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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및 민원해소 등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계속적으로 해제하여 왔다. 개발제

한구역 해제는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에

서 계속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보일 경우에는 환경보존을 다

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역사적 신

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서 정책

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정책의 4가지 변수를 설정

하였다. 그리고 정부발간문서, 학술지,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헌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정부별로 

비교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사례연구의 ‘설명하기’ 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로가 어떠한 전개를 보여주

었으며, 그 결과에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상

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은 각 정부(체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요구하

였다. 특별히 김대중 정부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해제경로가 탄생하는 초

기조건으로 기능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어 본격적

으로 경로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부들의 정책환경은 형성된 경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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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부

족,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개발제한구역이 보다 원활하게 해제

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제약 등 불

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해제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들 역시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현안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한 정책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지는 개

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의 준거로 작용하였다. 역대 

정부가 지닌 국정전반에 관한 정책이념은 경제성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개발조치를 억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 그 가운데에서도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을 가용토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넷째, 관련정책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였다. 역

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사용되었다. 또한, 각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조성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국책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

제한구역이 사업용지로 활용되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체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적인 역할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다소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지니고 계속하여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전개과정은 정부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말의 초기조건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을 조성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국면 가운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초로 결정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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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1999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결

정한 해제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속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정책을 요구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각종 국토개발에 개

발제한구역을 활용하였다. 넷째, 박근혜 정부 역시 개발논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선 정부들에 비하여 비교적 제도적 맥락과 요인의 영향력 

수준이 낮아졌으나, 해제 경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하여 김대중·노무현 정

부에서는 가장 많은 해제면적을 차지하는 중소도시권 전면해제가 이루어

졌으며, 모든 정부에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해제(집단취락, 단절토지 

등)와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한 해제(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가 진행

되었다.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대 

정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나 성격을 보이며 해제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발제

한구역 해제의 경로의존적인 경향은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제되게끔 하였다. ② 역

대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것이 미칠 환경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결국 환경 

및 국토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의 하위분야로서 주택공급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용지공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결국 이것은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보여

준다. 첫째, 정책환경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 외부환경의 변수

들은 요구와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에 영향력을 행사하

였다. 둘째, 체제 내부의 특성인 정책이념과 관련정책 변수는 역대 정부

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이상의 4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능동적인 개발논리와 소극적·수동적인 환경인식의 

부재가 결합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에게 용지공급의 수단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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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었다. 넷째,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정부별 이념

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의 전개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

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단일한 

분석틀 안에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

진한 5개의 모든 정부에 대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러한 의의를 바탕

으로 이 연구가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는 개발제

한구역이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최

소한의 해제만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도심 내 유휴지 등 개발제한구역

이 아닌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정

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환경정책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 형평성 등 다양

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 아래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여 

다소 광범위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명변수 증가에 따른 인

과관계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를 비롯한 질적인 연구

가 지니는 일반적인 한계로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발제

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보

다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주요어 :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 사례연구,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적 

요인

학  번 : 2018-2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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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이른바 

‘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택지조성 계획은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의 신규

택지에 총 30만 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집값

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a). 이 가

운데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이 

3·4·5등급인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기 신도시 예정지(1차, 2차)에는 원칙적으

로는 해제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에는 1·2등급지 비율이 무

려 89.5%에 달한다(국토교통부, 2019b).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택

지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생략했

다1).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규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이번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 이

후의 모든 역대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개발과정에 대

하여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보다는 저렴한 분양가격 등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최인호·진미윤·김주

영, 2010; 한연희, 2010).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 확보라는 이유

1) 헤럴드경제 “그린벨트 90% 이상에 반대의견 많은데…3기 신도시 환경평가 
설명회 건너뛴 정부” (2019년 5월 22일자, 20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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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개발정책을 집행하

기 위한 목적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왔다.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

존과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제

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지정면적의 약 

30% 가까이 해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이 계속하여 해제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

연도
(년)

해제면적
(단위: ㎢)

연도
(년)

해제면적
(단위: ㎢)

연도
(년)

해제면적
(단위: ㎢)

2000 11 2007 18 2014 6

2001 380 2008 23 2015 3

2002 391 2009 13 2016 5

2003 485 2010 31 2017 8

2004 25 2011 5 2018 5

2005 62 2012 16

2006 63 2013 6

출처: 국가통계포털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해제현황’ 자료를 재구성

[표 1-1]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히 현 세대의 경제적인 이익 확보라는 측

면에서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 외곽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連擔化) 방지에 활용됨과 동시에 미래세대

를 위한 유보지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귀중한 환경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원, 2018; 허강무, 2011). 개발제한구역은 그 기원이 되는 영국에서 

시작된 정책수단의 영문 명칭인 ‘Greenbelt’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정책의 수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의 해제만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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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즉, 환경보존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주한 비공개 연

구결과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

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을 금지해야만 하는 실정

이다2).

이러한 원칙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 이

후의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정책결정을 반복해 

왔다. 심지어 환경이라는 가치를 정책이념으로 천명하고 국정과제에 포

함한 진보정부들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상의 가치에 대한 심

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을 가

졌다고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와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각각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포하는 등 환경가

치를 상당부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환경부, 2001; 지속가능발전위원

회, 2008), 오히려 이들 정부에서 더욱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

루어졌다. 역대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

림 1-1).

2) 인천일보 “[기로에 선 그린벨트] 환경부 연구 결과 '2020년 이후 추가해제 말아야'” 
(2019년 6월 12일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479#08hF; 
연구내용은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이를 인용한 기사에서 그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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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역대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3)

이것은 이념적 성향에 따른 개발과 보존의 입장 차이에 관한 통상적

인 견해를 뒤집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진보는 환경보존을 더욱 중요시

하고 보수는 개발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연구들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McCright&Dunlap(2011)에 따르면 미

국에서는 지난 20년 간 정당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유권자

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부시(Bush) 행정부와 오바마(Obama) 행정부가 정치이

념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Hamilton(2011)과 Tranter(2011)의 연구도 각각 미국과 호주에서 유권자들

이 진보적일수록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지닌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수현(2015)에 따르면 진보일수록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

이는 까닭은 ①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②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

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8/DTL.jsp



- 5 -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에 있어서는 환경정책

과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동하게 한 제도적인 맥

락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환경상의 영

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꾸준하게 해제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진보정부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많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해제된 원인 역시 규명

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해제 원인을 규명함에 있

어 주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최초의 해제가 이루어진 계기가 무엇인

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민창, 2001; 강은숙, 2001; 강은숙, 

2002; 남윤희, 2003; 강성식, 2005; 양승일, 2006a; 양승일, 2006b). 1971년

에 최초로 설정된 이래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오던 개발제한구역이 90

년대 후반부에 일시적인 정책변동을 일으킨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이다. 이후에는 정부별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전제로 하여 원활한 해

제 및 조정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성

연, 2013; 국토교통부, 2014a; 김중은·송지은·이우민, 2018). 이에 환경

상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과정이 거의 부재한 상태로 약 20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이 계속하여 해제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새로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이 역대 정부마다 계속하여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유형이나 방식, 해제지역을 사용함으로써 달

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정부마다 다소 상이하나, 결과적으로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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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국토정책적 의의를 지니는 개발제한구역이 정부별 성향이나 이

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에서 계속하여 해제되는 결과를 맞았

다. 이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맥락으로서의 요인이 각 정부마다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

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이며, 각각의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총 다섯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문제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특정한 정책

이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과 과정을 강조한다(김난영·구민교, 2011). 그

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요인을 통해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한다(박상완, 2015).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일종의 정책추진 역시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정책환경, 정책이념이나 공식적인 

제도와 같은 제도적 맥락,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책내용과 

방향이 정해진다(최자은, 2018).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

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를 뛰어넘어 제약된 경로 

아래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계속하여 해제된 맥락과 요인은 무엇인지를 보

다 원활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확보한 문헌들을 검토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는 ‘일련의 의사결정’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Yin, 

2005). 이 연구에서는 정부발간문서, 학술지, 단행본, 신문기사 및 보도자

료 등 다양한 문헌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반복

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 ‘설명하기’ 방법을 수행하였다(Yin, 2005).

이를 통하여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념이나 성향이 다른 정부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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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

론, 향후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정책들의 추진방

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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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역대 정부마다 정부별 상황과 성향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

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역대 정부가 결정한 개

발제한구역 해제이다. 아울러 그러한 해제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인 맥락과 요인 모두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일한 정부가 분석단위가 된

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을 최초로 해제한 김

대중 정부(1998년 2월 ~ 2002년 2월)에서부터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 2017년 3월)를 지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2017년 5월 ~)까지로 한다. 연구범위의 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통계의 최종시점인 2018년 말까지로 설정하였으

며, 2019년 상반기까지 발표한‘3기 신도시’계획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달간 대통령이 궐위되었

다4). 이 기간의 해제건수(1건)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부에 의하여 해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박근혜 정부의 해제면적으로 보기

로 한다. 그리고 기존에 해제한 면적을 확정측량한 결과를 반영하거나 

지적을 정정한 면적은 당초 해제를 추진한 정부의 해제물량으로 보아 연

구자가 통계를 재구성하였다. 한편, 추모관 건립을 위한 해제결정을 상

대로 한 주민들의 소송제기5)로 인하여 실제 해제가 늦추어진 경우(1건)

에도 본래 해제결정이 이루어진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부를 구분하였다.

4) 연합뉴스 “박대통령 파면 "권한남용·중대한 헌법위배"…헌정사상 첫 사
례” (2017년 3월 1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0042554004
5) 매일경제 “서초구 추모공원은 합법” (2007년 4월 12일자)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7/04/18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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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역대 정부의 정책행위로 인적·물리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정부라는 하나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층위와 구조를 

포괄하고 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최고국정책임자인 대통령과 이를 

보좌하는 비서실, 그리고 행정부처 전체와 이에 속해 있는 개별부처가 

그것이다.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정치기능을 담당하는 

광의의 정부에 포함된다(정정길 외, 2017). 이 연구에서는 행정부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이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처

의 정책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위는 부

수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역대 정부(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과 요인 역시 포괄한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원

인을 규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김대중 정

부의 출범 이후 진행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과 이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본다. 특별히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라는 하나의 분석대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일련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

로, 현상이 나타난 이유와 과정을 여타의 연구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설명

해줄 수 있는 연구기법이다(Yin, 2005). 사례연구는 하나 또는 소수의 사

례를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주로 질적인 방

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남궁근, 2017). 이 연구에서도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라는 단일사례를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Yin(2005)은 사례연구의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음의 4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성타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연구하고자 하

는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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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내적타당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 패턴매칭, 인과관계 설명하기, 시계열분석, 논리모델 사용하기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외적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

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사례연구는 분석

적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를 재차 반복하여 진

행하였을 때에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하는 

자료의 수집과 방법 등의 연구절차를 기록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Yin(2005)이 제시한 4가지 개념과 그 충족방안을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다양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여 공표

하는 법률과 고시 등 각종 행정규칙, 정책내용을 언론 등에 전달하는 보

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및 해명자료, 각 정부에서 발간하는 국정백서, 개

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 개발제한구역에 관

해 검토한 선행연구, 지면 또는 인터넷에 게재된 신문기사 등 여러 유형

의 1·2차 문서정보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방법을 사용

하였다.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단일사례에서의 연구에서 외적타

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는지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인 맥락으로 설명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넷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의 절차와 방법을 기록하여 동일한 연구를 다시금 실시하였을 때에 동일

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① 정부에서 작성한 문헌은 관련 부처인 국토교

통부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등의 키워드를 통해 문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의 산하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홈페이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였다. ② 



- 11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외국포털인 구글의 학술검색(Google Scholar), 누리

미디어의 학술정보포털(DBpia)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종합포털(네이버, 다

음 등)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을 활용하여 각 대통령의 성명과 개발제한

구역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검색을 실시하였다. ④ 추가적인 자료

는 국정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각 대통령별 

청와대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시스템6)의 사업별 해제

현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다만, 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지니는 방

대한 데이터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가급적 정부발간문서, 보도자료, 

기사 등을 통해 정책내용과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는 확보한 문헌을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에 대응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셋째, 인과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종속변수의 어떠한 지점을 설명하지 

확인하였다. 넷째, 설명력 제고를 위해서는 키워드검색 등을 통해 문헌 

및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설명하기’의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충분히 확보

하고자 하였다(Yin, 2005). 여섯째, 정부별로 지니는 독립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이한 정부의 동일한 독립변수에 대한 문헌을 함께 검

토하며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일곱째,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정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계

를 해제목적과 해제시기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도입되어 정책이 

6)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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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지니는 환경 및 국토정책적인 의의와 한계 역시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맥락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

장을 확인하고, 정책의 경로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은 구체적

으로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 역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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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개관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

개발제한구역은 “환상형의 녹지대로 도시외곽지역을 둘러쌈으로써 

도시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을 영구적으로 동경하여”도시 관리의 일정

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다(장병문, 1998: 34). 우리나라에서 개발제

한구역은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

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라는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제도는 원래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지역의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던 그린벨트(Greenbelt) 정책을 차용하여 도입

한 것이다(최영국, 2007: 59). 영국의 그린벨트는 런던(London)이라는 대

도시의 성장을 규제함으로써 도시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그 

탄생목적이 있었다(나혜영·변병설·권용우, 2005: 125). 1938년에 제정된 

Greenbelt법을 근거로 1944년에 런던 반경 50km 이내에 폭 20km 넓이의 

토지를 그린벨트로 설정하여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다(장병문, 1998: 34). 

