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 19-0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Strategies for Management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김중은, 배유진, 김지현, 김재호

수시 19-0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Strategies for Management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김중은·배유진·김지현·김재호

￭ 연구진
김중은
배유진
김지현
김재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일본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이왕건
이범현
김동근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연구위원
연구위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능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운영측면) ①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②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의 미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나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를 검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강화) ①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을 내규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침화,
② 규정 상 자문대상 안건을 명시하고 필요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 ③ 심의시간 단축과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
하거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지원 강화) ① 민간위원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② 심의결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유도, ③ 운영지원 부서의
인력확충,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내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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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 기구이나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주요 심의 대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공공주
택지구 지정 등의 일부 안건에 편중되고 있음
□ 또한 심의 위주의 운영으로 정책자문 및 조사·연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안건 유형별로 심의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체크
리스트가 없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심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여건 변화에 맞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유지
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역할 재
정립방안과 위원회 운영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
□ 또한, 주요 안건 유형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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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지원 개선 방안 제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작성
□ 시간적 범위
∙ 2012~2018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고찰
∙ 국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연구 문헌 조사
∙ 외국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도출(협동연구)
□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 서울, 경기 등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서 심층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 전･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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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운영관련 자료 협조 방안 및 개선방안 논의

3. 연구 틀
그림 1-1 | 연구의 틀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틀/선행연구와의 차별성/기대효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제2장

심의 대상 및 실적

인적구성 현황

심의대상/심의실적

위원회 구성/운영지원반 구성

문헌조사
(법제도
조사)
･
업무협의회

▼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제3장

국내

심층면담
･
원고의뢰
(협동연구)

해외

서울/경기

영국/일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 방안
제4장

위원회 역할 재정립

운영지원 개선

심의기준 마련/자문 및 조사･연구기능
강화/분과위원회･소위원회 활성화

아카이브 구축/민간위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운영지원 조직 강화

심층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작성
제5장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심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층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의 결론/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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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김홍주 외(2010)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을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문적으로 규명
∙ 2009년 심의실적이 많았던 광역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산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통합심의위원회와 역할 분담), 지역개발사업(타당성
과 적정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구역계,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합성)
등 안건별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
∙ 도시계획 지방이양 추세에 따른 국토･광역차원의 조정 기능과 정책자문기구
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향성을 제시
□ 권용우 외(2012)는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도시
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 구체적으로 심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전에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여 절차의 신속성 확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 선정 및 상근직
형태의 전문위원 보강을 통한 전문성 제고, 국토정책위원회 및 갈등관리위
원회와 통합적 운영 방안 등을 제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권용우 외(2012) 연구에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수준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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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관 및 위원들과의 토론결과 등
을 종합하여 주요 안건 유형에 대한 (가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을 작성하여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또한, 이 연구는 지방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고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가 고
착화되어가는 상황에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유형 및 운영 실태 등의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 과제명: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 ∙ 문헌 고찰
∙
∙ 법제도 분석
계획 기능과 역할
∙ 연구자(년도): 김홍주 외(2010) ∙ 2009년 심의･자문한 회의
1
∙
∙ 연구목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분석
사례를 분석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역할 및 기능 고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선행연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과제명: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외(년도): 권용우 외(2012)
∙ 연구목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을
제시

∙
∙
∙
∙

위원회 운영사례 분석
관련 법제도 문헌 고찰
심의현황 자료 분석
해외 유사사례 조사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해외 도시계획위원회 사례 분석
∙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

∙ 과제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중은 외(2019)
∙ 연구목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
이 연구
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
안을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역할 재
정립방안과 위원회 운영지원 방안
으로 나누어 제시

∙
∙
∙
∙

문헌 고찰
법제도 분석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지원 개선방안 제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작성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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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별로 심의기준(심의방향 및 중점 심의사항)을 마련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건상정자가 심
의기준에서 제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숙지하여 핵심 위주의 설명력 높은 심의자
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2)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의 추진 및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공개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뢰도 및 객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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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심의 실적
1) 심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06조에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음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1)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국토계획법」 제106조 제1호)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계획법」 제10조)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국토계획법」 제16조)
* 동일 시･도에서 국가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국토계획법」 제29조)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기타 국토부장관 입안
*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30만 ㎡이하 개발사업(지침상 요건충족
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토지거래허가구역 근거법은 당초 ｢국토계획법｣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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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계획법」 제6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국토계획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106조 2호)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국토계획법」 제8조)
- 1㎢ 이상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면적의 1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보전을 위한 구역, 심의를 거친 산업단지, 기 협의를 완
료한 경우 등은 제외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국토계획법」 제9조)
- 도시･군관리계획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 또는 승인(중앙행정기관은 30만㎡
이상, 지자체장은 5㎢ 이상)하거나 계획면적의 5%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중
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국토계획법」 제59조)
-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1㎢ 이상)인 경우
- 부피 1백만㎥ 이상의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등은 제외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심사(권고)(「국토계획법」 제48조의2)
- 토지소유자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군계획시
설결정의 해제심사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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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106조 제2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 주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또는 토지형질변경 1만㎡ 이
상)의 설치여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도시개발법」 제6조)
* 지자체에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변경(「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에서 10만㎡ 이하의 소규모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동일한 시･도에서 급격한 지가상승이 없는 지역은 제외

∙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경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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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자문) (「국토계획법」 제106조 제3호)
표 2-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국토계획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심의대상

분과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 지정 포함)

전체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시가화조정구역

전체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전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전체

타법에 의한 구역지정

1분과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의제

1분과

개발행위허가

1분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심사(권고)

전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전체

기업도시 개발구역

전체

친수구역

전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1분과

경관 심의

1분과

(자문)

전체

자료 : 저자 작성.

2) 심의 실적2)
□ (심의건수) 지난 7년간(2012~2018) 총 315건(연 40건 내외)의 신규 안건이 상
정되어 심의되었으며, 2018년은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62건의 신
규 안건을 심의

2) 신규 안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안건목록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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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2040년 광역도시계획 승인시기가 도래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
권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안건유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順으로 나타남
∙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경우 최근 들어 안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旣 심의완료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위주로 진행
∙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舊 개촉지구, 신발전지역 등)
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사업들은 심의실적이 급감
표 2-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규 안건 심의실적 (2012~2018)
안건 구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외
타법에 의한 지구지정(§8)

(단위 : 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

10

9

7
1

1

5

11

3

1

3

2

13

11

8

2

1

3

1
9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제(§9)

8

4

2

44

3

3

35

3
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심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5

도시개발구역

4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

2

개발제한구역 외

15

1

11

1

3

1

17

25

6

2

5

21

1

4

3
5

토지거래허가구역

2

1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1

친수구역

1

2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5

2

2

1

1

4

2

4

9

3

2

15

1

3

10

1

7
7

4

기타

1
47

3
1

3

경관심의
48

7
97

2

4

계

7
16

1

개발제한구역 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19

6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

38

38

3
44

3
38

10
1

2

62

315

자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내부자료(부록 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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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적 구성 현황
1) 위원회 구성
□ 「국토계획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으로 구성
｢국토계획법｣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정부위원 4인) 당연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담당 고위 공무원 1인과 환
경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 (민간위원 26인) 성별･지역균형, 전문분야, 회의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
하여 매년 초 선정하고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함
* 지자체, 학회 등 28개 유관기관에서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 상기 추천인 중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목표(40%)와 심의안건의 지역 분포를 고려
하여 민간위원을 선정
* 2019년의 경우, 스마트시티, 장기미집행시설, 공공주택사업 등 최근 주요 심의안
건을 고려하여 공간정보･법률･주택･환경･지역･지리 분야의 위원을 각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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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
구분

전공분야(위원수) *

증원

감원

토지이용(14)

건축(2)

주택(1)

교통(1)

공간정보(0)

환경(1)

법률(0)

방재(1)

경관(2)

경제(2)

인구(1)

행정(1)

토지이용(11)

건축(2)

주택(2)

교통(1)

공간정보(1)

환경(2)

법률(1)

방재(0)

경관(1)

경제(1)

인구(1) 지리(1)

행정(1) 지역(1)

2018년

2019년

자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내부자료.

2) 운영지원반 구성
□ 「국토계획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총 4~5인의 별도 팀을 구성하여 위
원회 심의활동을 지원
∙ (전문위원 2인) 외부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파견형태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신규 안건에 대
한 검토 및 의견 작성, 지자체가 수립권자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의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
｢국토계획법｣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
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전문위원)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

제2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17

∙ (간사 및 서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운영일정 조정, 위원수당 지급,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통보 등의 서무업
무를 주로 담당
｢국토계획법｣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최근 6년간 구성현황을 보면 간사 및 서기는 2년 주기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 파견 온 전문위원은 1~2년 주기로 교체
표 2-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구성 현황 (2013~2018)
구분
운영팀장(간사)
반원(서기)
국토연구원
파견
전문
위원 한국토지주택
연구원 파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백병호 서기관 김동현 서기관 김동현 서기관 이부영 서기관 이부영 서기관 김상호 서기관
박성호 주무관 박성호 주무관 김홍길 주무관 박종국 주무관 박종국 주무관 정연수 주무관
-

-

-

김홍길 주무관 김숙자 주무관 구성진 주무관

김중은 위원

안종천 위원

안종천 위원

배유진 위원

배유진 위원

송지은 위원

윤은주 위원

변완희 위원

최은희 위원

이지은 위원

최민아 위원

김남정 위원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 11.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안건 심의(자문) 관련
□ 2009년 이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까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관리계획 승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일부 안건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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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된 111건의 안건(재심의 포함) 중,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관리계획 승인이 61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타법에 의한 지
구 지정이 42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 등이 8건을 차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안건 심의에 집중되어 국가 차원의 도시정책 방향을
발굴·설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나 자문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조사·연구(「국토계
획법」 제106조 제3호)를 수행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안건 유형이 특정돼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
로 자문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안건 유형별로 심의기준이나 심의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없어
특정 위원의 참석여부 또는 전문위원의 성향에 따라 검토 누락 항목이 발생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심의가 곤란
∙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및 안건상정부서에서 주
요 안건 유형에 대한 심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해 왔으나,
회기 초반에만 활용되고 회차가 늘어날수록 위원들이 체크리스 트보다는 개
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2) 위원회 운영 관련
□ 심의안건 유형의 변화로 인해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분과위원회 간의 심의안건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해 안건 심의과정에서 비효율 발생
∙ (제1분과위원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심의안건 유형의 변
화 없이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제59조의 내용을 심의해오고 있음
∙ (제2분과위원회)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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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당시에는 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주로
담당했으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된 이후 대부분의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됨으로써 역할이 대폭 축소
□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가 불가피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이 약화되
고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 부재로 객관성 논란이 제기
∙ 중앙부처의 위원회는 위원들의 지역 안배와 일정 성비 유지(「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 제2항3))가 불가피해 전공 분야가 맞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부족한 위원들이 위촉돼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 제기
∙ 신규위원 위촉 시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위원 선정을 위한 정성 또는 정량적인 평가 절차가 부재해 인선과정에서 논
란이 발생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전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유관·산하 기관
으로부터 전문위원을 파견 받아 운영해 업무의 연속성 저하 문제 발생
∙ 전문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담(상임) 인력 없이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
주택연구원에서 각각 1인을 1년 임기로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 공무원 인력도 운영지원반장(서기관 1인)과 주무관 2인에 불과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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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1. 국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연차보고서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은 물론 일반시민에게 공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유형별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련 부서가 작성한
제도의 개요(관련 법제도 요약) 및 주요 심의사항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회에
배포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심의기준 위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유도
표 3-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작성 대상 안건 유형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정비구역 해제
∙ 임대주택
∙ 도시계획시설

-

용도지역 조정(변경)
용도지구 조정(변경)
용도구역 조정(변경)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기준
기준
완화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정비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해제
직권해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 해제

자료 : 서울특별시,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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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심의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쟁점사항을 기록하고 유사사례를 축적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에서 매년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 및 심의과
정에서의 쟁점 사항, 주요 사례 등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위원회
의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유도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과 자문사항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 심의사항
∙ (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기타 도시계획 관련 결정)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변경 의제사항, 개발행
위 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지
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
지역 변경, 개발사업 경관 심의
∙ (도시계획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평균층수 완화, 자연･시계
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층수(높이) 완화 등
□ 자문사항
∙ (자문대상)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관련 사항,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지구
단위계획 내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전자문, 대학 세부시
설 조경계획 변경 자문,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수변 연접 중･저층 관리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기타 개별법에 의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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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유형) 법적자문의 경우 원안동의/수정동의/조건부동의/재자문/부동의
로 구분하고 비법적자문의 경우 법적자문과 같이 원안동의/조건부동의 등 구
분없이 위원회의 의견만 기록
표 3-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자문안건 유형
구분

기본계획 수립

심의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형
∙
∙
∙
∙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광역도시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정비계획(도시정비형･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일반･관리형 주거환경개선)
∙ 도시개발계획 등

∙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제한
기타 도시계획 관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결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완화

자문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평균층수 완화
∙ 자연･시계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층수(높이) 완화 등
∙
∙
∙
∙

도시계획 조례(재･개정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전자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사전자문 등

자료 : 서울특별시, 2019b : 1.

