생활권 발전계획의 부문별 계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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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발 계획(BEP)은 해당 지역의 반 인 발 방향과 리기 뿐만 아니라 주요 쟁

지역에 한 개발방향과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테구에서는 10여개 쟁 지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 지역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위치

2. 현황

‧ 현황 : 면적 및 토지이용 

‧ FNP에서 지정한 용도지역 현황

‧ B-Plan 수립 여부 및 내용

‧ 기타 관련계획 내용

‧ 토지소유

3. 계획목표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계획(필요 시 변경내용 제시)

4. 실행전략

‧ 상위 및 관련계획의 변경사항(변경 필요 시)

‧ FNP 변경 필요성 제시(변경이 필요한 경우)

‧ B-Plan 변경 필요성 제시(변경이 필요한 경우)

‧ 관련기관 협의 조정사항(베를린시 및 관련부서 등)

● 커뮤니티의 구분 

- 생활권 발 계획은 필요 시 보다 더 작은 공간단 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로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다. 생활권보다 더 작은 커뮤니티 단 에서는 

주요 지역을 상으로 지구계획(B-Plan), 마을만들기 계획(Quartiersmanage- ment), 지구마

스터 랜(Staedtebauliche-Rahmenplan) 등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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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쿄

3.1 도쿄의 공간계획체계와 자치구 도시계획

● 도쿄의 공간계획체계

- 도쿄도의 도시계획구조는 도쿄도 차원의 <장기구상 -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과 기 자

치단체(자치구) 차원의 <구ㆍ시정  구상 -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으로 구성된다.

- 일본에서는 1990년 부터 주민참여와 분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

고, 이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도시계획법은 구시정 이 의무 으로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

터 랜을 수립하도록 하 다. 

- 따라서 역 이면서 도쿄도 체 도시계획에 한 사항은 도쿄도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구

역 마스터 랜에서 규정하고, 생활권 차원의 구체 이고 지역에 착한 사항은 기 자치단

체(자치구)가 수립하는 자치구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다.

- 도쿄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은 도시 체의 정한 토지이용의 에서 작성되며, 자

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도쿄도의 계획방향을 토 로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반 하여 

수립된다. 즉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도쿄도 계획과 주민의 요구를 상호 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도시재개발방침

주택시가지 

방재가구정비방침
구역구분

구ㆍ시정촌의 자치구계획(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개별도시계획
‧ 지역지구

‧ 도시시설

‧ 시가지개발사업

<그림 3-15> 도쿄의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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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의 도시계획체계는 2단 2층제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도쿄도(도시)와 자치구(지역)가 

각각 방침(마스터 랜)과 규제(구체 인 도시계획)를 통해 도시계획을 운 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 2단이란 도시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차원의 도쿄도 마스터 랜과 토

지이용규제가 지역 차원의 구시정  마스터 랜과 지구계획 등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말한다.

- 한 2층이란 방침과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도 마스터 랜과 

구시정  마스터 랜이 용도지역과 지구계획 등 구체 인 토지이용규제로 구체화되고 연계

되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 도쿄도는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랜을 통해 권역별 정비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

는 도쿄도의 토지이용 방침과 규제를 토 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특성을 반 한 도시

계획 방침(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을 자체 으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지구계획 등

용도지역 등 

마스터플랜

토지이용규제의 구
체적 적용 도시계획

도시전체의 적정
한 토지이용

지역으로부터의 
마을만들기

역할분담과 
연계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
한 기본방침(도시계획
마스터플랜)

2단

2층 토지이용 규제제도토지이용에 관한 방침

도시

지역

자료 : 최정민ㆍ양재섭ㆍ김창기, 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31~50쪽.

<그림 3-16> 일본의 2단 2층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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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의 도입 배경

- 도쿄도의 자치구계획은 1992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도

쿄도의 기 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기치 못한 개발 등을 경험하면서 역 차원이 아닌 

생활권 차원에서 시가지 정비를 종합 으로 제어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세타가야구와 같은 일부 자치단체는 독자 인 도시정비방침을 마련하기 시작했

으며, 도시계획 분야의 시가지 정비를 종합 ㆍ체계 으로 추진하기 해 지역정비의 방향

이나 과제를 담은 ｢생활환경도감｣, ｢커뮤니티 카르텔｣ 등의 마스터 랜을 수립하여 종합

인 도시정책을 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 이러한 움직임을 반 하여 1992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기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인 마

스터 랜으로서 자치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 다. 그러나 이 시기 도쿄도의 23개 자치구 

 14개 자치구는 이미 개별 인 자치구 단 의 정비계획을 수립ㆍ운 하고 있었다.

3.2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수립주체와 목표연도

- 도쿄도의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구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

구의 도시계획 권한은 1999년 지방분권화 일 법의 제정, 2000년 도구(都區)제도의 개편 등

을 통해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범 가 확 되는 등 지역분권화 움직임과 맞물

리면서 그 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 일부 자치구는 도시계획 마스터 랜(안)을 확정하기 에 도쿄도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의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도쿄도는 큰 이견이 없는 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

립된 계획인 만큼 자치구계획을 존 하고 있다.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실 성이 요시되는 계획인 만큼 10년 후를 목표로 하는 단기계

획으로 운 하고 있으나, 모든 자치구가 일 으로 수립하기보다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

율 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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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과정(네리마구 사례)14)

- 네리마구는 도쿄도 북서측에 치하고 있는 자치구로, 도쿄도 23구  가장 늦게 신설되었

다. 2011년 1월 재 네리마구의 인구는 71만 5,683명이며, 면 은 48.16㎢이다.

- 네리마구의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먼  기존 계획을 

평가하여 계획 안을 작성하고, 설명회와 공람(3주)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안

을 작성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람(2주)를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공람과정에

서 제시된 의견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 다.

자료 : 양재섭ㆍ김태현, 2011, ｢서울의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2쪽.

<그림 3-17>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

- 네리마구는 계획안이 마련된 후 13회의 설명회를 개최하 고, 구보(區報), 홈페이지, 지역 도

서  등을 활용하여 계획안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 다. 이를 통해 총 250건의 의견을 

수했고, 수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안에 반 할 수 있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구 체의 구상을 수립하 고, 이어 지역별 지침을 수립하기 해 네리마

구를 역 심의 7개 블록(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 다. 

- 구청은 각각의 블록마다 ‘블록 간담회’를 설치ㆍ운 하 고, 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

도하여 지역의 실질 인 수요에 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다. 실제로 블록 간담회를 

통해 133명의 주민들이 지역별 지침 작성에 직  참여하 다. 

