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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ʻʻ서울형 도시계획체계ʼʼ의 구체화 및 실행방안 마련 

 2011년 5월 서울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2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생활권계획”과 “중심지 육성계획”을 보완하여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로 개편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체계는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과 인구 10만의 소도시가 <도시기본계

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동일한 계획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

구가 천만에 달하고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중간단계 계획

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여건을 고려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

념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의 실질적인 개념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ʻʻ생활권 및 중심지계획ʼʼ의 수립 ･ 운영방안 마련

 1990년 이후 서울에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부도심 정비계획, 도심부 발전계

획, 권역별 계획 등 다양한 공간범위의 생활권 및 중심지계획을 수립·운영해 왔

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대부분 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의 위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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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정비 시기 등이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생활권 및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수립·운영되던 생활권 및 중심지계획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도시기본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제시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수

립되고 있지만, 수립된 계획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서울의 도시계획은 급변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주택·산업경제·토지

이용·교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구축

하고 있는 다양한 DB와 GIS 자료, 시

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계획 여건

의 변화분석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실

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과 세부 내

용을 구체화하고, 2) 중간단계 계획

으로서 “생활권계획 및 중심지 육

성계획”의 수립·운영방안을 마련하

며, 3) 서울의 변화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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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

 첫째,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가 갖추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둘째, “생활권계획과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 및 중

심지 육성계획의 역할과 내용을 설정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의 변화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여부를 상시적으로 진단하여 후속계획에 반영하는 모니터

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공무원 면담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계획체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등 생활권계획과 유사한 계획들의 수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생활권 및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운영방안을 제안한다.

 외국 대도시의 도시계획체계 및 운영사례가 서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

히, 런던·도쿄·베를린 등 외국 대도시의 도시계획체계를 살펴보고, 생활권계획과 

중심지 육성계획, 그리고 모니터링체계 등의 운영사례를 파악한다.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세부

내용 및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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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과 개념

1. 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인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도시로서 2,500만 인구를 가진 서울 대도시권의 

중핵도시이며, 1,000만 인구와 25개의 자치구를 가진 거대도시이다. 

 서울의 도시계획에는 항상 두 가지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 및 대도

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지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간구

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

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특성과 시민들의 계획 수

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2-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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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전국이 동일하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두 계획 간 연계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

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

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 계획이 요구된다.

 서울은 서울이 가진 특성과 다양한 계획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체계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계획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행 서울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도시의 장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두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범위의 비 법정계획들이 수립되었으

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상․하위계획 및 다른 계획들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기본계획

<그림 2-2>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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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서울 도시계획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은 1)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간단

계 계획의 부재, 2)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부재, 3) 서울의 

변화와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체계 부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 계획의 부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기존의 권역계획은 생활밀착형 계획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대생활권)보다 작은 공간단위의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직면한 문제들도 다르

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획이나 정책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인구, 고용,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 생활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권역ㆍ자치구 등으로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짜임새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림 2-3>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권역계획, 도시관리계획



8  Working Paper

○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부재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등 일부 중심지에 대한 육성계획은 수

립되어 있으나, 서울의 중심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심지별로 수립되는 육성계획은 그 내용과 수립시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중심지 육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의 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지별 육성계획에서도 중심지별 특성에 

따른 육성전략을 마련하되, 내용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 2-4> 서울의 중심지계획 수립현황

○ 서울의 변화와 계획실현 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체계 부재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계획된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변

화하는 서울·수도권의 인구, 주택,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이

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서울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어 계획수립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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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

3.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단계계

획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이슈에 대응하도록 한다.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심지

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도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의 도시 변화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후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6>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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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1. 생활권계획이란?

1) 생활권계획의 의미와 필요성

○ 생활권계획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활권은 그 위계와 공간범위에 따라 소생활권(근린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되며, 생활권별 공간범위는 도시의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은 생활권계획을 “일정한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대

상으로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생활환경과 주민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미래상과 공간구조를 권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

구·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계획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서울은 자치구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거나 계획내용을 자치구 및 지역생활권 차원에서 실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이슈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차원

에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상의 개선과제를 서울시에 피력하는 계획수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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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생활권계획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20년 목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비사업 등 실

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2단계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인구 1,000만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하위 실행계획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내용을 생활권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하위계획에 지침을 제공하는 중간단계

의 계획이 요구된다.

