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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코로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강력한 흡인력을 보여줬다. 모
든 대화는 어제의 운동 시합의 결과처럼,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주변의 누
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저 모든 것이 운명인 것처럼 확진자에 대한 조금의 동
정과 함께 체념하듯이 시작했다. 어쩌면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 이를 덮을 만
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 몇 가지 이슈는 있었다. 5년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0.7%라는 절묘
한 차이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벌써 지나간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러시아는 수
십 년간 같은 연방에서 한솥밥을 먹던 우크라이나를 마치 오랜 원수처럼 침략해
서는, 21세기의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우리를 둘
러싸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외부의 일에는 둔감하고 내부의 일은 쉽
게 잊을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의 덕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눈엣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있다. 어느 날인
가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코로나 다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었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치열하게 싸우던 정치권조차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마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국민들의 부담만
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탓일 것이다.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누군가
가 했던 ‘경제학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빌리
면, 과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알고
있었다면, 왜 진작 그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민을 28번이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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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실험의 대상으로 삼더니, 결국 대학교 1학년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수요
와 공급 이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돌아가, 수요가 감당하지 못할 정
도로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저 그런 해법이 묘안이라고 제
시되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못하고
28번이나 헛발질을 한 이유는 뭔지, 주택가격을 낮출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치러야할 대가는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거대한 이슈는 국토와 도시공간에서 이제까지 나름대
로 의미가 있다고 지켜온 많은 가치를 삼켜버렸다.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신도
시를 건설하여 수십만 채의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신도시
들을 GTX로 거미줄처럼 연결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균형발전하자며 그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세종시, 혁신도시의 역할은 희미해질 테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몰리게 될 것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리

균형발전하자며 그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세종시, 혁신도시의
역할은 희미해질 테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몰리게 될 것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리 어려운 이론이 필요 없다.

어려운 이론이 필요 없다. 비록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균
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작성한 국토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최대한 이양해야
한다고 하더니, 도시의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하고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고, 이미 결정된 재개발구역에 공공주택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라는 것은 지켜
줄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착오도 거
치고,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차례 개정을 거
쳐 지금에 이르렀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은, 거의 10년 간격으로 1970년,
1981년, 1992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2003년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
도시지역도 도시계획 수립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으므로 대개 10년에 한 번씩 몇 번의 큰 변화를 겪은 셈이다. 그렇
다면 대체로 2010년대 초반에도 한 번은 큰 개정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한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스마트도시특별법」 등 상황 변화에 필요한 제도
를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신규로 제정해서 변화에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진작에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정했어야 한다. 몸집은 커지고 계절이 바뀌었는
데도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낼 순 없으니까.
도시계획은 대개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한다. 물론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
no.487 | 202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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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할 기회는 있다. 그래도 계획의 목표나 지향하는 가
치는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당장 급하다고 중요한 일을 팽개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의 변동은 그 주기가 훨씬 짧다.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늘
리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의 틀을 흔들거나, 정해진 절차를 뛰어넘
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 예측에 기반하여 견고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중앙
정부가 개별 도시계획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중앙정부가
개별 도시계획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십 년간 잘 보존해온 개발제한구역을 대량으로 훼손하는
것이 우리 국토와 도시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분
명하다. 개발제한구역관련법에는 보존을 위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련법
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이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개
발제한구역이라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하락한다면, 파헤
쳐놓은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
만 용적률 500%의 주택단지를 상상해 본 사람도, 살아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
다. 도시계획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적정한 환경과 기반시설을 고려해 나름 사람
이 살 만한 주거환경의 기준을 정한 용도지역제와 개발밀도가 주택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와 재건축 이익이라는 주택소유주의 이익이 일치하여 한순간에 무
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 10여 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다. 어느 정도를 개발하고 어느 정도를 남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광경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토와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중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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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계획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토지이
용 및 도시계획을 다루는 기본법적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
지만, 그동안 국토·도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계획법」이 당초 목표하고자 하
였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여전히 남은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정 20년
을 맞이하여, 국토·도시분야의 과제와 「국토계획법」의 변화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집기획: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dkkim@krihs.re.kr)

special issue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dkkim@krihs.re.kr)

「국토계획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등장한지 20년이 되었다. 「국

등장

토계획법」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난개발 문제에 대
응하고 국토관리체계를 도시계획의 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토계획
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과 토지이
용규정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토계획법」 이외에도 「도시재생
법」, 「스마트도시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개발과
정비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혁신도시법」 등에 의해

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
□제정 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
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
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표 2 「국토계획법」의 도입 주요 내용

□전 국토에 시·군별로 도시·군계획을 수립
-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수립 확대 적용
□용도지역 개편
- 용도지역을 5개에서 4개로 축소(준농림, 준도시→관리지역)
-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규제를 차등화
- 관리지역의 객관적 세분기준 제시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Negative→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를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도시지역에 실시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 국토로 확대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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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해졌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특
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 부동산 과열, 온라인 쇼핑 문화 등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토계획법」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이 도입된 이후 우리의 도시계획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또한 「국토계획법」을 통하여 도입된 각종 국토도시제도는 「국토
계획법」의 도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도시·군기본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계획의 역할과

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며,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

목적은 무엇인가

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다룬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
택 등의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이 다루는 최상위 계획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이 도입되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은 전 시·

그림 1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2020년도 기준)

군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인
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여전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미수립
34
21%

립 의무는 없다. 그에 따라 2020년 기준 전국 34개 시·군
에서 여전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실질적인 계획 효과에 대해서도
과거 「국토계획법」이 도입되었을 당시보다 오히려 위상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 이외에도
시급
85
52%

군급
43
27%

도시재생전략계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다양한 공간
계획이 도입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시에는

시급

군급

미수립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은 「산업
입지법」에 의한 산업입지수급계획에 의하며, 대규모 신도
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운용되

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도 개별 법령
에 의거하여 지정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과연 도시·군기본계획이 이러한 각종 개발 사
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제는 전통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단순한 규제 수법이

용도지역의 역할과 자, 동시에 가장 규제 중심적인 제도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도입 이후
목적은 무엇인가

에도 꾸준히 변화하였다. 2008년 대비 2020년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시가화지역
중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일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비시가화지역 중에서는 농림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
으나, 2008년 대비하여 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이와 대비하여 계획관리지역 등이
no.487 | 202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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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도지역별 면적 변화(2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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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각 연도.

증가하였다.1) 대체로 농림지역을 비롯한 도시 외 지역의 면적은 줄고, 도시지역, 특히
고밀·고차용도의 용도지역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성의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하
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로 상부 공간의 활용 지하공간의 개발 등 종
전의 도시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 활용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2.4.)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적상한 용적률 500%를 넘어서 700%까지 허용하는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특별건축
구역 지정을 통하여 일조 및 채광기준 완화, 대지 내 공지,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의 완
화도 다루고 있다.
과연 이러한 수요를 용도지역제에서 반영하여야 하는가? 반영한다면 어디까지 받아
줄 것인가?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을 허
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지구단위계

1) 다만 2008년에는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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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구역, 복합용도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용도지역상 최고용적률을 넘는 인센티브를 부
여하거나 허용용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도 이미 갖추고 있다. 원칙 확립과 예외적
허용 사이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외 지역의

「국토계획법」이 탄생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무질서한 난개발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무질서한 난개발

비도시지역을 다루던 국토이용법과 도시지역은 다루던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이유도 도

문제는 왜 해소

시계획적 수법을 비도시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국토계획법」을 통해 종전

되지 않는가

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국토 전역으로 확대
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난개발은 현재진행형이다. 2000년대 초 준농림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
로 대두되던 난개발은 2020년대에는 공장, 경사지 난개발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3 비시가화지역 관리정책의 변화

200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
-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으로 개편
-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국토 전역으로 확대
-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 금지
2005. 9 :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 허용
- 단, 79개 업종 입지 금지,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국토계획법」

2008. 9 : 업종 및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완화
- 업종 완화 :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 입지 제한 폐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완화: 5천㎡ 미만 공장 제외
2009. 7.7 : 나머지 55개 업종 제한 폐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0. 12 : 연접개발제한규정 폐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2013. 7 :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대응책 마련)
2015. 8 : 계획관리지역 내 불허 업종 공장(화학제품시설)의 예외적 허용 확대
2016. 5 : 성장관리방안 내 건폐율 완화 및 수립대상 범위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2019, 74.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2000년 초 도입된 「국토계획법」이 지난 20년간 지
속적으로 완화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이유로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 허용업종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개발행위허가 내 연접개발제한규정
도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가 그 후 지속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합법적 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헌법 위헌 판결 이후 유명무
실한 제도가 되었다. 결국 현재 「국토계획법」 내에서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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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국토계획법」이 탄생한 지 20년이 지났다. 「국토계획법」은 앞으로 어떤 제도가 되어야

미래: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고민

고려하여야 하는가 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를 다루는 법령 수준에서 벗어나,
향후 국토 도시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도시계획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도
시계획은 과거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의 신뢰도
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인구, 주택수,
토지정보 등 일반적인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교통량 정보, 신용카드 이용정보, 휴대폰
통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AI 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에서 시민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 분석 기법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
계획을 비롯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공간 활용 패턴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도시계획이

그림 4 멜버른 20분 생활권 내 접근 가능한 서비스 개념도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Local shopping
centres

Local health
facilities and services

Well connected to public
transport, jobs and
services within the region

Local schools

Local
public transport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Safe cycling
networks

Features of a

Local ployarounds
and parks

20-Minute Neighbourhood

Walkability

Green streets
and spaces

Housing diversity
Community
gardens

Ability to age in place
Affordable housing
options

Safe streets
and spaces

자료: Victoria State Government 2021, <Figure 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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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and
recreation facilities

인구 예측 및 토지수요 공급 등 총량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공간계획으로서 실
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대표적으로 호주 멜버른의 20분 생활권 개념이나,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등
이 있다(신서경 외 2021, 111-112).
도시계획이 일반인들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도가 될 필요도 있다. 「국토
계획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자어가 많으며, 규정 내
용 또한 법조문에 가까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국토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개정되면서 다량의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난해한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 기술 방식도
허용용도 나열 방식과 불허용도 나열 방식이 혼용되면서 법령허용/불허,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선택적 허용/불허 등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다. 실무적으로도 용도지
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계획요소가 중첩되거나 상충되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도를 비롯한 토지이용 관련 규정을 현재보다 간단명료하게 개정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도시기본계획 내 용도지역의 지정기준 및 규정의 객관
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토지이용규제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한다.

빈 공간에 대한 가치 전환 필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빈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
다. 과거 도시의 빈 공간은 이용하기 어려워 버려진 공간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제
빈 토지를 단순히 저이용토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가 아니라, 미래의 공간
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토지는 특수한 자원으로서, 한번 이용되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재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즉, 빈 토지의 이용 비용은 단순히 개발비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훼손을 고려한 비용 부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된 배경에는, 「국토계획법」이 다루는 공간이
도시지역을 넘어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계획관리지역조차 전, 답, 임야가 전체 면적의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상
업시설, 공장 등이 들어선 필지는 약 14.7%에 불과하다(국토교통부 2019, 14). 기존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비용보다 전·답·임야를 개발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
는 현실에서는 난개발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
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비롯한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전·답·임야 개발
시 미래가치 훼손을 고려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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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익을 활용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가지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에
는 민간의 창의적 토지이용과 혁신적인 건축계획안이 제안되면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도시 개발에 따
른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요구도 대두되었다.
도시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
중심의 계획보다는 인센티브, 적절한 이익과 보상의 활용이 필요하다. 공공의 입장에
서도 시민의 참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계획 등 계획 수립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SOC의
설치, 노후지역 및 쇠퇴지역의 정비사업 등 재원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도시계획 체계가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획이익(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 등의 이익)의 환수와 이를 이용한 지역의 재투자 등 새로운 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에 대하여 공공 기여분으로 환수하고, 이
를 지역 내 재투자함으로서 지역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발

그림 5 계획이익을 활용한 도시계획의 틀

노후지역 / 쇠퇴지역 정비

신시가지 개발
지역활성화 / 이미지 개선

개발이익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지역
가치상승

소득세
재산세

지역 내
재투자

공공기여

지역 외
투자

도시계획
인센티브

탄력성 / 미래 공간 확보

계획이익
자연보호
국공유지

자료: 김동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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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을 비롯한 보존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
하는 한편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가용지로 활용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도시계획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문화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기금을 통하여 도시계획과 시장원리가 유연하게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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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도시기본계획,
새 술은 새 부대에
김상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sjkim@krihs.re.kr)

들어가며

도시기본계획이 제도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딱 40년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
도라는 지적과 함께 전격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심지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그러나 198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초창기에는 제법 많은 쓸모(?)를 가지고 있었다. 정
부의 경제부흥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당시 오늘날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은 건설부(오늘날 국토교통부)의 허가사항이었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
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
정비 사항을 미리 담아 승인하는 이 방식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이 제도의 고난이 시작된 것도 사실이다. 바로 제도의 정체성 논란
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제도가 그야말로 도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장밋빛 장기발전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의 사전 계획인지에 대한 것이었
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제도의 무용론이 등장하
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난 도시기본계획은 개발토지와 기
반시설 물량 확보를 위하여 인구를 과추정하는가 하면, 구색 맞추기식의 부문별 계획,
장기간을 요하는 승인 절차, 진정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향의 실종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제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승인 권한의 이양, 계획구역의 확장, 인구 과추정
금지 등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나, 초창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40년을 이
어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저성장의 고착화, 코로나 19,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전문가들과 일선 지자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출범 20주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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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법률에 담긴 제도 중 ‘꽃’이라 불릴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과연 무용한가, 또 존
재 가치는 무엇인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인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꿈과 희망이다. 이 제도의 태생은 19세

존재 가치는

기 말 20세기 초 서구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물질문명의 발

무엇인가

달은 눈부시도록 빛나고 풍요로우며 보다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하
였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안겨진 것은 질병과 빈곤, 억압과 불평등
이 지배하는 도시였다(Henry George 2012, 12-15).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장
티푸스와 콜레라가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갔고, 노동자들은 매연과 먼지가 자
욱한 작업장에서 죽도록 일해 봐야 움막 같은 집에서 겨우 삶을 연명하는 정도의 돈
을 벌었다. 사회 전반에 다시 한 번 혁명의 분위기가 흉흉했다(Peter Hall 2005, 4457). 다급해진 정부 당국자들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탄생한 것이 장기발전계획이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
주는 장밋빛 미래가 곧 멀지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여 보여줌으로
써 사회 안정을 꾀했던 것이다. 이 시기 또 한 축으로는 사회주의 개념이 싹트고 있었
다. 이런 심각한 도시문제의 발단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큰 부자도 없지만 크게 빈곤한 사람도 없고, 크게 빈둥거리는
사람도 없지만 크게 중노동에 지치는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
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계획과 계획경제는 계획이라는 공통의 개념을 가지고 자
유방임적 사회상으로부터 반발하여 태어난 것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은 질병으로부터
의 보호라는 보건의 개념에서 생겨나, 점차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향을 설정하
는 계획으로 발전하였다(권원용 외 1982, 1-5).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1장제1절
에는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간적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
다. 문제는 장기발전계획은 소홀하거나 실종된 상태이고, 공간적 틀은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적 계획으로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도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야 하고,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을 기다
려야 한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어떤 수요로 많은 토지와 기
반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물량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니 결국 인구를 과추정하여 물량 확보의 논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이다. 토지나 기반시설 물량 확보가 아니라면 굳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
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운영에 있어 장기발전계획이 없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장기발전계
획’이니 ‘비전 2030’이니 하면서 형식을 구애하지 않는 비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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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왜 도시기본계획을 이들 계획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왜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것
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일선 담당자들은 도시기본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다. 도시를 관리하는 당국자들은 아무 방향성 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설
치하지는 않는다. 그 도시가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
에 따라 이 같은 행위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진다.

장기발전계획은

한 도시가 향후 어떤 부문을 발전시켜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즉 이 도시는

보다 풍부하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또 시민들은 이 도시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수립되어야 한다

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미래상과 계획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수립하는 주
요한 대목이다. 바로 이를 토대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틀을 잡고 개발과 관리를 할 것인
지를 풀어내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행의 도시기본계획은 어떠한가? 현황 분석과 여건 변화, 주민 의견 수렴 등
을 참고로 소홀하게 미래상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이 미래상과 함께 설정된 목표
와 전략은 도시의 전반적인 것인지, 공간계획만 다루기 위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경
제와 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도시의 일자리와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부문들은 그저
백화점 진열장에 장식된 상품처럼 계획도서에 담겨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탓
도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자체가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다.
실질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와 산업, 교육, 문
화, 복지와 같은 활동들인 것이다. 이것들이 향후 어떻게 바뀌고 발전할 것인지를 설
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발전계획(구상)이다. 따라서 이 분야들은 부문계획에서 장식장
(?)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미래상이 나오는 장기발전계획에서 꽤나 풍부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 할 일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은 지금처럼 몇 장의 요식
행위가 아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인구지표 등

문제는 이렇게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그 어

계획은 희망이고,

떤 지자체장도 자기의 지자체가 향후 퇴보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

관리는

다. 자그마치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므로 지금 비록 쇠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

현실적으로 해야

표 연도에는 이런저런 분야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수립할 것이다. 적절한 프로그램
과 투자가 논리적으로 잘 짜여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황되고 과다하게 수립
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의 경우 수립 단계나 부처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밋빛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다. 다만, 장밋빛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논리적으로 짜여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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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달에 인류가 거주할 기지를 만들고, 더 먼

그림 1 목표지표와 계획지표

미래에는 화성을 정복할 것’이라는 목표가 과연 허황되며, 이러한 목
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런 목표를 정했다면 국
목표지표

계획지표

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아닐 것이다. 그렇
지만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인구를 예를 들
어보자. 현재 수립지침에서의 인구추정은 통계청에서 추정한 인구를

기반으로 105% 또는 110%를 강제하고 있다. 물론 통계청 인구추정치는 그 지자체의 사
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의도가 반영된 회귀모형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향이고 기계적인 기법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지자체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구지표를 사용한다면 굳이 장기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없
는 것이다. 아무리 발전된다는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자
체는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지표는 장기발전계획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와
논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자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이러저러한 투자를 유
치하여 하나하나 허황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성공시켜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제대로 작동하고 달성되어 가는지를 모니터링하
고,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상급단체가 도시기본계획상 수립된 지표들
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씨름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렸다. 쟁점은 목표지표
와 계획지표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정된 지표는 그야말로 미래에
달성하고픈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상급단체는 이것을 실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토지
개발사업의 계획지표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희망지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자체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수행되었을 경우
도달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맞는 계획지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이고, 모니
터링이 왜 중요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량규제에서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

입지규제로

가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아니라, 인구지표 통제를 통한 토지수요와 기반시설 물량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맞추어 왔다.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내 토지의 개발과 관리의 최상위 지침서이다. 이 지자체가 장
래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공간적으로 어떻게 개발
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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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물론이고 민간에 뛰어다니며 투자를 유치하고 재원을 끌어올 수

그림 2 규제방식 전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개발 물량의 유무와 많고 적음에 따라
물량규제

입지규제

개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구가 적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고 하더라도 개발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져온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개
발 물량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

도 아니다. 이런저런 개발법을 통하면 굳이 도시기본계획에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추진
이 가능하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인구 통제를 통한 개발 물량
을 억제하더라도 예외 규정과 특례 규정을 통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결국 개발 물량의
존재 여부와 다소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도
시기본계획은 물량규제를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과거에는 시가화예정용
지의 위치를 표시해서 입지라도 규제했으나 그마저도 부동산가격 폭등이나 시장·군수
혹은 담당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량만 표시하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발
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들고 오더라도 물량만 있으면 막
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도시기본계획은 과연 유명무실한 존재인가? 이런 현상은 도시
기본계획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지자체 도시의 최상위 계획도구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본
다면 도시개발과 관리에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차
라리 개발사업은 개발 물량에 관계없이 쿨(?)하게 개발은 하게 하되, 개발이 지자체
가 설정한 개발 기준이나 지침에 맞는 것인지 입지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은 토지 관리나 개발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에 소홀하고 있다. 최상
위 계획도구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토지 관리를 위
해서 구릉지나 수변, 공간위계상 중심지들은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 또 어
떤 밀도로 계획할 것인지,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선은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탄소중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큰 이슈임에도 이를 공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전혀 계획내
용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만 입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절대 과도
한 개발이 추진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량규제를 포기하면 마치 난개발이
엄청나게 성행할 것처럼 우려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작 문제는 입지에 대한 기준 제
시는 소홀한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량규제를 고수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제
그만 물량규제에서 벗어나 토지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입지규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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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백화점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지위와 성격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라고 정의하고

계획에서 이슈

있다. 물론 장기발전구상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은 여러 분야에 걸치게 마련이다. 당장

전략계획으로

도시의 먹거리를 개발하다 보면 경제·산업·관광 등의 분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환이 필요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다 보면 사회·문화·복지·교육·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 실제 법령과 지침에 8개 부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립하다 보면 많게는 15개 정도의 부문이 수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든 부문계획을 다 수립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
한 회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부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는 상관
없이 지자체 내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부문계획이 이미 존재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들 계획을 요약하는 수준으로 반영된

그림 3 계획방식 전환

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이나 목표와의 연관
성도 떨어지고 타 부서(도시계획 관련 부서 이외)에서 도시기본계획

이슈와
전략중심
계획

백화점식
부문계획

을 참고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부문계획 중에는
방재·안전, 환경 보전 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도 있으나, 이러한 계획

그림 4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체계개선 방향(안)

기초조사

모니터링
도시 현황분석

지자체 내 장기종합발전계획,
Vision 2030, 지자체장
선거 공약집 등 참고
도시의 미래상

도시발전 프로그램 구상
경제·산업·관광, 사회·
문화·복지 등
인구 등 목표지표 설정

목표(이슈)
1

목표(이슈)
2

목표(이슈)
3
장기종합발전구상
미래상, 이슈와 전략중심

전략
1-1

전략
1-2

전략
2-1

전략
2-2

전략
2-3

전략
3-1

전략
3-2

공간구조 구상
<입지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용도지역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토지이용 관리방안
전략사업의 관리방안

환경, 방재, 안전 등 수립의
필요성이나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기타 주요계획

중심지 체계 및 기능배분
생활권 구분 및 개발방향
성장한계선의 설정
이슈 및 전략에 근거한
기반시설 종류 및 규모 제시

지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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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장기발전구상에서 도출된 계
획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만 수립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주요 이
슈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전략사업으로 혹은 주요 이슈
로 제안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노선이나 공원·녹지, 교육·문화·복
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문을 계획하자는 것이다.