14) 양재섭ㆍ김태 , 2011, 앞의 책, 92~95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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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양재섭ㆍ김태현, 2012, 앞의 책, 94쪽

<그림 3-18> 네리마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의 지역구분도

- 네리마구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 로 구 체에 용되는 ‘토지이용 지침’과 ‘마을만

들기 지침’을 작성하 고, 이를 통해 행정 심의 도시계획 지침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

으로 요구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별 지침

카르텔(진단서)에 해당하는 항목 가이드라인(처방전)에 해당하는 항목

1～7-2  지역의 특성
1～7-4  블록 간담회에 의한 지역 카르텔(지역의 현황, 특성 

및 과제등의 부분)

1～7-1 (1)  1) 토지이용 지침
1～7-3 (1)  2) 마을만들기 지침
1～7-3 (2)  마을만들기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자료 : 練馬區, 2003,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一プラン住民參加の記錄, p.16

<표 3-5> 네리마구 지역별 지침의 구성



72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3.3 자치구계획 사례 : 세타가야구15)

- 도쿄 23구의 서남단에 치한 세타가야구는 도심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일 부터 주

거지가 발달했다. 2011년 7월 재 세타가야구의 인구는 83만 9,481명이고 세 수는 43만 

7,439세 로, 도쿄 23구  인구와 세 수가 가장 큰 자치구이다. 

자료 : 世田谷区, 2011, 世田谷区政概要 2011

<그림 3-19> 세타가야구의 위치 

- 세타가야구는 1992년 자치구계획이 법 으로 도입되기 이 인 1985년에 자치구계획을 최

로 수립하 고, 2005년 이를 재정비하 다. 이 계획은 1992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구계획을 도입할 때 참고사례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 인 도

시계획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2005년 이 까지는 세타가야구 체에 한 지역상을 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정비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정비방침을 먼  

설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구 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구가 안을 작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

하 으나, 2005년 계획부터는 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작성하는 등 주민의

견을 극 으로 반 하 다.

15)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 계획 자료집2: 외국의 도시계획체계 운 실태｣/ 최정민, 
2006, ｢일본의 도시계획체계와 생활권계획의 운 실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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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의 내용구성

- 세타가야구 자치구계획은 미래상과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5개 지역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인구를 측하고 도시의 미래상과 주요 골격, 토지이용, 도시시설 배치를 구상하

며, 이를 구체화하여 시가지 정비, 도로ㆍ교통체계, 물과 녹지, 방재  생활환경, 도시경

의 5개 부문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미래상과 기본구상

미래상과 인구예측

도시골격계획

토지이용 구상

도시시설 배치 구상

부문별 계획

시가지 정비계획(주거, 상업, 업무지역)

도로ㆍ교통체계 계획

물과 녹지의 기본정비계획

방재 및 생활환경 정비계획

도시 경관 형성계획

지역별 구상(5개 지역)

지역별 현황

지역별 도시만들기 주요 목표

지역별 정비방침

자료 : 世田谷区, 2005, 世田谷区都市整備方針

<표 3-6> 세타가야구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자료 : 世田谷区, 2005, 世田谷区都市整備方針

<그림 3-20>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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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생활권 구분 및 계획내용

- 세타가야구 자치구계획은 자치구를 5개 지역생활권 계획으로 구분하고 세부 인 정비목표

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인구는 약 11만~20만명 내외이다.

    자료 : 世田谷区, 2011, 世田谷区全体
<그림 3-21> 세타가야구의 지역생활권 구분도

- 지역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현황과 정비목표 : 지역의 현황, 시가지정비의 과제와 목적

2. 지역별 시가지정비의 주요목표 : 정비 테마, 기본목표, 토지이용 및 방재 계획

3. 부문별 계획 : 시가지 정비, 도로ㆍ교통체계, 물과 녹지 정비, 방재 및 생활환경, 

             도시경관 형성

- 지역별 계획은 시가지재개발사업, 방재 마치즈쿠리사업, 지구계획 등 행 도시정책과 기반

시설 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한 도시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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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계획은 지역별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토 로, 토지이용과 방재계획 외에 시가지 

정비, 도로ㆍ교통체계, 물과 녹지, 방재  생활환경, 도시경  형성 등 5가지 부문별 계획을 

개략 인 구상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료 : 世田谷区, 2005, 世田谷区都市整備方針

<그림 3-22> 세타가야구역 시가지정비 방침도

    자료 : 世田谷区, 2005, 世田谷区都市整備方針

<그림 3-23> 세타가야구역 교통정비 방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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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 지 까지 살펴본 런던의 자치구 발 계획(LDFs), 베를린의 생활권 발 계획(BEP), 그리고 

도쿄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 등 자치구계획에 한 운 사례가 서울의 자치구계획

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영국 런던

7,619,800명(2008년)

독일 베를린

3,442,675명(2009년)

일본 도쿄도

13,161,751명(2010년)

행정

체계

1개 특별자치구
(City of London) 

+ 32개 자치구(Borough)
12개 자치구 23특별구 26시 5정 8촌 

도시

계획

체계

생활권 

구분
5개 권역 - 자치구 - 커뮤니티

61개 생활권 - 자치구당 3~7개 
(평균 5개)

자치구 - 자치구당 5~7개 권역 

수립

권자
자치구 자치구(Bezirk) 자치구

결정

권자

도시계획심사관
(The Planning Inspectorate)

구의회 구의회

생활권 

계획 

운영

방식

중 자치구 계획 없음 자치구 계획

소

자치구마다 다름
예) Tower Hamlets의 경우는 

24개 커뮤니티
61개 생활권

자치구당 5개(세타가야) ~ 
7개(나가노) 생활권

<표 3-7> 런던, 베를린, 도쿄의 자치구계획 운영현황

- 첫째, 런던, 베를린, 도쿄 모두 자치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운 하고 있다. 런던의 자치구 

발 계획(LDFs), 베를린의 생활권 발 계획(BEP), 도쿄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모두 법정계획의 상을 가지고 있으며, 시 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자

치구의 특성을 반 한 공간계획으로 운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계

획의 2단계 운 방식을 통해 도시 체를 일 성 있게 리하면서 지역특성과 세부 안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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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치구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며, 시 정부에 자치구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식

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베를린의 생활권 발 계획(BEP)과 도쿄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

랜은 자치구가 독자 으로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자치구의 계획고

권이 인정되어 시 정부는 자치구계획과 시 도시기본계획간 정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 특히 베를린시는 자치구의 생활권 발 계획(BEP)을 시와 자치구가 의ㆍ조정하는 공식

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치구는 생활권 발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의 변경을 베를린시

에 제안할 수 있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불합치계획(Dissensplan) 

상지로 표시하여 추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자치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은 주민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 로 작성한 지역별 계획안을 종합하여 지치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 넷째, 자치구를 일정한 범 의 행정구역 혹은 생활반경을 토 로 몇 걔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런던의 타워 햄릿은 1만명, 베를린은 5만명,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10~20만명 정도로 지역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 황과 주민들의 요

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비방향과 부문별 세부계획(토지이용, 녹지, 편의시설, 교통 등)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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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 서울에서 자치구계획을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과거 자치구계획의 운 경험을 평가하

고, 변화된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는 운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도시계획 련 분야의 공감  형성이 필수 이므로, 자치구계획에 해 문가를 상으

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 설문조사는 도시계획 련 문가 480명을 상으로 2012년 2월 1일부터 약 10일간 온라

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1) 설문 문항은 ①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한 운

경험과 평가, ② 2000년 이후 자치구계획에 한 운  평가, ③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

성  운 방안, ④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방안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된 설문조사에서 480명의 문가  103명이 응답하여 22%의 응답

률을 보 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보면, 40 와 50세 이상이 각각 49%, 39%를 차지하여 

견 이상의 문가들이 응답하 다. 공별로는 도시계획이 55%로 반 이상에 달하고, 

도시설계ㆍ교통ㆍ환경, 주택ㆍ경제ㆍ사회 공이 각각 22%를 차지했다.