둘째, 국·실별 관련계획을 통합·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서

울시는 도시기본계획 외에 주택, 교통, 공원녹지, 경관, 산업 등 국·실별로 다양한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실별 기본계획은 수립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계획 간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실(부문)

별 계획을 통합·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생활권계획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밀착형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생활권계획이 바람직하

다. 최근 도시계획은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생활권 차원의 도시계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 - 자치

구·지역생활권 등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실

하게 반영되는 상향식 도시계획(bottom-up)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생활권계획의 변화 및 운영경험

○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구분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개념을 제시한 것은 1978년 도시기본계획

부터였다. 1990년에 수립된 200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까지는 주로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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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소생활권’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계획

이 수립되었다. 특히, 2001년 도시기본계획 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자치

구단위의 발전구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초 자치구별

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와 같이 대생활권(권역)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분한 것은 2011년 서울 도시

기본계획 부터였다. 1997년에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에서는 일상생활권을 

소생활권으로 설정하였으나, 종전과 달리 2∼4개 자치구를 중생활권, 그리고 5개 

권역을 대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의 공간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각각 생활권이 도심·부도심, 지역중심 등

의 중심지를 포함하여 생활권 내에서 자족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분
목표연도 

및 인구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의의와 특성

1990년 

기본계획

2001년

1,200만

기초생활

서비스시설 

이용권역

언급없음

2~3개 소생활권을 

포괄하는 

자치구 단위

･ 서울시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 : 기초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 

시설배치 기준의 되는 공간영역

･ 행정구역 경계와 가급적 일치

･ 구단위 발전구상의 필요성 제기

1997년 

기본계획

2011년

1,200만

일상생활권

(구심, 지구 

중심)

2~4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9개 

중생활권

(지역중심)

1~3개 중생활권을 

포괄하는 

5개 대생활권

(도심, 부도심)

･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 5개 대생활권 중심으로 계획

･ 세부적인 생활권계획은 ʻ자치구 기

본계획ʼ으로 보완

2006년 

기본계획

2020년

980만

일상생활권

(구심, 지구 

중심)

2~4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9개 

중생활권

(지역중심)

1~3개 중생활권을 

포괄하는 

5개 대생활권

(도심, 부도심)

･ 생활권과 중심지체계 연계

･ 5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유지

･ 자치구단위계획의 의미 퇴색

자료 : 최정민·양재섭·김창기, 2006, ʻʻ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ʼʼ, ｢서울도시연구｣ 7(3), 35쪽.

<표 3-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구분과 변화

 2006년 수립된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에서는 2011년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서울의 생활권을 소생활권, 중생활권(2~4개 자치구), 대생활권(1~3개 중생활권)

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소생활권보다 ‘중생활권과 대생활권’ 차원의 생활권계

획이 강조되면서 자치구와 지역생활권계획은 그 의미가 더욱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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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과 교훈

 1990년대 이후 서울에서는 몇 차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 자치구별로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 2005년 동북2 

중생활권 발전계획 , 그리고 2007년 권역별 발전계획 을 들 수 있다.

<그림 3-1>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 

 1990년대 초 서울시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하여 자치구의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지방자

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하향식 계획과정과 상향식 계획과정을 

접목시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면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1) 

 그러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는 해당 자치

구가 서울시 발전의 중심 내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자치구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자치구

의 도시계획 권한이 행정적․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치구 기본계획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2)

1) 최정민·양재섭·김창기, 2006, 앞의 논문, 46~4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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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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침적 성격

- 비 법정계획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방분권적 시도

- 기존 하향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족적 발전계획 수립

- 일상생활의 활동영역인 생활권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정비계획의 성격

문제점

- 주민들의 도시계획적 요구가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일시에 분출

- 소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 발전의 중심 내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

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계획안 제시

-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안 중인 계획들이 공개되는 등 

시정운영에 불필요한 잡음 발생

자료: 최정민·양재섭·김창기, 2006, 앞의 논문, 47쪽. 

<표 3-2>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문제점

 2005년 수립된 동북2권 중생활권 발전계획 은 성북·강북·도봉·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의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생활권’ 계획이다. 이 계획은 미아지역 

일대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밑그림을 제시하는 차원

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역 정비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다른 중생활권으

로 계획 수립이 확대되지 못하는 등 일회성 계획으로 그친 한계가 있다.

 한편 200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 은 2020년 서울 도

시기본계획 을 대생활권(권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서울의 5개 권역

을 대상으로 수립된 최초의 생활권계획이다. 이 계획을 계기로 ‘동북권 르네상스’ 

등 세부 실행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비 법정계획인데다가 자치구와 협의없이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하위 공간단

위로서 권역계획은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밀착된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자치구·지역생활권 등 보다 더 작

은 공간단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그러나 2011년 현재 상당수 자치구는 “발전구상 혹은 비전”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자치구 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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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현황

 한편 1994년 수립된 바 있는 서울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1) 자치구별로 자기

중심적인 계획 수립, 2)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그리고 3) 자치구 도시계획 

수립 권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말 폐지되었다.