마치며

1981년 제도화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도입 초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개발 관
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의 속도 조절, 관제 시장·
군수의 비리 등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는,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근본적
인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물량의 통제, 용도지역 변경과 도
시계획시설 결정의 예고, 도시 제반에 대한 부문계획 강제 수립 등은 그 대표적인 예
로써, 민선 지자체장과 지방정부를 여전히 수직적 관리·감독이라는 잣대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적 계획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과 동시에 담당자의 캐비닛에 들어가 5년 후 시
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가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화를 수용하기에는 적절했을지도 모르던 제도가 도시화
가 거의 멈춘 오늘날 그 쓰임새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
밋빛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비전 2040’과 같은
비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이며, 실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한번은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야 할 제도가 여전히 원죄를 안고 무용론에 직
면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중
앙정부의 무관심 또한 적지 않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잘못되어도 크게 부
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효과도 여러 가지로 섞여 서서히 드러나기에 그다지 시
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2005년과
2011년 제도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때 큰 틀을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승인 권한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버렸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도 하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 저
성장,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가 또 한 번 꿈틀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욕구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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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져 대규모 표준화된 개발보다는 장소 중심적이고 즉시적인 상황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 역시
새 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상위계획들은 지침 중심으로 간략하고 간소해야하며 가급
적 하위계획들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한없이 무겁고 진지하
게 말고, 사전적 계획틀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어떠한 형태로의 변화를 시도하든 한 도시의 정책이나 청사진 계획
임은 분명하며, 물적·비물적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정책실패
와 성공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정착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입안이 성숙될 것이다. 이제 제도화 40주년을 맞아 중년의 보다 성숙한 ‘꽃’으로 거듭나
기를 바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도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마음껏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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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질서 회복과
공간 혁신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방향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 · 교통공학전공 교수 (ikwon@ut.ac.kr)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

토지이용계획

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하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

실현수단으로써의

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된다.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1)은 도시 공동체를

용도지역제

위한 공공활동과 시민들의 공공활동을 위한 공공재의 공급, 도시 구성원 상호간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적 규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시
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용도지역제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적인 합리
적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규제이다. 즉, 토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크기, 밀도(인구밀도 또는 호
수밀도) 등과 같은 규제 항목을 통해 도시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외
부 불경제를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제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물로 토지이용 순
화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위해 태동되었는데, 독일에서 처음 도입

그림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용도란,
•토지이용의 용도(Use), 강도(Intensity), 구성(Configuration)을
토지이용계획

바람직한 방향(도시의 장래비전과 공간 구조에 적합)으로
조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
건축물
투영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방법에 대한

용도지역제

룰을 규정
•규제 항목: 용도 밀도, 높이, 규모, 입지, 배치 등

토지
건축물용도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도 포함하는 개념

자료: 이주일, 윤혜림 2019.

1) 도시계획의 목적은 단순히 공공재의 공급과 공적 규제를 통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
자들도 충분히 배려를 받고 소외된 계층이 없게 하는 초공리적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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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
되면서 우리나라에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지역은 물론 전 국토에 걸
쳐 적용될 만큼 일반적인 토지이용규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용도지역제는 주로 토지이
용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쓰였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재산가치의 보전과 증식의 기능과
포괄적인 도시계획 실현 기능을 해왔다.

우리나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주거, 상업, 공업’ 등 3개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 특징

‘풍치, 방화, 미관, 풍기지구’ 등 4개의 용도지구를 도입하였다. 이 법령에서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축
물의 높이 등에 대한 내용은 없고 대지 내 공지나 건축선 정도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서 개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이후 용도지역제와 관련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62년 「도시계획법」과 함께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건폐율과 함께 용도지역 내에서 건
축물의 높이2)를 제한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용적률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시설분류를 정리하여 건축법 부표에 근린생활시설을 신
설함으로써 토지이용 순화를 전제하였던 용도지역에 토지이용 혼합의 길이 트이게 되
었다(권일 2000). 1981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도 다른 용도
가 복합으로 건축될 수 있었으며, 이후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이 완화되면서 상업지역

그림 2 용도지역 간 차별성 부재 사례(서울: 연신내역)

제3종
일반주거

상업지역

연신내역

제3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
주거(7층)

제2종 일반
주거(7층)

제3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
주거(12층)

자료: 서울연구원 2016.

2) 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20m, 기타 지역은 35m가 허용 한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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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도관리 문제의 양상과 원인 종합

문제 양상

문제 원인

전용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침투

용도관리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괴리

주변 상권의 주거지역 확산
근린생활시설의 광범위한 허용
근린생활시설의 다양한 형태와 과도한 확산
용도지역 종 간 차별성 부재
동일 용도지역 내 광범위한 편차

사회·경제 변화 및 신규용도 출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 시스템 (사전명시 기준에 근거)

용도관리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의 현재화
정의가 모호하거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

건축허가 시점에서의 관리
(외형 변화 없는 용도변화 관리 수단 결여)

용도관리에는 허용되어 있으나 문제 발생
모호한 관련 규정
용도별, 건물단위별 면적 규정의 허점을 이용
건축 후 불법 용도변경

타 법과의 상충 및 연계 미흡

자료: 서울연구원 2016.

에서도 90%의 주거기능이 포함된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혼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도시 외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
리나라에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지 9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용도지역제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제에 한
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용도지역제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는 용도지역제 고유의 문제와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용도지역제 고유의 문제로는 지역
별로 일률적인 제한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유클리드지역제에서 비유클리드지역제로 유연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용도지역제는 1978년 도입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미
국과 달리 용도혼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는 그 용도 외의 건
물이 들어가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모텔 등 몇 개 용도를 제외하고 상업지역, 제2
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용도들이 거의 흡사해 종간 구분이 모
호하다 보니 용도지역제 고유의 문제와는 반대로 용도혼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하
다고 볼 수 있다.
용도지역제의 용도관리 외에도 우리나라 용도지역의 문제점은 첫째, 「국토계획법」 시행
령에서 개별 용도지역에서 허용용도 및 밀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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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도시 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3) 둘
째,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고 번거롭다는 계획 및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희정, 김상조 외
2017, 9). 셋째, 법령 및 지침상 용도지역별 지정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하위 용도
지역의 규제가 상위보다 더 느슨한 모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넷째, 용도지
역 간 허용용도의 차별이 적고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도시
환경상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희정, 김상조 외 2017, 9).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 간에 규제 용도의 차이가 부족하고, 상업지역과의 차별성
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표 1 용도지역별 밀도규제 현황 (2022. 4. 기준)

구분

서울시 조례

창원시 조례

충주시 조례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사대문 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제1종 전용

50

50~100

50

100

50

50~100

40

100

제2종 전용

50

100~150

40

120

50

100~150

50

150

제1종 일반

60

100~200

60

150

60

100~200

60

200

제2종 일반

60

150~250

60

200

60

150~250

60

250

제3종 일반

50

200~300

50

250

50

200~300

50

300

준주거

70

200~500

60

400

70

200~500

70

500

중심

90

400~1,500

60

1,000(800)

90

400~1,500

90

900

일반

80

300~1,300

60

800(600)

80

300~1,300

80

800

근린

70

200~900

60

600(500)

70

200~900

70

600

유통

80

200~1,100

60

600(500)

80

200~1,100

70

600

전용

70

150~300

60

200

70

300

70

250

일반

70

200~350

60

200

70

350

70

350

준공업

70

200~400

60

400

70

400

70

400

용도지역

주
거

국토계획법
건폐율
(%)

상
업

공
업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당 도시 도시계획조례.

우리나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

용도지역제

라는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용도지역제를 운용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개편 방안

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즉,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세부
관리, 도심 상업지역의 과도한 주거용도 제어를 위한 용도용적제, 대규모 부지의 사전
3)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용도가 매우 적고, 밀도의 경우 도시의 특성에 따른 적정 밀도로의 유도가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는 도시특성에 따라 최고 용적률을
300~1,300%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은 80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중소도시들에서는 1,300%로 정하는 실정임. 이러다 보니, 대도시지역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고, 중
소도시에는 용도지역이 밀도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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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을 위한 경관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의 많
은 개선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제는 시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며, 용도지역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다. 낡은 틀을 과감히 버리고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용도지역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용도지역제에 대한 개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도시계획 체계 내부적 필요성에 따
른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도 나타난다. 즉, 최근 생산인구 감소, 성장 동력의 약화로 인해,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편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현행 용도지역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
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도지역제 개편방향은 본래
원칙은 지키되 시대적·지역적 요구는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용도지역 개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 용도지역제 본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용도지역제의 본래 목적은 토
지 개발과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토지이용 순화를
통해 도시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 고유의 문제와는 반
대로 과도한 용도 혼합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혼란을 일으키는 과도한 혼합이 아니라 질서 있는 혼합이 필요하다. 즉, 안
마시술소, 노래방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거나, 제3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일반주거지역에 입지를 금지하거나, 동일 건물 내 총면적 기준으로 용도를 구분4)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용도지역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이용에 대
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토지 위의 건축물의 용도 규제에 초점5)이 맞추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15,000인/㎢이
넘는 서울과 같은 도시와 인구밀도가 100인/㎢도 되지 않는 농촌도시에도 같은 용도지
역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는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
는 반면 중소도시는 오히려 단순화된 용도지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
분의 도시는 같은 도시 내에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 동일
한 용도지역에 따른 동일한 용적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중심지

4) 예를 들면 연면적 500㎡ 이하의 탁구장·체육도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지만, 500㎡ 이상은 운동시설로 분류
되어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일 건물에 사업주를 달리한 500㎡ 이하가 두 개 이상 들어가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되어 완화된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건축물의 규모, 층수, 허용용도 등을 규정하고, 「건
축법」에서 허용용도와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규정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명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주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을 위하여 구분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제에서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가 결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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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기반시설의 능력에 따라 용적 규제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용도지역제가 토지
이용 순화를 통하여 외부불경제를 막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용도지역제 운
용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시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구조의 형성, 지
식기반 산업 등을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이러한 창조적 인력이 한 곳에 모여 24시간 자유롭게 일하
고, 놀고, 잠잘 수 있도록 기존의 용도 구분을 뛰어 넘는 융·복합 산업공간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용도와 밀도가 분리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용도지역제는
용도와 밀도가 일원적으로 연동되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면, 허용 용도의 변동이 없
는 밀도의 조정이 불가하거나, 밀도의 조정이 없는 허용 용도 변경이 어렵다.6) 앞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특성을 살리기 위한 저층·저밀형 상업지역도 필요하고, 역세
권 중심의 고층·고밀의 주거지역도 형성할 수 있는 용도지역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스스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대한 운용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별 밀도의 범위가 주어졌으나,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시
행령상 상한으로 단일 지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폐율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면 용적률까지 상승하는
저층 가로형 상가 조성 등의 관리목표에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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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및 생활권

생활권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 구역과는 관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

계획의 개념

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1)’로,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정서적으
로 동일하다고 느끼는 공간적인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의 개념은 도시계획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
다. 생활권의 개념이 도시계획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당초 1929년 페리의 근린주
구 이론에서부터이다. 여기에서의 생활권은 보행 접근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자
동차의 보급으로 인하여 차량 동선이 이동수단으로 일상화되면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대·중·소생활권으로 위계를 구성하는 등 생활권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초고속 교통수단의 활용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 개념이 종
래의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의 범위를 넘는 광역 도시권
또는 지역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은 도시계획을 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도시계획 운용에

생활권 및 생활권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광역

계획

도시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운용할 경우,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 2020; 2021a).
특히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부문별계획의 하
나로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군의 발전과정, 개발 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 지역특성별
로 위계에 따른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일상 또는 근린(소)생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b85dd86f2a044ba9a0f24641437befd (2022년 3월 10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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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과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부문별계획의 하나인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의 ‘생활권 설
정 및 인구배분계획’ 차원에서 작성되고 있다.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
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
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인구배분계획은 토
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 인구추정을 통해 생활권별 관리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여타 부문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생활권별 인구 배분에만 그치고 있어 생활권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전략
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생활권 단위로 도시관
리계획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으며, 여타 부문별계획에서 생활권별 계획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않는 등 부문별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
지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건강
에 대한 위험과 생활에 대한 불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의 일상화, 도보권 내에서의 일상생활 증가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생활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근린주구를 기반으로 하는 근린생활권의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기존의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에 대한 한계와 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 교
통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화, 그리고 콤팩트화에서 제외된 지역은 철도나 버스, 자전
거 등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는 ‘콤팩트-네트워크
그림 1 생활권계획의 도시계획적 위상

기반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한계와 필요성을 가진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

광역도시계획

은 현행의 소극적인 생활권계획의 위상 및 내용에서 벗어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하위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중간단위도시계획)

여타 부문별계획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그림 1>과 같이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계획

한편, 생활권계획의 중간단위도시계획 위상 강화와 관련하
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상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생활권계획의 도시계획적 위상
자료: 저자 작성.

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법적 위상이 다른 별도의 계획체계로 구성

2)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2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제13절 생활권계획,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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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생활권계획의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생활권계획 수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3단계 도시계획체계(‘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한 4단계 계획체계(‘광역도시계획’–‘도시
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를 갖게 되며, 중·소도시 등 대도시 이외의 도
시에서는 새로운 계획제도의 도입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다음, 현행 「국토계획법」상 계
획체계의 하나인 도시기본계획의 한 분야계획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국토계
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크게 총론 부문으로써 생활권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의 목
표 및 공간구조 설정’과 ‘부문별계획’의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체
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을 강화한다면 ‘계획의 목표 및 공간구조 설정’과 ‘부문별계획’, ‘생
활권계획’의 세 분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현행 3단계 계획체계(‘광역도시계획’-‘도시
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생활권계획의 위
상이 약화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 후에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콤팩트 - 네트워크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은 일상 또는
기반 생활권계획

근린(소)생활권(이하 ‘근린생활권’)과 권역(대)생활권(이하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의 한계, 인구감
소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생활권 설정의 필요성 등을 기반
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의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산어촌 포함) 등 국토공간
의 다양한 공간 특성에 맞는 생활권의 개념 및 콤팩트-네트워크 기반의 생활권계획 수
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시 또는 군이라는 단일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
고 있는데, 단일 행정구역의 범위가 생활권 설정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간의 생활권 설정 공간 구성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①근린생활권, ②권역생
활권, ③도시생활권, ④광역생활권의 4단계 생활권체계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시생활권은 단일 행정구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권이어서 도시공

그림 2 생활권 단계구성

근린생활권

자료: 저자 작성.

30

권역생활권

도시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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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린생활권(도시지역)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근린생활권
(콤팩트생활권)

주변
생활권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주변
생활권

근린공공청사

병원, 은행 등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철도역

초등학교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근린상가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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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간을 대상으로 한 생활권 설정의 가장 기초단위가 될 수 있다. 도시생활권을 포함한 각
생활권 단계별 생활권의 정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생활권계획 내용 등 생활권 설정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린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통학, 사교 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상점 이용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도보나 자전거, 마을버스 등 근거리 교통에 의해 접근하는 생
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강조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나 호주 멜버른
의 15분 생활권 도시(김현수 2021)와 2021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후보
의 21분 콤팩트 도시, 부산시장 후보의 15분 도시구상(경향신문 2021) 등이 이러한 근린
생활권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근린생활권은 ‘도시지역 근린생활권’과 농산어촌 등 비도시지역 근린생활권(이하, ‘비
도시지역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 근린생활권은 지하철역이나 버
스정류장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의 근린공공청사, 병
원이나 은행, 근린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등 자족성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족성을 기반
으로 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권역생활권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변화된 여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도시
지역 근린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비도시지역 근린생활권은 근린 공공청사나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취락을 구
성하고 이들 지역 내에 상점이나 진료소, 우편이나 은행창구 등을 집적화하여 어느 정
도 자족성이 가능한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도보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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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린생활권(비도시지역)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마을

마을
이전 유도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네트워크(교통, 정보 등)

주유소

상점
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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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지역의 근린생활권과 같은 자족성을 갖추기는 어려우
나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일상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마을과 버스
나 승용차 등으로 의해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주변의 산재한 마을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 근린생활권의 중심지로의
이전을 유도하여 비도시지역의 콤팩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비도시지
역 근린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근린생활권은 이와 같은 물리적인 콤팩트 - 네트워
크화 외에 ICT 기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근린생활권의 중심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디
지털 불평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린생활권 간에도 버스나 철도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 의한 네트워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린생활권의 생활권계획 내용은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 강화된 생활권계획의 틀 속
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린생활권에서 일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콤팩트화 방안을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등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도보권을 기반으로 하
는 자족성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생활권계획은 도시지역 생활
권계획과 달리 네트워크 개념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며, 콤팩트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을
근린생활권 중심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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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생활권’은 단일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권 개념에 따라 생활편익시설의 이용
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범위로 이루어지는 생활권으로서, 보통 대도시와 같은 단일도
시에서 복수의 권역생활권으로 구성된다. 권역생활권은 도시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복수의 권역생활권으로 구성되고 중소도시나 농
촌의 경우, 권역생활권이 하나만 존재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이하 ‘도
시생활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권역생활권은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의 거점을 통해 생활편익시설
에 접근하며, ICT 기반의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다른 권역생활권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를 구성한다. 권역생활권에는 중심지가 존재한다. 이 중심지에 시가지를 콤팩트화하는
시가화유도존(콤팩트존)을 설정하여 개발 수요를 시가화유도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등 권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화를 유도한다. 권역생활권의 주변지역에서
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이미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주요 시설 중 자립
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버스나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의해 연결하고, 자립
이 어려운 지역은 시가화유도존으로 유도한다. <그림 5>는 권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

그림 5 권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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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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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도시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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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권역생활권의 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서 생활권별 비전이나 도시공간구조 전략, 인구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생활서비스시설(교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의
공급 및 관리계획,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생활권별 도시계획 운용을 위한
주민참여계획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생활권’은 ‘단일도시라는 하나의 행정단위를 지리적 범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생
활권’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생활권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 위상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콤팩트 - 네트워크 기반의 개념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생활권은 도시규모에 따라 하위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권역생활권과 근린생활권을 모두 구성할 수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근린생활
권만을 구성할 수 있다. 도시생활권에서는 생활권의 유지 및 활성화나 생활권 내 기반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생활권의 콤팩트화를 유도하며, 복수의 권역
생활권으로 구성되는 도시생활권의 경우, 권역생활권 간에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네
트워크화를 추진한다.
도시생활권에는 인구나 시설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도시중심지가 존재하고 도
시중심지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중심지와 함께 시가지가 형성된 지
역을 보통 시가화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시가화유도존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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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시가화유도존에서 도시의 일상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입지시키는 콤팩트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시가화지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중 독자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버스나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의해 연결하고, 독자적
인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지역은 시가화유도존으로 유도하는 등 네트워크화를 도모
한다. <그림 6>은 도시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생활권은 단일 도시의 행정구역을 계획의 범위로 하는바, 도시생활권의 계획 내
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의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앞에서 언급한 중간단위
도시계획으로서의 생활권계획 위상 강화와 관련된 두 가지 대안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
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중간단위도시계획으로서의 생활권계획에 준하는 위
상과 내용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생활권’은 ‘연담도시나 지방 소도시 등 단일도시의 지리적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
복수의 도시들이 승용차나 광역버스, 철도 등 광역적 교통수단이나 ICT 기반의 정보통
신 수단에 의해 접근하고, 광역 인프라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의하여 개별 도시의 관리
나 기능을 유지하는 생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역생활권은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들의 연합 형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복수의 도시들이 연합하여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
권(이하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과 거점도시 없이 유사한 규모의 도시 등이 연합

그림 7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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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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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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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2021b.