- 응답자들의 직업은 교수가 39%로 가장 많고, 연구직은 25%, 민간부문 종사자가 24%를 

차지했다. 자치구계획의 수립에 직간 으로 참여한 경험에 해서는 51%가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 다.

- 조사 결과, 문항별 응답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체 응답과 공별(도시계

획, 그 외 공) 응답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한 순서없이 2가지를 선택하는 복수응답

에 해서는 응답자(103명, 200%)를 기 으로 분석하 다.

1) 온라인 설문조사는 문여론조사 기 인 <리서치 러스>에서 담당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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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종사기간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39세 이하 13 12.6
5년 미만 2 1.9

5~10년 미만 12 11.7

40~49세 50 48.5 10~15년 미만 16 15.5

15~20년 미만 24 23.3

50세 이상 40 38.8
20년 이상 49 47.6

계 103 100 계 103 100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전공 ● 직업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도시계획 57 55.3 교수 40 38.8

도시설계/건축 10 9.7 연구직 26 25.2

교통/토목 9 8.7
공무원 2 1.9

환경/조경 4 3.9
공기업 종사자 1 1.0

주택/부동산 11 10.7

민간기업 종사자 25 24.3
경제/경영/행정 5 4.9

시민단체 종사자 6 5.9
사회/지리/문화 6 5.8

기타 3 2.9기타 1 1.0

계 103 100 계 103 100

● 자치구계획 수립/직간접 참여경험 ● 근무지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있다 52 50.5
서울시 65 38.8

인천/경기도 34 25.2

없다 51 49.5
수도권이외 지역 4 24.3

계 103 100 계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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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자치구계획에 대한 평가

● 자치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1990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당시 22개 자치구를 상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 한 경험이 있다. 한 서울

시 차원에서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된 2000년 이후에도 각 자치구들은 임의계획이

지만, 자치구 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 이 듯 자치구별로 자치구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는 것에 해 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

고 있을까? 1990년 수립ㆍ운 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해 문가의 반 이상인 52.4%

는 ‘ 정 ’이었다고 평가하 다. 반면에 ‘부정 ’이었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 한 2000년 이후 자치구별로 자치구 발 계획을 임의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는 것에 해

서도 문가의 73.8%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 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9.7%에 불

과했다. 

- 이처럼 다수의 문가들은 1990년 와 2000년 이후 수립ㆍ운 된 서울의 자치구계획에 

해 상당히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시와 25개 자치구 간 력 인 계획 수립  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긍정적이다. 3 (2.9) 3 (5.3) 0 (0.0)

② 비교적 긍정적이다. 51 (49.5) 31 (54.4 20 (43.5)

③ 보통이다. 26 (25.2) 9 (15.8) 17 (37.0)

④ 비교적 부정적이다. 23 (22.3) 14 (24.6) 9 (19.6)

⑤ 매우 부정적이다. 0 (0.0) 0 (0.0)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2>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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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바람직하다. 6 (5.8) 4 (7.0) 2 (4.3)

② 바람직하다. 70 (68.0) 42 (73.7) 28 (0.0)

③ 보통이다. 17 (16.5) 6 (10.5) 11 (43.5)

④ 바람직하지 않다. 9 (8.7) 5 (8.8) 4 (37.0)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 (1.0) 0 (0.0) 1 (19.6)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3>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단위: 건, %)

      

<그림 4-1>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그림 4-2>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임의계획)에 대한 평가

●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그 다면, 1990년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ㆍ운 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까? 이에 해 문가(복수응답)의 55.3%는 ‘자치구 스스로 장기 인 구상을 수

립한 ’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47.6%는 ‘지역특성을 반 하여 상향식 계획을 수립한 

’이라고 답했다.

- 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 계획이 도입된 ’과 ‘자치구 내 소

생활권별로 구체 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응답이 각각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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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 내 생활권별 지

역특성을 반 한 상향식 계획으로, 자치구 차원의 장기 인 발 구상이자 도시기본계획과 

리계획을 연결하는 간단  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계획수립 권한이 분담되었다.
12

(11.7)
5

(8.8)
7

(15.2)

② 자치구 스스로 장기적인 구상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57

(55.3)
33

(57.9)
24

(52.2)

③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이 도
입되었다.

36
(35.0)

22
(38.6)

14
(30.4)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49

(47.6)
29

(50.9)
20

(43.5)

⑤ 자치구 내 소생활권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36

(35.0)
16

(28.1)
20

(43.5)

⑥ 생활상의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치구 계획에 반영
되었다.

16
(15.5)

9
(15.8)

7
(15.2)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4-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복수응답)
(단위: 건, %)

<그림 4-3>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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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 한편, 1990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었

을까? 이에 한 질문에 문가(복수응답)의 50.5%는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의 상

과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31.1%는 ‘용도지역 변

경 등 민원성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지 했다.

- 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간 의조정이 미흡했다’는 응답과 ‘자치구만을 상

으로 하는 자기 심 인 계획’이 문제 다는 응답도 각각 30.1%를 차지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의 위상과 성격이 모호했다.
52

(50.5)
37

(64.9)
15

(32.6)

②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성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32

(31.1)
20

(35.1)
12

(26.1)

③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 계획이었다.
31

(30.1)
13

(22.8)
18

(39.1)

④ 자치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30

(29.1)
14

(24.6)
16

(34.8)

⑤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과 운영능력이 부족했다.
30

(29.1)
12

(21.1)
18

(39.1)
⑥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ㆍ조정이 미흡

했다.
31

(30.1)
18

(31.6)
13

(28.3)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4-5> 1990년대 자치구 기본계획의 문제점(복수응답)
(단위: 건, %)

<그림 4-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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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볼 때, 서울에서 자치구계획을 도입ㆍ운 하기 해서는 비법정계획이 아니라 법정

계획으로서의 상과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자치구만을 상으로 하는 자기 심 인 계

획이 되지 않도록 인  자치구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 한 의와 조정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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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2.1 위상과 역할, 제도적 근거

●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외국의 도시들은 시 체의 장기 발 방향과 

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자치구 발 계획(LDFs)’, ‘생활권 발 계획(BEP)’, 

‘도시계획 마스터 랜’ 등 자치구 차원의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 이에 반해, 서울은 1990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ㆍ운 되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2000

년 이후에는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자치구는 개별 으로 자치구 

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 자치구 담당자와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자치구계획은 구청장의 공약을 실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도시계획 여건상 큰 변화가 상되어 서울시에 변경을 요청하기 해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구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의ㆍ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한 자치구계획 수립 시 지역별 생활개선과제와 도시계획 이슈 발굴을 한 주민의견 수렴

도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산과 시간이 투

입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비 효과는 낮은 수 이다.