(3) 효율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1･2･3분과위원회와 함께 별도분과위원회 운영
∙ 위원회에서 특정한 안건의 심의나 자문 등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토록 결정한 경우나 제 1･2･3분과위원회의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서 심
의･자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
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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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계획･교통･
도시건축･사회문화의 분야별 위원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심의의 연속
성･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안건의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
(회의 개최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음)
표 3-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심의･자문 사항
구분

유형

제1분과위원회

∙ 「국토계획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법, 영, 조례)

제2분과위원회

∙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법, 영, 조례)
∙ 「국토계획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영, 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조례)

제3분과위원회

∙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영, 조례)

별도분과위원회

∙ 기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영, 조례)

자료 : 서울특별시, 2019b : 9.

표 3-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사례
■ 구성사유

기존 자문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안건의 지속적 검토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의의 일관성･전
문성 확보
■ 근거

행정2부시장방침 제22호(2019.1.)
■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도시계획국장(위원장), 주택건축본부장, 도시계획(도시계획, 재생, 경관,
주택정책) 4인, 건축(건축설계, 건축) 1인, 교통 1인, 시의원 1인)
■ 운영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절차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및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과 보고
<일반 대상지 안건처리방식>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안건심의 및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
분과위원회 결정 보고

자료 : 서울특별시, 2019b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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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나 쟁점이 큰 대상지 안건처리방식>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안건심의 및 본위원회
상정결정

도시계획위원회
→
본위원회 심의의결

□ (소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 사유 발생
시 별도의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하며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별도분과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
∙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을 포함하거나 파급력이 큰 안건은 내부 공무원(도시
계획국장)이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통,
방재 등 중요분야 담당부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효
성 있는 자문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표 3-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유형 및 주요기능
구분

유형

수권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수권위임 사항을 정하여 심의･자문의 의결 권한을 부여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일반소위원회

∙ 본위원회 심의결과(보류)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에 대해 자문(본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에 한해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
으로 현장소위원회 구성 가능)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자료 : 서울특별시, 2019b : 11.

(4) 위원 인선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방침 제256호, 2014.9.)에 따라 외
부위원(전문가) 인선 시 내･외부 위원(5~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외부위원이 과
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 외부위원(전문가) 위촉 시에는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는 물
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복수 추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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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심의･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심의기준 매뉴얼>

<운영기준 매뉴얼>

<연차보고서>

자료 : 서울특별시, 2019a ; 2019b ; 2019c.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
□ 중앙정부의 지침보다 상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을 제어하기 위해 중앙정부
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침(「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등)보다 상세한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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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심의기준 목록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운영 기준
- 도시･군기본계획 외국인 인구 심의 기준

∙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정비를 위한 계획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검토 기준
골프장 세부 심의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세부 심의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세부 심의 기준

∙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
∙ 도시개발사업 심의 기준
∙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시 원형보전 심의 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기준
∙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
자료 : 경기도, 2019.

(2) 심층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소위원회 운영
□ 심의 빈도가 높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
경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시 계획인구의 과다추정 및 과잉개발을 방지하고자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중앙
정부→시･도)에 따라 시･군의 선심성 입안과 과잉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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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개요
■ 구성사유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층 심의를 통하여 계획인구 과다 및 과잉개발 문제를 개선
■ 근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13.6.28.)
■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7명 이내(도시계획 분야 위원 5명, 경제･사업성 분야 위원 2명)

간사 : 도시정책과장, 도시주택과장

서기 : 도시정책팀장, 도시팀장
■ 심의대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정비) 승인 안건(인구지표 추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계획인구 심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 등 토지이용계획 심의)
■ 심의시기

본위원회 상정 후 차기 본위원회 재상정 전
본위원회 상정

→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심의

→

본위원회 재상정

자료 : 경기도, 2019 : 9-10.

표 3-8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검토 소위원회 개요
■ 구성사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위임에 따른 사전검토 기능강화로 시･군의 선심성 입안과 과잉개발에 따른 부작용
사전 차단
■ 근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16.4.15.)
■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7명 이내(토지이용(경관계획)분야 3명, 경제･사업성 분야 2명, 교통분야 1명, 농림분야
1명)

간사 : 도시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도시주택과장

서기 : 도시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팀장
■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안건(1만~3만㎡미만 단절토지,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 이하 개발제한
구역 해제)
■ 심의시기

본위원회 상정 後 분과위원회(수권) 심의 前
① 1만~3만㎡미만 단절토지,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수권위임) 심의

②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위원회 상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검토 소위원회 심의

자료 : 경기도, 2019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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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수권위임) 심의

(3) 공정한 위원 인선을 위해 정량적인 위･해촉 심사기준 운영
□ (신규위원 위촉) 대학, 학회, 연구기관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명단
에 대해 분야별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도시주택실장,
10명 내외)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인선
∙ 평가점수는 정량평가 70점(직책･직위 30점, 주요경력 30점, 분야별 전문성
10점)과 정성평가 30점(정책제안 30점)를 종합하여 산정
□ (기존위원 해촉) 위원회 관련 과장 및 팀장(위원장 : 도시주택실장, 8명 내외)으
로 구성된 재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평가점수는 정량평가(출석률 50점)와 정성평가(의견 건전성(전문성) 50점)
를 종합하여 산정
그림 3-2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

자료 : 경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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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1) 영국의 도시계획심의제도
□ (중앙정부 차원)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없으나, ‘계획조사
부’(planning inspectorate)에서 건축, 도시,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들을 ‘계획심
사관’(planning inspector)으로 고용하여 각 사안들을 검토
□ (지방정부 차원) 광역정부 차원의 위원회로는 ‘런던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 for Greater London)가 존재하며, 그밖에 카운티･구역･자치구 계획
위원회(planning committee)가 운영되고 있음

(1) 계획심사관 (Planning inspector) 제도
□ (성격) 계획심사관 제도는 위원회(committee)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나, 각급 개
발계획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비교하
여 동일한 효과와 목적을 가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로 판단됨
□ (지위) 계획심사관은 계획조사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부분이 건축, 도시 및 법률
관련 전문가임4)
□ (역할) 1급 심사관(band 1 inspector)은 초급 심사관으로서 개별 주택관련 또는
간단한 민원들을 처리하며, 2급 심사관(band 2 inspector)은 보다 복잡한 개발
계획 관련 민원, 신청된 지방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Document) 검토
등의 업무를 처리
∙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검토(Examination in Public, EiP)시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주민 등과 함께 패널로도 참여
4)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597명이 계획조사부에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음(The Planning Inspectora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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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검토(EiP) : 새로운 런던 공간개발전략(New London Plan) 수립 사례
∙ 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는 2011년 수립된 광역공간계획에 해당
하는 ‘런던플랜 2011’(London Plan 2011)을 대체할 새로운 계획안의 수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새로운 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검토 시, 런던시와는 독립된 전문가의 자
격으로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 제338조(Examination in
public)에 따라 관련 장관이 선정한 계획심사관이 패널로 참여하고 있음
∙ 이들의 주요 역할은 런던플랜의 주요한 검토 사항/회의 안건들을 선정하고,
공공검토에 참여할 대상들을 정하며, 런던시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
하는 것임
∙ 패널들은 런던시로부터 제출된 런던플랜 초안, 이에 대한 의견서들, 시장이
추가로 작성한 수정사항들을 28일 동안 검토하고, 공공검토 안건과 참여자
들의 명단은 공공검토 6주 전까지 발표함
∙ 해당 기간 중에 런던시와 패널들이 발간한 모든 자료는 런던시의 ‘EiP
Library’ 사이트5)에서 제공되며, 계획 수립 이전부터 누구나 진행 상황과
주요 이슈를 검색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시장은 패널의 최종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런던플랜을 발표할 수 없으며,
만약 시장이 패널의 의견서에 나타난 제안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
유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에 발표하고 관련 장관에 제출해야 함6)

5) http://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london-plan/new-london-plan/examination
-public-draft-new-london-plan/eip-library#stub-178973 (2019년 10월 1일 검색).
6)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 section 337;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London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Regulations 2000, sec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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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민원검토
∙ 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로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 불허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이에 불복하여 계획조사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은 계획
조사부에 고용되어 있기는 하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사관이 검토
∙ 조사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
하더라도 결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
사관의 의견에 따라 다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정도임
표 3-9 | 계획조사부의 개발계획 민원 접수 처리 실적
민원 종류

2017/18

2016/17

기간 (weeks)

결정건수

기간 (weeks)

결정건수

도시계획 : 서류접수

19.5

9,697

18.1

10,236

도시계획 : 의견청취

31.1

528

32.4

624

도시계획 : 심리 (Non-bespoke)

44.3

도시계획 : 심리 (bespoke)

43.8

주택 관련

13.5

4,670

12.2

4,999

상가 관련

15.9

565

15.7

568

282

52.1
43.5

282

자료 : The Planning Inspectorate, 2018 : 14.

□ 지방계획의 검토 및 제안
∙ 지방계획의 입안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계획조사부는 계획심사
관을 통하여 지방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지
방정부에 검토 내용과 제안 내용을 통보
∙ 2016년 런던 헤링게이 자치구(Haringey Council)에 제출된 계획심사관의
보고서7)에서는 해당 지방계획 입안권자의 4가지 계획 및 변경에 대한 검토

7) Christine Thorby (an Inspector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7. Report to Haringey Council, The Planning Insp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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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지한 바 있음(그림 3-3 참조)
∙ 검토 대상 지방계획안은 Alterations to Strategic Policies Local Plan /
Site Allocations Development Plan Document 등임
∙ 계획심사관은 적용하는 데에 부적합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요 수정사항
(Main Modification, MM)이라는 항목으로 제안
∙ 계획심사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같이, 계획조사부는 심의 및 의결권이 없으
나 계획수립 과정상 계획심사관의 검토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질적
으로 지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3 | 런던시 헤링게이 자치구에 제출한 계획심사관의 검토 보고서

자료 : Christine Thorby, 2017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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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차원의 위원회 : 런던 계획위원회 (London planning committee)
□ (조직) 런던시의 의회(London Assembly)에는 총 1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는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 주택위원
회(Housing Committee) 및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Committee)임
□ (성격) 런던 계획위원회는 런던시가 법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권자(local
planning authority)가 아니므로 개별 개발계획의 신청을 받아 심의･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님
□ (구성) 현재 5명의 의회 의원(노동당 3인, 보수당 2인)으로 구성
□ (역할) 런던 계획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다음 여덟 가지로 구분 가능8)
① 비정기적으로 런던의 공간 개발과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과 시정기구의
전략/정책/집행과 그밖에 주요한 이슈에 대한 검토와 조언
②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한 도시계획 관련 검토
③ 지방계획 입안권자의 요청에 의한 도시계획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법적
권한에 대해 감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 제출
④ 런던공간개발전략(London Plan)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방계획 입안권
자가 제출한 지방개발계획(Local Development Document)의 검토, 시의회
입장의 의견 제출, 이와 관련한 시장의 결정사항 검토
⑤ 다른 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⑥ 필요 시, 도시 및 농촌계획 지침(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Order