 하지만 많은 자치구는 자치구 기본계획이 폐지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자치구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계획 명칭은 다르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가 2000년 이후 자치구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 기본계획은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운용되고 있어 

자치구계획의 수립연도와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기

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의 계획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별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의 생활권계획 체계와 주요내용

1) 서울의 생활권계획 체계구축 방안

○ 생활권의 공간구분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계 계획으로, 계획의 

공간단위를 행정체계와 연계하여 권역과 자치구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서울시 전역의 발전방향을 권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권역계획과 시민들의 실질적

인 생활과 관련된 자치구 차원의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권역(대생활권)은 서울 대도시권 차원에서 의미있는 공간단위이다. 특히 권역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

고, 하위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권역별 계

획은 해당 권역의 장래 토지이용과 각종 정비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

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구계획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간단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의 상세정도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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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기중심적인 계획 수립과 민원성 요구에 대한 대

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3-2> 생활권계획의 공간범위

○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주체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

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공간계획이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후속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통상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므로, 생활권계획 역시 5년마

다 재정비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초안이 작성되면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과

정을 거치므로, 생활권계획의 수립 시기는 도시기본계획의 초안이 발표되는 공청

회 시점에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을 통

해 수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계획은 서울시장이 주관하되 해당 권역의 

자치구 협의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립하고, 자치구계획은 해당 자치구가 주관

하되 서울시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권계획 중 권역계획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해당 권역 내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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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계획은 구의회의 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해당 구민들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하는 등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그림 3-3>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와 생활권계획의 운영

2)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 권역계획의 주요내용

 권역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지표를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

에 맞게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 인구, 주택, 고용 등 계획지표

에 대한 총량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역차원의 발전축과 보전축 등을 

설정하여 권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담아내도록 한다.

 권역계획에는 권역 내 중심지 간 기능분담 및 연계, 특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권역 차원에서 자치구 간의 공통이슈와 인접한 자치구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계획과제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자치구계획의 주요내용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차원의 현안 및 중점정비과제를 도출하여 자치구 발전을 위

한 계획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

이용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중심과 역세권, 자치구 구심 등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중심지 육성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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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계획은 서울시 및 권역차원에서 검토되기 어려운 지역생활권 차원의 구체

적인 계획 요소를 담아내야 한다. 즉 집분산도로와 보행체계, 근린공원, 지역단위

의 주민복지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상에서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과 시설에 대

한 정비 및 관리방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치구를 인구규모에 따라 3∼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생활권

별 계획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권역계획은 권역의 발전방향 및 자치구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며,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및 지역생활권의 발전방향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림 3-4>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그림 3-5> 생활권계획 주요부문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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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계획의 운영방안

○ 권역계획의 운영방안

 권역계획은 종전의 권역별계획보다 경량화하여 수립하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과 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치구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권역계획은 서울시의 계획 의지를 담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계획내용을 반영

하여 단순히 자치구계획에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계획에 대

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권역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 

의지를 조율하고 종합화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구계획의 운영방안

 자치구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계획 의지를 반영

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행정지침계획인 자치구 발전계획을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자치구 기본계획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치구는 자치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생활권을 3∼6개로 구분하고, 지역생활권

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계획은 인접한 자치구 경계 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예: 자치구 간을 잇는 

간선도로 정비, 자치구 경계에 있는 중심지계획 등)에 대해서는 인접 자치구와 긴

밀한 협의를 통해서 권역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구계획과 권역계획 간의 유기

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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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도시계획체계   런던플랜 - 권역별계획(SRDF) - 자치구계획(LDF) 

-� 영국은 2004년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도입하여,�런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 플랜(London� Plan)� -� 권역별 계획(Sub-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SRDF)� -� 자

치구 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 LDFs)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 GLA(Greater� London� Authority)는 2004년 런던 플랜을 수립한 후 2년 뒤 권역별 계획(SRDF)

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계획(SRDF)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런던 플랜에서 제시한 권역의 전략적

목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지침(action)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구 계획을 가이드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권역별 계획(SRDF)은 33개 자치구(borough)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런던 플랜에서 총량적으