우리나라에서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한 이유도 ‘도시의 성

장’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

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압축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내었다(이진영·정제영, 2019: 213). 이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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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발전 기능을 도시지역에 집중시켰다(우종만, 2011: 9).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의 인구 역시 급속

하게 증가했는데,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성연, 2013: 28). 도시 외곽지역이 계속하여 개발되었고, 그 결과로 수

반되는 도시 외곽지역의 환경훼손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권용

우·박지희, 2012: 365). 실제로 1971년 7월 당시의 서울 인구는 543만 

명에 달했으며, 서울 외곽인 안양, 의정부 등까지 판자촌이 난립하는 등 

도시문제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정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였

다. 도시외곽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등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등을 억제하여 도시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김성연, 2013: 28-29). 실제로 당시 

개정된 「국토계획법」(1971.01.19. 개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무

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기술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도시의 연담화 방지를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삼

은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에 서울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15km 

정도의 거리에 폭이 2~10km인 토지를 대상으로 최초로 설정되었다(양승

일, 2006a: 76).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은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추가되었다. 그리고 여수권의 

지정을 마지막으로 14개 도시권에 국토의 5.4% 수준인 총 5,397㎢가 지

정되어 관리되었다(김철수 외, 2015: 6).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권역별 지

정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2-1).

7) 중앙일보 “[실록 박정희시대] 20.그린벨트” (1997년 9월 2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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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별 구      역
지정면적
(천㎡)

지정일

계  5,397,110 　

대 도 시 　 4,294,020 　

수 도 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71. 7. 30 ~ 
'76. 12.

부 산 권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71. 12. 29

대 구 권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72. 8. 25

광 주 권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73. 1. 17

대 전 권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시, 옥천군, 청주시 일부

441,100 '73. 6. 27

울 산 권 울산시 283,600 '73. 6. 27

창 원 권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73. 6. 27

중소도시 1,103,090 　

춘 천 권 춘천시, 홍천군 294,400 '73. 6. 27

청 주 권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73. 6. 27

전 주 권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73. 6. 27

여 수 권 여수시 87,590 '77. 4. 18

진 주 권 진주시, 사천시 203,000 '73. 6. 27

통 영 권 통영시 30,000 '73. 6. 27

제 주 권 제주시 82,600 '73. 3. 5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 대도시 및 중소도시 구분은 국토교통부(1999)에 의함

[표 2-1] 개발제한구역의 권역별 지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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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전개

1971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약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정책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시기별 

양상은 ① 제도의 도입과 유지가 이루어진 시기(1971년부터 1987년까지), 

② 제도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1988년부터 1997년까지), ③ 개발제한구

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조정한 시기(1998년부터 2007년까지), ④ 구역

을 추가로 해제·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한 시기(2008년부터 현재까지) 등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김중은·송지은·이우민, 2018: 12).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을 구상하여 지정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강도 높

은 규제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였다.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일

부분의 시설과 주택의 개보수 등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만 개발을 허가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정부종합청사 신축 등의 한정된 부분에서만 개발

제한구역을 사용하였다(김성연, 2013: 33). 이렇듯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데에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양승

일, 2006b: 78). 실제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부실

을 이유로 파면, 감봉, 견책 등의 징계와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

이 무려 2,526명에 달했다8). 197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제정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자들의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했다(권용우·박지희, 2012: 368). 당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은 약 95만 명이었다(채병선·문준경·이만

형, 2015: 148).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

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

는 것이 허용되었다(김성연, 2013: 33).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편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각종 민

원이 급증했고(김철수 외, 2015: 7),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

키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채병선·문준경·이만형, 2015: 

8)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reenBe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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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그러나 정책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지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

었다.

둘째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집

권이 막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

아졌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통근과 통행거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에 대한 부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양승일, 2006a; 김성연, 

2013). 정책을 지속하고자 했던 정부는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문제

를 타개하고자 하였다(채병선 외, 2015: 148). 이를 위하여 1993년에는 개

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권용우·박지희, 2012: 369). 1990년대

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의 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국제경기 준비를 위한 경기장과 운동장의 건설 역시 진행

되었다(김성연, 2013: 33). 그러나 이 시기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구역조정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로, 199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 개발제한구역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98년부터 개발제

한구역제도의 완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1998년 12월 24

일에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

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헌성이 있다

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을 받았다(이성원, 2018: 47).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되었고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본격적으로 해

제하기 시작하였다. 중소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적으로 해제하였으며(권용우·박지희, 2012: 366),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

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부지에 대한 해제도 진행되었다.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여 중소도시의 잔여면적

을 모두 해제하고, 집단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

9)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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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넷째로,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

지의 역대 정부에서도 앞선 정부의 해제방침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였다. 해제한 부지는 주

택건설을 위한 부지, 산업시설과 공단의 입지,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2018년 말(12월 31일)을 기

준으로 전체 지정면적 총 5,397㎢ 가운데에 28.8%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잔여면적은 3,840㎢이다10). 개발제한구역의 시기

별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2-2).

구분
도입 및 유지기

(1971~1987)

규제 완화기

(1988~1997)

해제 및 조정기

(1998~2007)

추가 해제·조정기

(2008~현재)

근거

법률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

목적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인접 도시간 시가지연담화 방지, ②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국가보안상,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도

특징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

·용도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유사

·개발제한 등 물리적인 

규제방식 지속

·대대적인 해제

·구역의 계획적 

관리에 관심

·물리적 규제와 

인센티브 부여 

병행 추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심

·주민 등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2014a), 김중은 외(2018)를 재구성

[표 2-2] 개발제한구역의 시기별 동향

10)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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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의의와 한계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 주변부에 녹지대를 여유 있게 확보하는 정

책이다. 이를 통하여 녹색공간이 줄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장병문, 1998: 34).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보한 

녹지공간이 수행하는 역할은 곧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지니는 의의가 된

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녹지공간의 확보는 도시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1차

적인 기능이 있다. 어떠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

위의 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분할하는 것, 건축물

의 건축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 토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각종 공작

물을 설치하는 것, 벌채하는 것, 각종 계획사업을 진행하는 등에 있어 

제약이 가해진다(최원락, 2015: 1).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행위제한을 통

하여 녹지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유지한다. 실제로 송

슬기·이달별·정주철(2015)은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

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대기의 질과 수질

의 향상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악화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성우·박용하·홍현정·최현아·강성대(2013)의 연구에서도 기존 

도심지, 전면해제 지역, 우선해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대기의 질과 수

질을 분석하였는데, 기존 도심지와 해제지역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질 악화된 정도가 낮았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낮은 것을 확

인하였다. 지표온도의 상승 역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

났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에서 구역설정과 개발행위제한

이 환경보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김석철, 1999). 

둘째로, 이렇게 보존된 자연환경은 곧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자원이 된다. 깨끗한 자연환경이 제공해주는 공기와 물, 산림 등을 

통하여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

역으로 확보한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① 인간에 필요한 물, 식량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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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공급하여 주고, ② 토양과 대기, 물을 조절함으로써 기후와 자연

재해 예방 등에 도움을 주며, ③ 정신적이고 심리적이며 미적인 차원에

서도 편익을 제공해준다(류대호·이동근, 2013: 285-288). 류대호·이동근

(2013)의 연구는 수도권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기능은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을 통해 녹지대를 확보하고 그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림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

는 것으로서 환경법과 환경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홍준형, 2017: 17).

셋째로, 국토관리의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성장 관리의 차원에서는 토지를 개

발하고자 하는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조화로운 국토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김재의·여창환·박선형, 2007: 73). 과

도한 인구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난개발 등의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

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이러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장병문, 1998). 도시의 외곽을 일종

의 띠 형태로 둘러싸고 그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은 더 이상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제한한다. 김재

의·여창환(2008: 221)은 도시성장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미치는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실제로 개발수요를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로,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도시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연담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담화(連擔化)라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여 인접한 도시와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최원락, 2015: 13). 즉 도시의 연담화가 발생하게 되면 인접한 몇 

개의 도시가 하나의 거대도시를 형성하여 결국 도시의 지나친 성장과 동



- 21 -

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환경오염이나 주거문제, 교통체증 등

과 같은 도시문제를 양산하여 국토관리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개발제

한구역은 도시 외곽의 개발을 제한하여 연담화를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국토운영에 도움을 준다(조명래, 2004: 26; 김철수 외, 2015: 10).

다섯째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서 기능한다. 개

발은 단순히 현 세대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실시되어야 하는 것

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향유하는 혜택에 대한 고려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면서 ‘세대 간 

형평’을 하위원칙으로 삼았다(황계영, 2017).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제한

구역은 설정지역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토

지를 확보한다(김선희·차미숙, 2006: 95; 조명래, 2004: 16).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였을 때에 그것은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

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인간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한다. 또한 도시의 지나친 성장을 제한하

며 도시 간 연담화를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국

토정책에도 기여한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의 의의는 환경정책과 국토정

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

입 당시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토정책의 측면

이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환경권과 환경정책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정책적인 의의와 역할 역

시 주목을 받고 있다(전성우 외, 2013). 실제로 이들 양자의 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 및 활

용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 및 국토정책적인 역할을 반드

시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이상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특

성상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도입 초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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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과 주민들의 권리가 침

해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토

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기 어려워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비해 재산권을 상당부분 제약

받아 왔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여야 했다는 지적이다(김경환, 1998: 35).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에 비하여 토지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점 역

시 간접적인 피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당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이종준, 2018: 3).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한 박정희 정부에

서는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공론화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

하였으며, 제도추진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았다

(양병이, 1992: 202). 그러던 중에 인접한 지역과의 지리적인 관계 및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선과 면 형태로 구역을 설정하면서 불합리한 

경계선이 획정되었다(김경환, 1998: 35). 이 때문에 경계선으로 인해 단절

된 토지들이 생겨났고, 이미 개발된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났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함에 있어 주로 훼손행위를 

단속하거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지속해왔

다. 이러한 소극적인 관리는 사실상 무허가시설과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정부시설의 입지나 골프장 건설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

대한 태도를 취해왔다(양병이, 1992: 202).

이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는 개발제한구역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

한 수단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다. 그러한 인

식의 결과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과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

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양승일, 2006a: 76). 이후 들어선 정부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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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규제로 인식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채병선 외, 2015: 145), 결국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완화와 지속적인 해제는 개발제한구

역의 구역지정 자체의 정당성에 더욱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권

용우·박지희, 2012: 369).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개선

을 통하여 충분히 그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적인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본질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이

종준, 2018: 15).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와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도

입 당시에 결여하였던 절차적 정당성 역시 새로운 공론화와 설득과정, 

장기적인 청사진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불법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와 원상복구명령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제도적 방안들은 이미 일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채병선 외, 2013).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과 전개,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1971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수단이다.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사람들이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정책의 수단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며 도시 간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

록 함으로써 연담화를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 기능한다. 

그렇기에 개발제한구역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숙고 없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기에 앞서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정책적 역할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발제

한구역의 환경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역대 정부마다 계

속하여 해제된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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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역사적 신제도주의

1. 신제도주의의 등장

1950년대 이전의 구제도주의는 국가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정치적·법

적·행정적인 구조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행태주의는 개별 국가가 지니는 특수성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이론을 고

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다시금 국가별로 고유한 정치

적·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하여 신

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김종성, 2002: 59-60). 

신제도주의는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활용

되었다(March & Olsen, 1984: 738). 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

다 제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

는데, 이는 제도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관

계를 밝히는 데에 주로 초점을 둔다(박통희, 1999: 349).

그렇다면 제도(institution)라는 개념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제도란 사회의 구조화된 특정한 측면을 뜻하며, 

사회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측면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로,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 즉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인 

맥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행위에 주목한다. 셋째로, 제도는 개인

의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서 기능한다. 넷째로, 제도는 법을 비롯한 공식적인 측면과 

의도적으로 설계되거나 명료하게 특정되지 않은 규범이나 관습 등과 같

은 비공식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다섯째로, 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지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기에 

일단 파생된 제도는 상황에 따라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Ikenberry, 1988: 

223; Lownpes, 1996: 182; 하연섭, 2002: 340).

제도라는 개념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 25 -

각 학문분야마다 특정 측면에서는 제도를 다소 상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분파로 나눈다(Peters, 1999; 정용덕 외, 

1999a). 각 세 가지 분파의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집단의 행동을 구조화하여 일정한 

정책결과를 도출해낸다고 보는 입장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만으

로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역사와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요시한다(정정길 외, 2017). 그리하

여 역사적 우연성에 기인한 제도의 형성, 경로의존성에 의한 제도의 유

지,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자극에 의한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유경·김은영, 2008).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와 정책을 

다소 분명히 구분하여 제도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책

을 탄생시킨다고 본다(구현우, 2009).

둘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주목

한다.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

역적인 접근방식을 이용한다(정정길 외, 2017). 또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

주의에서는 정치를 ‘연속적인 집합행동의 딜레마’로 바라본다. 자기이

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김종성, 2002). 한편, 합리적 신제도주의

는 행위자의 동기를 제한된 합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이

나 사회규범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약점을 지닌다(최자은, 2018).

셋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합리적인 개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

여 사회적 질서로서의 제도에 집중한다(최자은, 2018). 그리고 문화적 인

지에 기반한 제도화,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유지, 그리고 제도적 동

형화를 강조한다(정정길 외, 2017; 한유경·김은영, 2008). 특정한 제도적

인 관습이 생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학적 신제도

주의에서는 그 관행이 해당조직과 행위자들의 ‘사회적 정통성’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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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종성, 2002). 

이 세 가지 분파는 각자의 고유한 이론을 전개해나가면서도, 특정 분

야에서는 서로 수렴해나가는 현상을 보여주었다(정용덕 외, 1999b). 신제

도주의의 각 분파가 지니는 세부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3).