8) London Assembly – Membership of Committees / Bodies and Terms of Reference 2018/19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membership_grid_2018_-_19_july_2018_-_copy.p
df, 2019년 10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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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과 관련한 공간계획의 문제점 검토
⑦ 정해진 위원회의 역할 범위 내에서 시의회를 대신하여 도시계획 관련 및 이
와 유사한 과정에 대한 조언
⑧ 런던시민의 건강, 지속가능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겹치는 사안들의 검토
□ (활동 사례) 런던플랜 계획안 검토
∙ 계획위원회는 2018년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런던공간개발전략(London
Plan)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안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9)
∙ 이 책자는 성장 정책, 공간개발, 디자인, 주택, 사회기반시설, 경제, 문화유
산, 자연환경, 지속가능 기반시설, 교통, 재정의 11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
며, 이는 공공검토(EiP)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 중 하나임
∙ 계획안의 검토 과정은 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
로운 런던플랜 수립을 위한 공공검토 과정에서 계획위원회는 런던시 의회를
대표해 참석하여 53개 조항의 검토사항을 제시

(3) 지방정부의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
□ (성격) 각 지방정부에의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는 해당 지자체 의회에
속한 다수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이며 위원들은 모두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신청된 계획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우리나라 도시계
획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9) Planning Committee. 2018. London Plan Consultation Response, Londo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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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 런던 계획위원회의 최근 2년간 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회의 일자
6월 28일
9월 7일

- 런던의 산업지역 육성 관련정책 검토
- 런던 내 빌딩 자동 소화시스템 도입 기준에 대한 실효성 및 경제성 검토

1월 22일

- 런던플랜 초안 2017: 시장 요청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와 담당자를 초청하여 새로운
런던플랜에 대해 검토
- 런던 주택정책 관련 보고서 검토

1월 30일

- 런던플랜 초안 2017: 시장 요청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와 담당자를 초청하여 새로운
런던플랜에 대해 검토

2월 28일

- 일정 취소

3월 14일

- 런던플랜 초안 2017: 계획 내용 검토, 공공검토(EiP)관련 이슈 검토

6월 27일

- 런던플랜 초안 2017: 위원회의 검토 및 제안 내용 논의

7월 18일

- 관련 전문가와 함께 런던플랜의 Strategic Housing Market Assessment에 대해
검토
- 런던시 주거밀도에 대한 검토

2017년

2018년

2019년

주요 안건
- 런던플랜(London Plan)의 주거와 기반시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런던이 좋은
정주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10월 9일

- 런던플랜 초안 2017: 계획안에 제시된 주택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4월 25일

- 런던 내 근린단위계획(Neighbourhood Planning)과 커뮤니티에 관한 논의

자료 : 런던 광역정부 홈페이지(https://www.london.gov.uk, 2019년 10월 1일 접속)

□ (역할) 개발관련 인허가 신청 중 계획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계획위원회가 검토
∙ 대부분의 소규모 또는 논란이 적은 계획승인신청은(지방정부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의 약 90%)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고, 담당 공무
원이 규모가 크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계획위원회가
심의10)
∙ 허가신청 건수 중 10% 정도만 계획위원회가 심사하는 이유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개발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에 도시계획관련 개발뿐만 아니
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행위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임

10) DCLG. 2015. Plain English guide to the planning system,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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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개발관련 인허가 신청(planning application)의 분류 (2008-2018)

자료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8, Planning Application in England

□ (정보공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계획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으며, 계획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
당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상시 열람 가능토록 함
∙ 참석한 위원, 상정된 안건과 해당하는 계획･변경 문서, 위원들의 발언이 모
두 수록된 회의록, 회의에 따른 결정 내용 등이 모두 상세히 게재되어 있음
□ 킹스턴 자치구(Kingston Borough Council)의 계획위원회 사례
∙ 런던 킹스턴 자치구(The 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내에
는 재정, 건강 및 웰빙, 연금, 교육 등 3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는 개발조정위원회(development control
committee), 도시계획분과 위원회(town planning sub committee), 주택
및 계획 위원회(strategic housing and planning committee) 및 근린생활
권 위원회 (neighbourhood committees)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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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 킹스턴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원수

위원구성

개발조정위원회

12

의회의원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13

의회의원

주택 및 계획 위원회

19

의원(11), 민간(8)

근린생활권 위원회

10-16

의회의원

회의 빈도

월 1~2회

자료 : 킹스턴 자치구 홈페이지(https://moderngov.kingston.gov.uk, 2019년 10월 1일 접속)

∙ (개발조정위원회) 킹스턴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위원회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린생활권 위원회와의 기능을 분담하며 심사 안건은
다음과 같음11)
① 20호 이상의 주택 또는 주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② 자치구의 계획방향에 반하는 내용의 개발인 경우 중 일부
③ 계획부서의 장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④ 계획부서의 장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주택 및 계획 위원회) 킹스턴 자치구의 주택의 배분과 기능, 민간부문 주택
사업, 주택관련 대출 문제, 노숙자 문제 등을 담당
∙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개발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도시계획 분야에 특
정하여 조언을 하는 기능을 담당
∙ (4개12)의 근린생활권 위원회)는 각각 10~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발
제어, 공공공원과 공공건물의 관리 및 기능 제고, 지역주민･상거래･커뮤니
티 단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업무13)를 담당
∙ (정보공개)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이며 회의 일정, 회의안건, 참석/불참

11) https://moderngov.kingston.gov.uk/mgCommitteeDetails.aspx?ID=138 (2019년 10월 1일 접속)
12) Kingston town, South of the Borough, Maldens and Coombe, Surbiton에 각각 설치
13) https://moderngov.kingston.gov.uk/mgCommitteeDetails.aspx?ID=147 (2019년 10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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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결정사항 등이 문서와 음성녹음으로 홈페이
지에 게재
그림 3-5 | 킹스턴자치구의 몰든/쿰(Malden and Coombe) 근린생활권 위원회 정보

자료 : 킹스턴 자치구 홈페이지(https://moderngov.kingston.gov.uk/mgCommitteeDetails.aspx?ID=178, 2019년
10월 1일 접속)

(4) 시사점
□ 영국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조직은 없으나, 독립된
위치에서의 계획심사관(Planning Inspector)이라는 공무원 신분의 전문가가 상위계
획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획주체 간 불일치되는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
∙ 계획심사관이 중앙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
으로 공공검토(EiP)와 같은 각종 계획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에 의견
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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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허가신청의 대부분(90%)은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며 사
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만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계획위원
회에서 기술적･전문적 판단 이외 부분까지 고려하여 심의
□ 명확하고 간단한 도시계획 체계를 확립14)하기 위해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주민
편의 및 정보제공을 우선시
∙ 계획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도 기본적으로 공개이며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장소와 시간이 사전에 공고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
구나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

2) 일본의 사회자본정비심의회(도시계획중앙심의회)
□ 일본의 도시계획심의회는 크게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회자
본정비심의회(이 중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하
는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및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로 구분
∙ (사회자본정비심의회) 국토교통성 장관의 도시계획과 관계된 자문이나 법제
도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주로 국가차원의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 담당
∙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및 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 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을 담당
□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내 도시계획·역
사적풍토분과회’는 ‘도시계획중앙심의회’와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내 도시계획분과
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15)
14) DCLG (2015) Plain English guide to the Planning System. p.4
15) 2001년 1월 6일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각 성청(省廳)의 심의회가 대폭적으로 정리·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중앙심의회도 하천심의회, 도로심의회, 역사적풍토(風土)심의회 등과 함께 폐지되어, 국토교통성내
에 새롭게 설치된 사회자본정비심의회로 통합되었다(「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그 대신 「도시계획법」(1968)
제76조에 명시되어 있던 기존의 도시계획중앙심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심의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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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조직 변천 과정

<2001.1.6>
중앙건설업심의회

<2002.4.1>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로심의회

산업분과회

산업분과회

공공용지심의회

주택택지분과회

주택택지분과회

하천심의회

도시계획분과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

역사적풍토심의회

역사적풍토분과회

공공용지분과회(신설)

도시계획중앙심의회

하천분과회

하천분과회

택지개발심의회

도로분과회

도로분과회

건축심의회

건축분과회

건축분과회

자료 : 財団法人 都市計画協会, 2002 : 9.

(1) 조직 및 구성
□ (조직)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사회자본심의회령｣
(2000년 정령 제299호) 제2조)
∙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임시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며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두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도 가능
□ (임명) 심의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성 장관이 임명하며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사회자본심의회령｣ 제3조)
∙ (임시위원) 민간 전문가나 특별한 사항과 관계있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및 의
회 의원 중에서 국토교통성 장관이 임명
∙ (전문위원) 해당 전문 사항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
통성 장관이 임명
에 도시계획분과회가 설치되었다(「사회자본정비심의령」 제6조). 2002년 4월 1일부터는 역사적풍토분과회와 통
합되어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로 운영되고 있다(김중은, 201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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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은 비상근 형태로 근무
□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함(｢사회자본심의회령｣ 제4조)
∙ (임시위원) 그 위원을 임명한 특별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종료 시 해임
∙ (전문위원) 해당 전문 사항에 대한 조사 종료 시 해임
□ (회장)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회장은 심의
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함(｢사회자본심의회령｣ 제5조)
∙ 회장 유고 시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함
□ (간사) 심의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국토교통성 장관의 임명절차를
거쳐 간사를 둘 수 있음(｢사회자본심의회령｣ 제8조)
∙ 간사는 심의회의 소장사무 중 「고도(古都)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아스카무라(明日香村)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
및 임시 위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
∙ 위원과 동일하게 비상근 형태로 근무

(2) 운영
□ (분과회) 심의회 아래에 공공용지분과회, 산업분과회, 주택택지분과회, 도시계획·
역사적풍토분과회, 하천분과회, 도로분과회 및 건축분과회를 설치하여 운영(｢사회
자본심의회령｣ 제6조)
∙ 심의회가 정할 경우 분과회 의결 사항을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의결로 갈음 가능
∙ 각 분과회에 속하는 위원은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명하고, 전체 사회자본정비
심의회와 같이 각 분과에 위원들 간에 호선을 통해 선임한 분과위원장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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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분과위원장의 유고 시에
는 분과회에 속하는 위원 중에서 각 분야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
를 대리함
□ (부회[部会]) 심의회 및 분과회 아래 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부회의 의결
사항도 심의회가 사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의결로 간주 가능(｢사회자본심
의회령｣ 제7조)
∙ 심의회에 설치되는 부회의 위원 등은 사회자본심의회 회장이 지명하고, 분과회
에 설치되는 부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회에 속하는 위원 중에서 분과회장이 지명
∙ 부회에는 부회장을 두며, 해당 부회에 속하는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 부
회의 장은 부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부회의 장이 유고시 해당 부회에
속하는 위원 중에서 부회의 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함
□ (운영부서) 심의회의 서무는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총무과에서 총괄하되, 산업분
과회, 주택·택지분과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 하천분과회, 도로분과회 및
건축분과회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이 관계 부처에서 처리(｢사회자본
심의회령｣ 제11조)
표 3-12 |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분과회별 서무 담당부서
분과회

서무 담당부서

사회자본정비
심의회

국토교통성 총합정책국 총무과
단, 산업분과회, 주택·택지분과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 하천분과회, 도로분과회 및 건축
분과회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계부처에서 처리

산업분과회
주택택지분과회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건설업과
단, 부동산 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부동산산업과에서 처리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정책과
단, 택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총무과에서 처리