하여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권(이하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은 광역시 및 광역시와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
하고 있는 주변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권역이나 광역시는 없으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
성하고 있는 도시 중 눈에 띄는 거점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도시권역으로 이루어진 광
역생활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은 거점도시는 없으나 유
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권역이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과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적용 개
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으로서 여기에서는 권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소도시가 연계하면서 시민이 요구
하는 도시권 차원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점도시연계형 광역
생활권에서는 거점도시가 권역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콤팩
트화하고, 주변 소도시는 거점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화하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인근 소도시와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그림 7>은 거점도시연계형 광
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소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으로 여기에서는 도시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거점
도시가 없어 ‘비교적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가 상호 연합하여 도시권 차
원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응하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소도시연합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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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생활권에서는 거점도시는 없으나 유사한 위계를 가진 중·소도시들이 연합하여 권역
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연합 차원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주변에 산재
되어 있는 마을은 인근 중·소도시와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그림 8>은 소도시연
합형 권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광역생활권은 거점도시연계형 광역생활권이나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 모두 광역
생활권의 유지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생활권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콤팩트화를 유도
하며, 광역생활권 간에도 광역 교통수단에 의한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거점도
시연계형 광역생활권이나 소도시연합형 광역생활권 등 광역생활권의 계획적 관리수단
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권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광역생활권의 콤팩트-네트
워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권계획의 위상 및 성격, 내용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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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계획 동향과 특징
이승우 ㈜국토비전컨설팅 대표 / 도시계획기술사 (woojoohosu@naver.com)

인구감소지역

통계청은 2021년 12월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지정 및 특징

가 5,184만 인으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시·군을 <표 1>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이하 ‘감소지역’)
으로 최초 지정·고시하였다. 감소지역 지정 근거는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사용한 인구감소지수 1)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수도권에 지나친 인구 집중(전체 인
구의 50% 이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 단계(고령화 2017년, 초고령화 2025년)를 보이고 있다. 셋
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경험한 국가(일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부산광역시(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2개)

남구, 서구

인천광역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1)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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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남유럽)들의 평균 성장률은 감소시점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인구
감소 여건에서 향후 10년 내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적정 인구를 확보하면서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지역 중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2010년~
2020년)의 (시가화지역)인구밀도, 시가화지역, 도시계획시설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도
시계획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되었다.

①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 감소지역
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각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 시가화지역 인구밀도 감소율, 시가화지역 면적 증가율, 도시계획시설 면적 증
가율, 1인당 시가화지역 면적, 1인당 도시계획시설 면적 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
판단 요소들의 수치가 큰 시·군이 많은 광역지자체를 보면, 전라남도 > 경상북도 > 충
청남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전라북도순이다.

② 도시 유지 비용 증가 가속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시정촌 인구밀도와 행정비용2) 자료를 보면 “인구밀도가 낮을수
록 1인당 행정비용은 증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대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의 1인당 평균 세출액이 약 4.5배 많다고 확인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시가화
면적은 증가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시·군은 도시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유발한다.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에 공공서비스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이 악순환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폐지나 축소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매력도를 저하시키고, 다
시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구형수 외 2016, 28-29).

③ 인구구조의 건전성 저하
인구구조분석가 해리 덴트(Harry S. Dent)는 「인구절벽이 온다」(2018)에서 생산가능인
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
다. 소비력이 가장 높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세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는 경제활동의 양과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마강
래 2017, 94). 인구감소시대에는 인구수보다도 생산가능인구를 더욱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최저인구(10만 인 이상)에도 미달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시·군(광역시·군 제외) 중 인구 10만 인 미만은 85개, 10만
인 이상은 67개이며, 10만 인 이상 비감소지역도 상당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 도시 운영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시설, 생활 SOC 등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제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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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감소지역
도시계획 실태

강원도는 전체 평균(9.1인/㎢)과 감소지역의 평균(5.1인/㎢)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7개
도의 감소지역(8.9인/㎢)과 비감소지역(62.7인/㎢)의 평균이 약 7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편차는 12배로 가장 크다. <표 2>와 같이 감소지역
의 인구밀도는 10인/㎢ 미만인 시·군은 53개이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84만 인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757만 인
이며, 대부분이 시가화지역3)에 거주하고 있다. 7개 도와 감소지역의 시가화지역 인구
밀도 추이는 <표 3>과 같다. 시가화지역 인구밀도의 감소율이 큰(-35% 이상) 시·군은
공주시, 해남군, 울릉군, 고성군(강원), 하동군이다. 시가화지역 인구밀도는 삼척시, 태
백시,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이 가장 낮다(40인/㎢).

표 2 감소지역의 인구밀도

(단위: ㎢, 개)

구분

평균
비감소지역

감소지역

5인/㎢
미만

5~10인
/㎢

10~15인
/㎢

15인/㎢
이상

강원도

9.1(18)

36.0(6)

5.1(12)

9

2

-

1

충청북도

20.9(11)

36.2(5)

7.7(6)

2

2

1

1

충청남도

24.2(15)

44.9(6)

14.3(9)

-

2

3

4

전라북도

23.2(14)

112.8(4)

9.2(10)

3

2

3

2

전라남도

15.5(22)

104.2(6)

8.7(16)

-

13

3

-

경상북도

14.1(23)

33.9(7)

7.6(16)

4

8

3

1

경상남도

31.2(18)

71.2(7)

9.4(11)

1

5

4

1

주: 괄호 안은 해당 시·군 수.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20)를 편집하였음.

표 3 감소지역의 시가화지역 인구밀도 추이(2010~2020년)

구분

2010년

2020년

감소율

강원도 / 감소지역

81.8 / 74.0

77.4 / 64.5

-5.4% / -12.8%

충청북도 / 감소지역

107.8 / 91.4

89.7 / 79.8

-16.8% / -12.7%

충청남도 / 감소지역

83.4 / 109.5

79.5 / 89.8

-4.7% / -18.0%

전라북도 / 감소지역

94.4 / 94.8

86.0 / 81.3

-8.8% / -14.3%

전라남도 / 감소지역

54.9 / 68.7

49.9 / 55.3

-9.0% / -19.6%

경상북도 / 감소지역

76.1 / 90.6

66.1 / 77.1

-13.0% / -14.9%

경상남도 / 감소지역

94.1 / 90.1

85.3 / 72.2

-9.4% / -19.9%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3) 시가화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합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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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시가화지역
■인구
최근 10년간의 감소지역 인구 및 시가화지역 면적 추이는 <표 4>와 같으며,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였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감소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0% 이상)하였다. 충청남도는 감소지역과 비감
소지역 간 인구 증감의 편차4)가 가장 컸으며,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감소지역 중 인구가 너무 과소하여 지방자치법(제10조)에 의한
시·읍의 설치요건(시: 5만 이상, 읍: 2만 이상)에도 미달하는 지자체는 태백시(42,719
인), 영양군(16,692인), 울릉군(9,077인)이다.
표 4 감소지역 인구 및 시가화지역 면적 추이(2010~2020년)

구분

인구

(단위: 인, ha)

증감률

시가화지역

2020년

강원도(18)

1,529,818

1,542,840

0.9%

18,701

19,936

6.6%

비감소지역(6)

1,014,511

1,055,414

4.0%

11,742

12,384

5.5%

감소지역(12)

515,307

487,426

-5.4%

6,959

7,551

8.5%

1,549,528

1,600,837

3.3%

14,373

17,855

24.2%

1,204,116

1,268,857

5.4%

10,593

13,696

29.3%

345,412

331,980

-3.9%

3,780

4,160

10.0%

1,993,643

2,121,029

6.4%

23,915

26,693

11.6%

1,259,401

1,459,701

15.9%

17,211

19,326

12.3%

734,242

661,328

-9.9%

6,705

7,367

9.9%

1,868,963

1,804,104

-3.5%

19,804

20,971

5.9%

비감소지역(4)

1,306,534

1,299,176

-0.6%

13,873

14,757

6.4%

감소지역(10)

562,429

504,928

-10.2%

5,931

6,214

4.8%

1,918,485

1,851,549

-3.5%

34,966

37,102

6.1%

비감소지역(6)

1,121,635

1,139,989

1.6%

23,369

24,230

3.7%

감소지역(16)

796,850

711,560

-10.7%

11,596

12,872

11.0%

2,689,920

2,639,422

-1.9%

35,370

39,904

12.8%

비감소지역(7)

1,729,753

1,747,393

1.0%

24,772

28,332

14.4%

감소지역(16)

960,167

892,029

-7.1%

10,598

11,572

9.2%

3,290,536

3,340,216

1.5%

34,952

39,154

12.0%

비감소지역(7)

2,671,605

2,764,553

3.5%

28,084

31,178

11.0%

감소지역(11)

618,931

575,663

-7.0%

6,868

7,976

16.1%

충청북도(11)
비감소지역(5)
감소지역(6)
충청남도(15)
비감소지역(6)
감소지역(9)
전라북도(14)

전라남도(22)

경상북도(23)

경상남도(18)

2010년

2020년

증가율

2010년

주: 괄호 안은 해당 시·군 수.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20)를 편집하였음.
4) 10% 이상 증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홍성군 / 10% 이상 감소: 공주시, 서천군, 부여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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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이 5만 인 미만 지자체는 47개 시·군으로 7개 도 감소지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시, 태백시, 보성군, 강진군, 울릉군은 인구감소율이 -15% 이상이
다. 20만 인 이상 비감소지역 중에서 창원시, 포항시, 경주시, 익산시, 여수시, 목포시,
강릉시 등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5 감소지역 인구 및 인구증감률 추이(2010~2020년)

인구

합계

3만 인 미만

합계

80

17

30

24

9

10%~0%

5

3

2

-

-

0%~-5%

15

-

8

5

2

-5%~-10%

31

9

9

8

5

-10%~-15%

29

4

8

11

1

-15% 이상

5

1

3

-

1

증감률

3만~5만 인 5만~10만 인 10만 인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시가화지역
시가화지역 면적은 2020년 현재 4,273㎢이며, 전 국토면적의 약 4%이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용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지역은 희소하면서 지가가
타 용도지역에 비해 높다. 시가화지역의 변경·결정은 시·군의 시가화지역 수요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거나 개별 사업법 등으로 의제 처리하여 정하고 있다. 토지의
수요, 공급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요)와 시가화지역 면적(공급)에 정비례로 형성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표 4>와 같이 시가화지역 면적은 인구가 대부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면적 증가율은 감소지역이 비감소지역
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은 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화지역을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공주시, 해남군, 울릉
군, 고성군(강원), 하동군, 고령군, 장성군, 성주군은 면적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1인

표 6 감소지역 시가화지역 면적 및 인구 증감률(2010~2020년)

시가화지역

합계

-100%~0%

0%~10%

10%~20%

20%~30%

30% 이상

합계

80

12

37

13

10

8

10%~0%

5

-

2

-

3

-

0%~-5%

15

-

6

5

2

2

-5%~-10%

31

7

16

5

2

1

-10%~-15%

29

4

12

2

3

3

-15% 이상

5

1

1

1

-

2

인구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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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가화지역 면적은 전라남도(200ha/인)를 제외한 6개 도가 110ha/인~150ha/이며,
250ha/인 이상인 시·군은 삼척시, 태백시,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이다.
감소지역에 대한 시가화지역 면적 및 인구의 증감률 추이는 <표 6>과 같으며, 감소
지역 중에서 시가화지역 면적이 감소하는 시·군은 전무하였다. 공주시, 해남군, 울릉
군, 고성군(강원), 하동군은 인구가 크게 감소(-10% 이상)하면서 시가화지역 면적은 크
게 증가(20% 이상)하였다. 반면에 보령시, 신안군, 군위군, 강진군은 인구가 감소(-5%
이상)하면서, 시가화지역 면적도 감소(-5% 이상)하였다.

도시계획시설 면적
도시계획시설은 계획은 미래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공공시설 용
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이다. 2020년 현재 하천, 도로,
공원, 체육시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 면적 비율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규모에 따라 일부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운영·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건설 이후에도 운영관리비가 건설비보다 평균
3~4배 많이 소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7개 도와 해당 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추이는 <표 7>과 같다. 시설
집행면적은 7개 도가 2010년보다 3~36배 정도로 급증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표 7 감소지역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추이(2010~2020년)

구분
강원도(18)
감소지역(12)
충청북도(11)
감소지역(6)
충청남도(15)
감소지역(9)
전라북도(14)
감소지역(10)
전라남도(22)
감소지역(16)
경상북도(23)
감소지역(16)
경상남도(18)
감소지역(11)

(단위: ha, ha/인)

집행면적
2010년

2020년

1인당 집행면적
증감률

2010년

2020년

증가면적

3,274

47,657

1,356%

21.4

308.9

287.5

1,561

29,900

1,816%

30.3

613.4

583.1

1,937

36,289

1,774%

12.5

226.7

214.2

1,173

14,533

1,139%

34.0

437.8

403.8

6,107

41,677

582%

30.6

196.5

165.9

4,958

20,983

323%

67.5

317.3

249.8

2,435

38,040

1,462%

13.0

210.9

197.8

863

21,197

2,357%

15.3

419.8

404.5

3,438

67,157

1854%

17.9

362.7

344.8

1,172

43,667

3,625%

14.7

613.7

599.0

6,576

72,416

1,001%

24.4

274.4

249.9

2,405

40,644

1,590%

25.1

455.6

430.6

3,479

58,164

1,572%

10.6

174.1

163.6

1,377

28,209

1,948%

22.3

490.0

467.8

주: 괄호 안은 해당 시·군 수.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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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행한 결과이다. 집행면적 증가율이 비
감소지역에 비해 작은 감소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이다. 감소지역 중 전라남도와 전
라북도는 인구감소율과 시설 집행면적 증가율이 가장 크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1인
당 시설 집행면적이 613ha/인으로 가장 많다.
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및 인구의 증감률 추이는 <표 8>과 같다. 전
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지만 시설 집행면적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집행면적 증가율의
평균은 6,500%이며, 1인당 시설집행면적의 평균은 600ha/인이다. 고흥군, 영덕군, 고
창군은 인구가 10% 이상 감소하면서 시설 면적은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8 감소지역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및 인구 증감률(2010~2020년)

합계

1,000%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10,000%

10,000%
이상

합계

80

13

11

18

21

17

10%~0%

5

-

-

1

-

4

0%~-5%

15

5

2

3

3

2

-5%~-10%

31

4

2

10

7

8

-10%~-15%

29

4

6

3

8

3

-15% 이상

5

-

1

1

3

-

시설집행

인구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과 시가화지역 면적 증감률에 대해 감소지역(80개 시·군)과
비감소지역(41개 시·군)으로 구분해서 <표 9>와 같이 비교하였다. 감소지역은 시가화
지역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가 68개이고, 시설집행면적 증가가 2,000% 이상인 지자체
가 56개이다. 비감소지역은 시가화지역 면적이 감소한 지자체가 30개이고, 시설 집행
면적 증가가 2,000% 미만인 지자체가 26개이다.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감소지역은 과잉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표 9 감소지역 도시계획시설 집행면적 및 시가화지역 면적 증감률(2010~2020년)

합계

1,000%
미만

1,000%
~2,000%

2,000%
~3,000%

3,000%
~10,000%

10,000%
이상

합계

80 / 41

13 / 17

11 / 9

19 / 3

20 / 10

17 / 2

30% 이상

8/1

-/-

2/-

1/-

4/1

1/-

20~30%

10 / 1

1/1

-/-

3/-

3/-

3/-

10~20%

13 / 2

3/-

2/1

5/-

2/1

1/-

0~10%

37 / 7

8/3

4/3

8/-

10 / 1

7/-

-10%~0%

9 / 12

1/6

3/-

2/2

-/4

3/-

-10% 미만

3 / 18

-/7

-/5

-/1

1/3

2/2

시설집행
시가화지역

주: 감소지역 / 비감소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2010; 2020)를 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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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성장 둔화가 예상
된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활성화
감소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적정 인구규모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시구조로 전환
하기 위해 복수의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소규모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이 필요
하다. 감소지역 시·군의 평균 인구수(약 5만 인)를 감안하여 3~5개의 시·군을 묶어서
계획 대상인구가 15만~20만 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시·군이 하나의 도시
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며, 생산가능인구를 계획의 핵심지
표로 관리해서 인구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 개념은 강소도시권5)이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구역 통폐합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도시계획의 선제
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인구연동형 시가화지역 총량제 도입
감소지역의 과도한 시가화지역 지정은 지가가 저렴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양산해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을 야기한다. 또한 구시가지 주거지역 내 빈집이 속출하고
산업단지가 과다하게 미분양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내부의 충진
식 개발을 적극 지향하는 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소규모 광역도시계획에서 지
자체별로 현재의 시가화지역을 고려하여 도시성장한계선을 설정하고, 인구의 증감에
따른 시가화지역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신규 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일몰제를 적용
하여 무분별한 양산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시가화지역이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센티
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적정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이용객이 적고, 운영유지비가 많이 발생하여 지자체의 세출에
부담되는 시설은 선별해서 도시계획시설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 빈도와 시설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세출예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
를 마련해야 한다.
5) 강소도시권은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 생활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권역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주거지를 갖는 국토·지역의 기초공간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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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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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서 비도시지역의 조화로운 이용·
보전·관리가 약해지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개발압력이 높은 인근 비도시지역의 주거
지역 인근에 소규모 공장의 개별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거
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익산 장점마을 등과 같은 대도시 인근의 마을에 소규모 공장이
밀집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법 및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은 ‘주거-공장 혼재 지
역’ 중 환경 위해의 수준이 아주 좋지 않다는 면에서 ‘환경위기지역’이라 부를 수 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비도
시 지역 개발입지 공장의 입지여건이 완화되었다(강호제 2014). 그 결과, 제조업 등의
공장이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 환경위기지역은 특히, 환경오염이 심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있어
주민의 주거권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이주,
보상, 복원 등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추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림지역에서 산지, 농지 등과 같은
곳에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난개발 관리를 위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에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을 설치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였
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 피해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로 인해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가 난
개발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환경부에서는 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난개발 차
단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개발 문제는 그동안 공공 측면에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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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관련 법·제도가 개별법 형태로 분산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발
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환경위기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통
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거-공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별법의 한계와 문제점
을 분석한 후, LH 등 공공사업 시행자는 물론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하
여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별입지

도시에서 나타나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중심 시가지의 붕괴와 더불어 도시

난개발 원인 및

계획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3년에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

피해 현황

이용계획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
합하였다(반영운 외 2015). 이후 2013년에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
리 등으로 세분하였다. 개별입지 공장이 비도시지역, 즉 관리지역에 증가한 주된 이
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환경 등 입지 관련 규
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의 재량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도시 외곽 비도시지역의 논, 밭, 임야에는 소
규모 개발들이 난립하면서 개별입지 집적지 공장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반영운 외
2010; 2015). 이들 지역의 주요 문제점은 입지분포(수도권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역
에 위치), 입지비용(계획입지에 비해 낮음), 내부도로 및 주차장(도로 부족, 통근 어려
움, 이미지 저하 등), 녹지 및 공원시설(녹지 및 완충녹지 미비, 소음 문제 발생), 토지
이용(난개발, 환경문제, 경관훼손 등), 소방 및 방재(시설 미비 등) 등이다.
개별입지 난개발 피해 사례는 개발압력이 높고 도시적 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
은 도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에 들어선 개별 공장들이 환경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도 관리 및 단속에 소홀하여 주민들은 암 발병 등 다양한 환
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김포의 거물대리, 인천의 사월
마을, 익산의 장점마을 등이 있다. 특히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 2012년 8월 7일에 처
음 피해 상황이 보고된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고, 2014년에는 환경기
초조사와 주민들의 생체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2020
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76명이 환경피해에 따른 의료보상을 받았
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며, 계획입지로의 전
환 및 주민 이주·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인천 사월마을의 경우, 지
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환
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총 52세대, 122명
(2019년 6월 기준) 중 75%의 세대가 주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환경부 2019). 그러
나 이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대책 시
행’을 촉구하고 있고(인천뉴스 2021), 인천시는 주거 부적합 결정 직후, 사월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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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주를 천명하였지만 경제성 등 다양한 이유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환경위기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근본적
인 대안이 필요하다.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난개

난개발 해소

발 행위를 근절하려 하였으나(반영운 외 2015) 일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법제도 현황 및