로 제시한 인구,� 고용,� 주택 등의 장래 지표를 권역 및 중심지별로 배분한다.� 또한,� 주요 중심지,�

기회지역,� 전략적 개발지역,� 교통축,� 오픈스페이스 및 수변공간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 계획(LDF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권역의 현안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자치구 계획(LDFs)은 법정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권역별 계

획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권

역별 계획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런던 플랜의 계획지표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림 3-6> 런던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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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   F플랜 – 생활권 발전계획(BEP) - B플랜 
-�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는 토지이용계획(F-Plan)� -� 생활권 발전계획(BEP)� -� 지구상세계획(B-Plan)

의 법정계획과 지구마스터플랜과 플란베르크(Planwerke)� 등의 비 법정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발전계획(STEP)이라는 별도의 법정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은 도심부와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

서만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베를린시가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F-Plan)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발전방향과 전략,� 교

통 및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이다.� 토지의 용도,� 밀도,�

층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F-Plan)을 근거로 지구상세계획

(B-Plan)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공간범위가 광범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지구상세계획

(B-Plan)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자치구를 몇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한 생활권 발전계

획(BEP:� Bereichsentwicklungsplan)을 중간단계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다.

-� 생활권 발전계획(BEP)은 상위계획인 토지이용계획(F-Plan)의 계획목표 및 발전방향을 하위계획인

지구상세계획(B-Plan)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생활권 발전계획(BEP)은 자치구를 3∼5

개 정도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는데,� 초창기에는 비 법정계획이었으나 1998년 건설법전

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법정계획으로 전환되었다.� 베를린시는 2001년 기존의 23개였던 자치

구를 12개로 통폐합하였으며,� 이를 61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발전계획(BEP)을 수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7>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F-Plan
(종합계획적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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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비전 - 도시계획구역MP - 자치구도시계획MP 

-� 일본도 1992년과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도

쿄의 도시계획체계는 도(都)� 차원의 도시만들기 비전과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MP),� 그리고 자

치구 차원의 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MP)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쿄도의 도시발전구상에 해당하는 「도쿄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비전」과 법정계획인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은 도쿄도를 5개 존으로 구분하고,� 존별 미래상과 중점지역별 발전방향,�수경축 및 녹

지축,� 오픈스페이스,� 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쿄도는

별도의 중간단계 계획 없이,� 도쿄도 차원의 기본구상과 법정계획을 통해 권역(존)별 주요 중심지

의 장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도쿄도의 존별 발전구상은 자치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체화되며,�자치구 계획

은 도쿄도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도쿄도는 도시발전

구상과 법정계획을 통해 존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이를 통해 관련기관과 자치구 간에 조정과 협

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3-8> 도쿄의 도시계획체계

 자료 : 서울시, 2007,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자료집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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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1. 중심지 육성계획이란?

1) 중심지 육성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 중심지 육성계획의 개념 

 중심지란 도시의 생산 및 소비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중심지에는 업무·행정,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

한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고, 고용 또한 그만큼 집적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란 도시의 상업, 업무, 문화 등 각종 중심기능과 활동이 집

적된 곳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적 특성과 토지이용이 집약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중심지 육성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를 대상으로, 입

지특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미래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심지별로 전략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 중심지 육성계획의 필요성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를 위계별로 지정했으나, 중심지 위계와 특성별

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중심지 육성계획 없이도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심지의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반영하여 중심지의 용도

와 밀도가 설정되기보다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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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간계획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활력 있고 다양한 도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형 주거수요의 증가, 중심지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도시경쟁력의 제고, 교통 및 산업계획을 반영한 통합적 계획 

수립 등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서울의 중심지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없었고, 중심지와 관련한 최

근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은 서울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와 광역 대도시권으로의 확장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중심지체계를 

개편하였다. 새로운 중심지체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2) 서울의 중심지 진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심지 기능 약화

 서울의 인구는 1990년대 1,061만명을 기준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주

간인구 및 종사자의 지속적 감소현상3)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울의 경쟁력 약화 및 중심지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중심지의 특화전략 등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대도시권의 공간적 확대에 대응

 2000년 이후 서울의 통근권은 도심에서부터 약 40km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경

기, 인천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일산 - 파주, 성남, 광명 - 안산, 의정부, 하남축 등으로 시가화가 진전되면서 

장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곽의 주요 교통축을 따라 주거중심의 대규모 

택지가 개발됨에 따라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강남 등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3) 주간인구(야간상주인구 + 유입통근인구 - 유출통근인구) : 1,093만명(1990년) => 1,019만명(2005년)
종사자수는 : 387만명(1995년) => 384만명(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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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강남, 여의도에 집중된 중심지 기능을 반영

 현행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업무연상면적 및 종사자수 등을 토대로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심, 

강남(영동), 영등포․여의도 등 세 지역에 업무기능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영동)지역은 도심의 업무기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서울의 공간계획은 중심지의 변화 경향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수립

되어야 한다.