구 분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핵심개념
역사와 맥락의 

강조
합리적 개인의 

효용극대화 논리
인지적·문화적 

요인

제도 형성 역사적 우연성
행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제도적 동형화, 

모방, 수렴

제도 유지 경로의존성
내쉬균형,

제도적 관성, 
제도변화비용

배태성

제도 변화 외생적 요인 내생적 요인 내생적 요인

변화 주체 외부의 충격
능동적이고 

합리적 행위자
환경의 역할에 

비중

변화 속도 단절적, 급진적 점진적, 계획적 지속적, 점진적

이론적 
한계

제도변화 
설명에는 한계

역사와 맥락을 
무시

미시적인 수준을 
무시 

출처 : 김윤권(2005); 하연섭(2003); 한유경·김은영(2008)을 재구성

[표 2-3]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별 주요특징

이 연구는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이 역대 정부마다 계속하여 해제되게끔 작용한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도주의의 3개 분파 가운데에서도 역사적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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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역사와 맥락

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사례

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미치는 환경정책 및 국

토정책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

으로 해제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경로를 제약하는 특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설명하는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이론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로

의존적인 경향을 지니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

가. 역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

로서 1960-1970년대에 유망하였던 집단갈등이론과 구조기능주의에 반응

하여 발전하였다(Hall & Taylor, 1996: 937).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제도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 

등의 정치행정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이다(배웅환, 2001: 106). 이를 통하여 

개별 정책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제도적 맥락은 무엇이며, 그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김종성, 2002: 78). 즉 제도라는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정책이라는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정

의하고 있는 제도의 개념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Hall(1986: 19)은 일찍이 제도를 ‘정치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개

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공식적인 규칙, 순응의 절차, 그리고 표

준운영절차’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도는 법이나 규범과 같은 

공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신

제도주의에서 진행되었던 제도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면,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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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제약요인을 뜻한

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층위를 지니는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연

관된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수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틀과 

같은 중간범위 수준, 표준화된 관습, 규범 등의 미시적인 수준이 있다(하

연섭, 2003: 43-44). 역사적 신제도주의 중간범위 수준의 제도에 주로 관

심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의 범주는 각 사례를 규명함으로써 특

정될 수 있으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서 부각되는 제도적 요소이다(김윤권, 2005).

정책은 바로 이러한 제도의 산물이 된다(배웅환, 2001: 108). 특정한 

정책이 형성되기 전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도들은 독립변수로서 정

책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과 연관되어 새로이 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제도들이 또 다른 독립변수가 되어 정책을 제약하게 된

다(김종성, 2002: 68). 제도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는 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량을 제약하

며, ②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전

략을 결정하고, ③ 행위자들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끼쳐 이들의 영향력을 

규정하며, ④ 행위자들의 선호를 좌우한다(하연섭, 200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책

을 비롯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분파는 과거의 의사결정이 

미래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 과거에 발생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역사적인 인과관계, 제도의 시

간적·순서적 배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도적 배열 등을 

강조한다(최자은, 2018: 40).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렇듯 역사와 맥

락을 통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에서 제도의 유지와 지속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역

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의존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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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로의존성

제도의 유지와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 경로의존성

(path-dependence)을 통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역사발전을 설명함에 있어 동

일한 원인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거부하고 경로의존성을 주장했다(김종성, 2002: 72). Pierson(2000: 252)은 

경로의존성이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모두 지닌다고 하였다. 먼저 

광의의 개념으로 경로의존성이란 시간 순서에 따라 선행단계가 나중단계

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련성을 의미한다. 반면에 협의의 개념으로는 어떠

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선택을 바꾸는 비용이 

커짐에 따라 경로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ierson, 2000: 252). 결국 

경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김윤권, 

2005).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경로의존성은 크게 두 가지

의 특징을 지닌다(최자은, 2018). 첫째로, 앞선 시기의 제도가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이다. Krasner(1988: 72)에 따르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서 t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t+1시점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제도적인 맥락이 

경로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둘째로, 경로의존성은 자기강화

(self-reinforcement)의 과정이다. 한번 결정된 정부의 프로그램은 경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초기 선택의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Peters, 1999: 63). Ikenberry(1988) 또한 제도는 당시의 환경 속에

서 역사적인 맥락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탄생배경인 초기의 환경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지속된

다고 하였다(배웅환, 2001: 108). 이 때문에 특정한 경로가 일단 만들어지

고 나면,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Greener, 

2005: 62). 

한편,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지

만, 지속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심지어는 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도 경로의존성은 나타난다. Campbell(2005)에 따르면, 제도의 변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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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변화 역시 경

로의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하연섭, 2006a: 224). 이밖에도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을 뛰어넘어 경

로의 진화, 경로의 이탈, 새로운 경로의 창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였다(하태수, 2010). 특히나 경로진화라는 개념은 급진적이고 단절

적인 경로의 변화 이외에도 내생적인 요인에 의한 경로의존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김윤권, 2005).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경로의

존성 개념을 이용하여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정부별 이념이

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경로의존성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현되는지에 대하여도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Mahoney(2000; 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Mahoney(2000)는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3단계의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초기조건(antecedent conditions)은 몇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선택될지 예측할 수 없다. 둘째

로, 우연적인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특정한 대안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택된 대안은 자기강화를 거쳐 경로를 지속하게 한다. 이후 

Mahoney(2001)은 모형을 확장하여 경로의존성의 단계를 초기조건 시기, 

결정적인 국면단계, 구조적인 지속단계, 반응적 순서의 단계, 산출단계의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지니는 경로가 나타나기 위

해서는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필요하며, 구조적 지속단계

(structural persistence)에서는 선택된 정책이 구조적으로 특정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 반응적 순열(reactive sequence)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나타나는 단계이며, 마지막 산출

(outcome)은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이다(최충익·

김철민, 2016: 96).

경로의존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신제도주의의 선구자였던 Arthur(1994)는 제도의 자기강화를 지

적하면서 선순환(positive feedback) 때문에 경로의존성이 나타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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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는 다음의 4가지로 경로의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과도한 설치 또는 고정비용(large set-up or fixed costs)이다. 고정비용이 

높으므로 그것만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효과(learnig 

effects)이다. 해당 제도를 반복하여 이용하게 됨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

은 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더욱 키운다. 셋째, 연계효과

(coordination effects)이다. 다른 행위자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때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넷째,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이다. 제도를 

통한 기대를 현실화하고자 행동한다는 것이다(김진수, 2013: 47). 

North(1990: 94)와 Pierson(1994; 2000)도 Arthur의 주장과 동일하게 경로

의존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Pierson(1994: 44)은 또한 Arthur가 비록 이

를 정치현상과 경제현상을 염두에 두어 기술한 것이지만, 정책(public 

policy)에도 경로의존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Mahoney(2000)은 경로의존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또 다른 4가지로 설

명하였다. 첫째로, 공리주의적인 설명(utilitarian explanation)이다. 효율성

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도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

안에 의한 경쟁이 증가하고 학습과정이 이루어질 때 제도변화가 가능하

다. 둘째로, 기능적인 설명(functional explanation)이다. 제도가 체제 전체

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로의존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때

는 사회의 필요를 바꾸는 외부충격에 의하여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 셋

째로, 권력에 의한 설명(power explanation)이다. 그것이 엘리트집단이나 

행위자에 의하여 지지받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때 그 제도로 

인한 이익의 배분은 불공평하여 특정집단에게 유리할 것이다. 만일 엘리

트집단이 약화되거나 하위집단이 강화된다면 비로소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 넷째, 정당성에 의한 설명(legitimation explanation)이다. 그 제도가 

정당하거나 옳다는 행위자의 신념에 의하여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미 존재하는 바로 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또는 주관적인 믿음이 바뀔 경우에만 제

도가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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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역

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

기까지의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로가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지 역시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종속변수로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신제도

주의 독립변수인 제도적 맥락과 요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독립변수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이 종속변수로서

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되

는 제도적 맥락과 요인이란 단순하게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

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정의는 공식적이고 정태적인 형태

를 넘어서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에 

관한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는 공식적인 

제도, 관계라는 제도, 이념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장지호, 2008: 5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다. 먼저는, 개별적인 정책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를 해석하기 위하

여 공식적인 정부체계, 법과 제도, 무형의 사회제도 등을 제도로 포괄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측면에서도 제도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행위자

들의 선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학문적인 제도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이다(김윤권, 

2005: 303). 김태은(2015: 60) 역시 특정한 정책현실을 공식제도라는 독립

변수만으로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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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위자, 구조 등의 새로운 독립변수가 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해당 정책사례에 비추어 이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역사

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도출하였던 요인들을 검토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요인

들은 정책환경, 정책이념과 아이디어, 정책결정구조와 운영절차, 정책행

위자들과 이들의 상호작용, 관련정책 등이다. 이상의 요인들 가운데에서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책환경

정책환경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가 형성, 유지되고 변화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환경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종속

변수로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정책환경은 정책이 탄생되는 배경이다.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해당 정책을 구성하는 밑거

름이 된다는 것이다. Ball(2008)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정책환경은 행

위자들에 의한 새로운 대안 제시, 경로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유지되게끔 기능한다고 하였다(최자은, 2018에서 재인

용). 둘째, 정책환경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행동하며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그리고 신제도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제도가 탄생

하며 지속하고 변화되는 곳이다(하태수, 2009).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

도적 맥락과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에 있어 정책환경의 흐름 

속에서 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배웅환, 2001). 예를 들어, 김명희(2008)

는 정책환경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변수로 삼아 공공부조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입각하여 분석

하였다. 유기현·서순탁(2015)도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치적·경제

적·사회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택지개발정책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Ikenberry(1988)는 192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를 사례로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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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특정한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

였다. 본래 결정적인 국면이란 제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극적

인 사건이나 위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경로의 지속을 유지하게 하는 요

인이 아닌 경로를 시작하게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Mahoney, 

2000; Pierson, 2000). 다만 결정적인 국면이라는 개념은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해준

다.

한편,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적 맥락이자 요인으로서 정책환경이라

는 독립변수는 Mahoney(2000)가 제시한 경로의존성의 설명 중에서도 공

리적인 설명(utilitarian explanation)과 부합한다.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정

책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책환경과의 정합성이 높은 정책은 

제도를 유지하는 편익을 크게 하여 제도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정책환경은 제도의 유지와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요한 독립변수이다.

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한 관심사

였다. 정책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행위자들이며,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책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뒤에

서 살펴볼 것처럼 행위자들이 지닌 정책의 이념 역시 행위자들의 행태를 

바꾸기도 한다. 한편, 행위자 개인을 뛰어넘어 행위자들이 일으키는 상

호작용은 실제로 경로의존성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변수이다. 경

로의존성의 발현과정에서 검토하였듯이 Mahoney(2000)은 경로의존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 권력을 이용한 설명(power explanation)

을 시도하였다. 정책행위자들 개개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해당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정책행위자들이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의 경로가 지속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는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다(김미나,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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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1994), Pierson(2000) 등에 따르면 이를‘잠김(Lock-in)’현상이라 

한다. 기존에 형성된 제도는 다양한 변화의 시도와 계기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닌 정책행위자들에 의하여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지닌 채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Hall&Taylor(1996)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라는 독립

변수로 간주하였다. 김진수(2013)는 세종시 정책추진과정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삼아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각각 정책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정책의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최자은(2018)

은 젠더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분석하였는데, 경제

적 효용을 중시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성차별적인 노동시간정책을 

지속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익을 추구

하는 정책행위자들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태수, 2009).

다. 정책이념

아이디어(idea), 이념(ideology), 패러다임(paradigm) 등의 단어로 표현

되는 정책에 관한 사고들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변수이다. 이들 각각의 

개념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의 기조라는 차원에서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박정택, 2000). 연구자에 따라서 이를 포괄적인 

제도적 맥락 안에 포함하는가 하면, 좁은 의미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행위자를 연결하는 중간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이를 ‘정책이념’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핵

심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변수인 정책이념이 정책의 경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Berman(2001)에 따르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는 정책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책행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된

다. Goldstein&Keohane(1993) 역시 정책행위자들인 정치엘리트를 통하여 

정책에 관한 이념이 제도로 전환되며,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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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변수로서 작동한다고 하였다(김미나, 2004: 6). 천세봉·하연섭

(2013)은 신제도주의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구조와 행위자를 이어주는 개

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라는 설명변수를 통해 과

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엄석진(2016) 역시 한국행정의 역

량을 진단하면서 ‘행정엘리트’들이 지닌 정책의 아이디어가 행정역량

이라는 정책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은미·조현석(2016)은 역

사적 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하였는

데,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이념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이 경로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이념은 다양한 층위를 지닌다. 정책이념은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일 수도 있으며(하연섭, 2006b; 엄석진, 

2016), 정책일반에 대한 국정이념과 국정지표일 수도 있고(정의창, 2005), 

균형발전이나 산업경쟁력과 같이 국토정책, 경제정책 등의 특정분야 정

책에 대한 입장으로서 중간수준일 수도 있다(이은미·조현석, 2016). 더

욱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정책행위자의 아이디어 역시 정

책이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태훈(2015)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과

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대한 기조, 세계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의 흐름 등을 들었다. 

김종성(1999)은 미군정기와 건국시기의 행정제도의 지속성에 대하여 분

석하였는데, 미군정과 건국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지향이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에 관한 

신념과 아이디어는 정책행위자가 행동할 수 있는 지침으로 기능하며, 어

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이 된다(장지호, 2008: 537).

Mahoney(2000) 역시 그 제도가 정당하다는 정책행위자의 신념이 있다

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이념은 정책행위자가 정

책을 구성하고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라.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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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if(2006: 205-209)는 ‘제도적 복합체(institutional complex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단일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적 신제도주의 연구에서 제도적 복합체 안에서

의 제도를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복합체 안에서 하나의 특

정한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이 제도의 

복합체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다. 어떠한 제도는 그보

다 상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제도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같은 

층위에 있는 제도와 같은 요소를 보유할 수도 있다. Amable(2000) 역시 

제도의 차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보성(complementarity)과 다양성

(diversity)을 강조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적으로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도들

이 독립변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 횡적으로는 이 정책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이 또한 독립변수가 되어야 한다(김종성, 2002: 68). 

즉 하나의 정책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만 한

다. 다른 정책이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의 제도적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설명(functional explanation)에 의하면 하나의 제도는 제도적 

복합체 안에서 여러 제도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체제 전체를 위

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결국 체제의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제도는 지속된다(Mahoney, 2000). 김자영(2013)은 여행바우처정책이 지니

는 경로의존성을 분석함에 있어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바우처정책을 관련정책으로 규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서의 

정책이 지니는 경로에 관련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

써 복합체로서의 제도를 충실히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종속변수로

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서 주요한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정책이념으로서의 아이디어이

다. 정책이념이라는 개념이 외부적 요인인 제도적·구조적 변수와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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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인 행위자 변수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천세봉·하연섭, 

2013). 먼저, 공식적인 제도적 구조들은 정책이념으로서의 아이디어를 정

부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엄석진, 2016). 정책환경이나 정

치제도, 공식적인 법률이나 정책 등의 외생적 변수가 정부의 정책이념을 

자극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이념은 행위

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정책이념은 복잡하고 난해한 정책현실을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하연섭, 2006b). 이를 통해 아이이어는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엄석진, 2016).