- 이 듯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 (임의로)으로 수립ㆍ운 되고 있는 자치구계획을 서울의 도

시계획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에 해 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이에 해 90.3%에 이르는 다수 문가들은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9.7%만이 ‘공식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문가들은 자치구계획의 공식

화를 통해 계획의 명확한 법  지 와 실 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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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필요하다. 28 (27.2) 19 (33.3) 9 (19.6)

② 필요하다. 65 (63.1) 34 (59.6) 31 (67.4)

③ 필요하지 않다. 9 (8.7) 3 (5.3) 6 (13.0)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6>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
(단위: 건, %)

<그림 4-5>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 

●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에 해 응답자의 43%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

획을 연계하는 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26.9%는 ‘ 체 자치구계획을 총 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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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
이 필요하기 때문에

40 (43.0) 26 (49.1) 14 (35.0)

② 전체 자치구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5 (26.9) 12 (22.6) 13 (32.5)

③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0 (10.8) 5 (9.4) 5 (12.5)

④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수립 권한의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16 (17.2) 9 (17.0) 7 (17.5)

⑤ 기타 2 (2.2) 1 (1.9) 1 (2.5)

계 93 (100.0) 53 (100.0) 40 (100.0)

<표 4-7>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단위: 건, %)

  

<그림 4-6>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

- 재 비법정계획으로 운 되고 있는 자치구계획을 어떻게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9%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련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과 ‘국토법 등 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각각 14.6%와 1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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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서울시가 관련지침을 제정해서 15 (14.6) 7 (12.3) 8 (17.4)

②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서 72 (69.9) 39 (68.4) 33 (71.7)

③ 국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14 (13.6) 9 (15.8) 5 (10.9)

④ 기타 2 (1.9) 2 (3.5)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8>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
(단위: 건, %)

<그림 4-7>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

- 기존의 자치구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운 됨에 따라 실질 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왔으

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의 공식화(법정화)가 필요하다. 즉 도시기

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 계획으로서 자치구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그

동안 자치구 여건에 따라 개별 으로 수립되던 자치구계획을 서울시 차원에서 총 하여 수

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 자치구계획을 도시계획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체 도시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와 역시에 한정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서

울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실 이며, 장기 으로 국토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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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의 구분

- 자치구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자치구 내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 하여 도시계획 이

슈와 생활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 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가 

42만명이고, 면 이 24㎢2)에 이르고 있어 몇 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을 구분하기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정한 인구  공감규모를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계획 이슈를 

반 하여 실질 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 1990년 와 2000년  이후 수립된 자치구계획에서 부분의 자치구들( 구, 악구 제외)

은 지역생활권을 3∼12개로 구분하고, 평균 7만 3천명의 인구 규모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생활권의 구분은 기존 자치구계획에서 설정한 경계를 최 한 활용

하되, 련 데이터의 원활한 취합을 해 행정동을 기 으로 한다. 한, 주민참여를 바탕으

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지역생활권의 인구규모를 평균 10만명 내외로 설정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

<그림 4-8> 기존 자치구계획에 따른 지역생활권 구분

2) 서울시 정보화기획단(http://stat.seoul.go.kr) (주민등록상 인구, 행정구역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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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치구계획의 수립주체와 절차

● 자치구가 수립,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여건을 가장 잘 악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되, 서울시의 체

인 맥락과 인 한 자치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서울시  인  자치구가 력 으로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자치구계획에 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자치구 간 지나친 경쟁과 난개

발을 방지하기 해 사  조정기능을 가져야 하며, 자치구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질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계획수립 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서울시가 승인

하는 내용을 심지(지구 심 등) 육성,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생활환경 정비, 인 한 자

치구 간 공통이슈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즉 자치구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ㆍ조정이 필요한 ‘필수항목’과 자치구가 자율 으

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서울시와 반드시 조정하여 결정할 내용과 

자치구의 특성을 발휘하여 자율 으로 계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 자치구 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요구와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기 해서는 

자치구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지

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안  이슈 발굴, 생활개선과제  개선방

안, 정책별 실행 우선순 를 합의해 가는 차를 거치도록 한다.

- ‘주민참여단’은 지역생활권별로 측 가능하고 실  가능한 작은 단 의 도시계획을 한 

주민조직이다. 주민참여단은 해당 지역의 자치 원, 지역단체, 통반장  온/오 라인 지원

자 에서 정 인원을 선정하되, 지역생활권별로 수차례 설명회와 워크 을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극 으로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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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와 재정비시기

● 10년 목표 중기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

-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얼마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문가들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해 문가의 68.9%가 ‘10년 내외( 기계획)’로 목표연도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26.2%는 목표연도를 ‘5년 내외(단기계

획)’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5년 내외(단기계획) 27 (26.2) 13 (22.8) 14 (30.4)

② 10년 내외(중기계획) 71 (68.9) 40 (70.2) 31 (67.4)

③ 15년 내외(중장기계획) 0 (0.0) 0 (0.0) 0 (0.0)

④ 20년 내외(장기계획) 4 (3.9) 3 (5.3) 1 (2.2)

⑤ 기타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9>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
(단위: 건, %)

<그림 4-9>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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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에 해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해야 한

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5.0%를 차지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구청장의 임기(4년)에 따라 19 (18.4) 14 (24.6) 5 (10.9)

② 5년마다 36 (35.0) 21 (36.8) 15 (32.6)

③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5 (4.9) 4 (7.0) 1 (2.2)

④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42 (40.8) 17 (29.8) 25 (54.3)

⑤ 기타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10>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
(단위: 건, %)

<그림 4-10>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 하기 한 후속계획이므로, 기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즉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

다 구체 인 공간범 와 사안들을 다루어야 하므로, 1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하는 기계획

으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정비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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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치구계획의 주요내용

● 부문별 계획,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계획, 예산과의 연계전략

- 자치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해 문가들에게 자치구

계획 수립 시 가장 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복수 응답). 그 결과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시가지정비, 기반시설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과 ‘ 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 략’이 각각 

46.6%를 차지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미래상과 발전전략 40 (38.8) 21 (36.8) 19 (41.3)

② 인구, 주택, 고용 등 계획지표 12 (11.7) 10 (17.5) 2 (4.3)

③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시가지 정비, 기반시설 등) 57 (55.3) 35 (61.4) 22 (47.8)

④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 48 (46.6) 23 (40.4) 25 (54.3)

⑤ 예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현 전략 48 (46.6) 24 (42.1) 24 (52.2)

⑥ 기타 1 (1,0) 1 (1.8) 0 (0.0)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4-11>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복수응답)
(단위: 건, %)

<그림 4-11>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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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차원의 공간구상과 발 략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별 생

활환경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치구계획의 내용은 ①자치구의 미

래상과 발 략, ② 부문별 정비  리방향( 심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등), ③ 지역생활권별 정비  리방향(지역생활권별 계획이슈  생활개선과제, 주민참여

형 마을만들기 계획 등), ④ 계획 실 을 한 산과의 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기존 자치구계획의 문제 이었던 자치구계획의 실 성을 제고하기 해 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 방안을 구체 으로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 자치구계획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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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치구계획의 추진방안

3.1 기존 자치구 발전계획의 적극적 활용

- 자치구계획을 추진할 때 기존의 자치구 발 계획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 하는 것은 1990년  반 이후 

단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도 자치구 여건에 따라 22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발 계획 등