○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부재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를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위계별로 설

정하고 있으나, 중심지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

지 않은 실정이다.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없어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중심지 간 긴밀한 

연결을 위한 직결 노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과 영동, 용산

과 영동, 상암과 영등포 등 중심지 간 급행 직결노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점적으

로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를 벗어나서 지정되어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 합정, 구의, 가리봉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상계와 연신내 

중심지는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에서 전략육성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개발이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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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방안 및 주요 내용

1) 중심지 체계의 변화

○ 중심지체계의 변화

 1970년대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동심원모델에 기초한 단핵체제였다. 이

후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도심으로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화 정책이 추

진되었고, 다핵도시론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에는 영동, 잠실, 영등포·여의도 등 부도심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다핵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서울의 공간정책은 1도심 5부도심체

제를 유지하면서 다핵공간구조와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도 글로벌 대도시권 간의 경쟁 심화와 광역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도심, 강남, 영등포를 실질적인 도심으로 인정하면서 육성하기 위

한 3핵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용산, 청량리, 상암 등 기존의 부도심을 부핵

으로 설정하고, 역할과 기능과 강화하는 다핵화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중심지체계 개편구상안

 서울의 중심지는 지금까지의 위계적 공간구조인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체계에서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과 거점으로 조정되었다. 

 도심과 부도심이 핵과 거점으로 전환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를 넘어서는 광역 개방형 공간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생활권을 포괄하는 광역중심지에 중심기능을 집적시켜 고용을 창출하

고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핵은 국제 금융, 국제 비즈니스, 고차 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집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점은 광역생활권의 중심으로서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

여 고용 및 상업활동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은 광역화에 대응하여 서울의 외곽에 입지하

면서 주변 도시와 교통 연계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중심을 “광역연계거점”으로 설정

하여 광역생활권 차원의 중심지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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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중심지체계

중심지체계 1도심 – 5부도심 - 11지역중심 3핵 - 3부핵 - 13거점

중심지

1도심 : 서울시 전체 3핵 : 글로벌 대도시

5부도심 : 대생활권 3부핵 : 광역대도시권

지역중심 : 중생활권의 중심지
광역연계거점 : 광역권의 중심지

지역거점 : 대생활권의 중심지

<표 4-1> 2020 기본계획과 2030 기본계획(안)의 중심지체계 비교 

자료 : 서울시, 201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그림 4-1> 2030 도시기본계획(안)의 중심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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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지 계획의 수립방안

○ 유형별 중심지 계획종류 

 중심지 육성계획은 서울 중심지의 전체적인 육성방향을 담은 중심지 종합계획과 

각 중심지 유형별 육성계획으로 구분된다. 즉 중심지 유형별 육성계획은 핵·부핵 

육성계획, 거점(광역연계거점 및 지역거점) 육성계획, 그리고 지구중심 육성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중심지 계획 대상지

중심지 종합계획  3핵-3부핵-13거점

핵·부핵 육성계획 핵 : 도심부, 영등포-여의도, 강남 / 부핵: 용산, 상암, 청량리 

거점 육성계획 8개 광역연계거점 / 5개 지역거점

지구중심 육성계획 자치구 차원의 지구중심과 역세권

<표 4-2> 유형별 중심지 육성계획의 종류

○ 유형별 중심지 육성방향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심지별 위상 및 역할은 크게 아래와 같은 유

형으로 구분된다.

 핵과 부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거점

은 광역권의 고용 및 상업중심지로서 권역을 대표하는 상업·업무서비스의 중심지

로 육성한다.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로서 역세권 위주로 구성되며, 주민의 편리한 

일상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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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위상 및 역할 대상 중심지

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북아 및 글로벌 대도시권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의 중심지

·고차업무, 국제금융, 지식기반산업, 상업서비스의 중심지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부핵

