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ix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02 이론적 논의 6

1_시설 녹지의 정의와 관련 법적 체계 6

2_미집행 시설 녹지의 발생과 갈등양상 12

3_선행연구 및 차별성 27

03 서울시 장기미집행 시설 녹지의 현황 및 특성 34

1_서울시 장기미집행 시설 녹지 현황 34

2_서울시 장기미집행 시설 녹지 현장조사 39

3_서울시 장기미집행 시설 녹지 특성 49

04 평가방법 및 분석 54

1_지표 구성 및 선정기준 54

2_분석지표와 방법 57

3_분석결과 63

4_단계별 집행 방안 73



x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 정립방안

05 결론 및 정책건의 76

1_결론 76

2_정책 제언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3



목차 / xi

표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7

[표 2-2] 시설 녹지의 구분 및 설치기준 11

[표 2-3] 지난 10년간 시도별 미집행 시설 추정사업비 변화 14

[표 2-4] 전국의 2014년 매수청구 현황 17

[표 3-1] 2014년 전국 시설군별 미집행 면적 및 추정사업비 34

[표 3-2] 서울시 시설별 미집행 추이 35

[표 3-3] 서울특별시 관리 시설 녹지 현황 37

[표 3-4] 서울시 본청 관리 장기미집행 시설 녹지 현황 37

[표 3-5] 현장조사 결과 및 구분 49

[표 4-1]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지표 55

[표 4-2] 경제적 가치 측정 지표 및 대리변수 57

[표 4-3]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및 대리변수 59

[표 4-4] 환경적 가치 측정 지표 및 대리변수 60

[표 4-5] 15개 지표 기술통계량 63

[표 4-6] 경제적 가치 지표 및 종합 등위 67

[표 4-7] 사회적 가치 지표 및 종합 등위 68

[표 4-8] 환경적 가치 지표 및 종합 등위 70

[표 4-9] 가중치별 종합 등위 72

[표 5-1] 분석결과 정리 77



xii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 정립방안

그림

[그림 1-1] 연구흐름도 4

[그림 2-1] 기반시설 관련 상위법·상위계획 체계도 9

[그림 2-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 12

[그림 2-3] 해제 가이드라인 적용 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 20

[그림 2-4] 계획의 세 가지 가치관과 갈등 21

[그림 2-5]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관계도 25

[그림 2-6] 시설 녹지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관계도 25

[그림 2-7] 서울시 시설 녹지에 투입된 토지보상비 추이 현황 28

[그림 3-1] 대상 완충녹지 40

[그림 3-2] 이촌 완충녹지 41

[그림 3-3] 월계 완충녹지 42

[그림 3-4] 성산 완충녹지 43

[그림 3-5] 동숭 완충녹지 44

[그림 3-6] 원효 완충녹지 45

[그림 3-7]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46

[그림 3-8] 경인 제1·2완충녹지 47

[그림 3-9] 경의 제2완충녹지 48

[그림 4-1] 집행(보상) 흐름도(예시)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