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수립된 자치구 발 계획은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 으로 수립된 것이어서 내용

구성과 수립연도 등에서 일 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그러나 부분의 자치구계획들은 자치구의 황과 미래상을 담고 있으며, 자치구를 3~6개

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생활권별로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의 정비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구계획을 공식화하여 수립하는 데 있어 기존 자치구계획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 은평구, 2007, ｢2020 은평구 도시관리종합계획｣

<그림 4-13> 은평구 연신내생활권 계획 예시도(은평구 자치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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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적 역할분담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협력,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필요

-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정비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계획의 운

방법, 서울시와의 권한 분담, 산  인력 등의 여건 개선이 필수 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 따라서 자치구계획의 도입  공식화를 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문가의 32.0%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력’이라고 응답했고, 31.1%가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자치구 계획의 법정화
24

(23.3)
19

(33.3)
5

(10.9)

②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32

(31.1)
17

(29.8)
15

(32.6)

③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원과 협력
33

(32.0)
13

(22.8)
20

(43.5)

④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
14

(13.6)
8

(14.0)
6

(13.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12> 자치구계획의 공식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단위: 건, %)

- 한편, 25개 자치구 에는 자치구 스스로 계획을 수립ㆍ운 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도 

있을 것이다. 자치구계획의 도입과 정착을 해서는 서울시의 직간 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구계획 수립을 한 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실 하는 

후속계획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력 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산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방식으로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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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범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별 추진

- 자치구계획은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한꺼번에 수립하기보다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시범계획을 통해 자치구계획의 상과 역할, 내용과 범 , 계획

의 상세정도와 도면의 스 일 등을 재 검할 필요가 있다.  

- 한 가능하다면 인 한 자치구와 서울시의 력  합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시범계획은 하나의 자치구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 한 3~4개 자치

구를 함께 고려하면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시범계획을 통해 인  자치구 간 공통이슈 발굴, 자치구 경계부 리, 서울시-인  

자치구 연계 력 방안, 자치구계획 수립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재 동북권의 성북, 강북, 도 , 노원구 등 4개 자치구는 발 의체가 구성되어 공동의제

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북4구 발 의체를 상으로 하여 시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 4구 지역생활권 인구규모>

<그림 4-14> 동북4구 시범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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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 자치구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ㆍ운 하기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문가들에게 재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반 으로 어떻

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 그 결과, 재 자치구의 계획역량에 해 문가의 반이 넘는 56.3%가 ‘역량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으며, ‘역량이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한 26.2%

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25개 자치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수의 문가들은 

재 자치구의 계획역량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충분하다. 1 (1,0) 1 (1.8) 0 (0.0)

② 충분한 편이다. 17 (16.5) 15 (26.3) 2 (4.3)

③ 보통이다. 27 (26.2) 15 (26.3) 12 (26.1)

④ 부족한 편이다. 45 (43.7) 18 (31.6) 27 (58.7)

⑤ 매우 부족하다. 13 (12.6) 8 (14.0) 5 (10.9)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13> 자치구 계획역량의 평가
(단위: 건, %)

<그림 4-15> 자치구 계획역량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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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를 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해(복수응답), 문가의 76.7%

가 ‘계획 련 문인력과 조직의 보강’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주민과 지역단체에 

한 의견수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5%를 차지했다. 한 ‘계획의 자문  심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2%를 차지했다. 

 

구분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계획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의 보강 79 (76.7) 44 (77.2) 35 (76.1)

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 24 (23.3) 15 (26.3) 9 (19.6)

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50 (48.5) 25 (43.9) 25 (54.3)

④ 계획의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 29 (28.2) 15 (26.3) 14 (30.4)

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 23 (22.3) 15 (26.3) 8 (17.4)

⑥ 기타 1 (1,0) 0 (0.0) 1 (2.2)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4-14>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방안(복수응답)
(단위: 건, %)

<그림 4-16>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 방안 

- 자치구계획의 수립ㆍ운 을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자치구의 계획 련 문인력과 조직 보강, 주민과 지역단체에 한 의견수렴 강화, 

그리고 문가들의 자문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103

제4절 소결

- 지 까지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서울의 자치구계획 수립  운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 계획으로, 도시기

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 리계획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자치구의 지역특

성과 주민의견을 반 하여 심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등에 한 정비  

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 둘째, 자치구계획의 상을 분명히 하고, 계획의 실 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서울시 차원

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식화(법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셋째, 자치구계획은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되,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 하도록 한다. 

다만,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에 한정하고, 수립지침

에서 주민참여와 련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구분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위상/역할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

- 중심지(지구중심), 주거지, 생활환경정비방향 제시

제도적 근거
-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가칭)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립주체/절차
- 자치구가 수립,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서울시 : 자치구 계획 수립지침 제시 및 주민참여관련 규정 강화

목표연도/재정비
- 10년 단위 중기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재정비

주요내용

- 미래상과 발전전략, 부문별 계획

- 지역생활권별 정비방향(마을만들기 등)

- 실현방안(모니터링, 예산과의 연계 강화)

추진방안

- 기존 자치구 발전계획의 적극적 활용

-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적 역할분담(매칭펀드 등)

- 인접 자치구 간 시범계획 수립(동북2 중생활권)

-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시 지원 및 전문인력 보강

<표 4-15>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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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 하면서 지역의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10년을 목표로 하는 기계획으로 운 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재정비하도

록 한다.

- 다섯째,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의 특성을 토 로 자치구의 미래상과 발

략을 제시하고, 여기에 부문별ㆍ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 여섯째, 기존 자치구 발 계획을 극 으로 활용하고, 계획수립 시 서울시와 자치구간 매

칭펀드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단

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계획 련 

문인력의 확충과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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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

- 이 연구는 행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운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과 세부 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서울에서는 자치구의 계획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주도 으로 수립ㆍ운 하는 “하향식(top-down)”으

로 도시계획을 운 해 왔다.

- 그러나 인구 1,000만,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거 도시 서울의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만으로 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의 장기 인 발 방향을 제시하는 도

시기본계획은 무 추상 인 반면, 도시 리계획은 개별 지역별로 조서 주로 이루어져 두 

계획 사이의 간극(gap)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

는 간단계 계획으로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계획의 도입 필요성과 운 방안을 마련하기 해 ①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 ② 기존 생활권계획(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권역별계획)에 한 운 경험 조사, ③ 

자치구계획 수립  운 자 면담조사, 그리고 ④ 도시계획 련 문가 설문조사(480명  

103명 응답, 응답율 22%)) 등의 연구방법을 동원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자치구

계획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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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자치구계획의 도입 및 운용방안 마련 

- 런던, 도쿄, 베를린 등 외국 도시의 도시계획체계를 보면, 체로 행정체계와 일치된 도시

계획 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즉 역자치단체인 시 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기 자치

단체인 자치구 차원의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운 하는 경향이 있다.