서울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3핵을 지리적, 기능적으로 보완

·국제업무, 상업, 미디어 및 바이오산업 등 특화된 중심지

용산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광역

연계거점

고용 및 상업의 전략적 육성

·광역대도시권 발전축에서 배후지 통행수요를 흡수하는 거점

·장거리통근 해소를 위해 고용기반이 필요한 전략거점

창동･상계, 연신내･불광, 

대림･가리봉, 문정･장지, 

마곡, 망우, 사당･남현, 천호･
길동 

지역거점

권역별 특화발전

·권역(대생활권)을 대표하는 상업서비스 및 업무중심지 

·주요 개발축에 위치하여 잠재력이 큰 중심지 

미아, 신촌, 공덕, 

목동, 잠실

지구중심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권의 중심

50개 지구중심

<표 4-3> 중심지 유형별 위상과 역할

3) 중심지 육성계획의 주요내용

 중심지 육성계획은 종합발전계획과 개별 중심지계획 등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다. 서울의 중심지 전체에 대한 비전과 육성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중심지별 육성방향을 구체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핵·부핵을 중심으로 개별 중심지에 대한 육성계획은 서울시가 수립하되,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일반 내용과 특정 중심지에 해당하는 특수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중심지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심지 위상 및 공간범위, 미래상 및 발전방향, 

중심지 육성 및 관리전략, 실현화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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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심지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 중심지 위상 및 범위

 중심지의 위상은 광역 및 지역차원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특히 도심, 영등포, 강

남 등 3핵에 대한 위상은 동북아 대도시권을 고려해야 하며, 광역연계거점의 위

상은 인접광역권의 중심지와 대생활권을 반영하여 제시한다. 

 중심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중심부와 주변부 등 영향권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중심지는 블록단위의 면적(面的)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중심지 간 연결축의 활성

화가 필요한 경우 가로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형 노선상업지역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미래상 및 발전방향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지의 잠재력 및 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심기능의 수요를 추정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상을 제시하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용을 검토하여 정합성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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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성 육성 및 관리전략

 중심지 유형별로 특화전략 및 육성용도를 제시한다. 육성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성용도 및 특화용도 도입에 따른 밀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도록 한다. 

 중심지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 전략에는 육성용도 및 특화용도, 중심부 및 주변부 

용도별 관리목표치, 중심지별 주거-비주거의 관리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중심지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간 교통처리계획을 병행하여 수립

한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 및 생태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계획의 실현화 방안

 중심지 유형별로 계획수립 및 추진주체를 구분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핵·부핵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주체는 서울시이며, 해당 자치구는 계획내용에 

대한 협의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거점에 대한 육성계획은 서울시가 수립하며, 자치구는 협의대상으로서 의견을 제

시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중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주체는 

자치구로 한다.

○ 중심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중심지 육성 및 실현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심지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중심지 육성계획의 목표 및 전략의 달

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심지계획의 내용 및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상 및 계획과제뿐만 아

니라 육성전략 및 관리전략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며 관련 사업을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

에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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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지 육성계획의 운영방안

○ 서울시 차원의 중심지 운영방안

 서울시는 중심지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유형별로 추진성

과를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할 필요가 있다.

 핵, 부핵, 거점 등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중심지 육성전략에 대한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중심지 모니터링 결과는 후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심지 육성계획이 지속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3>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 자치구 차원의 중심지 운영방안

 지구중심 및 역세권에 관한 중심지 육성계획은 자치구가 중심지 기능 및 역할과 

향후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단, 지구중심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서울시가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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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중심지 육성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Town Center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런던의 중심지 관리

-�시행주체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목 적 :�런던플랜 및 자치구 계획 수립 시 활용

-�평가기간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5년마다 실시

-�핵심지표 :�규모와 기능,�접근성,�안전 및 방재,�환경 등의 지표를

선정하여 중심지 위상과 기능 평가(Health� Check)

중심지 기능 구분을 위한 지표

-�중심지 구분 :�국제,�대도시권,�거점,�지구 등으로 구분

기능 조정이 필요한 중심지를 추출하여 후속 계획에 반영

     

 자료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09,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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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중심지별 육성용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쿄의 중심지 관리

-� 중심지 유형과 특성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고,�육성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중심지와 중심지 주변부로 구분하여 육성용도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함.

- 도심부는 도심(갱신도심,� 재편도심)과 주변부로,� 부도심은 업무·상업시가지존과 복합시가지존으로

구분함.� 도심부에서는 업무와 더불어 육성용도인 문화·교류시설,� 상업시설,� 생활지원시설,� 산업지

원시설 등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됨.�

- 도심 주변부에서는 이러한 용도에 더하여 주거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육

성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심과 주변부에 차등 적용되는데,� 도심에서는 최대

300%,�도심 주변부에서는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심지 구분

-�중심지 구분 :�도심부,�부도심,�신거점,�일반거점지구,�직주근접존 등

<그림 4-4> 도쿄 센터코어 내 중심지별 육성용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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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1. 도시 모니터링체계란?