이렇듯 정책이념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에서는 각 정부가 

지니고 있었던 정책이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책이념은 공식적

인 제도적 맥락과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행위자의 행위에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듯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개별 독립변수

들이 각각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설명변수들이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적인 요

인이 결합하는 역사적인 시기와 조건에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정용덕 

외, 1999b: 31; 하연섭, 2002: 341). 이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역사적 신제

도주의가 맥락을 중요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들 

변수가 결합하는 역사적인 시기와 조건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사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정책이념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생적인 변

수인 정책환경과 관련정책을 함께 확인하고, 내생적인 요인인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검토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의 주요한 독립변수인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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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책환경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정책

개념

·해당정책의 
탄생배경

·정책행위자가 
행동하며 제도가 
지속하는 공간

·정책에 참여
· 유리한 정책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연합

·변화시도 무마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정책행위자와 
구조를 연결

·다양한 층위

·제도적 복합체
·수직적 또는

수평적 층위
·상호작용

경로의존성
설명

(Mahoney, 
2000)

공리주의적 설명
(utilitarian 
explanation)

권력에 의한 설명
(power 

explanation)

정당성의 설명
(legitimation 
explanation)

기능적인 설명
(functional 
explanation)

관련연구
(이론적 
근거)

Ikenberry(1988); 
Pierson(2000); 
배웅환(2001); 
김명희(2008); 
Ball(2008); 

하태수(2009) 등

Arthur(1994);
Hall&Taylor(1996);
Pierson(2000);
김미나(2004); 
하태수(2009) 등

Goldstein&
Keohane(1993); 
박정택(2000); 
Berman(2001);
천세봉·하연섭

(2013) 등

Amable(2000);
김종성(2002);
Grief(2006);

김자영(2013) 등

[표 2-4]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인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

용, 정책이념, 관련정책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변수와도 다소 관

련을 지니고 있다. Easton(1966)의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의하면 정

치체제는 요소, 상호관계, 그리고 경계를 속성으로 지니는 체제의 일종

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 전체 또는 국토교통부와 같은 조직을 하나의 체

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환경으

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이라고 한다. 정치체제는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라는 2가지 유형의 투입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지지를 자원으로 하여 요구에 대응되는 결과를 환경에 내보내는데 이를 

정책(policy)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치를 여러 하위변수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제로 본다는 점은 신제도주의와 공통점을 지니는 부분이다(정

정길 외, 2017).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독립변수인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체제이론의 

구성요소에 각각 대응시켜 볼 수 있다. 첫째, 정책환경은 정치체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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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일

련의 정책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정

치체제에 대한 ‘지지’이다. 이들의 지지는 정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하고 정책에 순응하게 한다. 이상의 2가지 요인은 정부와 외부환경을 연

결하는 변수이다. 셋째, 각각의 정부를 하나의 정치체제로 정의한다면 

정책이념과 관련정책은 정치체제의 특성으로서 기능한다. 이들 2가지 요

인은 체제 내부에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치체제에 

대한 환경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는 자신이 지닌 특성의 영

향을 받아 결과물인 정책을 산출하게 된다(Easton, 1966)11). 이 연구에서

는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정책환경이라는 변수를 체제에 대한 요구로, 행

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변수를 정책을 향한 지지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요인이 체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이론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자 한다.

11) 다만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들 특성이 직접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제도가 집단행동을 구조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을 산출한다고 바라
본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정정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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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들은 경향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고 나서부터 최초로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인 

1980~1990년대까지는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불편

이나 재산권 침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채병선 

외, 2015: 146). 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되자 개발제한구역의 기준완화나 일부해제, 전면적인 해제 등이 주장되

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제가 진행된 2000년대부터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

선하고 구역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시기적인 경향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상의 역

할, 도시 관리차원에서의 성과 등을 확인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렇

듯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을 다룬 선행연구

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민창(2001)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론을 활용하여 재산권, 

거래비용, 제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정책변동에서 정책환경의 형성과 투입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재

산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은 개인재산의 이용을 규제함으로

써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켰으며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위자

들에게 토지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재산 소유자들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된 정책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거래비용의 

개념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정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요

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정책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책

환경의 형성은 제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을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개발제

한구역 해제 요구라는 정책환경이 온전히 형성되었다.

강은숙(2001)은 개발제한구역을 특정 시기로 구분하여 정책맥락, 기존

의 정책내용, 정책네트워크라는 변수가 정책패러다임, 정책목표, 정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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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정책맥

락, 기존의 정책내용, 행위자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강은숙(2002)은 위의 연구를 심화하여 정책네트워크에 보다 초점을 맞

추어 각 시기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네

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졌

다고 하였다. 특히 정책문제의 문제점, 정책맥락의 변화와 네트워크,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 정책내용 및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요인에 의하여 정

책변동이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남윤희(2003)는 정책네트워크이론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

용하여 영월의 댐건설과 개발제한구역을 분석하였다. 두 정책 모두에서 

개발연합과 보전연합이 대립하였지만,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경우에는 환

경보전과 더불어 약 30년 동안 이어진 불합리한 정책집행의 문제와 김대

중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개발로 입장을 선회하였

다. 이에 따라 개발연합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

는 정책변동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장세훈(2004)은 정치사회학의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강력한 공

권력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여 개발의 유보와 국방상의 목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도입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정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진

행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민들은 

환경단체와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한 ‘생태연대’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연대’로 양분되어 힘의 ‘균형’

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외환위기로 인한 개발제

한구역의 개발압력, 국방상의 목적 상실 등을 이유로 국가가 개발제한구

역의 개발연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개발제

한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강성식(2005)은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을 정책흐름모형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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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분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흐름을 정책의 도입 및 정착

기, 정책의 혼란 및 갈등기, 전환 및 재정비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

하였다. 특히 정책이 지난 30여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경제

적인 환경과 정책목표의 공공성을 들고 있으며, 정책변동에 있어서도 다

양한 환경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손상락·이백호·최열(2005)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 요

인은 무엇이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분

석을 시도하였다. 즉 독립변수로 환경적 요인, 도시적 여건, 공간정책을 

설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을 종속변수로 삼아 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4·5등급 면적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간정책 요인으로 수도권인

지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양승일(2006a)은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사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

였다. 개발제한구역이 강력하게 규제되는 시기에는 편익은 일반시민에게 

분산되고, 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이 집중되는 ‘기업가 정치’였

다. 그러나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역으로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편익이 집중되고, 편익은 전체 국민에 분산되는 ‘높은 

수준의 고객정치’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게임에 의하여 언제든지 규제정책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양승일(2006b)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결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한 정책변동의 원인에 대하여 탐구

하였다. 안정적인 외적변수로는 둔화된 도시화, 도시주변의 환경보존으

로서의 개발제한구역, 지방분권체제, 도시계획법 등이 있었으며, 역동적

인 외적변수로는 IMF 외환위기, 시민단체의 성장, 수평적 정권교체, 헌법

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싸고 개발옹호연합과 보존옹호연합이 각각 대립하였는데, 결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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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서 김대중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발옹호연합의 강력한 입장이 정

책에 반영되어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해제되는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이상으로 확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에 대

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초기 정책변동에 집중한다. 즉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강력

하게 유지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도개선이라

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해제와 조정을 겪은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

명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과정을 다소 단편적으로 확인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현재까

지 약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후의 해제가 이

루어지는 정책현상에 대한 규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

려 초기의 정책변동에만 머물러 더 이상의 해제원인에 관한 논의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

인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일 정부인 김대

중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이루어진 해제에 대하여만 분석하고 있다. 그

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개 정부에서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부들은 각각 정책일반에 대한 사고,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에 대한 국정계획,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결정자들의 정책이념과 

아이디어 등에서 모두 차이를 지닌다. 특히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부·노

무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진보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별 성격의 차이는 환경·국토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정부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그러

나 표면적으로는 각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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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별 차이에도 불구

하여 역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선행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요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둘러싸고 지

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요인으로 

삼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민창, 2001; 강은숙, 2002; 남윤희, 2003; 

장세훈, 2004; 양승일, 2006a).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김대중 정부

의 선거공약과 집권 등의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정책환경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장세훈, 2004; 강성

식, 2005; 손상락 외, 2005; 양승일, 2006b). 또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이나 이념 역시 정책의 변동을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강

은숙, 2001; 강은숙, 2002), 관련 체제와 법률 등 공식적인 법과 제도(관

련정책)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양승일, 2006b). 그렇기 때문에 정책환경,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공식적인 법과 제도로서의 관련정책을 

아울러 고려하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

의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부별 성향

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에 

있어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지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

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원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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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는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

역이 역대 정부마다 계속하여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

를 설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

에서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

이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인 요인

은 무엇인지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띠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인 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3-1).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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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원인

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에서 제시되는 독립변수(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와 종속변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각각 살펴본다. 

먼저,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환경’,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

련정책’의 4가지 하위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는 역사적 신제도주

의의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일종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친

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집권 전반기에 형성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 경

로의존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의 결정과 그 추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해

제하였는지, 해제한 면적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정부마다 비교하

는 질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한다. 각각의 변수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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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설정

1. 독립변수

가. 정책환경

정책환경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종속변수로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정책환경은 정책 그 자체가 

실현되기도 하는 시공간이기도 하며, 정책을 둘러싼 여타의 제도적인 맥

락 역시 정책환경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하태수, 20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정책환경을 주요한 변

수로 삼아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의 몰

락과 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제의 부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등이 모두 이

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

기 1년 앞서 발발한 1997년 외환위기, 주택가격 상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여론과 시민

단체의 활동 등이 선행연구의 관심의 대상이었다(이민창, 2001; 강은숙, 

2001; 강은숙, 2002; 남윤희, 2003; 강성식, 2005; 양승일, 2006a; 양승일, 

2006b). 즉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정

책을 변동시키는 것은 물론, 그 정책이 형성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설명하

기 위한 변수로 정책환경을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

별히 정책환경을 다시금 하위 구성요소로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김명희, 2008; 유기현·서순탁, 

2015; 최자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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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행위자는 제도적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이해관계자를 뜻한다. 이

들이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지니는 입장과 각자의 활동들은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을 구성해나간다(최자은, 2018) 그리고 이

들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은 경로의존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책행위자

들이 다양한 경로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지

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Mahoney, 2000).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국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김철규·신호균·김홍주(2015)는 환경보존과 국토개발에 관한 의식변화

를 분석하였는데, 국토교통부 등 개발관련 정부부처, 개발사업자, 지방자

치단체장과 지역유지, 그리고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들이 결합하여 개

발동맹을 구성함으로써 국토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개발제

한구역 역시 해제되면서 대부분이 택지개발, 사업부지 개발의 형태로 이

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동맹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입장이 무엇이었으

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과 요

인 가운데 하나로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 용지개발업체,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정부

와 상호작용하는가를 들여다봄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정책이념

정책이념은 정책행위자로 하여금 그 제도와 정책이 정당하다고 인식

하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해

당 제도이다(Mahoney, 2000).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성을 지닌 채로 

경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이념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층위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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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첫째로, 정책이념 가운데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정책일반

에 관한 국정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성·서용석·허준영(2012)은 김

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분석하였는데, 

역대 정부마다 임기 초반부에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수립한 국정지표와 

과제들을 임기 내내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정철

학은 모든 정책분야에 스며들어 각 정책들의 방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

행하였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환경정책에 관

한 정책이념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이렇게 조성된 자연환경을 토대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연

담화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와 정책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정책에 관

한 각 정부의 이념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명래(2002)는 개발제한구

역, 동강댐 건설 등의 환경사례를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뚜렷

한 환경철학이 존재할 때에만이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압도되어 환경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셋째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등의 정책행위자

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아이디어 역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연홍(2002)은 김대중 정부의 환경

정책을 평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

합한다고 생각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이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하

는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정책에 관한 이념과 아이디어를 독립변수로 하여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정책이

념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하여 정책이념을 정책일반에 대한 정책이념, 환

경정책에 대한 정책이념,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념

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분리하여 각각 검토한다.

라.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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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단일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제도는 제도적 복합체

(institutional complexes) 안에서 다른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Greif, 2006). 이 때문에 특정한 제도가 여타의 제도들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왔다. 추상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을 해소한다든지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해제하기도 하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해제한 토지를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부지로 이용

하거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였

다(김철수 외, 2015).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각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을 보급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들 정책

을 승계하여 주택부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에 임대주택을 건

설하였다(한연희, 2010; 김복식, 2016). 이와 같이 국책사업으로서의 공공

주택정책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과 그 경로의존

적인 경향성 여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또한 경기활성화와 경제성

장 등을 이유로도 개발제한구역은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위

한 용지로 활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가 추구한 국토개발정책 

역시 함께 살펴볼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함

에 있어 관련정책을 또 다른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변수의 

하위구성요소로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의 두 가지를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떻게 공공주택정책, 국토개발정책 등 

역대 정부가 구성한 체제 전체를 위하여 기능하는지를 확인한다. 

2.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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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

가 각각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한 내용과 이들의 목적이며, 이들을 

종합한 해제 추이를 정부 간 비교를 통해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

부별로 해제한 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시스템12)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용도 역시 해당 통

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과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한다.

한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시기를 정부별로 구분함에 있

어 해제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

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유병권, 

2013).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공급정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2016). 그리

고 해제하기로 결정한 면적에 대하여서는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하고 있

다. 이 때문에 고시일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정부별로 구분하

였다. 

이상으로 이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표 3-1).