- 향후 서울에서도 자치구로의 도시계획 권한 이양 등 지방 분권화가 진행될 것에 비하여 

새로운 시  여건에 맞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분담 및 접점 필요

- 재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는 도시계획의 비 을 논의할 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에 

한 입안권을 자치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비법정계획으로 운용되던 자

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폐지된 이후 자치구의 장기발 구상과 비 , 그리고 공식 인 자치구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 2000년 이후 자치구 발 계획의 이름으로 수립된 계획들도 부분 서울시와 의 없이 자치

구가 임의로 수립하여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도시계획을 

둘러싼 역할분담  장래 비 을 논의할 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특성과 생활개선 요구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 필요

- 역세권 주변을 비롯하여 서울시 도처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 계획과 정비(사업)계획 등 

작은 단 의 도시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거나 주변 지역에 한 고려 없이 개

별 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 이 게 된 원인은 지 까지의 도시계획이 아래로부터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하여 정교

하게 수립ㆍ운 되기보다는 서울시 체 차원에서 일률  혹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

어져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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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계획은 과거와 달리,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 과제와 도시계획 이슈

를 반 한 작은 단 의 생활권계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 하고, 주

민들의 생활개선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자치구  지역생활권 단 의 상향식(bottom-up)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적 계획수립 및 운영시스템 필요

- 지 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으로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계획의 수립은 물론 

결정 권한도 부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서

울의 25개 자치구청장은 인구 50만명이 넘더라도 도시계획 입안권만 가지고 있을 뿐, 도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한편, 1990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기 자치단체의 장

기 인 발 구상을 자체 으로 수립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서울시

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1990년  말 이후 더 이상 수립되지 않고 있다.

- 장기 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는 특별시와 자치구라는 행정체계와 일치하여 수립될 필요

가 있다. 즉 서울시는 시 체 인 발 구상과 권역 차원의 리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구 체의 발 구상과 지역생활권(행정동 3∼4개를 모은 인구 10만명 내외)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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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치구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 자치구 계획의 역할과 법적 근거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고, 도시 리계획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 상향식 계획으로 지

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 하여 심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 지역특화 등에 한 정비 

 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 자치구계획의 상을 분명히 하고, 계획의 실 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자치구계획은 서울시에서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상황에 합한 

규정을 통해 운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식화(법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치구계획의 수립주체

- 자치구계획은 자치구청장이 수립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 하도록 한다. 서울

시는 자치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되,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도록 한다. 

●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와 주요내용

- 자치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 하면서 지역의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10년

을 목표로 하는 기계획으로 운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재

정비와 연계하여 재정비하도록 한다. 

- 자치구계획은 시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의 특성을 반 하여 자치구의 미래상과 발 략을 

제시하고, 이를 부문별ㆍ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행정과 지역주민의 실질 인 도시계획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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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의 추진방안

- 자치구계획을 공식화하여 운 하기 해서는 기존 자치구 발 계획을 극 으로 활용하

되, 계획 수립 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펀드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한 

자치구계획은 시범계획을 수립하여 단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자치

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계획 련 문인력을 확충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 자치구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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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 - 도시 리계획>의 2단계로 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 리계획>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운 방안을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990년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되었다가,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여건에 따

라 임의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의 의의와 운 상의 문제 을 검토하고, 향후 자치구 계획의 도

입  운 방향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 응답에 조해 주신다면, 향후 자치구 계획의 도입  운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설문 응답에 한 비 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0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수행

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양재섭(연구 원), 김인희(연구 원)

남선희(연구원, 02-2149-1102)

조사

수행

기

(주)리서치 러스 

장

(담당연구원, 010-2074-0438)

jhj@rsplus.co.kr

※ 설문은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결과의 원활한 취합을 위해 바쁘시더

라도 2월 10일(금)까지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응답을 모두 마치신 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홈플러스 및 교보문고ㆍCGV

영화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1만원)을 즉시 전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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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1990년대 초 서울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당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

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1. 귀하께서는 1990년대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것을 알고 계

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모르고 있다

⑤ 기타( )

문 2.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계획수립 권한이 분담되었다. 
② 자치구 스스로 장기 인 구상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 계획이 도입되었다.
④ 지역특성을 반 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⑤ 자치구 내 소생활권별로 구체 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⑥ 생활상의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치구 계획에 반 되었다.
⑦ 기타(                                            )

문 3. 귀하께서는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의 상과 성격이 모호했다.
②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성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③ 자치구만을 상으로 하는 자기 심 인 계획이었다.
④ 자치구 계획의 실 을 한 산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⑤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과 운  능력이 부족했다.
⑥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의ㆍ조정이 미흡했다.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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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구로구 
도시발전계획 (2005)

중구 글로벌 도심부 
중장기 발전계획 (2010)

2020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 (2009)

2020년 송파 
장기발전계획 (2010)

문 4. 1990년대 초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 수립ㆍ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ㆍ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정 이다.
② 비교  정 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  부정 이다

⑤ 매우 부정 이다.

※ 다음은 2000년 이후 수립ㆍ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5.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상당수 자치구들이 임

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의 22개 자치구가 ｢○○구 발전계획｣, ｢○○

구 도시관리기본계획｣ 등의 이름으로 자치구 계획(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

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모르고 있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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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계획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

립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런던 타워햄릿 자치구계획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베를린 미떼 생활권 발전계획
(Bereichsentwichklungsplan)

도쿄 나카노구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외국 대도시의 자치구들은 자치구 계획(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생활권 

발전계획(BEP),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의 자치구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7. 귀하께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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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1. [문7번에서 ①,②로 답하신 분만]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② 체 자치구 계획을 총 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③ 산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④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수립 권한의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⑤ 기타(     )

문 7-2. [문7번에서 ③,④로 답하신 분만]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치구 심의 계획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② 자치구의 반 인 계획수립 역량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③ 자치구 계획의 실 을 한 산부족의 문제가 상되기 때문에

④ 1990년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발생했던 문제 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                                              )

※ 다음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8.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의 목표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5년 내외 (단기계획) ② 10년 내외 ( 기계획)

③ 15년 내외 ( 장기계획) ④ 20년 내외 (장기계획)

⑤ 기타( ) 

문 9.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얼마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구청장의 임기(4년)에 따라 

② 5년마다 

③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임의 으로

④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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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미래상과 발 략

② 인구, 주택, 고용 등 계획지표

③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시가지정비, 기반시설 등)

④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

⑤ 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 략

⑥ 기타(                 ) 

문 11. 귀하께서는 현재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공식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울시가 련지침을 제정해서

②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서

③ 국토법 등 련법을 개정해서 

④ 기타( ) 

문 12.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인정하여 수립ㆍ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치구 계획의 법정화

②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③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력

④ 주민참여를 토 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

⑤ 기타(  ) 

※ 다음은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3.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계획 역량도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기에 현재 25개 자치구의 계획역량

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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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치구의 계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계획 련 문인력과 조직의 보강

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한 시의 산 지원

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한 의견수렴 강화 

④ 계획의 자문  심의기능 강화 

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 

⑥ 기타( )

문 15. 귀하께서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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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DQ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교수    ② 연구직       ③ 공무원 

④ 공기업 종사자   ⑤ 민간기업 종사자       ⑥ NGO/시민단체 종사자 

⑦ 기타 (          )

DQ3.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도시계획  ② 도시설계 ㆍ 건축   ③ 교통 ㆍ 토목