도시계획·역사적
국토교통성 도시국 총무과
풍토분과회
하천분과회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총무과
도로분과회
국토교통성 도로국 총무과
국토교통성 주택국 건축지도과.
건축분과회
단, 관공서 시설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대신관방관청(大臣官房官庁) 영선부
(営繕部) 관리과에서 처리
자료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200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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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사무 및 운영실적
□ (소장사무) 사회정비자본심의회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부동산업·택지·주택·건축·건
축사 및 공공청사시설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기본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 그 외에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7조 및 ｢사회
자본심의회령｣ 제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관한 사항16)을 처리
일본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①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토교통성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부동산업, 택지, 주택, 건축, 건축사 및 공공청사 시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부동산업 및 택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성
장관, 공공청사 시설에 관한 사항에서는 관계 국가기관)에 의견을 기술하는 것.
3. 쓰나미 방재 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123호), 교통 정책 기본법(2013년 법률
제92호), 토지 수용법(1951년 법률 제219호),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별 조치법(1961년 법률
제150호), 건설업법,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55호)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시 농업 진흥 기본법(2015년 법률 제14호),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66년 법률 제1호), 아스카무라에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생활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0년 법률 제60호), 하천법(1964년 법률 제167호),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에서의 토사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57호),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주 생활
기본법(2006년 법률 제61호), 주택지구 개량법(1960년 법률 제84호)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예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영주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6년 법률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공영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
년 법률 제81호)및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하
는 것.
②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직, 소장사무, 위원 및 그 외의 직원, 그밖에 사회자
본정비심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조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하는 것 외에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국제관광문화도시의 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한 법률(1977년
법률 제71호)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16) 「육상교통사업조정법」 제2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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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소장사무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분과회별로 나누
어 담당(｢사회자본심의회령｣ 제6조)
표 3-13 |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분과회별 소장사무
분과회

소장사무

공공용지분과회

「토지수용법」(1951년 법률 제219호) 및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년
법률 제150호)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

산업분과회

1.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부동산업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관한 사항
2. 건설업법(1949년 법률 제100호)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

주택택지분과회

1.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택지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2. 「주생활 기본법」(2006년 법률 제61호) 및 「주택지구 개량법」(1960년 법률 제84호)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임되도록 한 「공영주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6년
법률 제55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 개정 전의 「공영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역사적 풍토
분과회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55호)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
함), 「도시농업 진흥기본법」(2015년 법률 제14호),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1966년 법률 제1호) 및 「아스카무라(明日香村)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0년 법률 제60호) 및 「육상교통사업조
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하천분과회

「해일 방재 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123호) 제3조 제3항(동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며,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8조 제5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하천법」(1964
년 법률 제167호) 및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의 토사 재해 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도로분과회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의 규정에 의해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건축분과회

1. ｢국토교통성설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건축, 건축사 및 관공청사
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81호) 및 「건축기준법」
(1950년 법률 제201호)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료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2008) 제6조.

□ (운영실적) 1968년 「도시계획법」 개정 및 「도시계획중앙심의회령」 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획계획중앙심의회는 구역구분제도의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가
화구역의

정비대책’에

대한

자문(1968.11.28.)을

시작으로

총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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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4.)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
과회로 전환되어 2019년 10월 말까지 36회의 위원회가 개최(부록 3참조)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국토교통성 장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를 이룸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정비자본심의회 내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도시계획에 관
한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자문에 대한 성과물(답
신)은 국가차원의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함
□ 또한,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이 지방자치업
무로 규정되어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대폭 시정촌으로 이양된 이후, 사회자본정비
심의회는 지자체(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계획 중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절차
및 안건 처리와 예산에 대한 조정 및 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함(권용우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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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1. 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1) 심의기준 작성･운영
□ 목적
∙ (위원회) 안건 유형별로 심의기준(심의방향 및 중점 심의사항)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지원
∙ (안건상정자) 심의기준에서 제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숙지하여 핵심 위주의
설명력 높은 심의자료를 준비하도록 유도
□ 작성대상
∙ 상정 빈도가 높거나 향후 상정이 예상되는 안건(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
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위주로 작성하되
∙ 정부정책 변화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었거나(기업도시개발구역･친수구역
지정 등) 심의실적이 없는(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은
심의기준 작성에서 제외
□ 심의항목
∙ 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지침(훈령) 상의 검토 사항 중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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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률적 상정요건17)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건 상정 전에 담당공무원
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심의항목에서 제외
□ 작성방식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개별법령에서 계획의 세부적인 목차
(항목)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되,
∙ 심의 대상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거나 정형화가 곤란할 경우(예 : 개발제한구
역관리계획 중 입지시설에 관한 심의) 법령상 위원회 심의 취지를 살려 중점
심의항목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
□ 제도화방안
∙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같이 지침화하거나, ② 매년 위
원회 회기 시작 시(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의기준’
을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내규 형태로 운영

2) 자문 및 조사･연구기능 강화
□ 목적
∙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안건의 유형과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을 제고

17)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경우 권역(지자체)내 해제가능총량 충족여부, 최소해제규모 요건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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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대상 안건 규정
∙ 국토교통부 차년도 업무계획(안)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의
내용 중 도시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나 도시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침 결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결정하기에 앞서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에 자문을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해당 부서 담당자가 재량으로 판단하기 어려
운 사항도 중앙도시계획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
□ 조사･연구기능 강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
□ 제도화방안
∙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①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운영세칙」에 열거하거나,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내규 성격인 ‘중앙도시
계위원회 운영기준’에 규정
∙ (조사･연구) 해당 내용 검토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거
나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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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목적
∙ 안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
□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
∙ 본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안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
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적극적으로 제2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현행 법령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위원회별 운영 실적을 감
안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재조정
□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전검토
∙ 심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정 시기에 대상지역이 다른 동일안건이
집중적으로 상정될 경우에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제도화방안
∙ (분과위원회)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9조) 개정을 통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재조정하거나 ② 지방도시계획원회와 같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
무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에서 구분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운영세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
∙ (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안건 유형 및 검토방식 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내규 성격인 ‘중앙도시계위원회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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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지원 개선방안
1) (가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
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구성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또는 도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과
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반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
□

제도화방안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민간위원선정위원회’ 조항을 신설

표 4-1 | 민간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민간위원선정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제
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민간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선정위원회는 국토도시실장 또는 도시정책
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과장 및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운영반장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를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생략>

제2조의3(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현행 제2조의2와 같음>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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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카이브 구축
□ 목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심의결과, 쟁점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의･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
해 위원회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위원회 개최 시마다 심의결과, 심의 시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내용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인트라넷 상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운영
□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 현재는 매년 ‘도시업무편람’(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발간)에 전년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안건유형별
심의목록, 주요 심의결과 및 심의 시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가칭)‘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신규 위촉위원 등이 참고하도록
하여 유사 안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제도화방안
∙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를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연차보고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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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
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
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
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요청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위원회의 개최 실적,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자료 : 저자 작성.

표 4-3 |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현행
<신설>

개정(안)
제9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
(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
년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별 위원회 개최 실적
2. 분과별 위원회 개최 결과
3.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4.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차보고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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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 목적
∙ 현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의 인력구조나 위상으로는 위에서 제
시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운영지원 부서의 인력 확충,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내 위상 제고
□ 안건심의 및 운영 지원 인력확충
∙ (심의지원)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초안 작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조사･연구기능 지원 등을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이 2명의 파견직 전문위원으로는 부족하므로 3명 이상의 상임
전문위원을 채용
∙ (운영지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관리, (가
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명의 주무관급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3~4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무국 신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시정책과 내 팀
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을 도시정책관 직속 조
직으로 격상하여 (가칭)‘중앙도시계획원회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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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1. 주요 안건별 심의방향 및 검토항목
1)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 심의방향
∙ 상･하위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18)에 부합하도
록 입안권자 간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공간구조, 지표, 부문별계획 등의
내용을 수립하였는지 심의
□ 검토항목
∙ ① 광역계획권 지정, ② 관련계획 검토 및 기정계획 평가, ③ 주요 지표, ④ 공
간구조(중심지･축･생활권, 도시간 기능분담), ⑤ 부문별 계획(법령 및 지침
에서 열거한 항목(토지이용계획,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개발제한구
역 조정 등) 중 입안권자 간에 합의한 항목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립 가능)
□ 관련지침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8) ① 도시권 내 공통이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② 대도시권의 도시 경쟁력 강화, ③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인접 지자체간 공동 도시계획 수립(｢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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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주택지구 제외)
□ 심의방향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성장관리･환경보전)
을 저해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도 부합19)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정
도로 공익성 높은 사업인지 심의
□ 검토항목
∙ ① 상위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② 지구
계 설정, ③ 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④ 공공기여방안(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중소기업전용단지 등), ⑤ 난개발 방지 및 해소대책, ⑥ 훼손
지 복구계획
□ 관련지침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심사(권고)
□ 심의방향
∙ 지자체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해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지
자체의 미해제 사유 또는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제 또
는 집행을 권고
19)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광역토지이용 및 녹지체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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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고) ①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의 신청 반려 사유 또는 결정권자의 미
해제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② 지자체장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을 위해 수립(변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
는 경우 적정한 해제 후 관리방안과 함께 해제를 권고
∙ (집행권고) 지자체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
하기 위해 수립(변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이 해
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한 경
우 지자체에 집행을 권고
∙ 다만,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적 필요에 따라 집행을 권고
하는 것은 지양
□ 검토항목
∙ ① 지자체의 미집행시설 관련 현황(예산상황, 집행실적, 단계별 집행계획
등), ② 지자체의 해제신청 반려 또는 미해제 사유, ③ 시설의 집행가능성
(집행권고 시), ④ 해제 후 관리방안(해제권고 시)
□ 관련지침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장 제4절

4) 공공주택지구 지정
□ 심의방향
∙ 입지(지구계 포함) 및 주택공급계획의 적정성과 지구지정이 도시권 및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부동산시장･도시활력･기반시설･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되, 적기에 주택이 공급되어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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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도시성장관리･자연환경
보전) 저하 발생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칙과의 부합 여부 등 추가 심의
□ 검토항목
∙ ① 도시(권) 내 입지 및 지구계의 적정성 ② 주택공급 현황 및 계획, ③ 광역
교통시설 현황 및 개선대책, ④ 환경계획, 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관련지침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시)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 심의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최상위 정책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다른 부문별 계획(취락
지구의 지정･정비,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단속, 해제지역 및 주변지
역 관리,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대해서도 원칙 및 방향의 적정성을 종합적
으로 심의
∙ 시설물 설치계획의 경우 향후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 기본적인 준수사항 및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실시
계획인가나 건축설계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
의는 가급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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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항목
∙ ① 목표 및 기본방향, ② 현황 및 실태조사, ③ 토지이용 및 보전계획, ④ 부
문별 계획
∙ (시설물 설치계획) ① 관련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 다른 부문별 계
획과의 정합성, ②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 ③ 규모 및 용도의 적
정성, ④ 경관 및 환경적 적정성
□ 관련지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2. 주요 안건별 심의기준
1)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검토항목

중점 심의사항

광역계획권 지정

∘ (도시간 연계성)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주변도시간 인구이동패턴 등을 바탕으로 도시간 연계
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는지 여부
∘ (지자체 의견수렴) 광역계획권에 포함 또는 제외를 원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지정하였는지 여부

관련계획 검토 및
기정계획 평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과 개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여부
∘ (기정계획의 평가) 기정계획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요지표

∘ (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 (실현가능성) 기정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광역계획권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모니터링 용이성) 설정한 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용이한 지표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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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공간
구조

중점 심의사항

중심지

∘ (중심지 설정) 인구 및 고용밀도 변화, 시가지 확산패턴, 통근･통행패턴 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도시권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중심지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중심지 간 위계) 중심지의 기능과 중심지가 제공가능한 도시서비스 수준에 따라 중심지
간에 위계를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축

∘ (개발축) 개별 중심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인접 중심지 간의 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개발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 (성장관리축) 난개발이 진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은 개발축과 별도로 성장관리축으로 설정하
여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지 여부
∘ (보전축)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계획권 내･외부 녹지체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성 있게 보전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생활권

∘ (생활권의 범위) 각 중심지의 영향권 및 이들 간의 네트워크(축)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의 범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생활권 계획) 자족적인 생활권 형성을 위해 생활권별 특색에 맞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권 내 균형발전과 생활권 간의 상생발전을 고려하여 인접한 생활권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광역계획권의 여건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

∘(용지구분) 시가지 확산패턴, 개발밀도 및 인구·고용밀도 변화양상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도시권의 공간구조에 맞게 도시용지·도시화예정용지·복원용지·보전용지
등을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
∘ (성장관리지침) 기존 시가지의 정비, 도시외곽지역의 신규개발 억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계획
관리,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 등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관리를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인구를 모수로 한 토지소요량 산정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지양