○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수

립되고 있지만, 수립된 계획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주택·산업경제·토지이용·교통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인구, 산업, 토지이용, 건축물, 환경 등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각종 DB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 진단, 정례적인 시민의견 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계획 논리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

한 DB와 GIS 자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계획의 집행 및 실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도시 모니터링이란? 

 도시 모니터링이란 도시 현황 및 변화추세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의 실현여부를 진단함으로써, 후속 및 관련계획에 모니

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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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모니터링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

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시 모니터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4). 첫째, 추세 혹은 기준선(benchmark 

or baseline)설정은 정책집행 이전의 측정치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래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특정 정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은 도시계획 및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계획이나 시책의 유무를 파악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

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셋째, 성과 모니터링(outcome monitoring)은 정책집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도시의 다양한 변화를 지표(indicator)를 통해 측정하여 계획목

표와 비교할 수 있다. 

(예:도심공동화
지속)

모니터링대상:

추세와

계획/정책수단

모니터링

활동

미래의 결과

추세파악/

기준선 설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성과

모니터링

新

現 계획/
정책수단

(예: 도시기본계획,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도심부관리계획 등)

•시민의식
변화
(도심선호)

•도심지가
상승

•도심개발
가능지부족

기타
외부 영향력

바람직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예: 도심활성화)

현재상태

(예: 도심공동화)

자료 : 이주일 외 2인, 2010,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8쪽.

<그림 5-1> 도시 모니터링의 기본모형

4) 이주일 외 2인, 2010,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

계 구축방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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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체계

-�지역계획(Regional� Comprehensive� Plan)에서 제시한 계획
목표와 발전 정도를 매년 모니터링

-� SCAG�지역의회 결의문(Resolution)에 근거

-�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Benchmarks� Task� Force)�주관

모니터링의 목적

-�지역 이슈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다른 대도시권과의 비교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현황과 변화,�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 정책결정자 지원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7개 부문별 지표, 지역 현안 이슈

-�인구,�경제,�교통,�주택,�환경,�삶의 질 등 7개 부문별 지표와 대도시 지역 간 비교 등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예) : 고용성장 지표

� � -� 총 고용 및 부문별 고용자수 변화 등을 모니터링

-� 2006년 고용성장률 2.2%로 다소높음.

(국가 1.8%,�캘리포니아주 1.8%)

-� 2000년 이후 SCAG�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자료 : SCAG, 2007, The State of the Reg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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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체계

-� PlaNYC의 추진 및 목표달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 뉴욕시 헌장에 근거하여 시장실 직속의 장기계획실(Office� of� long-term

Planning� &� Sustaninability)이 담당하며,�매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9개 부문, 31개 정책지표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예) : 주택 부문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 신규 공급된 주거 입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체크

-�지표 1:�대중교통 0.5마일 이내에 공급된 신
규주택 비율(2007년 이후 85%�상회)

-�지표 2:� 평균통근시간
(2007년 약 40분 이내)

 자료 : The City of New York City, 2010, PlaNYC Progress Repo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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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체계

-�런던 플랜의 계획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함
� � ·� 2004년 이후 매년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를 발간

-�법적 근거와 전담부서

� � ·� GLA(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 근거

� � ·� GLA산하 연차별 모니터링 그룹에서 담당

-� LDD(London� Development� Database)� 시스템 운용

� � ·� 계획허가와 완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 ·� GLA와 자치구에 양질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6개 계획목표, 25개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예)

-�성과지표1� :�오픈스페이스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런던의 성장 도모

� � ·�기 개발지내에서의 신규 개발 96%�이상
유지(2007/2008년 94.4%,�이후에는
96%�이상 달성)

-�성과지표5� :� Affordable� homes�공급 확대

� ·� 2004~2016년 매년 신규 주택의
50%를 저렴한 affodable� homes로
공급(실제 공급비율은 평균 36%�수준)�

 자료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10), ｢Annual Monitoring Repor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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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사전연구 및 상시계획체게 
핵심이슈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상시 조사 리포트 발간

-�주택 가용지 및 용량,�오피스 정책 평가,�중심지 현황진단,�환경 리포트 등

� � ·� Housing� Land� Availability� &� Housing� Capacity� Study

� � ·� London� Office� Policy� Review

� � ·�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 � ·�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 for� London

 

외국 모니터링체계의 시사점
- 런던은 계획목표의 달성여부 등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SCAG는 지역현황 및 

변화추세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전담 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출간하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후속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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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 도시 모니터링의 대상과 범위

 서울 도시 모니터링은 서울의 현황 및 변화를 진단하는 ‘기본지표’와 계획 및 정

책을 진단하는 ‘계획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표’는 도시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서울 및 대도시권의 변화를 진단

하는 지표이다. 광역 및 지역여건 변화를 비롯하여 인구, 경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안전 등 도시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의 위상 및 변화를 진단하

도록 한다. 