않아 관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도입 초기에는 오염

문제점

배출업종을 지정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수질대기보전법」에 의
한 배출기준이 있다는 명목으로 업종 제한 규제도 사라졌다(이영재 2017).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제도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준산
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다(반영운 외 2015). 이들 제도를 비교하고 각 제
도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된 개발행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 및 관리가 어렵다. 또한, 기반
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기반시설의 용량 조절 및 개발행위 허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
으나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을 때 사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제도

표 1 개별입지 관련 제도 비교 및 한계

구분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용

주요 기능

한계점

개발행위
허가제도
(제56조,
시행령 51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개발행위

•시·군 재량적 판단의 어려움
•적용 기준이 불명확
•주민과 행정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한 조정·관리 어려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2조, 제67조, 시행
령 제64조)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임

•기반시설 용량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을 시
조절 및 개발행위
사업자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허가
부담이 있음

제도

준산업단지
(제2조, 제8조의3,
제10조의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함. 도시 또는 도시
•국가, 지자체 재정보조에 대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개별공장의 밀집
근거 부족(인센티브 및 동기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도가 높은 지역을
부여 부족)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계획관리지역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공신력
필요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으로 전환
부족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
(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함

공장입지유도지구
(제40조의2, 3,
제45조의2,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에 지정하고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 •공장설립 여건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양호한 지역에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공장 설립 지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자료: 반영운 외 2015; 이영재 2017; 법제처를 토대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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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정 기준 사업 시행
수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구
지정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음
•지구 지정 후 장기 미집행
시 지가 상승 우려 및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

를 규정하고 있다. 준산업단지는 개별 입지 공장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보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장입지유
도지구는 공장 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구체적 지
정기준과 사업시행수단 등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으며 지구 지정
후 장기 미집행 시 지가 상승 우려 및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환경위기지역

환경위기지역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 문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개별입지 난개발

관계부처합동 체계로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제도의 이원화, 관

해소 법제도

련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방향

사전 예방, 피해 정비, 운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 부처의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호 연계된 것이 많고, 협
의를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히 각 개별법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환경위기지역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각종 사업의 주거환경영향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반영운 2021).
먼저, 개별입지의 난개발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개별
입지에 공장들이 들어서는 유관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개별입지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소규모 공장입지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어 소규모라
할지라도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거환경영향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전에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위기지역의 경우 토양, 수질, 대기질 등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주거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거환경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비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비계획과는 다르게 환경위기지역의 난개발 해소 정비계획
에는 기존 개별입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변 지역
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산업개발, 환경오염 피해 복구, 주민 환경피해 보상 및 이
주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관리할 수 있
는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실행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영향
조사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주거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난개발 해소를 위한 정비 계획 범위에 환경오염 피해복구 방법, 생태
no.487 | 202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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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 사업 시 특별법에서 ‘타 법령과의 인
허가에 대한 의제 등’에서 정비 계획 수립 시 승인된 내용은 의제 처리가 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
며 이원화되어 있는 법으로 인해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피해 정비-운영 관리’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공장주와의 지원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
한 협력체계를 운영 관리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조사, 보상, 이주,
정비 계획, 개발의 경우 많은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이를 추진하고 운영·관
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환경영향 조사 단계는 공공에서 개별입지 난개발 발
생 지역을 분석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계획 승인 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운
영·관리 시에는 각 개별법의 상충 문제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와 주민 공
장주들과의 협의 시 공공기능을 가진 총괄 감독이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은 공공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여 관
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기지역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공공의 재정 지원이 절
실히 필요하다. 정비사업 시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환경
피해로 인한 보상 및 이주, 오염된 토양, 대기 등의 환경 복구,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
입지 전환 시 필요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조성, 운영관리 등에 필
요한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 주민 및 공장주 정비사업 참여 시 필요한 비용 등과
같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
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두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비용 집행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특히, 환경위기지역에 거주하면서 개별입지 난개발로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
의 이주대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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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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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약 20여 년간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계획 패러다임 변

도시계획 수립

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도시 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체계 도입의

‘포스트 코로나’ 등이 중요한 어젠다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 ‘탄

필요성

소중립’은 도시 토지이용·시설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대비, ‘포스트 코로나’는 언택
트 시대 주민참여 계획 등의 측면에서 데이터와 정보화체계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도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화(Datafication)를 가능하
게 하며, 이를 통한 데이터 기반(Data driven) 도시계획 수립 체제 역시 현실화되고 있

그림 1 디지털 우선 접근방식을 통한 ‘Planning for the Future’의 달성
디지털 우선 접근장식을 통한 “Plnning for the Future” 달성

디지털도구
활용 의사결정
• 시각화 및 디지털
접근방식 활용
• 제안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이해도 증진
• SNS, 휴대폰을 사용한
시민 참여

디지털분석
기반 입지선정

기초데이터와
현대적 SW

미래지향적
기술적용 가능성

• 디지털기반
입지가능지역 분석
• 대화형 지도
입지가능지역
분석결과 공유
•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결과 공유로 계획의
투명성 생산성 개선

• 계획 활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과
SW 현대화
• 계획의 일상적
프로세스를 자동화
• 의사결정 속도개선,
계획과정 오류저감,
비용절감

• 프롭테크 등 공간계획
관련 첨단 기술
보유회사와 접목
가능성 확보
• 기초데이터 활용 범위
증대 및 성장
• 관련 기술 선도
기관과의 협업

“계획은 시각적이고 지도를 기반으로 하며,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야 함”
기술혁신 시대의 전통도시계획의 문제점

너무 복잡

의사결정
속도 및
품질 저하

평가의
불투명성

임의적임

장기간 소요

참여자를
위한
접근성 부재

디자인

절차의 지연

자료: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1)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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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2021년 2월 영국 정부는 ‘Planning for the Future’를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서 이전 수십 년간의 전통적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시계획에 변화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기존의 전통적 도시계획은 너무 복잡하고 임의적이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 등 도시계획에서의 의사결정속도 저하 및 품질 저하가 주요 문제점이었
다고 보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 영국 계획시스템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였다.
또한 ‘계획은 시각적이고 지도 기반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야 함’
을 명시하고 향후 계획이 ‘문서 기반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로 이동할 것
임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을 반영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에는 ‘난개발방지’, ‘선계획-후개발’이 키워드였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논리와 규범 기반의 정책 수립에서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수립으로 전환하고, 획일적
예측을 데이터에 기반한 다원적 예측으로 전환하였다. 데이터에 근거한 국토 및 도시계
획으로 재편함으로써 국토를 개발하는 시대에서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제
시한 것이다.

데이터 기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

도시계획 수립

시·군 관리계획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은 정부부처별로 그

체계의 개념

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안을 수립하
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계획 수정 및 재검토 필요
성을 판단하여 계획을 환류하는 전 과정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력 추적, 계획 무결성의 입증수단으로 활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데이터 중심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향후 타 법에 의한
공간계획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의 절차를 사전 준비를 위한 조사·분석 단계,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기

그림 2 계획 과정별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확립을 위한 정비방향
•「국토계획법」 제
13조제5항에 명시
되었으나 국토법
하위 법, 지침정비
미흡으로 지자체
도입 미미
•기초조사 DB구축
및 활용 의무화
도입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추진
필요

•기
 초조사정보체계 활용
•법
 에 명시되었으나 하위
규정 정비 미흡
•도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준용

기초조사
DB구축

결정·고시
도면 등재

• 현재 활용체계
확립
•기
 초조사정보체계 관련
하위 법제도 정비 필요
•기
 초조사DB를 활용하여
도시·군 계획수립지침
기준 시나리오 분석 수행

기초조사
정보체계
활용 분석

•기초조사정보체계
활용 분석 가이드
필요

•기
 초조사정보체계 활용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획가가 계획안 작성
•검
 토결과 재분석 필요시
기초조사정보체계 활용

계획안
작성 도출

•각
 종 계획의
인허가는 기존
UPIS 활용 체계
확립

•도
 시·군 관리계획인안절차
는 현 UPIS 활용(향후 KLIP)
•개
 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은 통한 인허가지원
서비스 활용

행정절차
이해

데이터기반 도시계획
수립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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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규제기본법에 의해
지형도면 고시 실시
• 토지e음을 활용한 등재
및 관리(중전 LURIS의
기능)

특집 | 국토계획법 20년 성과와 미래 국토도시제도 방향

결정·고시
규제사항
공개

• 종전 UPIS의 대국민
서비스와 LURIS가 통합된
토지e음을 통해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시행 중

시민
의견수렴

• 게시판 활용수준 정보화
• 향후 계획 전 과정에 지역
전문가, 외부전문가, 젊은
계획가 등의 능동적 참여
보장 시스템 필요

• 공람, 공청회를
뛰어넘는 계획
전 과정 전문가
참여시스템
신규 구축 및
법제화 필요

계획 및
도시변화
모니터링

• 기본계획 대비 주요 지표
의 달성률을 정기적 상시
적으로 모니터링
• 도시변화의 능동적 파악
을 위한 모니터링

• 법에 신규도입,
하위 법령 및
지침 신설 필요

초조사부터 실제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인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과정을 입안 단계, 결
정된 도시계획 내용의 평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2010, 25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1)의 항목을 기반으로 각종 계획에서 기초조사 DB를 구축
하고, 기초조사정보체계2)를 통해 계획수립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된 결과를 기
반으로 도시계획전문가의 대안 도출을 지원한다. 입안, 심의, 공청회, 공람, 승인 등의
전 과정을 전자결재를 통해 이행하고, 결정·변경 고시도면의 등재, 고시결과의 공개,
시민의 의견 수렴, 계획 결과 및 도시변화 모니터링, 계획 결과의 평가, 계획 재정비 여
부 검토, 환류 등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의
사결정 과정으로 진행한다.
현재 도시계획을 위한 정보화 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통합인허가지원서비
스(IPSS), 토지이음(종전 LURIS와 UPIS의 대민 서비스를 통합) 등이 있다. UPIS는 계
획의 입안부터 고시까지의 입안 과정을 정보화한 시스템이며, IPSS는 개발행위허가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UPIS를 통해서는 도시계획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토지이음을 통해서는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가능하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조회·검색에서도 상당한 수

그림 3 통합인허가 지원 서비스와 토지이음 화면

자료: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https://ipss.go.kr/iuweb/view/ipssMain.html),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1)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위한 기초조사의 경우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기
초조사항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2) 2018년 국토교통부의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는 “증거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마련
을 위해 기존 획일화된 기초조사항목 및 조사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별 도시문제 및 지역적 현안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초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기반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제
안되고(국토교통부 2018), 2019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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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의 기반인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2019년 법에 명시된 이후 하위 법령의 정비 미진으로 기초조사 DB 구축, 도
시현황분석, 계획안 도출 등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정보화가 미약하며, 도
시계획 결정 이후 계획지표의 달성 추이 및 도시공간변화 등을 감지, 추적할 수 있는 모
니터링 체계는 법적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민, 지역전문가 및 외부 계획전
문가 등을 계획의 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또
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활성화 및 법·제도정비, 둘째, 계획 달성률 및 도시
변화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신설 및 법·제도 도입, 셋째,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체계를 신속하게 신설하여 체계화 및 법제화하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여건 변화의 반영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코로나 이전에는 결코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았

제반 여건 조성

던, 원격회의,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데이터
와 시스템을 통해 도시행정, 연구, 대민 서비스 등 전반에서 온라인 이용 및 참여 확대
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데이터 3법3) 개정을 통
해 가명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시행하
면서 그동안 도시정보화 부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최대 제약이었던 개인정보 문제
가 해결되면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행정법4)의 발효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
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
시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의무적으
로 구축하고,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도 데이터로 가공하여 연계 체계를 통해 제공 가
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도의 정비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에서 데이터 표준의 보급 등 행정 데이터의 제휴 추
진과 보유 행정 데이터 100% 공개, 지방 공공단체의 오픈 데이터 추진에 의한 지역 과

3)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을 총칭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세계 각국의 데이터 활성화 추진 전략과 유럽의 GDPR 시행 등에 대응하고 국내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
을 도모하고자 개정됨.
4)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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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 촉진 등을 제시하였고(국토교통성 도시국 2013.6.; 2013.7.), 영국은 디지털 런
던 추진으로 기초조사 데이터의 구축 및 공개, 분석결과의 계획 활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지역주민, 계획전문가, 외부전문가는 물론 대학 등
의 젊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계
획 결과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에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수립 체계를 마
련하였다(London City 2020).

그림 4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

기초조사정보체계
도입

19년 연구결과의 반영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하위 법령 정비필요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연구의 성과를 지침에
반영하여 환경변화에 대응

모니터링 기반
계획체계 마련
도시구조화, 여건변화 파악
및 예측, 계획변경 필요
지역파악
계획결과 평가

•2018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가 도입되었으나, 하위 법령의 정비가 미진
•2019년 국토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 연구 결화 반영한 지침 개정으로 도시계획분야 환경변화에 대응
•계획수립만을 위한 1회성 기초조사가 아닌, 기초조사정보체계와 DB 구축으로 기초조사 활용성 제고
•도시계획 주요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증거 기반 계획수립 실현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

수요대응형
토지이용계획

주민참여형
계획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속가능성
확보

자료: 최봉문 2021.

우리나라는 2019년 「국토계획법」에 기초조사정보체계라는 용어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후속
법령 및 지침 정비가 미진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법정계획에 수립 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을 도입·활용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그 하위 법·제도의 신설 및 정비가 시급하다.

계획 수립 전 과정의 정보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가 정비되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활용한 DB구축 및 분
석 수행이 가능해지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요 계획지표의 달성률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의 현행화를 통해
기준 연도와 현재 시점을 비교·분석(공간분석 및 속성분석)하여 도시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출된 기초조사 DB, 분석 결과물, 입안 자료, 시민의견 수렴 자료, 모
니터링 결과 등은 타 관련 계획 및 유관시스템을 통해 공유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고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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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

국토조사

국토종합계획
국토통계제공

목표 방향 제시

지역계획

타법에 의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주거종합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등

도시재생계획
스마트도시계획

기간시설계획

기초지표제공
국토
변화
분석

국토모니터링
국토이슈진단

이행
상황
점검

국토미래전망
이행상황점검
국민의식조사

도시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기초조사
자료 및
분석결과
제공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DB
및
분석
결과
제공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위원회

기초조사정보체계
1. 기초조사 변환 및 DB화
2. 시스템화
3. 시계열적 현황분석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체계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
성과
저장

기초
조사
자료
중
공공
정보
제공

전문가 및 시민참여 체계

KLIP
자료제공

기초조사정보제공/결과저장
국토이용정보 유관시스템 연동

체계

1. 도시발전형태파악
2. 계획수립과 집행의 결화
3. 도시실태 진단

자료
조사
요청

기초
조사
결과
저장

UPIS

KRAS
LIRIS

자료: 국토교통부(2018, 228)을 바탕으로 최신화하였음.

<그림 5>는 기초조사정보체계, 모니터링 체계, 전문가 및 시민참여체계로 구성된 데
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가 각종 계획과 유관 시스템과 연계되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모식도이다.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의 반영
현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조사대상 자료는 주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갱신 주기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정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최근 대표적 동적 데이터로서 정부, 개인, 민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유
통되고 있는 빅데이터 중, 특히 공간과 연계된 공간빅데이터는 도시계획 기초조사 데이
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위치 기반 공간 빅데이터인 대중교통스마트카드,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스마트폰
GPS, 신용카드, SNS 자료 등을 조합하여 빅데이터 분석기술(Data Technology)을 활
용하면 시공간에서의 인간의 활동 행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이용해 동적 여건 변
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기초 DB 도입이 필요
해질 것이다. <그림 6>의 경우 전통적 역세권은 반경으로 표시되지만, 지형지물, 계단,
경사, 보행로 정비 수준 등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역세권을 도출한 결과는 매우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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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행자 경로안내 API를 활용한 지하철 보행 접근성 산출

보행거리 접근성 수준(양재역)

보행시간 접근성 수준(용두역)

자료: 하재현, 이수기(2017, 162; 164).

게 나타나, 현 수준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간분석은 도시계획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빅데이터가 가지는 일반화와 대표성의 한계5)로 인
한 공적 데이터로서의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은 아직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의 판독, 자료의 정밀성 향상, 데이터 구축 효율성 증대, 사람에
의한 실수 저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다 정확도 높은 주제도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
으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
나 최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R&D가 추진되고 있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 수립지원 체계에 대한 한계와 활용 방안에 대
한 청사진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의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체계

과학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소요시간 단축, 데이터 재사용으로 계획 환류 체계의 효율

도입을 위한 제언

성 향상, 모니터링 수단의 신규 도입으로 지속적인 계획 달성도 측정과 도시 공간 변화
감지를 통한 계획 신뢰도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 관리하기 때문에 계획 여건 변화나 세계적 이슈 발생 시 도시계획 데이터

5) 예를 들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할 수 있으나 가입과 스마트폰 활용에 한계가
있는 아동계층과 고령계층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동통신사별로 점유율이 상이하고, 하나의 통신사 가입자 데
이터를 계획대상 인구 전체의 대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을 위한 공적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도시계획 분야 도입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인공
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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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목할 수 있는 적용성이 넓어질 것이다. 법·제도 정비를 통해 데이터 기반 도시계
획 수립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초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계획 수립안, 모니
터링 결과 등에 대한 데이터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유관 법·제도의 정
비 및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자 하는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도 활발해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기초조사정보체계를 활용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 예시

자료: (주)정도UIT, 기초조사정보체계 운영 화면.

전통 도시계획을 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
영역의 축소나 예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의 과학화, 체계화,
효율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화와 전통 도시계획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과 지원의 상생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통 도시계획과 정보화 부문의 품셈 제·개정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조사정보체계가 최초 도입된 2019년 「국토계획법」의 입안 당시 법률안 제안 이
6)

유 에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

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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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개발법」,「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계획기초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다.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실행을 통해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공간정보활용 GIS – 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서울: 보성각.
국토교통부. 2018.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성 도시국. 2013.6. 도시계획 기초조사 실시요령.
_____. 2013.7.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조사실, 도시계획기초조사데이터 분석 예시(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7.5.18.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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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2권, 3호: 155-170.
최봉문. 2021. 도시계획 기초조사 개선 방안, 국토·도시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6월 17일. 온라인.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https://ipss.go.kr/iuweb/view/ipss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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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84

생활권

01

사전적 의미로, 생활권은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공간적인 범
위로 정의1)하며, 시대적, 지역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활권은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편익 및 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로
정의하기도 한다(오병록 2012).
생활권은 도시 규모, 활동 패턴에 따라 위계화하여 일상 또는 소(근린)생활권, 대(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
다.2) 다만 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대생활권
(부도심권 중심)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며, 소생활권(근린지구 중심)은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이다. 중간 단위의 중생활권(지역생활권)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경찰서나 소방서의 관할 범위, 통상 고등학교
통학 범위에 해당한다(오병록 201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특성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일정 면적 및
인구 규모 단위의 생활권 설정을 목표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적 성장
유도, 단절된 생활권 간 연계 유도 등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설정 기준

구분

근린
생활권

설정기준

인구규모

인보구

-

2~8백 명

•유아놀이터

근린분구

-

3~5천 명

•유치원, 어린이공원, 작업장
•근린상점 포함

근린주구

2~4개
근린분구

5천~1만 명

고려사항

관련 시설

-

•초등학교, 근린상가 포함
•간선도로, 녹지 등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분
•초·중학교 학군
•전통적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지역적 특수성

•동사무소, 우체국,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복지센터, 동네의원.
•근린중심 쇼핑센터, 은행

소생활권
(근린지구중심)

행정동 기준

2~3만 명

중생활권
(지역·커뮤니티)

2~4개
소생활권

10만 명

•중·고등학교 학군
•시설배치기준의 고려
•계획의도적 구분
•산세, 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

•경찰서, 소방서,
•지구공원,
•종합복지센터, 보건소, 종합병원
•지구중심 쇼핑센터

대생활권
(부도심권중심)

시·군·구
단위 기준

20~30만 명

•도로, 철도 등 인문적 환경
•부도심권 형성 및 도심기능
분산을 유도한 계획성

•시청, 구청
•종합운동장,
•대학병원 등 3차 의료시설
•백화점, 대형 유통단지

자료: 신서경(2021, 54)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0657&cid=40942&categoryId=31611 (2022년 3월 15일 검색).
2) 서울시 생활권계획.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2022년 3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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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은 ‘대권역과 소권역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즉,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하나로서, 공
간 단위를 권역 및 지역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간극을 해소하고, 연계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으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였다(서울연구원 2019).

그림 1 생활권계획 의의(좌), ‘15분 도시’ 개념(우)
장보기

개선

현행

운동

생활권계획
3단계로 재편

권역
지역

지역

우리집

지역
도시관리계획(개별)
도시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발
사업

직장
나눔·재활용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

학교

도시관리계획(총론+개별)
정비
사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발
사업

통행
정비
사업

구매

치료
산책
정보취득, 가입(참여)

자료: 서울연구원(2019, 33)에서 재인용.