부분별
계획
(*필요
항목만
선택적
으로 수
립이 가
∘ (녹지체계) 개발축･교통축, 공원･녹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역사문화자원 및 여가공간 등을
능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지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여부/광역계획권 녹지체계와 생활권 녹지체
부분별
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들 간에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녹지관리
로 구분
∘ (녹지축 복원)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단절된 녹지축은 녹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
계획
하지 않
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고 이슈
∘ (공원지표) 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지표를 제시하고
별로 계
있는지 여부
획내용
을 재구
∘ (수질) 상수원 보호 대책, 광역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계획, 주요 호소 및 광역적인 하천에
성할 수
대한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있음) 환경보전 ∘ (대기질) 미세먼지 대응책 등 대기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계획
∘ (자연환경) 생태적･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도시용
지 또는 도시화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전용지나 녹지축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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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중점 심의사항

∘ (골격) 개발축과 중심지 체계에 맞게 간선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교통 및 ∘ (대중교통)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대중교통활
물류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유통체계 ∘ (물류시설) 연계교통망이 잘 확충되어 있는 지역에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 (배치기준) 중심지 위계에 맞게 적정한 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시설을 효율적으
로 배치하였는지 여부/광역시설의 이용권(범위)을 고려하여 최소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시설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광역시설 ∘ (기피시설) 광역계획권 내 혐오시설(예: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유지･관리방안) 신규시설의 투자계획과 더불어 기존시설의 기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경관

∘ (유형구분)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건축경관･산업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적절
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 (거점지역설정) 광역계획권 내에서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거점지역이나 랜드마
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문화･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내 관광자원이
여가공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계획

방재

∘ 재해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도시용지 또는 도시화예정용지에서 배제하도록 하되, 이들 지역을
불가피하게 도시용지로 활용할 경우 적절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해제가능총량의 적정성) 광역계획권 내 가용토지 현황과 목표년도까지의 공익적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가능총량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 (도시성장관리 측면)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전략
개발제한
에 따라 도시용지로의 전환･활용이 불가피함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구역 조정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환경적 측면) 광역녹지체계 및 환경적 보전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밀도･친환경 활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하위계획에의 영향력)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향 및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는 지 여부
집행 및
∘ (집행계획) 광역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관리계획
∘ (모니터링계획) 5년 단위로 단계별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표 및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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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주택지구 제외)
검토항목

중점 심의사항

광역도시
계획

∘ 도시 간 기능분담 및 도시권 내 균형발전,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교통축･녹지축 설정, 도시
간 연담화 방지,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 등에서 해제대상지역이 도시화예정용지 선정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
∘ 해제대상지역의 해제 이후에도 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폭이 5㎞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기타

∘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의 관련법령 및 산업단지지정계획, 투자심사 등 그에 따른 관련계획에 부합 여부

상위
계획
과의 도시기본 ∘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주요지표 달성 등에 부합 여부
부합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용도･밀도, 생활권별 인구계획에 부합 여부

지구계 설정

∘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지역이나 자투리토지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제척 여부

공익성 확보

∘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의 적절성
∘ 해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 유지 방안 제시 여부(예: 특수목적법인 참여주체
간 합의를 통해 공공주도의 별도 감리기관 설치 등)
∘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대행할 경우 그 사유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해제대상지역의 토지소유현황, 지가, 도입기능, 사업주체의 재정건전성 등 감안 시 해제 후 4년
내 실시계획 인가 가능성

공원･
녹지

∘ 구역계 정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에 대한 공원･녹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유형별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 준수 여부
∘ 일반적인 확보기준(35%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유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
공공
이외의 공공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기여 임대주택
* 산업단지, R&D단지, 종전부동산, 15만㎡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
방안
이상/ 15만㎡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미확보
∘ 중소기업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 예상공급가격의 적정성
중소기업
∘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밖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용지 또는
전용단지
입주공간)를 공급하는 사유의 적절성
기타

∘위의 세 가지 외에 제시한 공공기여방안의 적정성

∘ 해제대상지역 인접지역으로의 난개발 확산 방지 및 각종 투기행위 방지 방안의 구체성
난개발 방지 및
∘ 특히, 해제대상지역 내 기 입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는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시설(불
해소대책
법시설 포함) 등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여부

훼손지
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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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상 면적(해제면적의 10~20%)의 적정성
∘ 복구사업 대상지가 광역도시계획 상의 녹지축 및 녹지복원대상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집행 공원을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경우, 공원조성계획이 권역 내 미집행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이 불가능한 사유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심사(권고)
검토항목
지자체의
미집행시설
관련 현황

중점 심의사항
∘
∘
∘
∘

미집행시설 현황(시설 종류,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자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
지난 5년간 미집행시설 관련 예산 현황 및 확보 노력 정도
지난 5년간 도시계획시설별 집행 실적

∘ 1단계에서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신청을 반려하거나 집행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자체의
입안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의 타당성
해제신청 반려
∘ 2단계에서 결정권자가 해제신청을 반려하거나 집행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또는 미해제 사유
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의 타당성
시설의 집행가능성 ∘ 지자체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
(집행권고 시)
∘ 전체 미집행시설 현황 대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시설 범위의 적정성
∘ 해제대상 미집행 시설 부지의 개발가능여부(국･공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
등) 및 개발잠재력(규모, 지목, 주변지역 용도지역, 주변지역의 건축사용승인 현황 등)
∘ 시설 결정해제 이후, 해당 부지에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제도(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해제 후 관리방안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경관지구 지정,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하향조정 등) 적용
(해제권고 시)
가능 여부
∘ 시설 결정해제 이후, 해당 부지를 다른 기초생활인프라 부지 또는 공공성 높은 개발사업부지로
활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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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지구 지정
검토항목

중점 심의사항

도시(권) 내
입지의 적절성

∘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기 수립된 공간계획 상의 목표 및 전략, 주요지
표 달성 등에 부합 여부
∘ 도시 간 기능분담 및 도시권 내 균형발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교통축･녹지축과의 부합 여부, 도시 간 연담화 방지,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에서 입지의 적절성 여부
∘ 도시화예정용지 지정요건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용도･밀도, 생활권별 인구계획에 부합
여부

지구계 설정

∘ 지구계와 인접하여 자력으로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포함) 추진이 곤란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사유
∘ 지구지정으로 인해 섬처럼 남는 제척지나 자투리토지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제척 여부
∘ 지구계 설정과 관련한 민원 상황

주택공급 현황
및 계획

∘ 해당 지자체(권역)의 주택유형별(분양/임대) 주택수요와의 정합 여부
∘ 인구구조 및 소득계층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 및 공급비율의 적절성

∘ 지구 내부는 물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지구의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광역교통시설 현황
∘ 입주시점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선대책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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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

∘ 주변의 개발상황(산업단지, 공항, 고속도로 등) 및 자연환경(생태적 민감지역, 재해취약지역
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구상(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및 공원･녹지의 배치)을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인접지역으로의 난개발 확산 방지 및 각종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특히, 지구 내 개별입지하고 있는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시설(불법시설 포함) 등이 인접한
비도시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시설물 설치계획)
검토항목
관련계획
다른
계획
과의
정합성

개발제한
구역관리
계획 내
다른
부문별
계획

중점 심의사항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기반시설관리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 다른 부문별 계획(취락지구의 지정･정비,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단속,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 훼손지 복구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을 포함하여 복수의 입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치의 시급성 및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입지의 불가피성 ∘ 해당 권역 또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입지한 동일･유사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 시설의 이용수요(이용권, 이용대상 등)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시설 내 부대･편익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수익시설을 과다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경관 및 환경적
적정성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내에 입지하는지 여부
∘ 해당 시설의 설치로 소음, 악취, 오염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 가급적 기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기존 시설 철거 부지가 나지로 남는 경우 친환경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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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능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능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
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운영측면) ①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②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의 미
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③ 위원회 운영
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도 지적되
고 있음
□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됨
∙ 서울시의 경우, 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심의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쟁점사항을
기록하고 유사사례를 축적하고 있음. 또한, ②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과 자
문사항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③ 효율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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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④ 위원 인선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선정위원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① 중앙정부의 지침보다 상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② 심층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③ 공정한 위원 인선을 위해 정량적인 위·해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
고 있음
∙ 영국의 경우, ① 계획심사관(Planning Inspector)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
화하고 ②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편의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
며, ③ 도시계획 및 개발 인허 시 계획조사부(Planning Inspectorate)가 독
립된 위치에서 허가주체와 신청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하고 상위계획
기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
회정비자본심의회 내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
요한 국가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 여건 변화에 맞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방식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강화) ①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을 내규 형태로 운영
하거나 지침화하고, ② 규정 상 자문대상 안건을 명시하고 필요 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가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③ 심의시간 단축과 심도 있고 전
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거나 사전검토 등을 위
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운영지원 강화) ① 민간위원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
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② 심의결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
해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유도하며, ③ 운영지원 부서의 인력확충과 더불어 독
립성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 내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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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과제
□ 2012년 이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고도
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능 변화 고찰
∙ 이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2012년부터의 심의실적과 운영 실태만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지금과는 안건 유형이나 비중이 달랐던 ｢국
토계획법｣ 제정(2002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심의 실적을 비교･분석하
여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
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의 심의 과정
분석을 통한 심의 권한 이양의 효과 및 문제점 제시
∙ 과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던 안건 유형(도시기본계획, 30만㎡ 이
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중 지방도시계획위
원회로 심의 권한이 이양된 안건들의 심의 과정 등을 분석하여 심의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효과와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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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mprovement Strategies for Management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KIM Joong-Eun, Bae Yujin, KIM Ji Hyun, KIM Jae Ho

Key words: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Deliberation Guideline,
Management of Committee

This research aims to reestablish the role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suggest the strategies to support its operation.
On Chapter 2 and 3, issues in terms of func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current committee operation condition. In addition,
some operation cases of the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are review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and similar committees of
United Kingdom and Japan.
Considering this review, on Chapter 4, strategies to reinforce deliberative and
advisory duties of the committee and improve operation support are as follows:
First, to enhance the deliberative and advisory duties of the committee, 1)
utilizing the standard organized by agenda types, 2) defining the agenda types
that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needs to consult and the committee
can also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if it is needed. 3) adjusting the
subcommittees duties to reduce the meeting time and provide in-depth

SUMMARY ․ 81

professional deliberation and promoting pre-committees to review agendas in
advance.
Second, to reinforce operation support of the committee, 1) organizing and
running the ‘civilian panel select committee’

to consider the fairness of

constitution process and objectively evaluate the professionalism of the civilian
committee members, 2) establishing deliberation result archive and publishing
the annual report to induce consistent deliberation, 3) expending human
resources in management department and considering the committee's status i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ensure the committee's
independence.
On final Chapter 5, deliberation guidelines on major agenda types are
suggested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professional and effective deliberati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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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신규 심의안건 목록 및 유형 구분(2012~2018)
1) 유형 분류
번호

안건분류 명

1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GB)

3

도시군관리계획(GB 외)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개발행위허가 제한

6

타법에 의한 대규모 지구

7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제

8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1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1

도시개발구역

12

공공주택지구(GB)

13

GB 훼손지복구계획

14

공공주택지구(GB 외)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GB)

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GB 외)

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18

기업도시개발구역

19

친수구역

20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21

경관심의

22

기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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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안건 목록
번호 년도 분과

안건명

안건분류

1

2012 전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안)

4

2

2012 전체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_9개 시설

10

3

2012 1분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안)

6

4

2012 1분과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6

5

2012 전체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안)

11

6

2012 전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덕은 도시개발사업

2

7

2012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4

8

2012 전체 201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10

9

2012 1분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6

10

2012 1분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6

11

2012 전체 경인 아라뱃길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천) 변경 결정(안)

3

12

2012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10

13

2012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12

14

2012 전체 서울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12

15

2012 2분과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및 6개 시설

10

16

2012 전체 201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2개 시설

10

17

2012 1분과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및 개발계획 변경(안)

11

18

2012 1분과 전남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차) 지정 및 개발계획(안)_3개 지구

20

19

2012 2분과 201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10

20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_10개시설

10

21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11개시설

10

22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안)_안동
2012 1분과
2개 지구

20

23

2012 1분과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17

24

2012 1분과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

11

25

2012 1분과 이천 마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6

26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6개 시설

10

27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13개시설

10

28

2012 전체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8개시설

10

29

2012 1분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1차) 및 투자계획(안) _2개지구

20

30

경상북도 백두대산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안) _안동
2012 1분과
2개지구