12)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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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구성요소 내용

독립변수

정책환경

정치적 환경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효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함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부,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권력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상호작용함

정책이념

정책일반 ·정부가 지니고 있는 
정책이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정당성을 부여함

환경정책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

공공주택정책 ·연관된 정책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능적으로 이용함국토개발정책

종속변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제결정과 
내용을 정부별 

비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의 영향을 받음

[표 3-1]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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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분석

제 1 절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정부의 집권 시기인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되

어 1977년까지 8차례에 거쳐 설정되었으며, 이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지나 1999년까지 단 한 차례의 구역조정 없이 그대로 유

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1999년에 처음으로 개발제

한구역 지정면적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개발제한구

역 해제라는 경로(path)가 시작되었던 지점이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이

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그러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제도적 맥락을 함께 확인

하여야 한다.

Mahoney(2000;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의 경로는 몇 개의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초기조건 아래에서 발현된다. 경쟁하는 대안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지니는 경로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면 가운데에서 선택

된 대안은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통해 자기강화의 과정을 지나 경로를 

지속한다. 이에 의하면, 경로의 시작 역시 제도적인 맥락에 의하여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초기의 조건과 결정적인 국면 그 자체가 바로 정책환경

으로서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이자 설명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정책환경,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그리고 

관련정책이라는 변수들을 통하여 어떠한 초기조건과 결정적인 국면 아래

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로가 시작되었으며, 그 경로가 김대중 

정부의 임기동안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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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환경

가. 정치적 환경

1990년대 말 당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

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특성 때문이었다. 개발제한

구역은 설정된 영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연환

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일부 제약함으로써 환경

적인 기능과 도시 관리적인 기능을 확보하고자 한다. 토지의 소유권자들

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적 가치가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구조인 것

이다(이민창, 2001: 334).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재

산권 제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권

위주의 정부들의 집권이 끝나고 9차 헌법 개정과 함께 민주화가 이루어

지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양승일, 2006a). 박정희 정부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서는 보상이나 의견수렴과정 등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

지면서 더 이상의 무리한 규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1997년에는 이와 같은 초기조건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

(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었다. 바로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선거

에서 당선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화의 물결, 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 등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책환경의 요구를 강력하게 

응집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 시절부터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이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26년간 희생시킨 비민주적 제도”라고 하면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 논

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보존이 필

요하지 않은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13). 그리고 1997년의 대통령 선

13) 중앙일보 “<간추린소식>김대중 총재, 그린벨트內 재산 地價증권 발행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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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침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부와 여당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

역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14). 정부는 1998년 4월 15일에 

주민, 환경단체, 언론 등 각계를 대표하는 23인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

역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총 3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1

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발표된 개선시안을 바탕으로 전국 12개 도

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국토교통부, 2013a).

조성되었던 결정적인 국면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

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개발제한구역 정책 때문에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

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수인한도

를 넘는 것으로 보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

였다15).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

안을 마련하여야만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인 제약을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를 보

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였다16). 그러므로 개

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거나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7년 7월 20일자, 종합 2면)
14) 중앙일보 “김대중대통령, “그린벨트 조속히 해제” 당에 준비 지시” 
(1998년 3월 20일자, 종합 1면)
15)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16) 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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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종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

의 폐지를 통하여 재산권 침해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

역 일부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의 방법이 있다. 보존가치가 낮고 토지 소

유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셋째, 토지매수청구권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

도를 유지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광범위한 입법형

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공고히 유지될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

중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헌

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었다.

나. 경제적 환경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험난한 경제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과

제를 취임과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것은 바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1,560억 달

러였으며, 이 중에서 조속히 상환해야 하는 단기외채는 600억 달러에 이

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화보유고는 70억 달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IMF에 긴급구제금융

을 신청하였으며, 구제를 받는 조건으로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

이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장지호, 2003: 90-91).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정

책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정책 그 자체

는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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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리를 우선하여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이은주·김교성, 2012). 국가가 일정한 구역을 강제로 설

정하여 개인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이러한 입장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가 경제위기의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여타 분야의 정

책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른바 ‘4

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기동안 정부주도적인 조치를 단행해나갔다

(장지호, 2003).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을 축적하려는 경제적인 입장이 정

책일반을 좌우하게 되었고, 복지정책 등 여타의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동떨어진 채로 진행되었다(이은주·김교성, 2012: 53-56). 이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 정책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토지마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해제논리로 인하여 정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조

성되었다.

김대중 정부 임기의 후반부에는 또 다른 경제적 악화요인이 발생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 잡은 아파트의 가격들의 상승폭이 

컸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국(%) 1.4 14.5 22.8 9.6

수도권(%) 3.1 19.2 29.3 10.1

서울(%) 4.2 19.3 30.8 10.2

출처: 정책자료-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표 4-1] 2000년대 초반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특별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안겼다. 소득수

준 1·2분위(10분위 기준) 계층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의

미하는 PIR 지수는 각각 6.7, 6.1로 10분위 이하 2.9에 비해 약 3.1배를 

넘고 있었다17). 이러한 경제적 환경은 정부로 하여금 주택가격을 낮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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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자극하였고, 이는 뒤에 살펴보는 것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그 부지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 사회적 환경

개발제한구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에는 자연환경

을 보존하고자 하는 환경정책 수단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수단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토지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다.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었

다. 민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개발제한구

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개발제

한구역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규제완화의 건수는 

총 50여 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조치는 없었으며, 대부

분 건축물의 규모 기준을 변경하거나 특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조치였다(강은숙, 200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 등의 불만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더욱 거세졌다. 지방자

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연합하여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실시하고자 하

였기 때문이다(남윤희, 2003).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정책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발옹호연합과 반대로 환경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유지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그린벨트살리기국민

행동’은 ① 토지개발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②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으로 삶의 질 저하, ③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④ 호우 피해 우려, ⑤ 인구집중으로 인한 용수부족과 수질저하, ⑥ 해

17) 정책자료: 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71#pg2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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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정에서의 형평성 침해, ⑦ 부동산 투기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반대하였다18).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둘러싸고 정책옹호연합과 반대연합이 

형성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옹호연합은 입법화 추

진, 폭력을 동반한 시위, 정부와의 협력 등 강경한 전략과 대응을 통해 

정책학습, PR활동 등을 주로 전개한 반대연합을 넘어서고자 하였다(양승

일, 2006b).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옹호하는 정책연합이 그 영향력

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남윤희, 2003)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여러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과정에 참

여한 대표적인 정책행위자는 정부,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의 경로가 더욱 공고해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Pierson(2000)은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로가 유지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그에 따

르면 이를 ‘잠김(Lock-in)’현상이라 한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 대하여 각각의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행위였다. 앞서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말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중

소도시 우선해제,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

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간접적으로는 개발제

한구역 해제부지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또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18)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p=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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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일례로 2000년에 실시된 4.13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79석을 얻는 것으로 그치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선패배를 딛

고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물량 확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하성규·배문호, 2004).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책이념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할 것이다.

둘째, 개발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

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영개발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락에 한

하여 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광역계획지침 5-라

-(3), 2001.09. 제정). 주택공사 등 공영주체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

한 주택공급 사업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을 이들

이 일부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

었다(하성규·배문호, 2004).

셋째, 토지 소유자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

자들과 주민들은 권위주의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자신들

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수백여 가구가 취락지구를 

조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편의시설

이 자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유재

산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김대중 정부에서의 집단취락 해제에 대한 영

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였다(양승일, 2006b). 한편, 특수한 경우로서 고리

원전 주변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발의를 통해 기장군 장안읍 

효암마을과 비학마을에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신규원전 5, 6호기를 건설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주예정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택지만 조성할 수 

있어 당초 이주조건에 포함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다19). 이 때문에 착공이 수년간 지연되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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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고리원전 주변지역 역시 해제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이해관

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더욱 부추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

부와 토지 소유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3. 정책이념

가. 정책일반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개발제한구역 해

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념에도 

영향을 주었다.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정부이며,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실

천’을 국정철학으로 삼았으며, 이와 함께 다섯 가지의 국정지표를 제시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민주적 경제발전’의 지표이

다. 즉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벗어나 시장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

며, 기업과 금융 등 부문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권오성·서용석·허준영, 

2012: 20-24).

그러나 이러한 국정철학은 실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여 성장을 이룩해내겠다는 것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념이 국정전반에 확산되면서 경제발전이라는 지표가 김대

중 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좌우하게 되었다.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토관리와 환경에 관한 주요 

19) 연합뉴스 “古里원전 5.6호기 추가건설 난항” (1997년 3월 15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
0004236303(원본기사 삭제로 포털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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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안들은 개발제한구역, 동강댐 건설, 새만금간척사업 등 모두 국토

개발과 경제적인 가치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해제추진, 백지화와 

사업재개 과정 모두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조

명래, 2002). 

결국 김대중 정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실천’이라는 정책

일반에 대한 신념은 당면한 경제위기에 압도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나. 환경정책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토정책과 연동되어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하는가 하면,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였고,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에 대한 논의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사안은 모두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행정을 담

당할 기구나 자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 1992년에 개최된 리우회의(Rio Summit)에서 

채택되고 나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었다(황계영, 2017). 그 결

과로 2000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

다. 이는 환경보존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문태훈, 2015).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논

의되지 못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초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되었고, 1999년 7월에는 확정된 제도개선방안

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 1월에는 이미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이 제정되었다. 사후

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공론화

20) 법률 제6241호, 2000. 1.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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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체

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결정기구로서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였다. 정부소속인 관료들과 민간출신 위원들을 동수로 구성하여 중

립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결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 54명이 사업재개에 반대하

여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최연홍, 2002). 이처럼 개발과 보존을 통

합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어려웠고, 관련 위원

회의 역할 역시 온전하게 수행되지 못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존 

기능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채로 해제되었다. 

한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김대중 

정부의 환경이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리

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해제의 결론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방식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

에서는 환경에 대한 철학 없이 여론을 등에 업고 시류에 휩쓸린 방식으

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조명래, 2002). 결

국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의 이념은 개발제한구

역 해제가 빠른 속도로 결정되게끔 기능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니는 이념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정책 자

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21).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고 민주주

21) 중앙일보 “<간추린소식>김대중 총재, 그린벨트內 재산 地價증권 발행 제
의” (1997년 7월 20일자, 종합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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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최연홍, 2002). 그리하여 김대중 정

부에서는 토지의 보전과 활용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더욱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시장환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조명래, 2004: 5). 그러나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정책적 의의를 배제한 채로 부정적인 일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취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정부분 재산권을 제약하여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는 환경 및 국토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중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논의과정을 시작

하였고, 집권 1년 반이 지나지 않아 완성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종원(2005)은 대통령과 같은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

범하는 초반부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문제를 빠

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의 추진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대에는 점차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됨과 동시에 개

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상의 기능 역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

러한 와중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민

주적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대폭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실제로 1999년 7

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는 기본적인 해제방향을 밝

히면서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 필요성이 큰 지역의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존가치가 낮고 자연훼손 

우려가 적다는 추상적인 언급 외에는 명확한 해제사유를 제시하지 않았

다(건설교통부, 1999).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부정적인 정책이념은 

그 자체로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 결과로 김대중 정부는 출

범 이후에 신속하게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대폭

적으로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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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정책

가. 공공주택정책

김대중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처음으로 계획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이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 역시 검토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서민계층의 몰락을 대처하기 위

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이후인 

1998년 2월에 발표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영

구임대주택 10만 호를 포함한 5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5만 호 건설을 확정하였다22).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공공주택 프로그램인 국민임대주택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2).

구분 내용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임대기간 10년, 20년 → 30년

건설재원
정부재정 30%, 입주자 20%, 

국민주택기금 40%, 사업자 10%

주택규모 50㎡ ~ 60㎡ (15평 ~ 18평)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20년) ~ 70%(10년) 이하인 자

출처 : 하성규·배문호(2004)를 재구성

[표 4-2]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내용

2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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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공공택지의 공급을 담당하던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시 타

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

과 사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

문에 이들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물량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1999년과 

2000년의 토지공급은 1998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물량이 감소하였으

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에 비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절반 내지 36%로 줄었다(윤혜정, 2005). 결국 수도권에서

의 공공택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였던 개발제한구

역 해제는 공공택지 공급에 큰 활로가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토지였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

안 개발행위가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상 수도권 주변부에 위치하여야 했으므로 

기존 도심부와 가까운 택지조성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분양가격, 임대비용 등을 저렴

하게 책정할 수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공공택지로 조

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었다(한연희, 2010). 결국 정부는 영구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부지에 건설하겠

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광

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다(김철수 외, 2015).

또한, 앞서 확인한대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함에 따

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정책을 변

경하였다. 2001년 4월, 2001년 8월, 2002년 4월에 각각 국민임대주택 10

만 호, 20만 호, 5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계획물량을 늘린 것

이다. 이어 2002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100만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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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최종적으로 확대하였다23). 이렇게 국민임대주

택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해제되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 국토개발정책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

다. 특별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면

서 정부 역시 이를 반영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경제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장의 문호를 더욱 개방화하면서 외국자본이 크게 유

입되어 대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고, 이른바 ‘외풍’에 한국경제가 민

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쪽에서는 경기상승과 하락의 폭 역

시 확대되는 상황이었으며, 청년실업률 증가와 고용불안으로 일자리 역

시 위협받고 있었다(문태훈, 2008).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김대중 정부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건설 대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상승시키고자 여러 가지 규제완화대책과 

수요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

나는 듯하였으나, 소위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건

설경기가 가라앉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

면서도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앞서 살펴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이다. 100만 호에 육박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건설경기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었던 것이다(윤혜정, 2005).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해제된 면적에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함으

로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단지 주변의 배후취락 해제를 통해 토

지소유자들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2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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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창원 및 시화지구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되게 되었다2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구상되었다(김중은 외, 2018).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는 진보를 지향했으나 국내·외

적으로 부정적인 경제상황 가운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국토개

발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김철규 외, 2015). 그리

고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개발관련 부처와 환경보존 부처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5년차를 맞이했던 2002년을 기준으로 

개발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예산은 15조 5,443억 원이었으며 소속 직원은 

3,452명이었던 데에 비하여,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예산은 1조 

2,021억 원으로 건설교통부에 비해 약 1/10조차 되지 않았고, 소속 직원

은 1,349명으로 건설교통부 직원 수의 40%에 못 미쳤다(강수돌, 2005). 