④ 환경ㆍ 조경     ⑤ 주택 ㆍ 부동산 ⑥ 경제 ㆍ 경  ㆍ 행정

⑦ 사회 ㆍ 지리ㆍ 문화  ⑧ 기타 (            )

DQ4. 귀하께서 현재 분야에 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DQ5. 귀하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        ) 

① 서울시 ______________ 구

② 인천  경기도

③ 수도권이외지역

DQ6. 1990년대 서울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혹은 2000년 이후 자치구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직

ㆍ간접적으로 참여(자문, 심의, 행정처리 등 포함)했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

◈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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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설문 상 : 도시계획 련 문가 480명(103명 응답, 응답률 22%)
◦설문 방법 : 온라인 설문(Online survey), ※ 조사기  :리서치 러스

◦설문 기간 :  2012년 2월 7일 ~  2월 17일까지 (총 11일)

● 응답자 특성

<연령> <종사기간>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39세 이하 13 12.6
5년 미만 2 1.9

5~10년 미만 12 11.7

40~49세 50 48.5 10~15년 미만 16 15.5

15~20년 미만 24 23.3
50세 이상 40 38.8

20년 이상 49 47.6

계 103 100 계 103 100

<전공> <직업>
구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비율(%)

도시계획 57 55.3 교수 40 38.8
도시설계/건축 10 9.7 연구직 26 25.2
교통/토목 9 8.7 공무원 2 1.9
환경/조경 4 3.9

공기업 종사자 1 1.0
주택/부동산 11 10.7

민간기업 종사자 25 24.3경제/경영/행정 5 4.9
시민단체 종사자 6 5.9사회/지리/문화 6 5.8
기타 3 2.9기타 1 1.0

계 103 100 계 103 100

<자치구 발전계획 연구경험> <근무지>

구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있다 52 50.5 서울시 65 38.8

인천/경기도 34 25.2
없다 51 49.5

수도권이외지역 4 24.3

계 103 100 계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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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귀하께서는 1990년대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27

(26.2) 
22

(38.6) 
5

(10.9)

② 잘 알고 있다
40

(38.8)
23

(40.4)
17

(37.0) 

③ 잘 모르고 있다
32

(31.1) 
10

(17.5) 
22

(47.8)

④ 전혀 모르고 있다
4

(3.9) 
2

(3.5) 
2

(4.3)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 1990년대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인지 여부
               (단위 : 건(%))

<그림 1> 1990년대 서울시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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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복수응답)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계획수립 권한이 분담되었다.
12

(11.7)
5

(8.8)
7

(15.2)

② 자치구 스스로 장기적인 구상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57

(55.3)
33

(57.9)
24

(52.2)

③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이 도
입되었다.

36
(35.0)

22
(38.6)

14
(30.4)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49

(47.6)
29

(50.9)
20

(43.5)

⑤ 자치구 내 소생활권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36

(35.0)
16

(28.1)
20

(43.5)

⑥ 생활상의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치구 계획에 반영
되었다.

16
(15.5)

9
(15.8)

7
(15.2)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2>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복수응답)
                            (단위 : 건(%))

<그림 2>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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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하께서는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복수응답)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비 법정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의 위상과 성격이 모호했다.
52

(50.5)
37

(64.9)
15

(32.6)

②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성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32

(31.1)
20

(35.1)
12

(26.1)

③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 계획이었다.
31

(30.1)
13

(22.8)
18

(39.1)

④ 자치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30

(29.1)
14

(24.6)
16

(34.8)

⑤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과 운영능력이 부족했다.
30

(29.1)
12

(21.1)
18

(39.1)

⑥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ㆍ조정이 미흡
했다.

31
(30.1)

18
(31.6)

13
(28.3)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3> 1990년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복수응답)
                          (단위 : 건(%))

<그림 3> 1990년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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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1990년대 초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 수립ㆍ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ㆍ운영된 자치구 도시기

본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긍정적이다. 3 (2.9) 3 (5.3) 0 (0.0)

② 비교적 긍정적이다. 51 (49.5) 31 (54.4) 20 (43.5)

③ 보통이다. 26 (25.2) 9 (15.8) 17 (37.0)

④ 비교적 부정적이다. 23 (22.3) 14 (24.6) 9 (19.5)

⑤ 매우 부정적이다. 0 (0.0) 0 (0.0)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평가
                                     (단위 : 건(%))

<그림 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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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상당수 자치구들이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의 22개 자치구가 ｢○○구 발전계획｣, 
｢○○구 도시관리기본계획｣ 등의 이름으로 자치구 계획(비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13 (12.6) 7 (12.3) 6 (13.0) 

② 잘 알고 있다 65 (63.1) 39 (68.4) 26 (56.5) 

③ 잘 모르고 있다 24 (23.3) 10 (17.5) 14 (30.4) 

④ 전혀 모르고 있다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5>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사실 인지 여부
(단위 : 건(%))

<그림 5>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사실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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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계획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바람직하다. 6 (5.8) 4 (7.0) 2 (4.3)

② 바람직하다. 70 (68.0) 42 (73.7) 28 (0.0)

③ 보통이다. 17 (16.5) 6 (10.5) 11 (43.5)

④ 바람직하지 않다. 9 (8.7) 5 (8.8) 4 (37.0)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 (1.0) 0 (0.0) 1 (19.6)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6>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의 평가
(단위 : 건(%))

<그림 6>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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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귀하께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공식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필요하다. 28 (27.2) 19 (33.3) 9 (19.6)

② 필요하다. 65 (63.1) 34 (59.6) 31 (67.4)

③ 필요하지 않다. 9 (8.7) 3 (5.3) 6 (13.0)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7>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
                                              (단위 : 건(%))

<그림 7>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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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1. [문7번에서 ①,②로 답하신 분만]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구분(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
이 필요하기 때문에

40
(43.0)

26
(49.1)

14
(35.0)

② 전체 자치구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5

(26.9)
12

(22.6)
13

(32.5)

③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0

(10.8)
5

(9.4)
5

(12.5)

④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수립 권한의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16

(17.2)
9

(17.0)
7

(17.5)

⑤ 기타
2

(2.2)
1

(1.9)
1

(2.5)

계
93

(100.0)
53

(100.0)
40

(100.0)

<표 8>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단위 : 건(%))

<그림 8>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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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2. [문7번에서 ③,④로 답하신 분만]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자치구 중심의 계획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4 (40.0) 1 (25.0) 3 (50.0)

④ 1990년대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발생했던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4 (40.0) 1 (25.0) 3 (50.0)

기타 : 경직적, 획일적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 (10.0) 1 (25.0) 0 (0.0)

기타 : 비법정계획으로서의 장점이 있음(자치구 입장에서의 자율
성, 창의성, 책임성 등)

1 (10.0) 1 (25.0) (0.0)

계 10 (100.0) 4 (100.0) 6 (100.0)

<표 9>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건(%))

<그림 9>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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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의 목표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5년 내외(단기계획)
27

(26.2)
13

(22.8)
14

(30.4)

② 10년 내외(중기계획)
71

(68.9)
40

(70.2)
31

(67.4)

③ 15년 내외(중장기계획)
0

(0.0)
0

(0.0)
0

(0.0)