자료: 신서경(2021, 6)에서 재인용.

생활권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수립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서울특별시 2019). 계획내용은 공간적으로 ‘일상생활권계획’과 ‘권역
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고,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계획 지표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 인프라 배치전략 등이 포함된다.4) 최근 미국 포틀랜드의 ‘완전한 근린-20분 생활권’,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수퍼블럭’ 등 도보나 자전거 이동 중심의 도시 활동
범위로 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박대근 국토연구원 연구원 (dkpark@krihs.re.kr)

3) 서울시 생활권계획.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2022년 3월 15일 검색).
4)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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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1-20.

no.487 | 2022 MAY

61

KRIHS가 만난 사람 56

국토계획법,
지역맞춤형 접근이 미래 경쟁력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국토계획법」의 가장 큰 성과는 도시계획의 원칙과 규범의 확립이다. 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계획은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토계획법」은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의 도입
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향후 「국토계획법」은 대도시권에는 인구,
교통, 고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성장관리 정책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는 강소도시 전략, 스마트 축소 전
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 ‘KRIHS가 만난 사람’에서는 김현수 교수를 만나 「국토계획법」이 향후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dk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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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국토계획법」 등장 당시의 국토 상황과 지금의 국토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
다. 2000년 초반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떤지요?

김현수 「국토계획법」 입법을 추진하던 2000년대 초반은 ‘성장의 한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ESSD)’을 추구하던 시기, 환경파괴를 억제하고 난
개발 방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계
획-후개발, 기반시설 연동,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적 관리체계의 전국
적 확산 등 새로운 계획체계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기존 계획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술혁명
의 진전으로 주거와 생산기능의 복합화, 기반시설의 입체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 구
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시란 경제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
(container)이라고 합니다. 도시 경제 활동의 양태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를 담는 도시의
형태, 또 이를 만들어가는 제도로서의 「국토계획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동근 「국토계획법」이 등장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또 가장 큰 실패(또는 허점)는 무엇인지요?

김현수 「국토계획법」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도시계획의 원칙과 규범을 확립하였다는 점입
니다.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 ‘개발과 기반시설공급은 연동돼야 한다’, ‘교외지역의 난개발
은 억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의 규범성을 추구한 결과 현실 수요와 유리된, 경직적 계획
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농지,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어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전 국토의 도시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
다. 광역교통망이 확산되고, 시·군과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민 생활의 이동성이 확
대되면서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증가하나,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 등도 아쉬운 점입
니다.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계획은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김동근 「국토계획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 중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토지이용규제가 창의적 도시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김현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의 시기와 지점을 사전에 정해둠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
계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탄력적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시관
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둔 용도와 용적률, 층고가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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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수도권,
대도시권과, 쇠퇴와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서로 다르게, 지역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기 쉽지 않아 늘 민원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한
번 결정한 용도지역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 현실
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김현수

그러나 도시계획의 공공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한 면이 강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좁은 ‘도시라는 공간’에 모여 살게 되면 불편함을 감

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물의 용도와 높이, 형태가 인접 건물의 일조, 채광, 교통에 영
향을 주게 되니, 나의 재산에 대한 공공의 규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규제는 ‘교차로의 신호등’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차
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교통 혼란이 발생하듯이, 도시공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김동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 메가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김현수 기술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신성장산업의 대도시 집중
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2
년을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수도권, 대도시권과, 쇠
퇴와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서로 다르게, 지역맞춤형
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의 입지와 모빌리티의 비약적 발달이 국토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통신과 AI 기술의 발달로 경제의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초연결사회가 구축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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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초고속 교통의 발달은 지리적 공간에서 초연결 공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고속철도,
광역급행철도의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화된 콤팩트 시티가 형성되고, 콤팩트&네
트워크(거점과 연계)라는 새로운 공간계획 체계가 등장할 것입니다.
콤팩트 거점과 주변 지역 간을 연결(Compact & Network)하는 계획 수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거점과 주변지역 간 연계 수단으로는 재정 결합, 공동이용협정, 교통 연결, 메
타서비스 등 다양한 수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심도시, 콤팩트 거점의 편익이 주변지역
으로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연계(network) 수단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김동근 부동산 가격 급등, 인구감소, 지방소멸, 비도시지역 난개발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
습니다. 「국토계획법」이 향후에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요?

김현수 수도권은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방은 인구감소와 소멸 우려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인구가 집중하는 수도권 등 대도시
권은 인구, 교통, 고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성장관리정책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는
강소도시전략, 스마트 축소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도시권은 광역교통망과 콤팩트 거점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 복합기능이 집적하도록
고밀복합지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와 소멸 우려에 대비해 콤팩트한 강소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강소도시 조성제도’가 마련되어
야 합니다.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과 유사한 농촌형 생활권계획도 생
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생산,
중심기능을 압축하는 콤팩트한 유
도구역을 설정하고, 외곽 확산을 억
제해가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의
외곽, 도농 통합지역에는 난개발 방
지를 위한 성장관리형 생활권계획

부동산 가격 급등, 인구감소,
지방소멸, 비도시지역 난개발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향후에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요?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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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구속력 높은 난개발 방지대
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도시가 지역경쟁력과 도시계획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어
야 할 만한 제도가 있는지요?

김현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쇠퇴
하는 지역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
는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도 있
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가 회복되
고 지역경제가 회생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변화는 기술역사적인 변화의 흐름에 기
인한 것이라 쉽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시 활력,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혁신
인력들이 일하고(work), 즐기고(play), 살 수 있는(live) 환경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곳에 성장산업, 혁신기업이 모이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 데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 편리한 광역교통망,
저렴한 주택공급,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재생, 도시활성화, 지역경
쟁력 강화의 길일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처럼 대도시의 중심지에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지원 간 융·복합
하는 사업이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고유
한 로컬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산업단지나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경쟁력 있는 기업
이 성큼 들어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김동근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는데, 향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도시계획제도 또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수 초연결사회, 초격차국토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권계획, 도시정책으로서의 콤팩
트&네트워크 공간 구조로의 재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수단
으로서 콤팩트한 거점을 규정하고 이를 주변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수단의 모
색이 필요합니다. 연계 수단(network)이란 교통 연결, 재정 결합, 조세 지원, 공동 이용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거점과 주변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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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이원화 체계의 중간적인 성격으로서 ‘생활권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15분 자족생활권, 실제적인 주민 참여의 공간단위,
팬데믹 대응형 도시관리의 수단으로서도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 마
스터 플랜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이
늘어나니 인구지표 중심의 토지, 시설물 관리보다는 체감형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이 필요
해집니다. 이는 파리, 토론토, 런던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대도시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득, 계획이득을 환수하여 주변 지역, 혹은 비
수도권의 쇠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기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시재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쇠퇴지역이 전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근린공동체 지원이나 주민 역량 강화에 방점이
있었다면 혁신경쟁력, 주택정비사업, 민간기업 유치를 함께 병행하는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커갈 것입니다. 쇠퇴지역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 강구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입니
다. 이 경우 도시재생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간의 접점을 찾고 상호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동근 그 밖에 미래 20년 「국토계획법」과 국토도시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산업화시대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형태가 달라
지고 있으며, 이를 담는 도시계획의 틀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도시계획의 이론은 200년 전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염된 산업도시에서 주택과 생산기능을 분리하고 단독주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조
닝(zoning)제도는 지금처럼 기능이 융·복합되고, 공공시설이 입체화되는 환경에는 적합하
지 않습니다.
60년 전 처음 도시계획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의 것을 그대로 수용
했는데, 이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전에 없이 높아지고, 우리만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분야에서도 선진사례가 아
닌 우리의 고유한 고민과 필요성에 의한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가 모색돼야 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 이상 다른 나라 벤치마킹에 소중한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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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5

카토그램(Cartogram)으로
국토 인구변화 읽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장요한 국토연구원 국토데이터랩 팀장 (ycanns@krihs.re.kr)

최근 인구소멸, 고령화 등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TF를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한국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향조사’(KOSIS)1)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21년까지의 20세 미만 인구와 경제활
동(20~65세 미만)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구별하여 비교하고, 분석된 자료를 카토그램(Cartogram)2)으로
시각화하였다.

연령대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5세 단위로 구분된 연도별 데이터를 네 가지 분류(10세 미만, 20세 미만, 65세 이상,
85세 이상)로 재취합하여 시계열로 확인하였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확인한 인구 청사진은 그다지 달갑지 못한 듯하다. 인구 데이터가 집
계되기 시작한 1993년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0세 미만 인구가, 2021년에
는 65세 이상 인구와 같은 비율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결

1)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
nn_path=I3 (2022년 4월 12일 검색).
2) 카토그램(cartogram)이란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 변량비례도, 왜상통계지도
라고도 함(위키피디아 ‘카토그램’, 2022년 4월 12일 검색). 카토그램은 인구수 등 특정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는 크게 표현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더라도 지도상에서는 작게 표현됨(두산백과). 따라서 지도를 왜곡함으로써 표현하려는 주제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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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대별 인구변화(1993~2021년)

16,000,000
14,000,000
12,000,000

인구(명)

10,000,000
8,000,000

10세 미만
20세 미만

6,000,000

65세 이상

4,000,000

85세 이상

2,000,000

2021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18년

2015년

2016년

2013년

2014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5년

2006년

2003년

2004년

2001년

2002년

1999년

2000년

1997년

1998년

1995년

1996년

1993년

1994년

0

연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연령대별 직전 연도 대비 인구 증감률 변화(1993~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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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과적으로, 1993년 대비 20세 미만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4배
이상 늘었다. 10세 미만 인구라고 다른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10세 미만 인구의
1993년 집계 대비 2021년 집계 또한 절반에 가깝게 줄었다. 생산가능인구3)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 한, 1993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10세 미만 인구 감소 패턴이 향
후 수십 년 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
실이다.
3)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통계청,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
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7&cd=SL4470&sTt=, 2022년 4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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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변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변화는 증감률 비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는 직전 연도 대비 인구 증감률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앞서 설정한 네 가지 인구 분류에서 전체 인구와 성인 경제활동인구(20세 이상 65세
미만)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1993년 이후,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증감률은 미비
그림 3 2006년과 2021년 나이 기준별·연도별 분포 카토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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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범례 아래 히스토그램의 색은 범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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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세 미만 연도별 공간적 분포 카토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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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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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세 이상 65세 미만 연도별 공간적 분포 카토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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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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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5세 이상 연도별 공간적 분포 카토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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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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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확인되지만, 65세와 85세 이상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10세 미
만과 20세 미만 인구는 직전 연도와 동일 수준 증가율이 1998년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구수 비교로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가파르지만, 증감률 비교에서는 오
히려 85세 이상 인구 증감률이 가장 가파르다. 고령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더
라도 사람에게는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고, 신규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러한 추
이는 결국 전체 인구 감소 또한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을 말한다.

카토그램으로 보는 시계열 인구변화
공간적인 인구변화는 어떠하였을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인 인구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20대 미만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시·군구별 카토
그램을 작성하였다. 1993년부터 축적된 데이터 중, 공간별 데이터 집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이번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높은 밀도가
확인될수록 짙은 색과 부풀어 오르는 풍선 모양으로, 낮은 밀도가 확인될수록 옅은
색과 작은 풍선 모양으로 고안되었다.
<그림 3>은 2006년과 2021년만을 비교하여 나이대별로 도식화한 것이고, <그
림 4>부터 <그림 6>은 나이대별로 시계열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이는
2006년과 2021년 동 연령대 인구의 공간적 분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카토그램 패

그림 7 2006년과 2021년 건축물거래현황 분포 카토그램 결과(동호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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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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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나타낸다. 2006년 20세 미만 인구밀도는 수도권 중심과 특·광역시를 중심으
로 그 분포가 확인되지만, 2021년은 서울 중심보다는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면서 그
밀도 또한 2006년만큼 높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인구 비교에서는 서부
중심에 높은 인구밀도가 발생하는 점을 제외하면 2006년과 2021년에 큰 차이가 구
별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 비교에서는 2006년 서울과 경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가 확인되고 기타지역의 분포도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
만, 2021년에는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유사하면서도 수도권 외곽과 특·광역시 등으
로 분산되는 분포로 확인된다. 하지만 <그림 1>에서 확인된 바처럼, 65세 이상 인구
와 20세 미만의 인구수가 2021년 인구수가 거의 같다는 점을 생각하여 2021년의 20
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카토그램을 비교하면, 20세 미만의 시·군구별 비대칭 현상
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시계열로 도식화된 20세 미만 카토그램 <그림 4>와 65세 이상 카토그램 <그림
6>을 연도별 변화에 따라 천천히 바라보자. 20세 미만 인구의 공간적 변화가 시간
이 갈수록 그 짙음과 부풀기에 힘이 빠지는 패턴이라면, 65세 이상 인구의 공간적
변화는 반대로 그 짙음과 부풀기가 성장하는 패턴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전국 분포 또한 대체로 짙어, 20세 미만 인구의 전국 분포와는 사뭇 다른
패턴이다.

건축물거래현황 데이터는 경제활동인구를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축물거래현황과 인구 분포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까? 동호수 건별 시·군구 단위 건축물거래현황에서 보여주는 카토그램 결과는 같은
시기의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유사하면서도 수도권과 서부 중심 부근에 집중된 패턴
을 보인다(<그림 7> 참조). 거래밀도 기준으로는 경제활동인구 밀도와 유사하면서도
카토그램 시·군구별 부풀기는 수도권과 수도권 남부지역에 더욱 집중된 형태로 확
인된다.
<그림 3>에서 확인한 나이 기준별·연도별 비교와 <그림 7>의 건축물거래현황 비
교가 어딘가 많이 닮지 않았는가? 특히 <그림 3>의 2021년에는 20세 미만 인구 분포
와 2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분포를 <그림 7>의 건축물거래현황 분포와 함께 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인데, 해
당 지역이 특별자치시로 승격 이후 급격한 건축물 거래변화와 인구이동이 함께 확인
되었다. 건축물거래량 정점이 2018년과 2019년 즈음(<그림 8> 참조)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뒤, 인구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2019년과 2021년의 시차 특징이 두드러
진다(<그림 5> 참조). 건축물거래현황의 시계열 분포는 <그림 8>에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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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도별 건축물거래 공간적 분포 카토그램 결과(동호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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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데이터와 RColorBrewer, sf, tidyverse, tmap, cartogram 등의 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전체 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열 간극을 결정하였으며, 진한 색과 넓은 면적일수록 높은 인구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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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최근 2021년까지 통계청에서 집계한 시·군구별 인구집계 데이터를
카토그램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5세 단위로 구분된 연도별 데이터를 다섯 가지 분류
(10세 미만, 20세 미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85세 이상)로 재취합하여
시계열로 확인한 결과, 20세 미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반대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과는 전혀 다른 인구 분포가
확인되고 있었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제활동 축을 중심으로 20세 미만 인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20세 미만 인구가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경제활동인
구가 된다는 점과 65세 이상 인구의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하면, 국토 인구 고령화가 예
상된다. 또한 카토그램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역별 불균형 역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한 국토·도시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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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명섭 「골목의 시간을 그리다」 저자 (runsema@naver.com)

문래동 창작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을 제공한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철을 가공하는 철공소 옆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이름의 화실과 작업실이 있다.
예술가들은 철공소 이웃을 위해 예쁜 간판을 만들어주고,
삭막한 골목길을 그래피티로 치장해 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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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는 커다란 물레 모
형이 전시되어 있다. 그것은 문래동의 지명
과 관련이 있다. 원나라에서 붓뚜껑 안에 몰
래 목화씨를 숨겨 온 문익점의 아들이 목화

문래역

에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를 만들었는데, 그
문래근린공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름을 따서 문래동이라는 지명을 만들었다
는 것,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 대규

영단 주택단지

모 방직공장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물

문래 철강골목

문래창작촌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레가 상징이 되었고, 그것을 음차한 문래라
는 명칭이 지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위의 이야기들은 물레와 문래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양천이 흐르는 곳이라 모래가 많아서 모랫말이라고 불렸고, 한문으
로 사천리라는 지명이 생겼다. 조선시대에는 농사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쓸모없이 버려진 땅에 가까웠다. 거기에 하천 근처라 장마 때 범람까지
했으니 거의 허허벌판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이 아니라 내내 경기도 시흥현
이었다.

면직물 공장에서 철공소 공장지대로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이곳에는 경성방직을 비롯한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선다. 일제는 경성 남쪽의 영등포 일대를 일종의 공업지대로 육성했다. 사천리라는
지명은 버려지고 이토야마치(絲屋町, 사옥정)라는 일본식 지명이 붙었다. 명주실 사(絲)
와 집 옥(屋)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자 그대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뜻을 명
확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이라 공장을 짓기도 편했고, 면직물 생산에 필
요한 물도 안양천에서 끌어다 쓸 수 있으니 굉장히 편리했을 것이다. 결국 1936년에는
아예 경성에 편입됐다. 한강의 이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성으로 편입되었는데 아이
러니한 건 일본인 유력가들은 편입에 반대한 반면, 친일파였던 조선인 유력가들은 적극
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이다. 종종 오백 채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면직 공장에 다니는
조선인 직원들이 사는 사택이 오백 채 정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의 사택은 한 채에 한 가구가 아니라 옆으로 길게 지어서 10가구에서 20가
구가 살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래저래 물레와 엮일 만한 사연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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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에도 공장들이 계속 남아있었지만 70년
대 이후,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갔
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큰 공장 대신 소규모 철공소
들이 들어섰다. 우리가 아는 현재 문래동 풍경의 절
반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70~80년대 신문에 나오
는 문래동은 글자 그대로 공해로 얼룩진 공장지대였
다.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섰으니 매연이나 공기 오
염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매연이 심하고 공기가 탁한 장소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지금도 기계가 돌아가면 작은 쇳
가루들이 흩날리고 기름 냄새가 나서 근처를 지날
ⓒ 영등포구청

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된다. 지하철에
서 물레의 모형을 보고 7번 출구로 나오면 문래동으
문래공원의 물레 조형물

로 향하는 길로 이어진다. 대형 쇼핑몰을 지나서 걷
다보면 아기자기한 건물들에 있는 치킨집과 기사식당

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래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망치 모양의 벤치와도 만날 수 있
다. 한때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지역의 정체성을 상
징하게 된 것이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보는 눈에 따라 골목길의 정체성이 얼마든지 바
뀔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면 문래동 창작촌으로
접어들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만들어진 골목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의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
(gentry)에서 파생된 용어다. 돈이 많은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게 되면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을 빗댄 현상이다. 젠트리들이 몰려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의 주민들은 결국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젠트리는 없지만 부동산 졸부들이 있다. 홍대나 경리단길, 서촌은 원
래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이었다. 지하철 2호선이 뚫리기 이전의 홍대는 미대 학생들
의 작업실과 그들에게 화구를 팔던 상점들이 있던 곳이고, 경리단길 역시 가파른 오
르막길에 불과했다. 서촌은 청와대 근처라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런데 시간
이 흐르고, SNS의 발달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
게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려 받게 되었고, 그걸 견디지 못한 기존의 상인들과 학생
들은 마치 쫓겨나듯 그곳에서 밀려나야만 했다. 특히, 홍대의 경우 대학교와 멀리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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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근처에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캔버스를 옆구리에 끼고 홍대 근처를 헤
매던 학생들의 눈에 띈 곳이 바로 문래동이
었다. 홍대와 2호선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
는데다가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곳이라 임
ⓒ 코리아넷

대료가 싼 편이었다. 거기다 마침, 공장들
도 외곽으로 이전하는 중이라 빈 곳이 많았
예술과 철강공업의 공존

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개조 없이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양측

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문래동에는 창작촌이라는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철공
소 옆에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 세워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거나 혹은 마
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한 두 업종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괴물을 피해서 하나의 둥지
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사정을 알고 나면 ‘〇〇벨트’, ‘〇〇볼트’ 라는 간판 옆에
화실이나 공예점이 생겨난 이유가 신기하기보다는 씁쓸하게 느껴질 것이다.

독창적인 그래피티로 명성을 얻다
하지만 사람들은 씁쓸함 대신 신기함으로 바라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은 쉽게 잊

ⓒ 영등포구청

어지고 외면받기 때문이다. 거기다 철공소와 예술의 만남은 나름대로의 효과를 톡톡히

문래동 창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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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철공소에는 이웃에 있는 예술가들
이 만들어준 안내판이 붙었고, 포스터와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골목에는 독
창적인 그래피티(Graffiti, 주로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
트로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것)들이 그
ⓒ 코리아넷

려졌다.
철공소 직원들이나 기사들만 알던 식당
골목의 그래피티

들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일꾼
들이 오가던 좁은 골목길은 화사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SNS에 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대량 생
산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독창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80
년대에서 멈춘 것 같은 서촌의 골목길이 레트로하다는 평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피난
을 온 예술가들이 둥지를 튼 문래동은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장소라는 명성
을 얻게 된다. 그 명성 그대로 문래동 창작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을 제공한
다. 예전에 처음 문래동에 홍대에서 옮겨온 화실들이 문을 열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
갔을 때가 떠오른다. 그 때는 망치 모양이 벤치도 없었고, 골목길에 그래피티가 생기기
전이었다.
하지만 듣던 대로 요란한 굉음을 내며 철을 가공하는 철공소 옆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이름의 간판들이 보였다. 심지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화실과 작업실이라서

문래동 철공소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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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만 잘 하면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서 차를 얻어 마실 수도 있었다. 그게 대략 2007
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몇 년 후에 들렸을 때는 골목길의 풍경이 살짝 바뀌
었다. 찻집들과 음식점들이 골목골목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피티들이 서서히 생겨났다.
하지만 찻집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성을 내세웠고, 음식점들 역시 마
찬가지였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프고 목이
마르면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었다. 문래동에는 일제 강점기에 지은 일본식 건물들
이 많았는데 그걸 구경하는 재미도 괜찮았다.