20

31

2012 1분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3차) 지정 및 개발계획(안)_영주지구

20

32

2012 1분과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33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서울4개국방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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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분과

안건명

안건분류

34

2012 전체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6개시설

10

35

2012 전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36

2012 1분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6

37

2012 전체

38

2012 전체 친수구역 지정_부산 에코텔타시티

19

39

2012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수서 등 7개시설

10

40

2012 전체

41

2012 전체 서울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42

2012 전체 서울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43

2012 전체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44

2012 1분과 부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6

45

2012 2분과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_6개시설

10

46

2012 전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6

47

2012 전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6

48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 백운지식문화밸리
2012 전체
도시개발사업

2

49

2013 전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서운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

2

50

2013 전체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51

2013 1분과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안)

52

2013 1분과

53

2013 전체 201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5개시설

10

54

2013 전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안)

4

55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_남면 덕성행복마을
2013 전체
조성사업

2

56

2013 전체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8개 시설

10

57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7개시설

10

58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6개시설

10

59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4개시설

10

60

2013 전체 화성 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안)

6

61

2013 전체

62

2013 1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안)

63

2013 1분과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_ 마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충북 옥천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안)_청산일반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_화성 비봉지구 택지
개발사업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_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2

2

6
20

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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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분과

안건명

안건분류

64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4개 시설

65

2013 1분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군산2국가산단지구 지정 해제(안)

6

66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정(안)

14

67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정(안)

14

68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가학산 근린공원

10

69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7개시설

10

70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_남면 덕성행복마을
2013 전체
조성사업

2

71

2013 전체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2

72

2013 전체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2

73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6개시설

10

74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6개시설

10

75

2013 1분과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해제(안)

6

76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시흥방산 버스공영차고지

10

77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고양 개발제한구역홍보관

10

78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2개시설

10

79

2013 1분과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안)

19

80

2013 전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

13

81

2013 전체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

13

82

2013 전체

83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규역 관리계획(안)_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10

84

2013 전체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

13

85

2013 전체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

13

86

2013 전체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2

87

2013 전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창원 여좌지구 도시
개발사업

2

88

2013 전체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2

89

2013 전체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안)

19

90

2013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양주 오봉산 석굴암

10

91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14

92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14

93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14

94

2013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14

86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_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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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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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및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12

95

2013 전체

96

2014 전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안)

4

97

2014 전체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6개 국방군사시설

10

98

2014 1분과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99

2014 전체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김해 진영휴게소(순천･부산방향)
등 3개 시설

10

100 2014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시흥 포동실외체육시설 등 2개 시설

10

101 2014 1분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02 2014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고양 난지물재생센터

10

103 2014 1분과 고흥 우주랜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17

104 2014 1분과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05 2014 전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106 2014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화성 비봉공원 등 4개 시설

10

107 2014 1분과 고성 조선산업특구계획 변경(안)

6

108 2014 전체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4개 시설

10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국제과학비즈
109 2014 전체
니스벨트 거점지구

2

110 2014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한화 대전사업장 등 7개 시설

10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울산미포 국가
111 2014 전체
산업단지 확장사업

2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사업

2

112 2014 전체

113 2014 1분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안)

6

114 2014 1분과 담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115 2014 전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창원 태백지구

6

116 2014 전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창원 상복지구

2

117 2014 전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익산 인화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2

118 2014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정부과천청사(국가고시센터) 등
5개 시설

10

119 2014 전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안)

4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120 2014 전체
(육균 제7950부대 등 18건)

10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기장군 실로암 묘지공원 등 4개
시설

10

121 2014 전체

122 2014 1분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안) 및 개발계획경관심의(안)
123 2014 전체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유성복합환승
센터 개발사업

124 2014 1분과 나주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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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4 1분과 정읍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126 2014 1분과 해남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127 2014 1분과 경남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128 2014 1분과 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안)

6

129 2014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화성클럽

10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구월농산물도
130 2014 전체
매시장

2

131 2014 전체 201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덕하공영차고지 등 7개 시설

10

132 2014 전체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창원사격장 등 4개 시설

10

133 2014 전체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평동3차 일반산
업단지

2

134 2015 전체 2016년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2879부대 등 4개 시설

10

135 2015 전체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경산 하수종말처리장

10

136 2015 전체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2

137 2015 1분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7

138 2015 전체 201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국립 5.18민주묘지 등 5개 시설

10

139 2015 1분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7

140 2015 1분과 서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7

141 2015 1분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6

142 2015 전체

고령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2

143 2015 1분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

21

144 2015 1분과 고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고성 하이화력발전소

6

145 2015 1분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안)

6

146 2015 1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변경)(안)_전통 역사문화지구

17

147 2015 1분과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17

148 2015 1분과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17

149 2015 1분과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17

150 2015 전체

군포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대감･속달지구 도시
개발사업

151 2015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국방과학연구소
152 2015 전체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양산 가산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

2
10
2

153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경찰특공대 등 2개 시설

10

154 2015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장동문화공원

10

포항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동빈내항복원 주변
155 2015 전체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3

156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고양 명현학교 등 2개 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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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15 전체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158 2015 전체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강동 일반산업
159 2015 전체
단지 조성사업

2

160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과천 국군 제1363부대 등 4개
시설

10

161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화성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시설

10

162 2015 1분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63 2015 1분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안)

21

164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인천 동양초등학교 등 2개 시설

10

165 2015 전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일부 조정(안)

4

166 2015 전체 개발제한구역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안)_공군 ㅇㅇ기지

22

167 2015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10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양주역세권 도시
168 2015 전체
개발사업

2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2

169 2015 전체

170 2015 전체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경관심의(안)_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21

171 2015 전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172 2016 전체 2016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주전초등학교 등 5개 시설

10

173 2016 전체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경찰훈련시설

10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변경(안)_
174 2016 전체
훼손지 복구지 GB 해제

12

175 2016 1분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안)_부안 에코테인먼트거점 조성사항

17

176 2016 1분과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책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177 2016 1분과 충북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풀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6

인천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인천역 복합역사 개
178 2016 전체
발사업

3

179 2016 전체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_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 변경(안)

15

180 2016 전체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_과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 변경(안)

15

181 2016 전체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_부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 변경(안)

15

182 2016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성남 우남정거장 등 5개 시설

10

183 2016 전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184 2016 1분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85 2016 1분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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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16 전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2

187 2016 전체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김해 대동첨단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2

188 2016 전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2

189 2016 전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창원 헤이세이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190 2016 1분과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91 2016 1분과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안)

21

192 2016 1분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안)

21

193 2016 1분과 서울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194 2016 1분과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7

195 2016 전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196 2016 1분과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197 2016 1분과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198 2016 1분과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안)

21

199 2016 전체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울산･미포 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변경

2

200 2016 1분과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_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7

201 2016 1분과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02 2016 1분과 웅진백령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창원 여좌지구 도시
203 2016 전체
개발사업

2

204 2016 전체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해운대구 해운대근린공원 등 2건

10

205 2016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9703부대 등 5건

10

206 2016 1분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07 2016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고양 한양컨트리클럽 등 3개 시설

10

208 2016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1691부대 등 2개 시설

10

209 2016 전체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대전한빛고등학교 등 3개 시설

10

210 2016 전체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11 2016 전체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_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남구 도시첨단
212 2016 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지방)

2

213 2016 1분과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4

214 2016 1분과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4

215 2016 1분과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4

216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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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안양 육군 제6950부대 등 4개
시설

10

218 2017 전체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기장군 전기공급설비 등 2개 시설

10

219 2017 1분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경관심의(안)

21

220 2017 1분과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221 2017 전체 2017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계획

4

2016년 수도권(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3765부대 등
222 2017 전체
7개 시설

10

223 2017 전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2

224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5181-701부대 등 4개
시설

10

225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육군 제56사단 등 4개 시설

10

226 2017 1분과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27 2017 전체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부산･진해 경제
228 2017 전체
자유구역 명지지구

2

229 2017 1분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안)

6

230 2017 1분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경관심의(안)

21

231 2017 1분과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안)

6

232 2017 1분과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경관심의(안)

21

233 2017 전체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계획 변경(안)_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2

234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공촌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

10

235 2017 전체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센텀2지구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2

236 2017 전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고양 육군 제5733부대 등 2개
237 2017 전체
시설

10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안산 육군 제2506부대 등 3개
시설

10

238 2017 전체

239 2017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시설

10

240 2017 1분과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41 2017 전체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해군 잠수함사령부(행정/복지시설) 등
4개 시설

242 2017 전체 2021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울산대공원(주차장) 등 3개 시설

10
10

243 2017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시흥 환경미화타운 등 3개 시설

10

244 2017 전체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245 2017 전체 202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대한항공 테크센터 등 4개 시설

10

246 2017 1분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변경(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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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017 전체

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확장사업 등
2개 시설

10

248 2017 전체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249 2017 1분과 원주무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250 2017 전체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대구수목원 등 2건

10

251 2017 전체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대전행복특수학교 등 2건

10

252 2017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서울 나래학교 등 3건

10

253 2017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고양휴게소(서울방향) 등 2건

10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_양정역세권 복합
254 2018 전체
단지 개발사업

2

255 2018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성남 신구대 수목원

10

256 2018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양주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10

257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해제(울산 중구 도로 소1-18)

9

258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0

259 2018 전체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안)

12

260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경기도 노인전문 시흥병원 등 2개 시설

10

261 2018 1분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62 2018 1분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변경(안)

6

263 2018 전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변경(안)

6

264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의정부 장암변전소

10

265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10

266 2018 전체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4

267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양주 육군 제8276부대

10

268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천안 도로(소2-837)

9

269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청주 완충녹지(완충녹지7-8)

9

270 2018 전체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71 2018 1분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72 2018 1분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변경(안)

6

273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_과천 서울대공원 등 2개 시설

10

274 2018 1분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11

275 2018 전체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12

276 2018 전체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77 2018 전체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12

278 2018 1분과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79 2018 1분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280 2018 전체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81 2018 전체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안)

12

282 2018 전체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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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018 전체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안)

12

284 2018 전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안)

12

285 2018 전체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안)

12

286 2018 전체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87 2018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의왕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10

청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_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조성
288 2018 전체
사업

2

289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남양주 5797부대

10

290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청주 근린공원(구룡공원)

9

291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청주 유원지(명암유원지)

9

292 2018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화성 수인선 어천역사 등 2개
시설

293 2018 전체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국립대전현충원

10
10

294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천안시 근린공원48

9

295 2018 전체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_시흥 유류저장시설

10

296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고양 육군제5322부대(증설)

10

297 2018 전체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4

298 2018 전체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299 2018 전체 남양주진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5

300 2018 1분과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301 2018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안)_충남 천안도로(소로 2-770호선)

9

302 2018 전체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303 2018 전체 부천원종,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

13

304 2018 전체 산지구분 조정(안)

22

305 2018 1분과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306 2018 1분과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307 2018 전체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308 2018 전체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309 2018 전체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2

310 2018 1분과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4

311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_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10

312 2018 전체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_양주 육군 제7856-101부대 신설
등 2건

313 2018 전체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10
12

314 2018 1분과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4

315 2018 1분과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16

자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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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회의결과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현직 위원 자문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5.29(수) 10:30 ~ 12:30 /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회의실
□ 참석자
∙ (자문위원)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진영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분과 위원장,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교수, 윤혜정 평
택대학교 교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김문성 팀장,임재빈·김수진 전문위원
∙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책임연구원