결국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국토개발정책의 결과로 개

발제한구역은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유보지로 인식되었다.

이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1).

24) 한국경제 “창원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양곡등 4개동 70만평” (2000년 8
월 8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00807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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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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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도적 맥락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최초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로가 

형성되었는데, 특별히 정책환경과 정책이념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다.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은 초기조건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폐

지, 일부구역 해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정책유지 등 여러 가지 선

택지가 존재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정책이

념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되

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

법불합치 결정 등은 그러한 경로를 강화하였다. 결국 1999년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화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내용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

역 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개선방안에서는 

① 지정 실효성이 적은 중소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하며, ②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대도시권은 부분적으로 조정하되 대규모 집단취

락, 산업단지,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지정 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

역 등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건설교통부, 1999). 이에 따른 김대중 정부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소도시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

다. 해제된 중소도시는 제주권(제주시), 강원권(춘천시, 홍천군), 청주권

(청주시, 청원군), 여수권(여수시)의 4권역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정책 

자체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었다. 개발제한구역 총량인 5,397㎢ 대비 

10%가 넘는 약 645㎢의 중소 도시권에 설정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취락과 경계선이 관통

하는 취락을 해제하였다. 수도권과 부산일대에 위치한 인구 1,000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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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13곳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약 3.9㎢

(3,898,546㎡)를 해제하였으며,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706,283㎡를 해제

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는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였다.

셋째, 산업단지와 고유목적구역을 해제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시화산

업단지인 안산과 시흥에 설정된 9.3㎢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경남의 창원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인 2.27㎢를 해제하

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약 121㎢를 해제하였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로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약 782㎢에 이른다. 개

발제한구역 총량인 5,397㎢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해제한 물량은 약 

15%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정책이념이 없었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물량이었다. 

또한 당시의 정책환경과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이들 요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하였으며,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환경정책의 이념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

한 해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2001년 9월에 발표한 대도시권 개

발제한구역 조정기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부지를 우

선해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부지 역시 조속히 해

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윤혜정, 2005). 실제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1

년 9월 제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이 인정되는 수

요에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 주택사업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

상승이라는 경제적 환경과 김대중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토대의 확보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 정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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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해제지역) 면적(㎡)

중소도시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여수권 해제 644,690,000

대규모 취락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취락

(수도권 10곳, 부산권 3곳)
3,898,546

경계선관통취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
(수도권 7곳, 광주권 6곳)

 706,283 

산업단지
시화·창원산업단지 및 배후주거지역

(안산, 시흥, 창원)
 11,597,000 

고리원전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및 이주민대책

(기장군, 울주군 일대)
 120,600,000 

지역현안사업
추모공원 건설
(서초구 원지동)

 173,937 

합계 781,665,766

[표 4-3]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상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로가 시작되게

끔 기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

념, 그리고 관련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적 독립변수들이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이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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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과 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정책
환경

(정치적 환경)
- 민주화 진전에 따른 

규제완화의 목소리
- 해제공약을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경제적 환경)
-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사회적 환경)
- 반대연합을 넘어선 

해제옹호연합의 분위기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시작
- 해제를 위한 초기 환경의 설명
- 다수의 대안이 존재
- 결정적인 국면의 조성과 강화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선택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 
수립으로 택지조성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행위자

의
상호
작용

(정부)
- 해제 추진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확보
- 해제부지에 사업추진으로 

간접적으로 지지 확보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 : 정부에 순응
(토지소유자, 주민)
- 재산권침해 및 불편 해소

·이해관계자인 정책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함

정책
이념

(정책일반)
- 경제성장 지향의 국정철학
(환경정책)
- 지속가능발전의 정착 미약
- 환경철학의 부족
(개발제한구역)
- 비민주적, 비시장적 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되는 개발제한구역 정책 수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환경상의 
고려 배제

·신속하고 대폭적인 해제 추진

관련
정책

(공공주택정책)
- 공공택지 부족현상 심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토개발정책)
·신자유주의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정책 이용
- 산업기반시설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위해 해제 추진
- 저렴한 가격책정이 가능
- 도심부와 가까운 택지조성 가능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국토개발 위해 해제 추진
- 해제부지 위해 건설경기 위한 
대규모 주거지역을 조성

- 시화·창원 국가산단부지 해제
- 지역현안사업 해제 가능

[표 4-4] 김대중 정부의 제도적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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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무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에 뒤이어 

집권한 정부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같은 정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의 승계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였다. 그렇기에 노무

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어떻게 유지 및 승계해나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

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다면 이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이 더욱 강화되면서 그 이후로 경로가 지

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1. 정책환경

가. 정치적 환경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 2003년에 탄생한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최초의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최초로 진보정부가 연속하여 집권하게 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앞선 김대중 정부의 정책 가운데 

상당수를 계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

무현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

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고 선언하였다25). 

이러한 선언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일례로,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공공임대주택의 브랜드를 생산해내었으나 김대

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만이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26).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

25) 노무현 사료관 http://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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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승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

한 해제유형을 그대로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노무

현 정부의 국민의 정부 정책승계는 개발제한구역의 대폭적인 조정과 해

제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였다.

또한, 연속적으로 진보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로 하여금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

력이 되었다. 복지정책, 주택정책 및 국토개발정책 등 여러 정책분야에

서 이른바 ‘친서민’을 지향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여 정책이념에서 후

술하는 것과 같이‘더불어 잘 사는 균형사회’라는 국정철학 안에서 국

정을 수행해나갔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간 것이다(주재현, 2014).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관련정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2기 신도시 건설로 이어졌다. 결국 친

서민정책에 대한 기대라는 정치적 환경은 노무현 정부가 택지개발을 위

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되도록 기능하였던 것이다.

나. 경제적 환경

노무현 정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부동산시장

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2003년부

터 2007년 동안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세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

하여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의 10.29 정책에서부터, 2005년의 8.31 정책, 

2006년의 11.15 대책, 2007년의 1.11 대책을 지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

제, 주택공급 확대방안, 분양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부동산시

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였다(대통령비서실, 2007). 참여정부 임기동안의 

주택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그림 4-2).

26) 프레시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박근혜표 주택 정책” (2017년 4월 21일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56462#09T0



- 77 -

[그림 4-2]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매매가격 변화 추이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년도인 2002년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극심했다. 주택매매가격의 전국 상승률이 16.43%에 달했으며, 지

역별로 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은 22.48%, 인천은 17.75%로 

다른 지역인 부산(11.75%), 대구(9.81%), 광주(6.03%)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27). 이는 2001년 이후에 국지적인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부동자금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더군다나 재건축 문제와 수도

권 고교평준화에 따른 강남학군 이주현상으로 강남의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상승세가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까지 이전되었다. 

결국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11.2%에 이

르렀다(재정경제부 외, 2003).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렇듯 극심한 주택가

격 상승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이른바 ‘10.29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부동산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

27) 연합인포맥스 “<참여정부 주택정책 리뷰-②>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 8·31 대책” 
(2017년 5월 18일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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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극심한 주택가격 상승이 개발제한

구역의 추가해제로 이어졌던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2005년에도 전개되었다. 2003년에 발표된 10.29 대책이 

시행된 이후 2004년에는 주택가격이 오히려 2.1% 감소하여 다소 안정세

를 보였으나, 2005년에 이르러 또 다시 주택가격이 급증하여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였는데,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폭은 서울이 7.7%, 수도

권 전체는 6.6%로 광역시 평균 2.3%에 비하여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었다. 이는 2003년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남과 분당에서 시작된 가격상

승이 강북과 수도권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재정경제

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이에 정부는 부동

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8.31 대책’을 다시금 발표하였다. 정부의 대

응방안 가운데 하나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가 포

함되었는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택지를 조속

히 확보하겠다고 하였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

위원회, 2005).

결국 노무현 정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인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여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택공급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정책에

서 다시금 살펴보기로 한다.

다.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참여정부 시절에 주택시장이 요동

쳤던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990년에 72.4%이던 것

이 2000년에는 96.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기 직

전년도인 2002년의 말에는 주택보급률이 100.6%로 100%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2.4%, 수도권은 91.6%로 전국 평균에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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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였다(재정경제부 외, 2003). 더군다나 수도권에 밀집된 우리

나라의 인구분포는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2000년 당시의 수

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47.2%로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

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이는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했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에 있어 주택의 공급부족은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차원

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정책의제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택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수도권에 추가적인 주택을 공

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기 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 등이 추

진되었는데, 이들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수도권 주

택부족이라는 사회적 환경 역시 경제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주택정책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이어졌던 것이다.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노무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들 사

업이 계획되기는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비로소 집행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책행위자들 각각의 입장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토지소

유자 및 주민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반응하여 각각의 행위자들과 상

호작용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인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은 해제목적에 

따라 다소 상반되게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김대중 정부 말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역개

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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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이 국토교

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했다(유병권, 

2013).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

역 해제와 사업추진을 요구하였다(광주광역시, 2007). 중앙정부에서는 이

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광역도시계획 심의를 통

과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상호작용한 것이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승인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저

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

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

이 더욱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의 대한주택공사가 작성한 통계

(2001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2001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임대주

택 사업승인 비율은 전체 신청분의 37.5%(1만 3,108호)에 그쳤는데, 분양

주택과 5년 단기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승인 비율인 742.%, 60.1%에 훨

씬 미치지 못했다28).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참여정부의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것이

었다. 중앙정부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기 내내 주택가격 상승이라

는 정책문제와 씨름하였으며,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 역시 해결해야만 했

다. 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추진하였는데, 수

도권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00만 호라는 대규

모 물량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

는 택지로 사용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결국 중앙정부는 2003년 12월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28) 국정브리핑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2007년 4월 13일자)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196&newsId=148622335#go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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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기

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신설함으로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시킨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대대적으

로 해제하는 대규모 물량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책에 권력을 행사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자의 입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

임대주택 건설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영개발사업자에만 한정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오히려 안정적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체비용이 상당

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재원마련 방안에 따르면 본

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률은 당초 10%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저렴한 공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주체의 부담률이 

43.1%까지 치솟았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2005). 이렇듯 상당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로서

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야 했기에 대부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맡

았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당시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에

게 “돈 빌려다 쓰십시오. 정부가 뒷감당해주겠습니다. 재정능력에 따른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합시다.”라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29).

한편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물량 가운데 소규모 일부물량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부담률 1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2005). 이처럼 개발사업자들과 중앙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

29)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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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위한 건설사업의 재원마련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일부 

취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최대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자 노력하였다30). 참여정부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

여 개발제한구역을 계속하여 해제하였다. 더욱이 2001년에 김대중 정부

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에 대한 해

제기준을 기존의 ‘300호 이상 또는 1천 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서 

‘주택호수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ha 이상’인 중규모 취락으로 완

화하였다(김중은 외, 2018). 이와 같은 지침개정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중규모 취락에 대한 해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으로서는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취락이 넓어졌기 때문에 각종 불

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부의 해제

추진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

과 주민들은 수십 년간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였

으나31),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이것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

들의 입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각 정책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면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이념

가. 정책일반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라는 국정철학을 정책추

30) 파이낸셜뉴스 “그린벨트 해제 싫어요” (2004년 2월 2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07164
31)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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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기반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립한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 따르면, 균형이 잡힌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불균형과 이에 

기인한 갈등을 극복하여 국민이 하나 되고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뜻

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

환, 수도권과 지방 및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

는 지속가능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지향하였다(제16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노무현 정부의 균형사회에 대한 국정철학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

지하기 위한 부동산 공급의 확대로 나타났다(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주거비

용과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이 급여인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으로써 경제발전에 악

영향을 미치며, 주거불안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물가불안정을 촉발하

고,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에는 자본흐름과 경제구조가 왜곡

된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외, 200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

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한편, 균형발전의 범위에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지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

을 바탕으로 한 환경과 경제의 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는 직접적

으로 구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 아래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

였다.

나. 환경정책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념은 인수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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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살펴볼 수 있다. 환경정책은 현재세대의 삶의 질을 증진하면서도 미

래세대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자원을 고갈시키

지 않는 발전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사회·문화·여성의 분야의 틀 안에서만 환경 분야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에서의 환경보전은 다루어지지 않았

다. 이는 환경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단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개별 환경정책을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환경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제16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결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실시하는 부동

산정책과 국토개발정책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상의 기능이 

배제되었다.

또한, 환경보존은 경제발전이나 정책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여겨졌

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 실시되어 택지공

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이를 간소화할 것을 환경부에 지시하였다

(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환경을 규제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는 결정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통근이 용이한 도심주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환경문제 등

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계획물량을 달성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이후에는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용적률(150%)과 층수 등의 제한을 설정하였는데, 이 또한 주택건

설 물량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물량을 확대(19만 1천호→23만 8천호)

하고자 용적률(180%, 서울은 200%)을 상향조정하였다(재정경제부·건설

교통부·환경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 2006).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

을 환경부문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로 ‘지속가능

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지정하

였다(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008).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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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상(理想)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실에서 충실히 적용되기는 어려웠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적용은 경인운하, 한탄강 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및 북한산국립공원 통과노선, 경부고

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새만금 간척사업 등 수없이 존재하였던 개

발과 보존이라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주장되

었다. 노무현 당시 당선인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기획의 단계에서부터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하였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이러한 노력들은 임기 

내내 이어져 결국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까지 이른 

것이다(문태훈, 2015).