④ 20년 내외(장기계획)
4

(3.9)
3

(5.3)
1

(2.2)

⑤ 기타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0>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
                                         (단위 : 건(%))

     

<그림 10>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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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얼마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구청장의 임기(4년)에 따라
19

(18.4)
14

(24.6)
5

(10.9)

② 5년마다
36

(35.0)
21

(36.8)
15

(32.6)

③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5

(4.9)
4

(7.0)
1

(2.2)

④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42

(40.8)
17

(29.8)
25

(54.3)

⑤ 기타
1

(1.0)
1

(1.8)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1>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
                                               (단위 : 건(%))

 

<그림 11>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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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복수응답)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미래상과 발전전략
40

(38.8)
21

(36.8)
19

(41.3)

② 인구, 주택, 고용 등 계획지표
12

(11.7)
10

(17.5)
2

(4.3)

③ 부문별 계획(토지이용, 시가지 정비, 기반시설 등)
57

(55.3)
35

(61.4)
22

(47.8)

④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
48

(46.6)
23

(40.4)
25

(54.3)

⑤ 예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현 전략
48

(46.6)
24

(42.1)
24

(52.2)

⑥ 기타
1

(1,0)
1

(1.8)
0

(0.0)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12>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복수응답)
                           (단위 : 건(%))

<그림 12>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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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귀하께서는 현재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공식화할 경우 어

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서울시가 관련지침을 제정해서
15

(14.6)
7

(12.3)
8

(17.4)

②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서
72

(69.9)
39

(68.4)
33

(71.7)

③ 국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14

(13.6)
9

(15.8)
5

(10.9)

④ 기타
2

(1.9)
2

(3.5)
0

(0.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3>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
                                              (단위 : 건(%))

<그림 13>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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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인정하여 수립ㆍ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자치구 계획의 법정화
24

(23.3)
19

(33.3)
5

(10.9)

②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
32

(31.1)
17

(29.8)
15

(32.6)

③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협력
33

(32.0)
13

(22.8)
20

(43.5)

④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
14

(13.6)
8

(14.0)
6

(13.0)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4> 자치구계획의 공식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건(%))

<그림 14>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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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의 계획 역량도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기에 현재 25개 자치구의 계획 역량

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체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매우 충분하다. 1 (1,0) 1 (1.8) 0 (0.0)

② 충분한 편이다. 17 (16.5) 15 (26.3) 2 (4.3)

③ 보통이다. 27 (26.2) 15 (26.3) 12 (26.1)

④ 부족한 편이다. 45 (43.7) 18 (31.6) 27 (58.7)

⑤ 매우 부족하다. 13 (12.6) 8 (14.0) 5 (10.9)

계 103 (100.0) 57 (100.0) 46 (100.0)

<표 15> 자치구 계획역량 평가
                                                  (단위 : 건(%))

<그림 15> 자치구 계획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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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치구의 계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복수응답) 응답수
전공별

도시계획 그 외

① 계획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의 보강
79

(76.7)
44

(77.2)
35

(76.1

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
24

(23.3)
15

(26.3)
9

(19.6)

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50

(48.5)
25

(43.9)
25

(54.3)

④ 계획의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
29

(28.2)
15

(26.3)
14

(30.4)

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
23

(22.3)
15

(26.3)
8

(17.4)

⑥ 기타
1

(1,0)
0

(0.0)
1

(2.2)

응답자수
103

(200.0)
57

(200.0)
46

(200.0)

<표 16>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복수응답)
                        (단위 : 건(%))

<그림 16>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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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귀하께서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 계획의 위상 및 역할

- 자치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도시 리계획을 연계하는 가교  성격으로 설정함. 

- 상 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기 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재정비 진계획, 정비기본계획,  각종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한 행정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단 의 실  잠재력을 면 히 악한 상태에서 큰틀(Frame;각종 도시

지표의 배분)을 설정하고, 반드시 그 임의 범  안에서 액션 랜성격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계획의 체계와 융통성을 유지 보장해야 함.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미래지향 인 교시 , 정책 , 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으로 환한다면, 자치구 

기본계획은 실체 , 생활 , 단기  계획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계획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지되 서울은 하나의 도시인 도 감안하여 자치구 간 계획의 균형성과 특수

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역생활권단 계획으로서의 상과 계획내용을 반드시 담아 상  도시기본계획과의 연 성을 도모하

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의 간계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분담

에 한 합리 인 구조설정을 통해 유기 인 력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할 

것임.

● 자치구 기본계획의 수립 방식

- 구 단 계획이라고 하여, 자치구 단 로 수립해서는 안 되고 타 자치구와 단순 비교에 의한 계획수립을 

지양하는 제하에 유사규모, 인  자치구 간의 력을 하거나 생활권 단 를 기반으로 서울을 5~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틀을 마련하고, 이 계획틀 안에서 자치구는 부문별 리계획  실행 주로 작성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자치구보다 작은 범 (동, 마을, 아 트단지)에서의 계획수립과 참여도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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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공식화, 법정화

- 법정계획인 도시 리계획에 유연하게 용되기 해서는 자치구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주민 

의의 형태로 지속 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차원에서 지정항목과 자유항목을 설정하고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함.

- 자치구계획의 실 성을 해 법정 계획화하되 자치구별 작성된 계획을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도시계획

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자치구계획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틀에서 벗어나는 계획 활동(특히 용도지역 등)을 담을 경우 그 계획의 

법정화를 보류하는 이른바 페 티 조항도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음. 

- 계획수립  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계획수립이 장기화될 경우 자치구 권한으로 의견수렴기

간 정례화를 한 조례를 제정함.

- 서울 도시기본계획 틀 내에서 자치구에 도시 리계획의 입안권  결정권의 폭 이양 는 임이 필

요함.

●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마련

- 재 자치구는 계획수립역량이 무함. 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락할 험이 크므로 계획

의 수립  시행을 한 산확보가 우선임.

- 자치구의 도시계획 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한 선진사례 교육  실무 습득 훈련을 실시 해

야 함.

- 문인력을 획일화, 경직화된 조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해당 자치구의 문가를 상으로 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상 임. 

- 계획총 을 한 MP 제도 도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의 구성 및 내용

- 자치구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한 내용 정립이 우선 으로 필요함.

- 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 하되 특정지역이나 집

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함.

- 인구 폭증이라는 제의 도시기본계획  발상을 지양하고, 국민소득 40,000달러 시 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 이고 실천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개발이 주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즉 시민의 입장에서 사람을 

심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페러다임 환이 으로 요구됨.



148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의 생활권계획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되 구청장의 임의 결정이 없도록 리ㆍ감독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정치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주민과 문가 등의 참여구조를 설정함.

- 자치구 숙원사업  민원사업 주의 일방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함. 

- 자치구 기본계획에 한 리  지속가능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함.

● 계획의 목표연도 및 주기

- 기 는 장기계획으로 지속화시킴으로써 구청의 역량을 강화함.

 - 자치구 기본계획의 정비기간도 구청장 임기기간과 같이 4년 주기로 하되, 계획 수립 기간은 임기 개시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변형된 일몰제 형태)하여 계획수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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