길을 잃을 자유가 있는 장소
흔히 골목에서는 길을 잃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는 늘 길을 걸으면 목적지
에 제대로,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항상 경쟁하고, 그리
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경쟁은 승리를 가져다주지만 자유를 가져
다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가 존재하며
안타깝지만 우리는 패배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경쟁이 일상이 된 사회는 겉으
로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없이 삭막하고 차갑게 된다. 커튼윌 공법으로 만
들어진 빌딩이 높고 웅장해보이지만 겉에 서면 찬바람이 불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다. 안에 들어가면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 때문에 안락하다는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깊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림자가 주는 차가운 느낌이 너무
나 싫다.
반면, 골목길에는 그림자를 드리울만한 높은 건물이 없다. 좁은 골목길은 아무리 애
를 써도 빨리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골목길에 들어서면 경쟁해야 한다는 마음, 남들보다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열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독특함으로 가득 차서 쉽사리 질리지 않는 문래동 창작촌의 골목길은 길을 잃을 자유
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거기다 보통 낯선 존재들이 서로 공존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
나게 마련인데 문래동 창작촌은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느낌
을 받았고, 다만 늘어난 사람들 때문에 철공소 쪽에 불편해하는 느낌을 살짝 받았다. 언
젠가 답사를 갔을 때, 카메라를 든 아저씨가 너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니 일하시던
분이 위험하다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게 고작이었다. 예술가들은 철공소 이웃
을 위해 예쁜 간판을 만들어주고, 삭막한 골목길을 그래피티로 치장해줬다. 우리는 흔
히 예술을 어렵고 복잡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효율과 계산의 영역 밖에 있으
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효율적으로
가치가 매겨져야 하는 세상에서 예술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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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으로 풋풋함 사라져
하지만 우리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한없이 들여다보면서 조선시대를 떠올리고, 모나리
자의 초상화 앞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예술이 우리의 마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대도시의 곧게 뻗은 도로보다
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문래동
창작촌을 거닐면서 호기심을 느낄지언정 길을 잃었다는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어
느 길로 가든, 어느 곳에 도착하든 편안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외부에서 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문래동 창작촌에 왔는데 다시 그걸
겪게 된 것이다. 마치 좀비처럼 끈질기게 따라온 셈이다. 자본은 원래 사람들을 쫓아다
니게 마련이다. 그래서 홍대를 집어삼켰고, 자신을 피해 도망친 문래동까지 덮친 것이
다. 마지막에 갔을 때 골목길 안에서 씁쓸함을 집어삼켜야만 했다. 예전에 봤던 아기자
기하고 독창적인 느낌의 화실과 카페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평
범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골목길에 알 박기를 하고 있었다. 술집도 엄청나게 늘어서 이
곳이 예술가들이 머무는 공간인지 아니면 오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흥가인지 분
간이 가지 않았다. 들어갈 만한 카페나 음식점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예전처럼 쉽사리
들어갈 만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아서 결국 지하철역로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갔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도 철공소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중이었고, 예술가들은 분투하
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싼 1층에서는 사라졌지만 지하층과 2, 3층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문래동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예술이라는 꽃을 피울지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
다. 그래도 예전의 풋풋함이 사라졌다는 아쉬운 마음에 기업은행 문래동 지점 앞으로
향했다.

ⓒ 영등포구청

그곳에는 쇠로 만든 깡통 로봇 하나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축 늘어진 어깨며 아래로

아기자기한 카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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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넷

벤치에 앉은
깡통 로봇

향한 시선이 마치 세상을 힘겨워하는 이전의 나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항상 문
래동 창작촌을 올 때마다 깡통 로봇을 만나고 가곤 했다. 다행히 깡통 로봇은 그대로 남
아있었다. 깡통 로봇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래동
창작촌을 가지 않았다. 사실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나면 문을 열
고 나가서 갈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몇 번이고 그렇게 간 적도 있었다. 가서 내가 좋
아하는 청색종이라는 서점에 가서 겹겹이 쌓인 책을 구경하고, 새로운 그래피티를 찾아
서,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목조 주택의 흔적을 찾아서 골목길을 거닐었다. 하지
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립기는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다. 아마 나 같은 사
람들이 많아지면 문래동 창작촌을 점령한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다시 예전의 그 풋풋한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곳에서 잘 지내는 사람
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데 항상 자본이 문제인 거 같다. 땅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말
이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문래동 창작촌 구석구석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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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부터 21세기의 런던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이영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yalee@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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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스 작품의 배경은 감색으로, 등장인물은 짙은 고

을 하면서 돈을 버는 등 어린 나이에 극심한 빈곤과 아동 노

동색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으스스하다. ‘두 도시 이야

동 착취를 경험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디킨스는

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신문사에 입사하여 속기사로 일하면서 연재소설을 쓰기 시

귀에 대고 죽고 나니 더 살 만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다. 작

작했으며, 1829년부터 작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이후 연재

품 속 사람들은 서로 절망을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다.

소설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며 당대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나는 처절한 현실을 굳이 소설로 접하는 것을 선호하지

반열에 올랐다. 특히 1843년에 단편 ‘크리스마스 캐롤’이 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록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출간하면서 더 큰 인기를 누렸

를 읽었던 이유는 순전히 제목 때문이었다. 공간을 연구하

고, 크리스마스마다 시즌물을 내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의

는 사람으로서 디킨스가 살던 시대의 두 도시를 비교할 것

작품은 대중성뿐 아니라 작품성도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의

이라고 예상되는 제목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이 소설

작품은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료로 이해되

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인지 디

기도 한다.

킨스가 풀어낸 대서사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채무자 감옥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던 삶과, 큰 명성과 부

이 글에서는 「두 도시 이야기」 속 과거의 런던을 통해 현

를 가졌던 극적인 디킨스의 삶은 여러 소설 속에 녹아들어

재의 런던을 반추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소설 속 런던

있다. 그의 곤궁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올리버 트위스

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파편적으로 다루며, (아주 약간의 스

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등에, 영향력 있는

포일러가 있지만) 흥미진진한 줄거리 대부분은 다루지 않았

사회인사로서 도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황폐한 집」,

음을 미리 알려둔다.

「두 도시 이야기」 등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수성가한 작가 찰스 디킨스

산업혁명이 이끌어낸 빅토리아 시대

찰스 디킨스(1812~1870)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중산층 가

1859년에 출간된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정 출신으로, 12살에는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

기 14년 전인 1775년부터 현재 시점인 1859년까지를 다룬

런던 템스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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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건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빅토리아 시
대 말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해져 방 한 칸에 십여 명이
살기도 하고, 콜레라 등 질병도 창궐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귀족과 농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있
었다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도시
에서는 대자본가와 노동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디킨
스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사회 문제가 18세기 프랑스 혁
찰스 디킨스의 모습

명이 일어났던 시대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두 도시 이야기」 속 자본주의 도시 런던
두 도시 중 파리는 귀족 계급의 전횡과 농민의 분노가 표출
되는 장소로 일관성 있게 표현된다. 특히, 왕실에서 영향력
이 큰 후작이 자신이 탄 마차에 깔려 죽은 아이 부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금화 한 닢을 던지고 떠난 사건과, 그 후작
에게 초콜릿 디저트를 서빙하는 4명의 하인 이야기는 프랑
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귀족 계급의 부패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파리에 비해 런던의 모습은 다양한 등장인물만큼 다채롭
다. 소설의 주요 인물들에게 파리가 갈등의 공간이라면 런
던은 삶의 공간이다. 후작의 조카였던 찰스 다네이는 프랑
찰스 디킨스가 결혼 후 살았던 곳, 현재는 찰스 디킨스 박물관으로 조성
하여 운영 중임.

스 귀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런던의 한 대학에서 불어를 가
르치며 산다. 17년간 파리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프랑스

다. 소설의 배경인 18세기 중·후반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인 마네뜨 박사와 어릴 때부터 보모 손에 컸던 그의 딸 루시

일어난 시기이며, 19세기는 빅토리아 시대로, 산업혁명을 주

역시 런던으로 건너와 산다. 영국인 변호사인 시드니 칼튼

도했던 영국이 선진 기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발

은 런던에서 술집을 돌며 대충 산다.

전의 주도권을 잡은 시기이다. 농업과 가내수공업 중심에서

각 등장인물의 삶에는 그들이 버틴 혼돈의 역사가 흔적

공장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근대 도시가 등장

으로 남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흔적의 크기는 매우 다

했다. 특히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계의 발명과 함께 대량 수

르다. 특히 국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

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발명은 산업 도시 성장에 중요한

가 180도 달라진다. 죽음의 위험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파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도

리 귀족에게 런던은 인간답게 살 기회를 주는 공간이지만,

시를 근거지로 상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소유한

안정적 삶이 보장된 중산층의 영국 변호사에게는 오히려 삶

신흥 자본가 계급이 농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의 권력을 대

의 의미를 찾기 힘든 공간이다. 나아가 국경을 넘을 여력조

체하였다.

차 없는 계층에게 런던은 자본주의 도시 문제가 중첩된 오

자본이 집중된 도시로 농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촌은

염되고 절망적인 공간일 뿐이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묘사

피폐해졌으며,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산업도시에서는 갑자

된 런던의 한 장면은 디킨스의 다른 소설에서 다룬 빅토리

기 늘어난 인구로 인해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위

아 시대의 암울한 런던의 모습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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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런던에서조차 흉악한 무장 강도와 노상강도가 밤
마다 활개를 쳤다. 집집마다 살림살이를 가구점 창고에 안
전하게 맡기지 않은 채 시내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
하게 나돌았다. 밤에는 노상강도짓을, 낮에는 장사치 노릇
을 하던 작자들은, 도적질을 하다 마주친 동료 장사꾼이 자
신을 알아보고 달려들면 대번에 머리통에 총을 갈긴 다음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렇듯 희망의 공간이자 동시에 절망의 공간인 소설 속
런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소설에서 파리와 런던을 상

현재의 런던 옥스포드 가

징적으로 연결하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비현실적으로
아늑한 마네뜨 박사의 집과 런던 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텔

하는 산업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다.

슨 은행을 들 수 있다. 옥스퍼드 가(街) 공원 근처에 있는 학

소설에서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 다른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

식을 갖춘 중산층의 프랑스 이주민인 마네뜨 박사 가족의

한다. 한 명은 20년 정도 근무한 성실한 은행원인 자비스 로

집은 아이, 사랑, 햇살, 봉사 등의 느낌을 담은 안전하고 사

리이며, 다른 한 명은 텔슨 은행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일

랑이 넘치는 공간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곳에서는 사회적

용직 잡역부인 제리 크런처이다. 런던에 본사가 있으나 파

양극화로 인한 이질적인 계급의 분노는 멀리서 들리는 발자

리에도 영업점이 있는 텔슨 은행 직원인 자비스 로리는 소

국 소리로만 알 수 있다. 그들이 이 공간에 나타난 적이 없

설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다는 점에서, 이 집은 이질적 타자를 배제시킴으로써 안전
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다른 프랑스 신사나 프랑스 가정처럼 그분의 재산도 모두

박사의 집이 파리의 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의

텔슨 은행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니 그때

안식처로 그려졌다면, 은행은 도피한 귀족의 재산을 안전하

부터 수십 명이나 되는 고객들의 재산을 그런 방식으로 관

게 지켜주는 물질의 안식처라 할 수 있다. 은행이 단순히 금

리하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런 고객들

등을 보관하던 곳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대출을 해 주면서

과 사무적으로 관계를 맺을 뿐, 그들에게 우정이나 특별한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곳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에서,

관심 같은 감정 따위를 느끼지 않는답니다. 은행에서 하루

소설 속 텔슨 은행은 몰락해 가는 귀족 사회와 새롭게 등장

종일 업무를 보면서 여러 고객을 차례로 상대하듯이 평생
이 일을 해오면서 여러 고객들과 만날 뿐이지요. 쉽게 말해
서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답니다. 전 그저 기계
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비스 로리는 자신을 재산 관리인으로, 고객과 감정을
나누지 않는 기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
록 파리에서 곤경에 빠진 주인공들을 런던의 가족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이자 런던으로 도피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자비스 로리는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임을 부각시킨다. 자비
19세기 런던 빈민가(Dudley Street)의 모습
자료: https://victorianweb.org/art/illustration/dore/london/24.html
(2022년 4월 8일 검색).

스 로리를 통해, 자본주의 상징과 같은 은행이, 프랑스 혁명
으로 인한 사회적 혼돈과 변혁의 시기에 중산층의 인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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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는 수단이자, 두 공간을 연결해 주는 안전한 통로로

시체 도굴꾼을 미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12세 어린아이의

표현되고 있다.

삶의 공간으로 명확하게 대비되어 드러난다.

한편, 디킨스는 주로 다른 소설에서 산업 자본주의 성장
의 이면인 도시 사회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양극단을 향하는 21세기 세계 도시 런던

데, 텔슨 은행의 두 번째 인물을 통해 이 소설에도 그의 비
판적 시각이 관통하고 있다. 제리 크런처는 은행에 정규직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요, 지혜의 시절이자 어리석

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은행 밖에 앉아 있다가 허드렛일

음의 시절이었으며 믿음의 세월이자 회의의 세월이요, 빛

이 생기면 일하는 일용직이다. 제리 크런처의 본업은 따로

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

있었는데, 장례 당일 밤 몰래 무덤을 파서 시신을 훔쳐 파는

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었

시체 도굴꾼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매일 은행 앞에 나와 근

고, 우리는 모두 곧장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곧장

처 또래 아이들을 괴롭히며 시간을 보내는 12살 난 그의 아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요컨대 그 시대가 현재와 어찌나 닮

들은 가끔씩 밤에 집을 나가 손에 녹을 묻히고 들어오는 아

아있었던지, 당시의 가장 말 많은 일부 권위자들조차 선과

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다짐한다. 그 아들

악, 즉 극단적인 대조만이 허락되는 세상이라고 주장할 정

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정규 교

도였다.’

육을 받은 적이 없고, 남의 시체를 몰래 파는 아버지의 일이
밥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장사일 뿐이라고 생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단락이다. 극단적인 1775년의 현실

각한다. 그 직업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도덕

이 1859년 현재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내

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본업을 목격하고 난 뒤에

가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단락을 읽으면서 21세기 런던이

도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아들의 고백이 나에게는 충격적이

떠오른 데에는 2017년 런던에 잠시 체류할 때 겪었던 두 가

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은 다른 삶에 대한 선택

지 경험 때문이다.

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는 런던의 벨그라비아(Belgravia)라는 낯선 지역을

천국과 지옥의 양방향으로 동시에 향하고 있는 극단적

걸었다. 거리를 구경하던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그곳은

인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모습은 텔슨 은행을 통해 파리에

다른 동네에 비해 대문이 좀 커 보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

서 이주한 귀족 및 중산층의 도피처로서의 안전한 공간과,

을 뿐 비슷비슷한 이국적인 건물이 있었다. 그러다 내 시선

21세기 런던 이튼 스퀘어
인근 부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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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렌펠 타워

그렌펠 타워 화재사건 추모

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주택들이 열 지어 있는 이튼 스퀘어

서 그리 멀지 않은 런던 서쪽에 있는 24층짜리 임대아파트

(Eaton Square) 길가에서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단 채 일정한

인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가 불꽃을 뿜으며 활활 타

간격을 두고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그곳

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리모델링하면서

이 호텔이냐고 물었는데, 그곳은 그로스베너(Grosvener)라

사용한 자재가 불이 잘 붙는 것이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

는 기업이 운영하고 연예인과 정치인 등 저명인사들이 거

에 불이 번져 밤새도록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비극적인 사

주하는 비싼 아파트라 했고, 그들은 아파트 관리인들이었

건이었다. 화재로 인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80여 명이었

다. 그 아파트 앞에는 거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지만, 실제로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가 잠겨 있는 큰 공원도 있었다. 휴 그로스베너라는 그 부동

했다. 그 이유는 서남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아파트 거주자

산 소유주는 현재 30살의 공작(Duke)으로, 그가 26세 때 상

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집을 나누어 살다가 변을 당한 경우

속 받은 현금 자산만 14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21세기 런던

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화재가 난 지 한 달쯤 지나 그곳을

에서 동화에서나 나옴직한 그런 대부호의 젊은 귀족의 실체

방문했을 때까지도 화재가 난 건물은 검게 탄 채 그대로

를 확인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남겨져 있었고, 근처 길가에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전단과

그해 6월 어느 날 이른 아침 뉴스에 그로스베너 주택에

추모 메시지, 영어와 아랍어로 된 추모 장소 안내지가 다
닥다닥 붙어 있었다. 21세기 세계도시에서 그렇게 어이없
는 화재로 목숨을 잃어도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단락에서 80여 년의 시간을 관찰
한 ‘극단적인 대조만이 허락되는 세상’이 200년도 더 지난
현재의 런던과 세계 다른 도시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해소와 타자에 대한 환대와 배려
를 위한 노력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론적이
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런던 타워 브리지 근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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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리더들의 전력(電力)투구를
위한 전력(全力)투구
정성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지역산학협력학과 교수 (shjung@kangwon.ac.kr)

조환익의
전력투구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조환익 지음

존 헤네시 지음
구세희 옮김

필자는 2017년 6월 중순 경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직을 마치고 평교수로 복귀하자
마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인들로부터 학장에 출마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사실
많이 망설였다. 산학협력단장시절, 강원대학교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30여 년 이상
을 유휴부지로 존재해 왔던 대추나무골(現 강원대 혁신파크 부지) 개발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단장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었다.1)
사실 산학협력단장직을 수락하면서 리더십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
고, 그저 주어진 미션을 잘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주어진 미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의 추진, 이에 따르는 감정
에 대한 속도 조절과 지혜를 필요로 했다. 이후 고민 끝에 사범대학 학장직의 출마를
결심하면서 리더십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럴 때에 뜻밖에도 제자로부터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았다. 그 책은 필자가 한국산
업기술재단(現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재직하던 시절 모시고 있었던 조환익 회장(現
유니슨 회장, 前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전력투구’(電力投球)라는 책이었다. 처음에는

1) 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착한 경제지리 만들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NABIS 뉴스레터 23호, 3월 11
일, https://blog.naver.com/redis12/222271749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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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이 오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책 표지에 ‘나는 패전처리 투수였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심상치 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던 가을 어느 날, 조환익 회장은 한 통의 전화
를 받으면서 만년적자 빚덩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직을 수락하게 된다. ‘이
당시는 MB 정부의 마지막 시기, 즉 야구의 9회 말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임명이었고,
심지어 실제 취임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2년 12월 17일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패전처리투수였을까, 구원투수였을까?’ 그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그
패전처리투수의 임기는 2017년 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그는 5년 동안 구원투수이자
승리투수로 변신했다. 5년은 절체절명의 시기였다. 만성적자 공기업이 지닌 악습의 두
께, 전력 보릿고개 넘기, 밀양 송전로의 갈등(그는 마흔 번의 방문으로 주민의 닫힌 마
음의 비장을 열었다),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과 나주 혁신도시 진입(빛가람 에
너지밸리 구축과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 신산업의 진입 등의 경험들은 22년 전 조환
익 회장을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었던 필자로 하여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게 했다.
2018년 7월, 필자는 사범대학장에 취임하면서 조환익 회장(당시 한양대학교 석좌교
수)을 찾아뵀다. 매년 인사는 드려왔던 터라 이날은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하면서 리
더십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리더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합
니까?’라고 물었던 필자에게 일러주신 내용 중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공유하자면 다음
과 같다.
“훌륭한 리더는 수직적 분업에 능해야 한다. 즉, 본인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품을 팔
고 일한 뒤에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분담할 줄 알아야 한다. …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경
우,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을 살릴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히든 피겨스’(영
화 제목으로 NASA의 전문가들을 지칭)를 찾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직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과 예산을 주어라. … 다독하라. 이를 통해서 일을 기획하라. … 바
쁠 때일수록 그 경험에 관한 심작을 써라.”
필자는 다시 대추나무골로 갔다. 이제는 사범대학을 위해서, 산학협력단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를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히든 피겨스들을 만났다. 그녀들과 1년 7개월 함께 하면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은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50년이 된 낡은 사범대학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 2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에게 아쉬운 점
은 교육에 대해 조금 독서를 했을 뿐 다독의 경지는 아니었으며, 심작은 지금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필자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울러 모든 사
람들이 각기 다른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2년에 걸친 강원대학교 학장직을 마치고, 필자는 리더들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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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를 자극했던 것은 간혹 비장한 임무를 맡은 카톡 친구들의 프로필(이순신 장
군을 상징하는 ‘열두 척의 배’나 ‘생즉사 사즉생’, 성경의 ‘강하고 담대하라’ 등을 프로
필에 명시)이었다. 어느덧 우리 모두는 리더이고, 우리의 ‘철듦’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
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찾은 책이 존 헤네시의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였다. 이 책은 평생을 스탠포드대학교의 교수로 살아갈 줄 알았던 존 헤네시(John
Hennessy) 교수의 뜻밖의 리더의 여정을 다룬 책이다. ‘실리콘 밸리의 대부’라 불리는
그는 25년을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의장, 나이트-헤네시
재단의 대표 등 리더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리더의 성장통과 그 스펙트럼을 마치
‘설교’하듯이 열 가지로 펼쳐 놓았다.
그러나 전기 전문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의 평에 의하면, 헤네시
교수는 단순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며, 서사를 창조하는 능력
을 지닌 리더이다. 또한 아이작슨의 이와 같은 평론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이 책에서
제시된 리더의 모습과 자격은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성장하게 된다. 즉,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겸손, 진정성, 섬
김, 헌신, 협업, 평생 학습 등은 때로는 각각이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리더십의 구성요
소이기도 하며, 때로는 다수의 구성요소가 하나로 모여 리더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양적·질적으
로 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리더십은 리더의 DNA와
함께 성장한다. 반드시.
2018년 조환익 회장은 그의 ‘전력투구(電力投球)’를 필자에게 주시면서 학장으로서
‘전력투구(全力投球)’를 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2022년 2월 16일, 72세의 ‘젊은’ 연
세로 유니슨 회장으로 취임했다. 역시 70세의 ‘젊은’ 연세를 지닌 존 헤네시 교수는 나
이트-헤네시 재단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이
두 분은 정말 존경스럽고, 성장하는 리더들이라는 점이다.