 ‘계획지표’는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계획목표와 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

는 것으로, 계획의 실현여부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련계획에 반

영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 시 설문조사와 시정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

족도조사를 통해 도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광역 및 지역여건 변화

￭인구, 경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안전 등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등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계획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필요 시 설문조사, 시정모니터링 등

<그림 5-2> 서울 도시모니터링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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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모니터링 항목과 지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모니터링은 기본지표를 통해 도시변화를 모니터링하

는 것과 계획지표를 통해 계획(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도시변화 모니터링은 서울 및 대도시권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기본지표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① 인구 및 가구, ②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③ 주택특성 및 주

거환경, ④ 업무환경 및 산업입지, ⑤ 교통 및 통행패턴, ⑥ 기반시설 등으로 부문

을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모니터링은 도시

여건에 관한 지표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한편 계획(정책)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시책의 실현 여

부와 달성 정도를 계획지표를 통해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2030 서

울 도시기본계획(안) 에서 제시한 ‘글로별 중심기능 강화’라는 계획목표와 시책

을 외국계 기업수, 컨벤션 유치건수, 프라임급 오피스 연면적, 비즈니스호텔이상 

객실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표 5-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이슈별 목표와 계획지표

자료: 서울시, 201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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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과정 

○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도시 모니터링 결과를 후속계획에 반

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

한 계획목표, 전략, 지표 등을 건의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실행 중인 계획 및 신규로 수

립되는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도시 모니터링과 상시 계획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도 ‘도시 모니터링 전담

팀’을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

다. 우선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모니

터링 리포트를 발간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혹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나 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도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4>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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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개념과 필요성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인구 1,000만의 거대한 기성시가지이다. 경기ㆍ인

천 등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인구 2,500만의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이다. 다른 한편, 

서울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은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고층 개발 등 개발 논리에 밀려 

계획적인 기능 배분, 예측 가능한 정비 등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을 다른 중소 도시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9년 국토법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확정)권이 광역 및 특별 

자치단체장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을 계

기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는 세 가지 기본틀을 갖는다. 첫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 사이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단계계획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의 생

활밀착형 계획이슈에 대응한다.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심지 육

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심지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셋째, 도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의 도시 변화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후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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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 및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1)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생활권계획이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대상으로 지역의 자연적·물리적 

생활환경과 주민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통합

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전계획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미래상과 공간구조를 권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

구·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계획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생활권계획은 계획의 공간단위를 행정체계와 연계하여 권역과 자치구로 구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서울시 전역의 발전방향을 권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권역

계획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자치구 차원의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권역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 주택, 고용 등의 계획지표를 도

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맞게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차

원의 발전축과 보전축 등을 설정하고, 권역 내 중심지 간 기능분담 및 연계, 특성

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권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담아내도록 한다.

 자치구계획은 자치구 차원의 현안 및 중점정비과제를 도출하여 자치구 발전을 위

한 계획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

이용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중심과 역세권, 자치구 구심 등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중심지 육성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를 인구규모에 따라 3∼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생활권

별 계획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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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를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위계별로 설

정하고 있으나, 중심지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

지 않은 실정이다.

 ‘중심지 육성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를 대상으로, 입지특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미래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심지별로 전략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심지 육성계획은 종합발전계획과 개별 중심지계획 등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

다. 서울의 중심지 전체에 대한 비전과 육성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중심지별 육성방향을 구체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핵·부핵

을 중심으로 개별 중심지에 대한 육성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육성

방향과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심지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유형별로 추진성

과를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할 필요가 있다. 핵, 부핵, 거점 등 서울 대도시권을 대

상으로 하는 중심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도록 한다. 또한 중심지 육성전략에 대한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3.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도시의 변화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거나 수립된 계획과 정책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서울에서 사회경제적ㆍ물리적ㆍ환경적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시 

모니터링은 ① 서울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환경에 대한 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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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의 추진동향, ③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분석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후속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feedback)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서울 도시모니터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혹은 조례를 개정하여 모니터링

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모니터

링 전담팀’을 설치하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연차별 모니터링 리포트 를 

발간함으로써, 서울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시의성 있는 대

응이 필요하다.

<그림 6-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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