(2) 주요 자문내용
□ 심의기준 작성 방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 자문･심의가 이루어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이 필요한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교과서처럼 구성되어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머
지는 각 전문분야별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맡겨야 함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크하기 보다는 올바른 도시정
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정책
의 방향설정을 중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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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모이다 위원마다 관점이 다르고 해당 분야마다 구체적
인 사항까지 요구하다보니 안건상정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심의의 범위를 넘
어서는 경우도 발생
∙ 누가 심의기준의 수요자인가 설정하는 것이 중요. 안건상정자, 전문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별로 작성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상 규제나 잣대로서의 심의기준이나 수립지침 수
준의 기술적 내용보다는 심의방향(틀)으로서 작성이 필요
∙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만 보고 자판기처럼 결정하는 형태는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① 효율적 운영(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의
차별성), ② 심의기준 일관성 유지, ③ 안건상정자에게 심의기준 제시 측면
에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함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안건은 심의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
회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판례집과 같이 과거 유사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안건별로 특수성이 많고
분류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DB화는 쉽지 않음
∙ 작성지침 수준의 내용은 해당 법률을 갖고 상정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며 너
무 많은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 심의 방향이 상실될 우려
∙ 너무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술적 내용보다는 큰 항목을 제시하고 위원회를 운
영해가면서 보완･수정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 위주로 명문화하여 제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제고 방안
∙ 국토 및 도시정책 분야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안건 검토 및 자문 시 너무 기술
적인 이슈에 치중하여 운영되는 것은 지양. 예를 들어, 여전히 인구증가를
전제로 수립되는 계획들을 걸러내고, 국토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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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해소 등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검토가 중요
∙ 많은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간 갈등관리나 전체 국토
공간 차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등과의 차별성이 필요
부표 1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기준
구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간적
범위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동일 시·도 내)

광역도시계획(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구의
규모

구역지정(1㎢ 미만)
용도의제(중앙 30만㎡, 지방 5㎢ 미만)
개발행위허가(대부분)

구역지정(1㎢ 이상)
용도의제(중앙 30만㎡, 지방 5㎢ 이상)
개발행위허가(1㎢ 이상 형질변경,
1백만㎥ 이상 토석채취)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30만㎡이하이고 지자체 간 갈등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특별법에
의한 심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안내륙 개발구역 등

심의단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사전심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정부

∙ 추후 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 실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
지 않는고 있음.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상의 제도이므
로 개별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부표 2 | 주요 통합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명

관련부서

공공주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추진단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정책과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과

∙ 일정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지구지정 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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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공익성을 판단하기 위
해 지구단위계획 수준(건물용도, 용적률 등)을 요구하나 일반적인 지구지정
시에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구상 수준을 검토하되 너무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살펴볼 필요는 없음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상의 입지대상 시설의 경우 입지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보고 색채 등 경관을 위해 세부적인 도면을 요구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예를 들어 국방·군사시설 심의에서 입면도, 평면도
등을 건축심의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시설규모, 입지별로 차등화
하여 볼 필요가 있음. 다만, 경관 및 환경적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건도 있어 동일한 잣대를 설정하기는 어려움
∙ 현재 학계･연구계･시민단체로 위원들을 구성하다보니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
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감･전문성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업계를 위원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문위원의 파견기간이 짧아 과거 사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지
방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같은 조직 구성이 필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6.20(목) 14:00 ~ 16:00 / 국토교통부 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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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 김문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팀장
등 5인
∙ (자문위원) 허재완 위원장, 채병선 부위원장, 진영환 2분과 위원장 등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5인
∙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발표], 배유진 책임연구원

(2) 주요 자문내용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준
∙ 환경저감대책과 같이 개발사업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저감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
∙ 환경저감대책보다는 환경오염(문제)완화대책으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서 환경평가등급과 경관적 적정성을 하나의 기준으
로 심의하기보다는 색채계획 등 경관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강조할 필요
∙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심의 조건을 제
시할 경우,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의
∙ 자체 심의기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관성 유지, 심의가 지체되지 않고 빠
른 판단을 내리는 신속성 강화, 심의 시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적법성
확보 측면에서 작성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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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곳이 대부분이며 광역토
지이용, 광역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이 모호
∙ 인구가 줄고 기반시설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압축적 성장관리,
도시간 기능 분담에 관한 심의 방향이 필요
∙ 토지이용계획에 교통계획이 따라가지 않도록 광역교통계획(20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
∙ 16개 지역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립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
고하는 제도가 필요
∙ 지자체에서 하나의 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인력이 소요되므로 강
제하기 보다는 있는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수준의 심의기준은 심의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개발제
한구역 해제 총량에 대해서는 합리적 산출근거를 검토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관련 사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공공기여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활용가능한 심의기준이 필요
∙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의 모든 심의항목의 적정성 보다는 규제완화의 타당성,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당위성 등으로 용어를 명확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나
치게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걸러줄 필요
∙ 용도구역 중 시가화조정구역은 서울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고
해당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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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
∙ 해제권고 시 해제 후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 예를 들어 도시공원 해제 후
보전녹지, 도시공원자연구역,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필요 (심의기준에 없더라도 합리
적 의견이 있으면 지자체에 권고 가능)
∙ 지자체에서 제시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가 악
용할 우려는 없는 지 확인 필요
∙ 2020년 7월 1일부로 집행계획이 없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관
리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며,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
내에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도 실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 개발행위허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면적을 쪼개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국토계획법」 제8조와 같이 연접해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지방도시계획위
원회 면적을 누계해서 일정 면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항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상정
될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수준으로 심의하기 보다는 과거 신도시
개발지침 수준으로 3기 신도시 계획기준을 심의할 필요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인구증가를 전제로 수립되어 불합리한데 상위계
획의 부합성을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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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며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수요가 있는지(적정성)로 대
체하는 것을 제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면담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8.13(화) 10:30 ~ 12:00 / 서울시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참석자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김세신 단장, 심소희 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

(2) 주요 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상임기획단) 운영 현황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부시장(공무원)
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민간위원들보다 담당공무원의
업무 담당기간 및 숙련도가 높아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운영이 가능
∙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별도의 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
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위원회 등)를 운영하고 있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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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간에 역할 분담 및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관리
∙ 서울시는 위원회 별로 ① 운영기준 마련, ② 심의기준 마련, ③ 회의관리(회
의결과 DB구축 및 연차보고서 작성) 세 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발간·배포
∙ 운영기준 및 연차보고서(회의결과 및 쟁점사항 정리)는 위원 및 담당공무원
에게만 배포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심의기준은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판매
하여 안건상정자도 이 심의기준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 (분과위원회) 「국토계획법」 상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때문에 위원회를 유연
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분과위원회 대신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 난립) 개별법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어 도시계
획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도시계획위원회 외에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운
영 중). 예를 들어,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재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개별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세분화된 위원회를 하나로 정리하는 겻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들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권한)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부여하여
control tower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자문) 개별 부서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자문’(임의 자문)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문 시에는 위원장(부시장)의 방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기능 강화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
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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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담당부서 면담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8.19(월) 14:00 ~ 16:00 /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 참석자
∙ (경기도청) 이승일 과장, 장동운･남만우 주무관(도시정책과), 문성우 도시
계획상임기획단 전문관
∙ (국토연구원) 김중은 연구위원

(2) 주요 내용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 도시계획위원히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 중(일반
인에는 비공개)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 안건 유형별 심의기
준은 안건 상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자문안건 처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원 (재)위촉 및 해촉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재)위촉 및 해촉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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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 수요가 많은 안건 유형(도시기본계획 인구 및 토지이용, 개발제
한구역 해제 등)에 대해서는 사선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심의
를 추진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가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에서 시로 이양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들 대도시
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해당 시·군으로 이양될 경우 경기도가 31
개 시·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일본의 도시계획중앙심의회 및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시계획·
역사적풍토분과회 심의 목록
연번

일자

안건 내용

<도시계획중앙심의회>
1

1968. 7.26. ◦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설정 및 시가화구역 정비 방안(자문 1호)

2

1968. 9.18. ◦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설정과 시가화구역의 정비 방안 (질의)

3

1968.11.2.

4

◦
◦
1969.12.12.
◦
◦

5

◦ 시가화구역에서의 계획적인 시가지의 방책,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
방안(답신 제2호, 1970.8.14.)
1970. 8. 7.
◦ 하수도의 정비 방안(답신 제2호, 1970.8.14.)
◦ 주차장의 정비 방안(답신 제2호, 1970.8.14.)

6

◦ 도시교통시설의 종합적인 계획 및 정비 추진 방법(답신 제3호, 1971. 6. 4.)
1971. 5.28. ◦ 도시의 공원 녹지 등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자문 제3호)
◦ 하수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집행체제(자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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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설정과 시가화구역의 정비 방안(답신 제1호, 1968.11.28.)
시가화구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방안(자문 제2호)
하수도 정비 방안(자문 제2호)
도시교통시설의 종합적인 계획 및 정비(자문 제2호)
주차장의 정비 방안(자문 제2호)

연번

일자

안건 내용

7

1971. 8. 12.

◦ 도시의 공원 녹지 등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중간답신)(답신 제4호,
1971.8.16.)
◦ 하수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집행체제(답신 제4호, 1971.8.16.)

8

1972. 4. 3.

◦ 도시의 공원 녹지 등 계획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제2차 답신)(답신 제5호, 1972.
4. 6.)

9

1973. 1.30. ◦ 도시 재개발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자문 제4호)

10

1973. 4.25.

11

◦ 도시 재개발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답신 제6호, 197. 7.23.)
◦ 대도시 지역 시가화구역 내의 농지 등 시가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방향(답신 제6호,
1974(쇼와49). 7. 23.)
1973. 7.19.
◦ 하수도 정비의 향후 기본방향(답신 제6호, 1968(쇼와43). 7. 23.)
◦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으로써 생산녹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책(자문
제6호)

12

1973.11.30.

13

1974.12. 6. ◦ 도시국의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의견교환.

14

1975.10.27.

◦ 도시에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의 방향(자문
제7호)

15

1976. 7.21.

◦ 도시에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의 방향(답신
제8호, 1976.7.29.)
◦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정비의 기본방향(자문 제8호)

16

1977.11. 4.

◦ 국제 문화 도시의 정비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의 지정(부의, 의결)

17

1978. 4.21. ◦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중간정리)

18

◦ 도시의 재개발을 폭넓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자문 제9호)
◦ 도시 내 특정 간선도로 변의 도로교통 소음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1979. 5.28.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자문 제9호)
◦ 향후 도시 공원 등의 정비와 관리 방식의 방향(자문 제9호)
◦ 향후 하수도 정비의 방향(자문 제9호)

19

◦ 도시 내 특정 간선도로 변의 도로교통 소음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답신 제9호)
1979. 8.20. ◦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와 관리 방식의 방향(답신 제9호)
◦ 향후 하수도 정비 방향(답신 제9호)
◦ 도시의 재개발을 폭넓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중간보고)

20

1979.12. 5.

◦ 대도시 지역 시가화구역 내의 농지 등 시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자문 제5호)
◦ 하수도 정비의 향후 기본방향(자문 제5호)

◦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으로써 생산녹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책(답신
제7호, 1973.12.3.)

◦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답신 제10호)
◦ 도시의 재개발을 폭넓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답신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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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80. 6.19. ◦ 도시의 종합적인 녹화 추진을 위한 방책(자문 제10호)

22

1980. 8.26. ◦ 도시의 종합적인 녹화 추진을 위한 방책(중간답신)(답신 제11호)

23

1982. 1.26.

24

1982. 9.10. ◦ 도시의 종합적인 녹화 추진을 위한 방책(제2차 답신)(답신 제12호, 1982.9.22.)

25

◦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정비의 구체적 방책(중간답신)(답신 제13호,
1983.5.10.)
1983. 4.25.
◦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위한 도시 내 도로정비의 방향과 그 추진 방안(중간답신)(답신
제13호, 1983.5.10.)

26

1985. 3.14.

◦ 향후 하수도의 정비 방향(자문 제12호)
◦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 방안(자문 제12호)

27

1985. 8. 1.

◦ 향후 하수도 정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답신 제14호)
◦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 방식(답신 제14호)

28

1986. 5.13.

◦ 제6차 하수도 정비 5개년 계획 등(보고)
◦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위원회(가칭)」의 설치에 대해서

29

1987. 1.23.

◦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정비의 구체적 방책(제2치 중간답신)(답신
제15호)

30

1987. 8.12. ◦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위한 도시 내 도로정비의 방향과 그 추진 방안(답신 제16호)

31

◦ 재개발 지구 계획 제도(보고)
1989. 2.10.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 「지하의 도시
계획 방향」

32

1989. 6.30.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위원회 중간보고 「대도시
지역의 양호한 주택ᆞ·택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

33

1990. 1.16.