연구자의 서가 49회 예고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음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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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작성주체

OTAM Metra International에서 작성하여 UN에 보고됨

작성일시

1972년 2월

작성배경

자료:Otam Metra International,
1972,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General Report.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은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인
Otam Metra International에서 작성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제출된 한국
의 국토계획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UNDP의 원조를 통
해 작성되었으며,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1969년 건설부는 ｢국토계획조사단｣을 설치하여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준비하
였으며, 그 준비과정에서 UNDP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UNDP 원조 계획이 승인이
되자, 터키의 국토국장 출신인 자림(Mr. Tarik Carim)1) 이 파견되었으며, 자림의 소
1) 자림은 터키 출신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터키와 프랑스에서 도시계획 연구와 실무를 경험하였고, UNDP의 파견으로 한
국에 체재하면서 본 사업을 총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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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

사업의 운영계획서 협정서명 표지

개로 Otam Metra International이라는 프
랑스 컨설팅사가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279). 이렇
게 한국의 지역계획사업(United Nations
Regional Physical Planning project)이
출범하게 된다.
이 사업의 정식명칭은 ｢UNDP/SF 원조
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이다. 1970~1971년 2
년의 기간 동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적인 성장의 격차를 해소
하고 지역 간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를 기할

자료: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의
운영계획서 협정서명, 1970.3 경제장관
회의안건 의안번호 제122호.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목적과 다르지 않

다. 사업 내용은 거시경제계획, 국가하부구조계획, 도계획, 도시계획, 공업계획, 농산
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예산은 정부 부담 현물 136,929천 원, 현금 61,200달
러, UNDP 부담 621,000달러로 하였다. 이 사업의 한국측 담당은 건설부의 국토계획
조사단이 맡았으며 그 대표자 역할을 당시 한근배 동아대 교수(부사업공동관리인)가
담당하였다.
한편 UNDP의 지원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사업으로 이어졌다. 제2차

표 1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의 추진 경위

일시

주요 내용

1968.2.29.

•“특별기금에 관한 한국 정부와 UN 특별기금 간 협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종합지역계획을 수립키 위해
UNDP/SF에 1,663,500달러 원조를 신청

1968.9.29.

•UNDP 권고에 따라 동 사업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경제기획원, 건설부 및
과학기술처가 합의하고 480,000달러 정도의 사업으로 규모를 조정

1968.10.28.

•동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를 위해 UN의 경제사회국에서 기술고문 K. Watts가 내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1969.3.27.

•UNDP 행정관은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상정에 앞서 사업기간을 2년, 원조액을 621,000달러로 증액하고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이에 동의

1969.4.26.

•동 사업의 사업관리인으로 자림(Mr. Tarik Carim, 터키인)을 임명

1969.9.

•UNDP 제18차 관리이사회에서 UNDP 행정관의 상정안대로 사업 승인

자료: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의 운영계획서 협정서명, 1970.3 경제장관 회의안건 의안번호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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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

의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적인 성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를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

기간

•2년(1970~1971년)

사업내용

•거시경제계획, 국가하부구조계획, 도계획, 도시계획, 공업계획, 농산지계획

예산

•정부 부담 현물 136,929천 원, 현금 61,200달러, UNDP 부담 621,000달러

집행기구
사업주관부서

•국제연합(UN)
•건설부

자료: UNDP/SF 원조에 의한 지역계획사업의 운영계획서 협정서명, 1970.3 경제장관 회의안건 의안번호 제122호.

사업은 당시 8개 권역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권에 대한 종합개발계
획수립사업(1972.1.1.~1974.12.31.)으로 미국의 로버트 네이산(Robert R. Nathan)
용역단이 담당하였으며, 제3차 사업은 태백권 종합개발계획으로 같은 연구팀이 1975
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이관되어 1979년 12월에 완료되었다(엄
기철 1993, 9).

주요 내용
보고서는 총 7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① General Report로 총괄보
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문별 보고서로 ②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③ Population and Employment, ④ Agricultural Development,
⑤ Industrial Development, ⑥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⑦ HousingPublic Facilities-Water Management이다. General Report는 사업 전체의 문제의
식과 목적,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General Report는 총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범위와
목적, 제2장은 연구방법, 그리고 제3장은 정책제안, 권역별 발전방안 그리고 행정적
제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각종 기준과 기초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장기적, 일관적인 공간발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첫째, 공공부문의 지역별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우선
순위, 사업타당성 제공), 둘째, 지역발전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시도 지방계
획의 기초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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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eneral Report의 구성

구분

1장.
과제목표 및
목적의 본질 및 범주

2장.
방법론-대안적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
3장.
제안된 계획 관련 기본 정책지역 가이드라인-행정 구조
부록.
제안된 지역개발계획 관련
개발 조치 및 투자

내용
1.1 경제 현황 및 추이
1.2 사회환경 추이
1.3 정주 패턴 추이
1.4 기초적 여건
1.5 정부의 정책목표
1.6 행정부의 과제
1.7 실행 목적
2.1 접근방법의 개요
2.2 두 가지 발전계획 제안
3.1 주요 정책 제언의 주안점
3.2 지역별 개발 가이드라인
3.3 행정적 제언
1. 도시지역 / 2. 농촌지역 / 3. 연계 /
4.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
5. SOC 및 주택 투자 프로그램 요약

자료 : Otam Metra International, 1972,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General Repor t을 바탕으로 구성.

었으며, 경제개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에 따
르는 부작용, 특히 공간적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
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주택문제, 환경의 질 저하, 저임금
노동력 양산, 슬럼의 증가, 토지 투기, 열악한 교통 인프라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지역 간 불균형 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구의 전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균형적 지역발전(balanced regional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다. 당
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 경제성장, 둘째, 해외수지 균형, 셋째, 물가 안정,
그리고 네 번째가 지역 균형발전이었다. 공간계획을 다루는 영역에서 지역 균형발전
을 우선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 정책의 총괄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권역(planning regions)은 8개 권역과 17개의 세부권역으로 설정하였다. 8개
권역은 서울, 태백,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이다. 8개 권역과 17개 세부권
역은 1968년 수립된 「국토계획기본구상」에서 이미 설정된 것이었으며, 1972년의 「제1
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역 구분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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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gional Physical Planning의

계획권역 설정

건설부 내의 작업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두 가지의 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토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기준
발전안(reference development scheme)과 제안발전안(proposed
development scheme)이다. 기준발전안은 기존의 도시화 추세가 지
속되어 두세 개의 중심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
하며, 제안발전안은 도시화 속도를 현재보다 늦추어 농촌지역이 인
구를 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지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제안발전안이 현재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
다. 제안발전안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
을 수 있으나 그 영향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자료: Otam Metra International, 1972,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General Report.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각 발전 대안별로 인구, 산
업, 주택, 인프라 투자 등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발전안은 당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던 도시화의 속도를 늦추고

공간적으로 보다 균등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대안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화가 추진
되기 위해서는 대전과 광주의 산업화가 요구되었으며, 인구 이동, 직업 창출, 인프라
투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서는 타 대도시에 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대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촌중심지 육성, 지리적 이점을 가진 산업 및 교통거점 육성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
중간에서 전이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도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그림 3>은 당시
10년 후(1981년) 기준발전안과 제안발전안의 국토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한다. 첫째, 계획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구축, 둘째, 부문별 투자프로그램 작성, 셋째, 권역별 개발
방향(서울, 태백, 대전,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권) 제시가 그것이다. 특히 보고
서에서는 행정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체계로 산하 심의회에
상설기구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조직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각 실행조직
간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계획의 집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2) 그 밖
2) 당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가 있었고 이의 실행조직은 건설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심의회가 직접 실무기구를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원활할 것으로 보았던 것임.
실제 UNDP 쪽 문서에 의하면 이 계획안의 성패는 부처 간의 조율,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이 계획이 이러한 조율작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UN Special Fund Proposal 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1963년 5월 3일,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AUS056_09_00C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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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준발전안(좌)와 제안발전안(우)의 국토공간구조

자료: Otam Metra International, 1972,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General Report.

에도 지역개발펀드, 지방화(decentralization) 보조, 서울대도시권 계획조정기구 설
치, 하천유역 개발, 부동산 정책 등 제안하고 있다.

파급효과 및 의의
이 보고서는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모태가 된 보고서이자, 한국의 국토공간을 과
학적, 국제적 시작에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의의가 크다. 인구, 산업생산, 교통
등에 대한 부문별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2개의 대안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를 토대로 인구와 산업, 인프라, 국제수지 등을 전망했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시도되
지 않은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었다(Choe 1974).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에 있어서 당
시 국내 학계와 실무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
었다. 우선 그 내용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비
전과 목표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상당히 규범적인 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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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매일경제 신문기사 “다져지는 「균형발전」”

반면에 이 보고서는 일정한 가정하에 부문별로 전
망치를 제시하는 상당히 분석적인 접근을 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제1차 국토건
설종합계획｣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
제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을 진두지휘했
던 김의원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Otam Metra의
보고서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제1차 국
토건설종합계획｣은 사실상 건설부 실무진들의 작품
이었다고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실무진의 증언은 그러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
는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건설부와 UNDP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UNDP가 마련한 초안
을 기초로 하여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3) 당시 신
문보도 역시 UNDP의 역할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자료: 매일경제 1970.11.12.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초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년 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UNDP안의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확정이 1971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1970). ｢제1차 국토건
설종합계획｣의 수립에 UNDP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 국토종합개발계획 1차 시안에 대한 세미나는 1970년 6월 20일~21일 개최되었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최하였
으며, 건설부와 USAID가 후원하였고, 부문별로 국내 전문가와 UNDP 전문가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였음(서울대학교 행
정대학원 1970,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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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토 및 도시계획 정책 동향
영국
영국 국가도시계획 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과 시사점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통상적으로 NPPF라 불리는 영국(잉글랜드)의
국가 도시계획 지침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가장 유사한 최상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NPPF는 2012년 국가 도시계획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된 국토계획 비전을 제
시하고자 수립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1년에 수정되었다. NPPF는 잉글랜드 정부
의 도시계획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개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NPPF가
영국의 최상위 계획이지만, Framework을 지침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계획의 수립 과정
부터 목적까지 여러 측면에서 NPPF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그림 1 Tandridge District 계획의 NPPF 적용

지역

세부정책

개발계획

중점 전략

Tandridge
지역계획

국가

국가 계획 정책 지침
NPPF

근린계획

개발계획 지침

자료: Tandridge District Council, https://tandridge-consult.objective.co.uk/portal/planning_policy/detailed_policies/
tandridge_local_plan_part_2_-_detailed_policies?pointId=1380796844579 (2022년 4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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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국 보수당은 Green Paper를 통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기존 계
획체계가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통해 창의적
이고 합리적인 지역의 계획 결정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Conservative Party 2010).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지역주권법
(Localism Act 2011)이 제정되면서 영국 정부는 2012년 새로운 도시계획지침인 NPPF
를 발표했다.
따라서 NPPF는 통합된 비전과 효율적 계획의 실천과 더불어 계획과정에서 지역사회
의 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한 수직적 구조에서 하
향식으로 전달되는 국가적 목표를 설명하기보다는, 상향식 계획체계를 지향하는 계획체
계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 NPPF의 핵심이다. 실제로 NPPF는 국가의 중대한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지역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중앙정부는 방임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발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은 중앙정부를 통해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
에, 현재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부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정에서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효율적 토지이용 등에 대한 사항들
이 보완되었고, 2019년에는 2018년 개정안에 계획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2021년 개정된 NPPF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
화, 지역 커뮤니티를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토지이용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
과 완화, 주택보급, 디자인 퀄리티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현재 집권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 현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NPPF에서는 보존 및 지역 생활환경(Local amenity)과 복지에 관련된 경우를 제
외하고 국가의 개발 허가권을 사실상 삭제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1년 개정에서는 국
가가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 추가되었다. 이는 NPPF의 특
징이자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대
안으로 30만 호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지방정
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 허가
권한을 약화시켜 중앙정부가 원하는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의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NPPF는 도시계획 정책결정이 온전히 지역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미 지역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결정으로 이
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영국에서, 국가의 허가권 상실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치 개발 허가권의 삭제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개발은 국가의 예산과 법률을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발정책방향에 지나치게 편중된 의사결정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정
부, 지역 공동체가 의사결정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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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 개정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택건설이 지역의 주택협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당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
력하게 주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Conservative Party. 2010. Greem Paper-Open Source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Tandridge District Council. https://tandridge-consult.objective.co.uk
UK government. https://www.gov.uk]

황병춘 Newcastle University,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박사과정
(B.C.Hwang2@newcastle.ac.uk)

프랑스
생태기후적 건축 중심의 파리도시계획 재수립
코뮌도시계획 PLU(Plan Local Urbanisme)은 각 코뮌(Commune) 정비의 기본방향을 정
하고 건설에 필요한 규정을 담는 문서로서, 에너지 전환과 환경 및 생활 분야에서 시민들
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다. 코뮌도시계획은 개괄요약문, 도
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 정비의 방향과 사업, 지구설정 및 그래픽 자료,
규정, 부록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내 각 필지의 토지이용 관련 규정을 상
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여러 코뮌이 연합한
경우 코뮌연합도시계획(PLUI Plan Local d’Urbanisme Intercommunal)이 코뮌도시계
획을 대체한다.
2010년 7월 12일 제정된 ‘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법’(그르넬II 법, Loi
Grenelle II)에 의거하여 특히 환경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코뮌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계
획(Programme local de l’Habitat), 이동성계획(Plan de déplacement urbain)을 비롯하
여 도시 내 녹색선과 푸른선을 정의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요소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부문에서 점차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따라 2020년 시작된 파리시의 도시계획 재수립작업은 2021년에 진단을 완료하고 계획
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022년 현재 구체적인 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이
끝나면 파리 시의회와 일드프랑스 프레페(Préfet)의 검토를 거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향후 10~15년 파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탄생할 예정이다. 도시계
획 개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포용적이며 연대적인 도시,
문화유산과 경관이 보호된 도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녹색 탄소중립도시, 매력적
이며 생산적인 도시, 메트로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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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는 이번 신규 도시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워
크숍을 개최하여 도시정비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워
크숍은 2022년 3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으
며, 첫 주(7~11일)에는 “푸르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une ville en transition vertueuse
et résiliente)”, 둘째 주(12~18일)에는 “포용, 생산, 연대의 도시(une ville inclusive,
productive et solidaire)”, 셋째 주(19~25일)에는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가치화하는
도시(une ville qui considère et valorise ses identités urbaines)”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파리시는 온라인으로 도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
고 약 10주 동안(2022년 1월 21일~4월 1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기간 동안 파리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아이디어 개진 전용 홈페이지(idee.paris)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건축과 관련된 환경계획과 복지계획이다. 파리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이는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되고, 관광용 단기임대
주택시장이 발달하면서 거주용 주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
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파리시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제고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에는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일명 생태기후적(bioclimatique) 건축인데, 환경을 최대한 적절하
게 활용하여 빛, 열에 최적화된 거주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는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
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해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겪고 있다. 건축 설계, 자재, 단열재를 최적
화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에 견딜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생태기후적 건축은 파
리시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도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자료: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2/04/08/urbanisme-paris-veut-noter-les-projets-deconstruction-en-fonction-de-leur-impact-environnemental_6121155_3234.html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caue75.fr/content/quel-paris-2030-futur-plu-bioclimatique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paris.fr/pages/la-revision-du-plan-local-d-urbanisme-plu-17018 (2022년 4월 18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미국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시사점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도시
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관리 방식으로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성장관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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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prawl)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후 도시 외곽지역의 환경오염, 공공서비
스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0년
대에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도시정책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의 도
시성장관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기적인 우리나라 국토자원의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도시성장관리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정책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차원의 토지자원 관리 및 보존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
하고, 주정부는 성장관리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성
장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한다(신서경 2021).
미국 도시성장관리의 핵심은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UGB)를 설정하
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도시화 가능구역과 비가능구역을 분리하고 경계 안에서
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 내부에 성장을 집약함으로써 도시성장을 계획적으
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시성장경계(UGB)는 도시의 인구변화, 개발 수요, 교통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계획하에 주기적으
로 변경 및 관리된다.
도시성장경계선(UGB)을 중심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 오리건주가 있다. 오리건주는 1979년 도시성장경계선(UGB)을 처음으로 설
정하였고, 주 내 모든 지방정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또는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주정부
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광역적인 성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흥순 2019). 오리

그림 1 포틀랜드 UGB 경계부

자료: Lat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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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의 포틀랜드시는 1992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기구(Metro)를 설립하
여 운영하면서 지역계획과 도시성장경계선(UGB)을 관장하고 있다. 포틀랜드시는 주정
부-지방정부 간의 협치를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결과, 도시 내에 압축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변에는 교외 개발이 제한되어 많은
녹지를 보존하고 있는 등 도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최근 20년간 포틀랜드의 인구는 30% 이상 성장했고, 지역 총생산은 지난 10년간
약 40%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및 실업률, 탄소배출량 관련 지표도 매우 양호해져 미국 내
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제도가 지속가능한 국토자원 관리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리성의 기반 위에 제도를 확립했기 때
문이다(정창무 2000). 일례로, 도시성장경계선의 변경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외지역 주민, 농민단체, 부동산개발업체, 주택건설업체, 환경보호단체 등 수
많은 시민들과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
구역 제도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시행되는 하향식 계획제도로, 주민의 생활편
익 향상, 정치적 타당성 관점에 따라 제도 개정이 수시로 발생하고는 한다. 미국의 성공사
례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향후 국토자원 관리정책에는 시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모든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향식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김흥순. 2019. 미국 포틀랜드 시의 스마트 성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미국 51개 대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31권, 1호: 181-202.
신서경. 2021.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WP-05. 세종: 국토연구원.
정창무. 2000. 도시성장관리: 미국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
smeta&m=exp&enc=915C367B77753EB3F98B46592C72C6E8 (2022년 4월 8일 검색).
Latta, S. 2016. Portland’s Urban Growth Boundary Plots City Versus Country. ModernFarmerSe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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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도시 변화와 콤팩트+네트워크 사례
소멸하는 지방 중소도시
개화 이후 서양식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1888년에 첫 도시계획을 세운 이래 관
동대지진과 태평양전쟁,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며 여러 차례 크게 바뀌어 왔다. 1990
년대까지 도시 확장과 인프라 정비가 주를 이루었던 도시계획은 2000년대 들어서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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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개발된 도시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장기 불황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도시재생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도시계획과 도시제도는 2010년대를 거치며 사
회적 위기 앞에 또 한 번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호에서 자주 다루었듯, 일본 최대의 문제는 초고령화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
면서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20% 정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방 소도시는 생산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세가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
은 소멸 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8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방 도시는 총 주민 수가 1985년에 1,95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 1,729만 명으로 파악되었고, 2045년에는 1,118만 명으로 2015년 대
비 3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또한 노년 인
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国土交通省 2021).
결과적으로 일본 전 도시의 성장은 앞으로 크게 정체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가 크게 타
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2040년까지 896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1)는 현실 그 자체였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졌던 도시계획과 도시제도가 근간부터 흔
들리고 있다.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과 점포가 외곽으로 퍼지면서 밀도가 낮은 시
가지가 다수 형성되었고, 시설과 환경 노후화로 도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여러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탈바꿈시
키기 위해 부분적인 대증요법2)을 넘어 도시 전체의 관점, 나아가 도시 제도의 개혁을 강
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로의 추진
일본은 그 방법으로 ‘콤팩트+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콤팩트 도시란 생활 서비스 기능
과 거주 기능을 한데 모아 인구를 집적하는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国土交通省 2021).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효율성이 높아지
는 이른바 ‘밀도의 경제’를 발휘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성 유지와 향상, 서비스 산업 생
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효율화에 의한 행정 비용 절약을 실현하고, 여
기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재정비로 여러 도시에 구축된 콤팩트 도시를 다극

1)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가 2014년 5월에 공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보고서. 도쿄일극집중 시정과 지방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서로
일본 지방소멸의 위기를 담고 있어 당시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음.
2) 표면적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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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콤팩트 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

콤팩트 시티화 효과 예시
생활 편의성 유지 및 향상
•생활서비스 기능 유지
•생활 서비스 시설 접근성 확보 등
이용환경 향상
•고령자의 사회 참여
- 고령자나 육아세대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도시의 상황
•인구감소, 고령자 증가
•시가지의 분산

도시 생활 지탱 기능 저하
•의료 복지, 상업 등 생활 서비스 유지
곤란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축소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지역경제 쇠퇴
•지역 산업 정체, 기업 철수
•중심 시가지의 쇠퇴, 빈 땅과 공실
점포의 증가
어려운 재정상황
•사회보장비 증가
•인프라 노후화 대응

콤팩트 시티
생활 서비스 기능과
거주를 집약, 유도하여
인구를 집적
+
네트워크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재정비

중심거점과 생활거점이
편의성 높은 대중교통으로 연결된
다극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 유발
•외출 기회 및 체류 시간 증가에 의한
소비 확대
- 비즈니스 환경 유지 및 향상을 통한
지역 매출 능력에 기여

행정비용 절약
•인프라 유지 관리 합리화
•행정서비스 효율화
•땅값 유지, 고정자산세수 확보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보장비 억제
-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
지구환경 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탄소배출량 감축
- 저탄소형 도시구조 실현

자료: 저자 작성.