그러나 막상 실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정책에 묻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원활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특히나 국토환경보전정책과 관련하여 개발부처인 건

설교통부와 보존부처인 환경부의 충돌이 예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

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단편적인 환경이념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부동산정책에 압도되어 그것이 지니는 환경상의 기능이 

인식되지 못한 채로 해제되게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적용되지 못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반부에 보존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대

책을 마련하고,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적으로 해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제공하는 

환경기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 2004a). 이것

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계획에서 발표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민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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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2004b)에서는 서민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직장이 가깝고 교통인프

라가 확보되어 있는 도심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개발제한구

역은 어차피 개발되어야 하는 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개발제한

구역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현

안사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국

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

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건설교통부, 2004b). 이

처럼 개발제한구역이 결국 개발을 위하여 활용될 것이라는 개발에 직결

된 정책추진 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인식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더욱 가속화되게끔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4. 관련정책

가. 공공주택정책

노무현 정부는 집권 당시의 엄중한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

안으로 2003년 10월 29일에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

책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공급확대였다. 2003년부터 2012년

까지 주택 500만 호를 공급하여 2012년에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5%

를 넘어서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중 300만 호는 수도권에 건설함으로

써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2006년까지는 100%, 2012년까지 112% 수준으

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북에 뉴타운을 조성하고 판교 

등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계

층의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재정경제부 외, 2003).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2005)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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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 앞서 경제적 환경에서 들여다보았던 것과 

같이 부동산가격이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다시금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005년 8월 31일에는 재차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는 예정된 주택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택지 확보방안이 포함되었다32). 노

무현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만 연간 900만 평의 공공택지가 필요하나 당시까지 확보 및 계획한 택지

는 600만 평 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만 호 건설

을 위해 택지 총 14,000만 평이 요구되었으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200만 평만 확보한 상황이었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

제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재정경제부·행

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

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에 대

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재정경제부·건설교통

부·기획예산처·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

체와 주민 등이 기존 도심지에 서민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

는 것을 복지예산의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하였다(재정경제

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결국 노무현 정부

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총 60

개소, 1,900만 평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

설교통부·국정홍보처, 2005).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

설 목표를 위한 택지 확보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5).

32) 연합인포맥스.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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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택공급량
(단위: 호)

필요면적
(단위: 만㎡)

확보면적
(단위: 만㎡)

확보
(①)

일반택지 36.8만 29,827 14,219

개발제한구역 18.9만 6,737 4,501

기타용지 22.5만 2,876 1,611

소계 78.2만 39,440 20,331

미확보 (②) 21.8만 6,701 -

합계 (①+②) 100만 46,14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표 4-5]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내용 (2003 ~ 2007년)

결국 수도권 주택부족과 부동산시장 불안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노무현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등 정책이념이 결합하여 대규모 택지조성

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이어진 것이었다.

나. 국토개발정책

노무현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토

개발정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국가정책

의 최우선순위로 상정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2

기 신도시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

산구간 터널, 북한산을 관통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수정 없이 추진하고자 하였다(문태훈, 2008).

주거문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토개발정책 가운데 하나가 

신도시 개발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른바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도시는 수도권에 성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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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화성 동탄 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옥정회천, 

송파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 10곳이, 충청권에 아산과 대전 도안

의 2개 도시가 추진되었다33). 당시 충청권에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이유

는 행정수도 추진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에 조성

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

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에 약 6,780,000㎡의 규모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에 걸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부지의 82%에 

달하였다34). 결국 이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 다음 해인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5,586,8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하나가 혁신도시

이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거점지역에 공공

기관·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 정부는 부산, 대구, 광

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의 혁신도시 지

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35). 그리고 이 가운데 대구와 울산

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각각 3,260,414㎡, 2,604,000㎡이

다. 

국책사업으로서 경부고속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명역세권을 개

발하는 작업에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사용되었다(김중은 외, 2018). 이 

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역현

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구, 울산, 

광주와 장성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되었으며, 부산 미음신도시, 

3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34) 매일경제 “송파신도시 개발 본격화” (2007년 8월 13일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07/08/428338/
35) 혁신도시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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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송정지구, 광주 효천1지구, 울산 화전지구 등의 주택단지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환경과 국정철학에 기반을 두어 난개

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적인 지역개발정책이 김대중 정부에서

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김철규·신호균·김홍주, 2015).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땅으로 여겨지면서 

쉽게 해제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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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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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형

성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 이

러한 결정은 향후 들어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경로가 지속될 수 있도

록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맞이한 정치적 환경은 김대중 정부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환

경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념은 서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용지공급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이를 

관련 정책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면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도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계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권, 강원

권, 청주권, 여수권의 4개 권역이 해제된 데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잔여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인 전주권(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주권

(진주시, 사천시), 통영권(통영시)의 3개 권역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1999

년에 발표된 7개 중소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결정이 모두 집

행되었다. 이들 면적의 총합은 458㎢를 넘는 것으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설정면적인 5,397㎢의 약 8.5%를 차지한다.

둘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락 등에 대한 해제

가 지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부산주변에 위

치한 대규모 집단취락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7,109,943㎡을 해제하였다. 

또한, 취락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중규모 

취락의 면적 106,218,699㎡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다. 그밖에 경계

선관통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역시 해제하였

다. 이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해제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의 조성을 위한 택지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본래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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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실제 집행

이 이루어지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60여 곳의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55,618,608㎡을 해제하였다. 

넷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

여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체

로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총 

28,868,101㎡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다섯째, 노무현 정부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은 656㎢에 이른

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해제물량인 78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

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의 초반부인 두 개 정부에서 상당한 면적의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

역 해제내용은 대체로 김대중 정부의 그것을 계승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중소도시 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지

역현안사업 추진은 모두 김대중 정부에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의 정책환경과 참여정부의 정책이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은 고려되지 못하였

다.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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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해제지역) 면적(㎡)

중소도시 전주권, 진주권, 통영권 해제 458,400,000

대규모 취락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취락

(수도권 14곳, 부산권 4곳)
7,109,943

중규모 취락
20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106,218,699

경계선관통취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
(대구권 4곳, 대전권 9곳)

131,699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대구권, 대전권, 부산권)
9,200

국책사업, 국정과제 국민임대주택단지, 광명역세권 개발 55,618,608

지역현안사업 산업단지, 주거지구 등 조성 28,868,101

합계 656,356,250

[표 4-6]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상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여 중소도시 전

면해제, 집단취락 해제 등 김대중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과 내용

을 의존적으로 답습하였다. 또한, 수도권 주거문제라는 사회경제적 환경

과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부추겼다. 노무현 정부의 개발

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에 미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와 같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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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과 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정책
환경

(정치적 환경)
·최초로 진보정부의 

연속적인 집권을 이루어냄
- 이전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기로 천명
- 보다 친서민적인 정책추진
(경제적 환경)
- 부동산가격의 급상승
(사회적 환경)
-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계승

- 노무현 정부의 해제유형은 김대중 
정부의 해제유형과 유사

-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지속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 결정

-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수단
- 수도권 주택공급 수단

정책
행위자

의
상호
작용

(지방자치단체)
- 지역현안사업 추진
- 임대주택에 소극적이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 행사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 : 정부에 순응
- 지자체, 지방공사 개발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 허용
(토지소유자, 주민)
- 재산권침해 및 불편 해소

·정부가 각각의 정책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음

정책
이념

(정책일반)
-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
(환경정책)
- 경제성장에서 환경보존이 
다루어지지 못함
- 환경보존을 규제로 인식
- 지속가능발전 적용의 어려움
(개발제한구역)
- 가용토지라는 인식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추진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상의 
기능이 배제되고, 규제로 인식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맞았음

관련
정책

(공공주택정책)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 가용토지 부족
(국토개발정책)
- 2기 신도시 건설
- 혁신도시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위해 GB 해제
- 충분한 가용토지 확보 가능

·국토개발 위해 GB 해제
- 위례신도시 예정부지 해제를 계획
- 혁신도시의 사업부지를 해제
-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해제

[표 4-7] 노무현 정부의 제도적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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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명박 정부는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

고 10년 만에 등장한 보수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영역분야

에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던 정책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였

는데, 환경·국토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명

박 정부가 진보정부인 김대중·노무현 2개 정부와의 성향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경로를 답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맥락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정책환경

가. 정치적 환경

2007년 12월에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

었다는 사실은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속적으로 집권한

지 10년 만에 다시금 보수진영이 정권을 탈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한 그 이면에는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2007년 당시에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국민적인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을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감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향하였다는 것이다. 경영

인 출신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는 이명박 후보가 바로 그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a).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탄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

서부터 ‘경제대통령’을 기치로 내세우며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를 표명하였다. 또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가 확실시되자 당선소

감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

시 살리겠다.”라고 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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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면면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경제대

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국가경영, 글

로벌 리더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생활개선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였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a: 116-121). 그리고 제17대 대통령 취임

식에서는 취임사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맞추어 규제완화, 민영화사업,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조세감면 혜택부

여,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37).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느 정부보다 성장정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뒤에 살펴볼 것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친시장적인 성향을 지닌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개발제한구역을 2000

년대 후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제하게끔 영향을 미쳤다.

나. 경제적 환경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당시의 경제적 환경은 앞선 김대중·노

무현 정부에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이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떠안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는 절대빈곤층 비율의 증가와 중산층의 감소라는 결과를 우

리나라에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에 차질을 미칠 수밖에 없었

36) 매일경제 “국민은 경제와 안정을 택했다” (2007년 12월 20일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07/12/693891/
37) 경향신문 “새로운 60년 시작…실용의 시대로” (2008년 2월 2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51832595&code=
910203#csidx4e2d5fc8450d69e9d245f7ef892e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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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b: 48-4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

안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만 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경기부양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발

제한구역의 추가해제였다. 정부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고, 해제된 

부지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국토해양부, 2008a). 이렇듯 

경기 부양을 위한 토지공급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즉 경기침체라는 원

인이 직접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진행된 수

도권 주택공급개선 등의 효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서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과천, 분당 등 주요지역의 2007년 1월부

터 2008년 7월까지의 주택가격 변화율을 살펴보면 강남 3구 재건축물량

의 가격변화율은 –10.7%였으며, 과천과 분당의 가격변화율 역시 각각 –
13.1%, –3.7%였다. 또한, 2008년 상반기의 주택거래량 증감률은 2.3%로 

전국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서울 –6.0%, 강남 11구 –
22.1%, 경기 –7.8%, 광역시 –3.2%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주택거래량

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8년 상반기의 건설 인·허가 물량 역시 13.2

만 호를 기록하였는데, 당시의 최근 5년 간 평균에 비하여 무려 32.4%가 

감소한 수치였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2008).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침체된 주택 및 건설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이었다. 

수도권 30만 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50만 호 수준의 주택을 정부에서 안

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이 이루

어져야하므로 자연스레 이를 통하여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택지 조달방안 마련이 중요하였다.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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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추

진하겠다고 계획하였으므로 도심 내부 또는 근접한 주변부 택지가 필요

한 상황이었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2008).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심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도 상대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처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환경은 직·

간접적으로 경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다. 사회적 환경

이명박 정부가 맞이한 서민들의 주거상황 역시 이전의 정부들과 마찬

가지로 열악한 형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기준으로 이

전 5년(2003년 ~ 2007년)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39.3%나 되

었는데, 해당기간의 소득증가율 29.5%보다 약 10% 가까이 높은 것이었

다. 이 때문에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PIR지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이 7.5의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08년 당시의 무주

택 저소득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약 18.3%인 292만 가구에 

달하는 실정이었다(국토해양부, 2008b). 이렇듯 서민이 감당해야 하는 주

거비용이 높아져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주

거문제가 심각했다.

당시까지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은 이러한 문제를 온전

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 측정한 수도권지역의 연간 주

택수요는 30만 호에 육박하였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연평균 약 25만 호에 그쳤다. 수도권 중에

서도 특히나 서울의 주택수요는 연간 10만 호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2004년 이후에는 연간 4만 호에서 6만 호 사이의 물량밖에 공급되지 못

하였다(국토해양부, 2008b). 또한, 이전정부들에서는 무주택 서민계층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량에 초

점을 두어 공급이 진행되면서 정작 도심의 주변부에는 공급이 이루어지



- 100 -

지 않자 계층 간 주거분리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여경수, 2012: 248).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서민들이 겪는 열악한 생황수

준을 해결하고자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국정기조를 지향하였다. 서

민계층의 절대빈곤층으로의 몰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무너진 중산층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 아래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c: 49).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이어진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함

에 있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로를 답습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인 서민들의 주거불안이라는 

문제는 이전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를 지속되게 하는 맥락으로서 작용하였다.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기 활성화와 서민

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과 보금자리주택을 위주로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 각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상호작용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경로를 가속화하였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차기

정부의 국정계획 속에 자신들의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사용할 용지

가 부족하다며 강서구와 기장군 일대에 위치한 6,700만㎡의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해줄 것을 시와 지역경제계가 한뜻으로 요구하였다. 해제한 지

역에는 부산신항과 김해공항과 연결되는 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

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울산국가공업단지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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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하여 1,700만㎡ 규모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공업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수

성구에 경제자유구역 등을 유치하고자 1,00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조정 가능한 해제총량을 늘려줄 것

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였다38).

중앙정부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각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 토

지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국토해양부, 

2008a). 그리고 실제로 앞서 부산, 울산, 대구 등 각 지역이 요구한 해제 

면적이 대부분 수용되어 해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개발정책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의 범위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동안 확대되었다.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영주체만이 개발에 참여하게 하여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러한 원칙

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기존 공영개발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

았기 때문이다(김중은 외, 2018).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 10월 당시까지 무려 118

조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5조는 금융부채였다. 그리고 금융부채 75조 

가운데 1/3 수준인 27조(전체 부채의 약 23%)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

련된 부채였다39).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공영개발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각 지역의 재정여건과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공공기

38) 서울신문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요구 봇물”(2008년 1월 17일자, 14면)
39) 월간조선 “[심층취재] LH공사 118조 빚 누구 때문인가: 노무현 정부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가 主犯” (2010년 10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010100013&ctcd=A



- 102 -

관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08. 11. 3 개정). 또한, 2009년에

는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넓혔다(국토해양부, 2009a).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 범위가 늘어났다. 2012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은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까지 시행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의 경우에는 공

공기관과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 민간주택건설사업

자에게 민간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택지를 우선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국

토해양부, 2012). 그리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초 2009년에 발표하였던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

하겠다는 구상을 폐기하였다40).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자만의 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재정적 부담으로 위축될 것을 대비하여 민간

사업시행자를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조정함으로써 민간개발업자들과 상호작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조

가 지속되게끔 하였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타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등 새로

운 해제유형을 만들어내어 임기동안 해제하였다.