◦ 향후 하수도 정비 및 관리 방향(자문 제13호)
◦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와 도시 녹화의 추진 방향(자문 제13호)

34

1990. 6.21.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그 정비의 추진 방책(자문
제14호)

35

1990. 7.23.

◦ 향후 하수도 정비와 관리 방향/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와 도시 녹화의 추진
방향(답신 제17호)

36

1990. 9.19. ◦ 회장 호선, 회장 대리 지명, 1991년도 중점 시책 등 소관 사업의 설명

37

1991. 1. 23.

◦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계획적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자문 제15호, 답신 제18호)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계획 제도의 방향(자문 제15호)

38

1991. 3. l.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그 정비의 추진 방책(중간
답신) (답신 제19호)

39

1991. 8. 8.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계획 제도의 방향(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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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위한 도시 내 도로 정비의 방향과 그 추진 방안(자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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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계획 제도의 방향(답신 제20호)
1991.12.20. ◦ 경제·사회에 대응하는 계획적인 시가화 방안,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의 방책(자문 제16호)

41

1992. 4.27.

42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그 정비의 추진 방책
(제2차 답신)(답신 제21호)
1992. 6.15.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적인 시가화 방안, 특히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를 위한 방책?(중간보고)

43

1992. 7.24.

44

1992.10. 6. ◦ 회장 호선, 회장 대리 지명, 1993년도 중점 시책 등 소관 사항의 설명

45

◦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적인 시가화 방안, 특히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를 위한 방책(답신 제22호)
1992.12. 9.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공원제도를 비롯한 도시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정비와
관리 방안(답신 제23호)

46

1993. 6.23.

47

1994. 5.12. ◦ 도시 거주를 위한 토지의 유효 이용의 추진방안(자문 제18호)

48

◦
◦
1994.12.14.
◦
◦

49

◦ 도시 거주를 위한 토지의 유효 이용의 추진방안(답신 제24호)
◦ 향후 하수도 정비 및 관리 방향/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와 도시 녹화 추진
1995. 7.18.
방향(답신 제25호)
◦ 향후의 도시정책 방향(자문 제20호)

50

1996. 1.23.

◦ 안심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이 가능한 도시교통 및 시가지 정비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
방책(자문 21호)

51

1997. 3. 4.

◦ 기본정책 부회 심의 경과 보고
◦ 도시교통·시가지정비 부회 심의 경과 보고

52

1997. 6. 9.

◦ 안심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교통 및 시가지 정비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방책(답신 제26호)
◦ 향후 도시정책의 기본방향(중간정리)

53

1998. 1.13.

◦ 향후의 도시정책 방향(제1차 답신)(답신 제27호)
◦ 도시계획에 있어서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질의)

54

1998. 9.22. ◦ 기본정책 부회 보고(도시 재건축 시나리오, 물과 녹지의 환경디자인)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공원제도를 비롯한 도시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정비
및 관리 방안(자문 제17호)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도시공원제도를 비롯한 도시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정비와
관리 방안(중간보고)

◦ 풍요로운 도시생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보고사항 설명

향후 하수도 정비 및 관리 방향(자문 제19호)
향후 도시공원 등의 정비 및 관리 방향(자문 제19호)
도시 거주를 위한 토지의 유효 이용의 추진방안(중간보고)
쾌적하고 질 높은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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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99. 3. 3.

◦ 기본정책 부회 보고(시가지의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 계획제도 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56

1999. 6.11. ◦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의 방향에 대한 기본방향과 검토해야 할 논점에 대해서 (질의)

57

1999. 9.24. ◦ 도시계획제도의 재검토(질의)

58

2000. 2. 8.

◦ 향후의 도시정책 방향(제2차 답신)
◦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안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의 기본방향

59

2000. 8. 3.

◦ 개정 ｢도시계획법｣의 개요(보고)
◦ 기본정책 부회 운용지침 소위원회, 하수도 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60

2000.12.14. ◦ 기본정책 부회 운용지침 소위원회 보고, 하수도 소위원회 보고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

61

◦ 분과회 통합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의 소장 사무에 대한 검토 및 도시
계획부회, 역사적풍토부회의 설치
◦ 분과회 및 각 부회의 회장 호선과 회장 대리의 지명
2002. 4.22.
◦ 도시계획부회, 역사적풍토부회의 향후 검토방향에 대한 검토
◦ 부회별 소위원회 설치의 논의를 거쳐 도시교통 시가지 정비 소위원회, 공원녹지 소위원회,
하수도 유역관리 소위원회의 설치 결정

62

◦ 고도(古都)에 관한 과제
2002.11.26. ◦ 오츠시의 역사적 풍토의 현황
◦ 고도 보존의 현황

63

◦
◦
◦
2002.12.23.
◦
◦
◦

도시계획부회의 회장 호선 및 회장 대리의 지명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의 실현과 양호한 시가지 정비 방향(중간보고)
향후 녹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방안(1차보고)
향후 하수도의 정비와 관리 및 유역관리의 기본방향(중간보고)
공공사업의 장기계획
차세대 참가형 마을만들기 방책의 향후 검토 방향

64

◦
◦
◦
2003. 4.14.
◦
◦
◦

분과회 및 각 부회의 회장 호선과 회장 대리의 지명
오츠(大津)시의 새로운 고도지정 등 향후 고도보전 행정의 방향(자문)
양호한 시가지 및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의 실현·운영(최종보고)
향후의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방책(2차보고)
향후의 하수도 정비와 관리 및 유역관리 방향(최종보고)
21세기형 도시재생의 비전

65

2003. 6. 9. ◦ 21세기형 도시재생의 비전

66

2003. 6.30. ◦ 오츠시의 새로운 고도 지정

67

◦ 21세기형 도시재생의 비전
2003.10.20. ◦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녹지의 종합적인 실현하기 위한 경관녹삼법(景觀綠三法)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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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11.13.

69

◦ 차세대 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책 검토(최종보고)
2003.12. 4. ◦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인구감소 등 21세기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답신)

70

2004. 3.16.

71

◦
◦
2004. 8.20.
◦
◦

오츠시
오츠시
아스카
역사적

72

◦
◦
2005. 2. 9. ◦
◦
◦

아스카 무라 소위원회 2차 보고
고도보존 행정 이념의 전국 전개 방안
오츠시 역사적 풍토 보존 계획 및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 지구 내의 행위 허가 기준
구조개혁특구에 관한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
고도 보존의 현황(보고)

73

◦ 분과회 및 각 부회의 회장 호선과 회장 대리의 지명
◦ 새로운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자문)
2005. 6. 30. ◦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의 기본 틀에 대해서 위원회 검토와 중심
시가지 재생 소위원회의 설치
◦ 역사적 풍토 부회의 향후 검토방향

74

2006. 1.31.

75

◦ 고도보존 행정 이념의 전국 전개 방안
2006. 6.23. ◦ 사가현의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 지구의 도시계획 결정(보고)
◦ 교토시의 기야마치카이와이(木屋町界隈) 시책(보고)

76

2006. 8. 2.

77

◦ 역사적풍토부회의 회장 호선 및 회장 대리의 지명
◦ 부회의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한 논의
◦ 교토시의 역사적 풍토 특별 보존 지구 등의 현황, 한쇼우산(半鐘山)의 개발계획, 신경관
2007. 5.11.
정책(보고)
◦ 나라현의 고도보존 현황(보고)
◦ 사가현의 오츠시의 고도지정과 이후의 현황(보고)

78

◦
◦
2007. 6. 7.
◦
◦

◦ 오츠시의 역사적 풍토보존 구역의 지정(안)
◦ 향후 심의 사항

◦ 오츠시의 역사적 풍토 보존 구역의 지정(안)
◦ 오츠시의 역사적 풍토 보존 계획(안)
역사적 풍토 보존 구역의 지정
역사적 풍토 보존 계획(안)
무라 소위원회 1차 보고
풍토의 보존에 관한 행위규칙

◦ 중심 시가지 재생 위원회의 도시구조 개혁의 방향(최종보고)
◦ 도시계획부회의 향후 검토 방향

◦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책(중간보고)
◦ 도시계획부회의 향후 검토 방향

도시계획부회의 회장 호선 및 회장 대리의 지명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생활 인프라 정비의 추진 방책(보고)
새로운 시대의 「녹」의 정비·안전·관리의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시책의 전개(보고)
새로운 시대의 하수도의 기본방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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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안건 내용

79

◦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의 검토(보고)
2008. 1.25. ◦ 오츠시의 새로운 고도지정 등 향후의 고도보존 행정의 기본방향(보고)
◦ 임시위원의 임기 종료의 건

80

◦
◦
2008. 9.25.
◦
◦

81

◦ 역사적풍토부회의 회장 호선 및 회장 대리의 지명
2009. 5.29. ◦ 아스카 무라의 역사풍토의 보존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 향후 추진을 위한 방책은(보고)
◦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치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82

◦ 도시계획부회의 회장 호선 및 회장 대리의 지명
◦ 도시정책의 기본적 과제와 방향 검토 소위원회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화, 국제도시 간 경쟁의 격화 등 정세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도시정책 과제와 방향성의
2009. 6.26.
검토 보고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소위원회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의 추진 방책 검토의 중간보고

83

◦
◦
2010. 4. 9. ◦
◦
◦

84

2010. 6.15.

◦ 아스카 무라 정비 계획(안)
◦ 아스카 무라의 경관계획 수립의 시책(보고)

85

2011. 2.17.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소위원회 및 도시계획제도 소위원회의 새로운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보고)

86

◦ 분과회장 및 각 부회의 회장 호선
2011. 9. 7. ◦ 도시계획제도 소위원회의 심의 현황과 동일본대지진 관련 대응상황 보고
◦ 고도(古都) 카마쿠라(鎌倉)의 세계유산 추천

87

◦ 분과회장 및 각 부회의 회장 호선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 보고
2014. 3.10. ◦ 새 시대의 도시 매니지먼트의 방향, 아스카무라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전 추진 등 향후
고도보존 행정의 방향, 새로운 시대의 하수도 정책 방향 등 도시계획·역사적 풍토 분과회
심의사항의 향후 검토 방향

88

2014.12.25. ◦ 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 보전의 추진 등 향후의 고도보전 행정의 기본방향(자문)

89

◦ 새로운 시대의 하수도 정책 방향(답신)
2015. 1.14. ◦ 새로운 시대의 도시 매니지먼트 소위원회 진척상황
◦ 개정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상황

90

2015. 8. 7.

110

분과회 및 도시계부회의 회장 호선과 회장 대리의 지명
아스카 무라의 역사적 풍토의 보전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 향후 추진을 위한 방안(자문)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소위원회 및 아스카 무라 소위원회의 설치
특별보전지구의 행위허가 기준의 개정

역사적풍토부회의 회장 호선
아스카 무라 정비 기본방침
나라현의 시책
나고의 역사적 풍토보존의 현황
역사적 마을만들기법의 시행 현황

◦ 역사적풍토부회의 향후 검토 방향
◦ 고도보존의 기본방향 검토 소위원회 운영

연번

일자

안건 내용

91

◦ 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안)
2016. 4. 8. ◦ 글로벌 시점에서 본 도시의 강점 평가와 그 발신
◦ 새로운 시대의 도시 매니지먼트에 대응한 도시공원 등의 정책 방향

92

2016. 8. 2.

93

2016. 8.29. ◦ 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 보전의 추진 등 향후의 고도보전 행정의 기본방향(답신)

94

2017. 1.27.

95

2018. 9. 7. ◦ 나라현 아스카무라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의 향후 추진 방안

96

2019. 6.13. ◦ 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의 보전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 기본방향의 검토 보고

◦ 향후의 고도 보존과 역사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에 대한 최종보고
◦ 역사적 풍토보존계획의 변경(안)

◦ 도시계획 기본 문제 소위원회의 설치
◦ 도시녹지법 등의 .부 개정 법률안

자료 : 도시계획중앙심의회 안건 목록은 都市計画中央審議会答申集(財団法人 都市計画協会, 2002)을, 사화자본정비
심의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분과회 안건 목록은 일본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시계획･역사적풍토
분과회 홈페이지. 2019 http://www.mlit.go.jp/policy/shingikai/s202_toshirekishi01.html (2019년 10월
1일 검색)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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