네트워크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국토교통성은 거주기능과 도시 기능 시
설의 콤팩트화를 유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수송자원 동원을 통
한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확보와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집
중하고 있다. 2014년에 시행된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은 의료, 복지, 상업, 행정 등 생
활 서비스 시설을 도시기능 유도 구역에 조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부동산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거주 유도 구역에 조
성하게 하여 도시 콤팩트화를 위한 입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법’은 지역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 교통 노선 정비와 운임 조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례 및 예산 지
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입지적정화와 지역 교통 계획 연계를 통한 선순환 실현으
로 콤팩트+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콤팩트+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실험적으로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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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야마시의 트램

자료: JR도카이. https://shupo.jr-central.co.jp/spot/1063.html (2022년 5월 4일 검색).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일본 중북부에 위치한 토야마시의 경우 그보
다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인구의 외곽 분산으로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토야마시는 낙후된 도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정
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트램(LRT)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상업 및 업무시설 조성을
장려했으며,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거점 지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거점 지구를 따라 생활
권이 집약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생활이 편리해지고 도시 연계성이 개선되었다. 또
트램과 철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거주 추진 지구’를 설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 새로 주
택을 취득하는 시민에게 최대 5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거주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2000년에 32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에 42만 명으로
늘고 상권이 확대되었다. 인구는 2015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 41만
4천명으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제도 개혁을 통한 성공사례로 간주되고 있다(富山市
2022; Yahooニュースオリジナル 2016).
반면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아오모리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가속되는 인구의 교외화가 행정 역량을 분산시켜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아오모리시
또한 2000년대 중반에 도시의 콤팩트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거점과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극형으로 재편한 토야마시와는 다르게 아오모리시는 아오모리역과 인근 재
개발 지역 등 중심가에 상업, 행정 시설을 조성한 ‘이너’(inner) 지역, 거주, 근린상업 시
설을 조성한 ‘미드’(mid) 지역, 농지를 배치한 ‘아우터’(outer) 지역으로 나눠 다층형 콤
팩트화를 추진하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보조금 지급으
로 고령층의 이너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고령층이 빈 미드 지역에 젊은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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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이었으나 이너 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만큼 이루어지
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시장 및 시의회의 교체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사점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일본 도
시들의 변천과 성공 및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의 현실은 도시계
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20년 전 상황, 즉 급격한 산업화
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던 시대와 많이 달라졌다. 또 지역
도시계획과 제도가 정치 공약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수립되거나 집권 세력에 따라 한순
간에 좌초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는 도시의 미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도시
계획과 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좌우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도
시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역 균형발전 등 국
토계획상에서의 정책적 위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토계획을 다
시 들여다볼 때다.
[자료: 国
 土交通省. 2021. 都市計画法制. https://www.mlit.go.jp/toshi/city_plan/toshi_city_plan_tk_000043.html. (2022
년 4월 13일 검색).
国土交通省. 2017. コンパクト・プラス・ネットワークのモデル都市. https://www.mlit.go.jp/common/001295517.pdf.
(2022년 5월 3일 검색).
富山市. 2022. 人口と世代. https://www.city.toyama.toyama.jp/kikakukanribu/kikakuchoseika/tokei/jinkosetai/
jinkosetai.html (2022년 5월 4일 검색).
Yahooニュースオリジナル. 2016. コンパクトシティはなぜ失敗するのか：富山、青森から見る居住の自由. https://news.
yahoo.co.jp/feature/423/. (2022년 5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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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2022년도 제3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개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좌장)
과 김태환 부원장,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박미
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해 시민자산화
와 공동체 주도의 사회적개발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토연구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
사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4월 7일(목)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
당에서 제3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리더
스 포럼은 국토 관련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현안을 진단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공동체 자산화
와 지역의 재구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세 번째 포럼을
주거, 토지, 도시재생, 공동체 자산화 전문가인 이영범
원장님이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강

국토연구원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연이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는 4월 8일(금) 서울 KIND 사옥에서 해외인프라·도시

라고 말했다.

개발·컨설팅 분야 사업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이영범 원장은 강연을 통해 공동체 자산화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

했다. 협약식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강훈 KIND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명했다. 공동체 주도는 상향식의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임을 설명하면서, 특히 시민자산화 과정의 4단계인 공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 공유, 컨설팅

동체 자치단계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지속가능성 유지

과 공동연구 등 해외사업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주택마을, 공동체

공고히 하기로 했다. 향후 △국내 컨설팅사업 공동참

토지신탁,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유휴공간 어셈블 등

여와 국내외 행사 개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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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계획이다.

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여러가지 이론 분석, 실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력센터가 개소한 이후 국제협력과 해외사업을 꾸준히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고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

번 협약을 통해 “KIND의 해외네트워크와 해외진출 경

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험 등의 정보공유가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이어진 정책현안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박미선 주

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양 기관의 협업으로 우리 기

거정책연구센터장의 「코로나 이후 주거정책 안전망 기

업의 해외 신규 사업 확대와 관련한 시너지가 발휘될

능 강화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정책 방향」을

걸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분야

시작으로, 이영주 국토모니터링센터장의 「디지털플랫

의 노하우를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

폼 정부 시대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방안」, 박종순 그린

라고 말했다.

인프라연구센터장의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
축 전략」이 발표되었다.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이 함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께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은 4월 11일(월) 오후 3시 국토연구원 2층 강
당에서 2022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도
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정비, 국가 균형발
전 등 정부의 국토정책 관련 이슈와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 이재평 국
토정책과장,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성호철 주거복지정
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
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
본부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모두말씀에서 “현 정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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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서평 |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dshuh@gjue.ac.kr)

신서경 외 지음
2021년 10월 31일 발간

미국 하버드대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통해 프랑스 파리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

Glaeser)는 2011년 「도시의 승리(TRIUMPH OF

필수 기능(주거, 업무, 상업, 여가, 교육, 의료)을 15

THE CITY)」에서 가장 인간답고, 건강하고, 친환경

분 이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적이며, 문화적·경제적으로도 살기 좋은 곳이 ‘도시’

실행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구상은 과거 개발과

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2021년 데이비드 커틀러

경쟁 위주의 도시에서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David Cutler)와 함께 「도시의 생존(SURVIVAL OF

지향하는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

THE CITY)」을 출간했다. 책 제목에서 보듯, 도시

시 말해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근린(동네)

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도시의 위기, 즉 뉴노멀(new

을 변화시키는 데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며, 근거리에

normal),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

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

등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고, 일자리의 불균

공함으로써 도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갖

형과 도시 내부의 활력 감소,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저

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복잡한 도시환경이 주는

하시켰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는 기정사실이 되었

비효율, 익명성과 인간 소외,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

고, 에너지와 사회적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며

의 많은 변화를 동시에 논의하기에 참으로 이상적인

도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외의 ‘15분 도시’ 담론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은 국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유사한 개념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라는 글

과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

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생활환경

떠한 개선이 필요한가?

을 보장받기 위해 도시의 변화를 촉구한다. 다핵분산

저자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고 도시의 실제적

형 도시, 소위 15분 도시(15-minute city)의 모델을

적용을 위한 정책 개선에 초점을 두고 생활권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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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생활권계획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먼저 기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중재적 지침계획으로 수립하

서비스 충족을 위한 근린의 범위이면서 도시의 지역

여 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을 비롯한 관련/하위계획

적 문제나 이슈가 제기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단

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 및 현

위, 즉 생활권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생활권

안에 관한 검토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문별계

계획이 수립된 국내 6개 도시기본계획(서울, 용인,

획 주제를 선별하고 해당 계획주제의 공간적 규모에

춘천, 공주, 정읍, 영주) 수립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따라 중·소규모의 생활권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 및

해당 도시들은 생활권을 다양한 규모(대, 중, 소)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저자들은 생활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 계획과 충족되어야 하는 공

권계획의 제도화가 첫째, 시의성 확보, 둘째, 중·소

공 편익시설 및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생활권별 계획방식 구체화, 셋째, 관련 계획과의 연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체계 내에 생활권계획 제도화

1900년대 초반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를 위한 정책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근린주구이론은 도시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먼저,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위한 기본적인 설계원칙을 담은 다소 정적이고 계획

있음을 제안한다. 기존 도시계획체계는 계획수립과

가 및 공급자 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적의

집행에서 경직적이고 상당한 비효율이 나타나 급변

자원배분이라는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여 도시 및

하는 상황에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

단지 구상에 적용되고 있기에 최근의 15분 도시 담론

의 계획은 보다 시의성 있고 탄력적이며 지역 밀착형

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도시 담론이 주목

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의 큰 방

을 끄는 이유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획과 실제 공간 사이의

로컬 단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방안을 마련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적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수요자·상향식

하도록 제도화가 요구된다. 생활권을 단순히 읍면동

(bottom-up) 도시 모델이라는 점에 있다. 생활권계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적 규

획은 이러한 관심을 공유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합한

모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계획 주제와 정책 부문을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를

안내하고 관련 계획과 제도의 통합적 검토가 이루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는 도시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

또한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활권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계획’과 제도 개선에 방

먼저, 생활권설정은 행정구역 경계를 준용한 생활권

점을 두고 있다. 향후 생활권이 도시규모와 특성 및

설정을 일반적 방식으로 하되 지역의 이슈나 현안 해

현안(주제)에 따라 유연하면서 효과적으로 설정되

결이 시급한 지역을 거점 혹은 핵심구역 등으로 설정

는 방안, 세부 계획 요소별 특성 및 원칙 정립, 생

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별 인구 규

활권 내 주민 참여와 로컬 지식(local knowledge)

모를 고려하여 최소 2단계에서 최대 3단계 위계로 설

을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생활권의

정하도록 하며 최소 규모의 생활권 위계는 근린 생활

의미와 국내 여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길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도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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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 일련의 절차로써 수립되거나 민간의 개발 수요 등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기존의 건축법과 도시

과는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계획법에서 수립되었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

유지되고 있는 지역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

한 제도로, 성남판교·화성동탄 등과 같은 신도시의

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신규 법·제도를 통

택지개발사업뿐 아니라 구도심 정비사업, 도시개발

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시기적절하면서도 필요한 연

리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구가 아닐까 싶다.

서 건축물 계획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현재 국내 도시지역에 지정된 6,400개소 이상의

에 대상 지역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의 형태와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상지 면적, 주변 여건, 지정

미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정

시기 및 추진 현황 등이 모두 상이하기에 공통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이나 이슈 등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관련 법·제도와

획 제도는 대상 지역의 물리적 여건, 빠른 사회적 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토대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실

화 등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

증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절

고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차, 내용, 운영 및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

보니 신도시의 경우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여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

엇비슷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하에 유사한 형태의

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성격

건축물 경관을 양산하고 있으며, 구도심의 경우 대상

이 다른 세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을 통해 제도

지의 계획이나 설계 측면보다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

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히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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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제도의 절차나 내용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

영·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

구단위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

화 등을 제시하였다.

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실질적

그러나 연구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 분석 대상

인 이슈 및 개선방향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었던 점

이 모든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단지

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세 개 구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사례 분석 대상

특히 이 연구는 이슈 도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의 계획 주체가 모두 공공이라는 점, 그리고 지구

각각의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각의 측면

단위계획구역 선정과 계획 수립 후 조성 결과에 대한

에서 작동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분석이 다소 미비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며 분명

서 실행력이 있는 보고서라 생각된다.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연구진이 연구의 배경

연구 결과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주요 이슈로는 절

에서 이슈로 제시했던 민간 중심의 도시계획 추세를

차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고려했다면, 사례분석 대상지를 공공 주도의 개발사

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업지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별로 선정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있다.

여 계획 수립 후의 실현 여부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수

또한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립자와 해당 계획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건축주나 건축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가의 입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인터뷰 등을 진행

는 지구단위계획 유형 구분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

하여 다양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

구단위계획 계획 요소 및 내용이 획일적으로 수립되

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고 있으며 인센티브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시관리수단으로

이외에도 도시 지역 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써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효성을 갖지 못하

장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국

는 등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내 도시 및 건축 관련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후의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과 운영·관리 측면

기에 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에서의 구속력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규제의 정도가 어디까지 허

이에 대한 개선 과제 또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

용될 것인가, 완화·배제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고 있는데, 첫 번째 절차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리할 것인가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질문일

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 및 강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이에 대한 미

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주민 참여 제고

래 도시 계획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

등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

려할 때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 도시의 계획 방법을

한 지구단위계획 유형 재편, 계획 요소 및 내용 개선,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연구 또한 기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및 차등화, 도시지역 외 지역

대되는 바이다.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내용 정교화를 제안하
고 있으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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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5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16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17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8,000원
기본 20-18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19 비적정주거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주거지원 강화방안
7,000원
기본 20-20 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1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8,000원
기본 20-22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3 국민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개방형 지리인구통계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8,000원
기본 20-24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25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7,000원
기본 20-26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7,000원
기본 20-27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8,000원
기본 20-28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용펀드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29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 방안
7,000원
기본 20-30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8,000원
기본 20-31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7,000원
기본 20-32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7,000원
기본 20-33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7,000원
기본 20-34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
8,000원
기본 20-35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7,000원
기본 20-3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8,000원
기본 20-3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연구
8,000원
기본 20-38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7,000원
기본 20-39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8,000원
기본 20-40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8,000원
기본 20-4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8,000원
기본 20-42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 방안
8,000원
기본 20-43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Ⅰ)
7,000원
기본 20-44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8,000원

2019년도 보고서
기본 19-01
기본 19-02
기본 19-03
기본 19-04
기본 19-05
기본 19-06
기본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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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8,000원

기본 19-09
기본 19-10
기본 19-12
기본 19-13
기본 19-14
기본 19-15
기본 19-16
기본 19-17
기본 19-18
기본 19-19
기본 19-20
기본 19-21
기본 19-22
기본 19-23
기본 19-24
기본 19-25
기본 19-26
기본 19-27
기본 19-28
기본 19-29
기본 19-30
기본 19-31
기본 19-32
기본 19-34
기본 19-35
기본 19-38
기본 19-39
기본 19-40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7,000원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7,000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7,000원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7,000원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7,000원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8,000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8,000원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7,000원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7,000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7,000원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
7,000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8,000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8,000원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7,000원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7,000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7,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7,000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8,000원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
5,000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7,000원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9,000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
7,000원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8,000원
에너지 절약형 도시 구현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8,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7,000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7,000원

2018년도 보고서
기본 18-01
기본 18-03
기본 18-05
기본 18-06
기본 18-07
기본 18-08
기본 18-09
기본 18-10
기본 18-11
기본 18-12
기본 18-15
기본 18-18
기본 18-19
기본 18-21
기본 18-22
기본 18-23
기본 18-25
기본 18-26
기본 18-28
기본 18-29
기본 18-30
기본 18-31
기본 18-32

기본 18-3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7,0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7,000원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7,000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7,000원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7,000원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7,000원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8,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7,000원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7,000원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7,000원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8,000원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7,000원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8,000원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방안
8,000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7,000원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8,000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7,000원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9,000원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8,000원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정부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9,000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7,000원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원 지식관리팀과 교보문고에서 직접 판매하며,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도 보고서 검색 및 구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 및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구입문의: 국토연구원 지식관리팀 (044)960-0317, 교보문고 (02)397-0317,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http://www.kyobobook.co.kr

2017년도 보고서
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3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4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05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6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8,000원
기본 17-07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8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09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7,000원
기본 17-10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11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12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7,000원
기본 17-13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7,000원
기본 17-14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9,000원
기본 17-15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7,000원
기본 17-16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7,000원
기본 17-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8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19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7,000원
기본 17-20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형성방안 연구( I )
7,000원
기본 17-21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8,000원
기본 17-2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복원력도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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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동네 가꾸기’와 품격 있는 국토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차장 (true@hankyung.com)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를 주제로 한 원고를 요청

고층의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있다.

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다. 국토에 대해 생각해 봤다. 별

우리나라를 떠올려 봤다. 계절에 따라 산세가 아름답

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그동안 국토에 대해 무

다. 하지만 마을과 동네가 깨끗하고 멋스러운 것 같지는

관심했나 보다.

않다. 과거 모습을 그대로 보전한 곳이 많지 않다. 한국

아름다운주택포럼(아가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대한건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빨리 빨

축사협회와 함께 5월 한 달간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

리”를 외쳤다. 국토를 재건할 때 전통보다는 효율을 추

진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7회째다. 삶의 보금자리인 아

구했다. 시골에도 나홀로 아파트가 덩그러니 서 있다.

파트와 그 주변을 사진에 담으면서 일상과 생활 터전의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지역별 개성보다는 획일

중요성을 느껴보자는 취지다. 2014년 설립된 아름다운

화된 동네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동네 가꾸기’를 좀

주택포럼은 ‘아름다운 주택, 품격 있는 국토’를 모토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다. 예술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 공무원과 민간 기업 출신자

와 콜라보(협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기업들도 내 고장

들이 모인 일종의 봉사단체다. 기부와 봉사활동, 재능나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개성이 살아 숨쉬는’ 고향

눔 등을 통해 국내 주택개량정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

마을을 그려본다.

으로 가정과 마을, 국토를 품격 있게 가꿔 나가자는 게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야외 활동에

창립 목적이다.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활동과 동네가꾸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

기 등이 주요 활동이다.

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올해는 국

7년 전 독일 뮌헨으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다. 1년간

토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국토 대장정 같은

유럽에 머물렀을 때 든 느낌 중 하나는 ‘도시 곳곳이 참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도 얼마든 가능할 것 같다. 주말

아름답다’는 것과 ‘과거(전통)가 잘 보전됐다’는 점이었

가족과 전국 명소 나들이를 떠나면 어떨까. 이참에 가

다. 런던 파리 밀라노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도시도

족에게 봉사(?)도 할 겸 ‘국토 바람’ 좀 쐬어야겠다. 더

비슷하다. 주거지는 대부분이 21세기에도 500년 전의

불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활동이 활발해졌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

으면 한다.

고 신상 옷을 입더라도 집은 옛집 그대로다. 물론 내부
는 편리하게 개조했을 수 있다. 사진을 찍으면 중세로
순간 이동이 된다. 과거를 보존한 게 후손들에게 관광이
라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도시 외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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