40) 경향신문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 거주… 전매제한 7년” (2009년 8월 2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8271812335#csidxf004
a479979682b94ea2851da575b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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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이념

가. 정책일반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을 안고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여 한국경제

를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의 시점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의 단계 가운데 

‘선진화의 단계’로 명명하였으며 그에 걸맞은 선진 발전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신념을 지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토대로 하여 ‘선진 

일류국가’의 건설을 최상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국정백서편찬위원

회, 2013a). 이명박 정부의 임기동안 추진된 정책들은 이러한 성장논리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은 경제성장의 차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과정과 목적 역시도 경제성장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위한 경제성장의 정책이념을 실현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

하였다. 그리하여 뒤에서 확인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역대 정부가 해제한 전체물량 중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해제한 물량이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역

시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명시적인 목적

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무너진 건설경

기를 다시금 성장경로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다(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2008). 경제발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신념은 정책일반에서뿐만 아니라, 하위분야인 환경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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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정부가 출범할 당시까지 국정목표와 국

정과제에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였다(국정백서편

찬위원회, 2013a).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가치

의 우선순위에 환경영역이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윽고 2008년 8월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정이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시기 당시를 환경혁명의 시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통하여 온실

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

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

들어내겠다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국정백서편찬위원

회, 2013a).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한 녹색성장이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환

경과의 상생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는 다소 다른 개념이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a). 그러나 녹색성장은 실제 정책집

행의 단계에서는 성장과 환경이 융합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었고, 이는 환경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녹색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더욱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종국에는 환경이 모두 소진되어 성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

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던 것이다(최병두, 2010). 일

례가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범위에 4

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친환경적인 

구역조성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변구역을 다양한 개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하민철·윤견수, 2010). 결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시장 매커니즘의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을 위하여 자

연환경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다(최병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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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개발제한구역의 접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이념 아래에서 4대강 주변의 친수구역을 개발하

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부산 강서구에 지정되어 있던 10,000,000㎡

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증가에 발맞

추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주변부에 ‘누리길’을 

조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국토해양부, 2011). 구체적인 개별정책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의 활용이라는 정책이념은 실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녹여졌음을 이후 검토할 관련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로 이

어졌다.

다. 개발제한구역

각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취지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라는 

것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러한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

화할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

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 인근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하였다41). 

불법행위가 방치된 채로 개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무용

한 토지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신념은 정부에게로 연결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

인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명 ‘그린홈’으

로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41) 연합뉴스. "靑, 서울근교 그린벨트 대부분 해제“ (2009년 8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090816026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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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국토해양부, 2009b). 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 부지에 건설하는 연구단지에는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는 공해수준

이 심각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을 이용하면서

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국토해양부, 2008a). 친

환경적인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및 국토개발 사업들

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은 국토개발을 위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관련정책

가. 공공주택정책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서민들의 주

거불안에 대응하여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국정목표의 일환으로 ‘보금

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 근교에 위치

한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변의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

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 및 분양하겠다는 정책으로, 집이 없는 

서민계층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a: 307-309). 이를 위하여 2009년 3월에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

택 택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공공주택정

책을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통합하였다(한연희, 2010). 보금자리주택 정

책에 관한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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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급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유형

분양 공공분양주택

장기공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의 35%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25% 이상

건설재원
(초기계획)

2009년~2018년까지 약 105조(재정 12조, 기금 93조) 
투입하되, 세부 재원은 유형별로 상이

주택규모
국민임대주택은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은 85㎡ 이하

입주대상 각 유형별 상이

출처 : 국토해양부(2009f)를 재구성

[표 4-8]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내용

그런데 기존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도심 근교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필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00만 호와 그 외 지역에 50만 호

를 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총 150만 호 공급하고자 하였는데, 수도권의 

100만 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20만 

호,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지역을 활용하여 30만 호, 신도시 등 추가 

개발을 통하여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b). 이를 통해 연간 약 15만 ~ 21만 호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42).

42) 동아일보 “올해 보금자리 공급목표… 21만채 →15만채로 축소” (2011년 6
월 28일자, B1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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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 인근에 설정된 20~2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국토해양부, 2009c). 그리고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역설하였다. 수도

권 지역의 사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위치가 

기존 도심에 근접해 있으며,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

가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대신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금자리주택을 녹색성장의 기조

에 맞추어 주변의 산지와 하천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였다(국토해양부, 2009d). 그리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토

지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지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분양

가격보다 15%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서울 강

남·서초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 수준, 하남·고양 등의 경

우에는 70%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국토해양부, 2009b).

이에 따라 서울 내곡, 서울 세곡,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의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주로 서울과 20㎞ 이내에 위치하며, 기존 시설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국토해양부, 2009e; 국토해양부, 2010). 2012년 

12월까지 총 6차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통하여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의 물량은 당초의 계획인 20 ~ 25㎢보다 훨씬 많은 44㎢이며, 이곳

에 약 20만 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계획되었다(국정백서편찬위원회, 

2013b: 180). 한편,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는 보금자리주택만을 공급하

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민간주택도 함께 공급되었다43). 그러나 결국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토록 

한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주택의 분양가 역시 기존에 계획한 정책목

표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43) 연합뉴스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 중대형 첫 공급” (2011년 3월 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10307206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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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개발정책

이명박 정부의 집권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

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의 기여, 고용창

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정책행위자

의 이익과 중앙정부의 정책이념이 결합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개발 사

업들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하였다. 

각 지역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9).

지역 사업내용

부산
부산신항 배후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동북아 허브항만 중심도시 일환)

울산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단지, 태양광 모듈화 산업단지 등

대구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단지, 
건강의료산업단지, 글로벌 로봇산업단지

대전
대덕 R&D 특구 및 KAIST 연구 성과를 사업화한 
연구․생산단지, 유통단지 조성

경남
마산 조선관련 산업단지, 창원 기계연구 산․학 
클러스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광주 光산업 관련 첨단 R&D 산업단지

인천 2014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경기
서민 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중소업체, 공장, 물류, 
관광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단지 개발

출처: 국토해양부(2008a), 국토교통통계누리

[표 4-9]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지역현안사업 주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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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를 임기 중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

하였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였다.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친수구역

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

ㆍ레저의 종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부산광역시가 계획한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단지로 지정하

여 첨단산업단지, 업무지구, 연구(R&D)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런

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면적 1,889만㎡ 중에서 약 93%는 개발제한구

역이었다44).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자원공

사의 부채를 보완해줌과 동시에(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018),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

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정책신념과 각 지방

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개발정

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주요 대도시권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4).

44) 동아일보 “부산 ‘에코델타시티’ 4대강 친수구역 시범단지로” (2012년 7
월 12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711/47702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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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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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그

리고 관련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에 영향력을 미쳤

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대

중·노무현 정부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의 경로를 지속시켜 나갔다. 

특히나 경제적인 맥락과 요인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는 주요한 이유였다.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의 침체라는 정책환경은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을 체제

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과 녹색성장에 대

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토개발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

성화를 꾀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금자

리주택을 보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개발업자

는 각각 지역경제 발전과 이익창출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상호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면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집단취락에 대한 해

제를 실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중규모 취락에 대한 해제를 

지속하여 6,461,671㎡를 해제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

타 집단취락도 해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해제총량

과 해제가능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

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토지와 더불어, 기존의 필지가 도

로, 철도, 하천의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하였다.

둘째, 보금자리주택 등의 국책사업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

정목표를 가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을 주변의 시세보

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부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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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1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2

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위례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서울 송

파구, 하남시,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

부에서는 국책사업, 국정과제 등을 위하여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총 50,070,9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

용창출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총 32,741,192㎡의 면적이 해제되

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해제한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약 90㎢이다. 

이는 앞선 김대중 정부의 782㎢, 노무현 정부의 656㎢ 보다는 미약하지

만 여전히 상당한 면적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전환기의 초창기 정부들로서 중소도시 권

역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일시에 전면 해제하였다. 이렇듯 앞선 2

개 정부에서의 제도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는 더 이상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소도시 

권역 해제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나머지 취락 등 민원해소

를 위한 해제에 있어서는 이전의 정부들과 이명박 정부의 해제추이가 상

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경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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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해제지역) 면적(㎡)

대규모취락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취락

(수도권 1곳)
8,424

중규모취락
20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6,461,671

기타 집단취락
광역도시계획 미반영

(수도권 2곳)
156,536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권)

236,195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388,015

국책사업, 국정과제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위례신도시, 경인아라뱃길 등

50,070,900

지역현안사업
산업단지, 친수구역,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조성
32,741,192

합계 90,062,932

[표 4-10]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상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경제대통령’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지니

고 있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이념과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

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이 이

명박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

음의 표와 같다(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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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과 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정책
환경

(정치적 환경)
- 10년만의 보수집권
-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
(경제적 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
- 주택 및 건설경기의 침체
(사회적 환경)
- 열악한 서민 주거환경과 

수도권 주택부족

·경제성장과 경기 활성화에 
집중함으로써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행위자

의
상호
작용

(지방자치단체)
- 지역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GB해제 건의
-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제 승인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추가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간참여 허용

·이해관계자인 정책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함

정책
이념

(정책일반)
-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경제성장에 대한 신념
(환경정책)
-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음
-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곳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산업단지, 신규택지, 
지역현안사업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였음

관련
정책

(공공주택정책)
- 친서민 중도실용의 기치 

아래 보금자리주택 공급
(국토개발정책)
- 지역경제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허용
- 4대강 친수구역 추진 등

·택지마련하기 위해 해제 추진
- 저렴하게(주변의 85%) 공급 가능
- 도심부와 가까운 택지조성 가능
- 민간참여로 개발이익 사유화

·국토개발 위해 해제 추진
- 각 대도시권의 GB 대규모 물량을 

해제하여 지역현안을 추진
- 친수구역 사업위해 부산 GB 해제

[표 4-11] 이명박 정부의 제도적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 116 -

제 4 절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보수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주의적인 관점을 취하였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승계할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까

지 이어졌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맥락들이 그러한 성장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동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정책환경

가. 정치적 환경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보수정부이기도 하지

만 또 다른 정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

령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단

순히 박정희의 딸을 넘어서서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받

아들여졌다(양웅석·황선영·강성식·강원택, 2018). 이는 박근혜 대통령

이 가지고 있었던 국정철학 등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추구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부흥을 달성하겠다고 하였

다45).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기반은 경제성장에 대한 요

구와 대응으로 이어졌다. 즉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정책환경은 경제성장

률 등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거시적인 개발성장에 초

점을 맞춘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였다는 것이다(양웅석 외, 

2018: 26).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에 대응하였다46).

45) 한국경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성장 대신 경제부흥…21세기 박정희 코드” 
(2013년 2월 25일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22539671
46)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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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념과 실제 정책내용으로 이어졌다. ‘창

조경제’를 국정의 화두로 내던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분야의 

국정목표로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아 성장의 동력을 강화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다(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또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47).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규제완화, 

첨단산업 등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부지로 개발제

한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나. 경제적 환경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 평균보다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약 5.7%였으며, 전 세계의 연평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4.2%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09년과 이후 

2010년에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1년

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3.7%)이 처음으로 세계경제의 연평균 성

장률(4.2%)에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부터 주요산업의 생

산성과 수출규모 역시 둔화하기 시작하였다48). 박근혜 정부는 한국경제

가 성장을 위한 동력이 소진되고 수출경쟁이 극심해지며 고용률 마저 둔

화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당시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47) 한겨레 “경제민주화 돼야 창조경제 꽃피워…근혜노믹스 두축 확인”(2013년 2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475.html#csidxffb3bb0662
35fddba8ebae6955badb8
48) 한겨레 “한국경제, ‘2011년’에 무슨 일이…” (2017년 4월 23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18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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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금 창조경제와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

졌으며(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국토개발정책 등에 의하여 개

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중산층의 몰락’ 역시 박근혜 정부가 던진 화두였다. 정부가 

집계하는 중위소득자의 소득 수준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인 중산층 

비중이 1990년에는 절대다수이던 75.4%에서 2011년에는 67.7%로 감소한 

것이다. 수치상으로 중산층이 줄어든 것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

산층의 비율은 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2013a)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체감 중산층의 비율은 51.8%

에 그쳤으며, 중산층의 54.9%는 자신들을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양극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이 실시한 

2012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었다(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12).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을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중산층 회복을 주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제18대 대통

령직인수위원회, 2013). 그리고 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인 

이른바 ‘뉴스테이’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

이는 임차인이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

산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이다49). 그리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맞이하였던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둔화현상의 

시작과 중산층의 몰락 등의 경제적 환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대

책으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제한구

역이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고 계속하여 해제되었다.

다. 사회적 환경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앞서 정부들에 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49)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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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우

리나라의 가구형태가 바뀌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려가구 등의 1~2인 

가구가 많아져 절대적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고령가구의 임

대수요 역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대점유비율은 41.6% 수준에 이르렀는

데, 2017년까지는 최소 임대주택 수요가 약 66만 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b).

이렇듯 증가하는 임대수요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실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였다. 특히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

의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했다. 중산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2006년에 84만 호에 이르던 것이 박근혜 정부 집

권 1년차인 2013년에는 63만 호로 24%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전

체 중산층(전체 10위 가운데 5~8분위) 가운데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

는 중산층의 비율은 절반 가까운 수준인 45.5%에 육박하였으나, 이들 가

운데 90.3%인 대부분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

간임차에서 기인하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2015).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다. 낮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해야하는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

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에 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국토교통부, 2016a). 마침내 정

부에서는 기존의 공공주택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발표하였다. 그리

하여 공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등의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수차례 해제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시기의 사회적 환경이었

던 임대주택의 수요증가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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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책행위자인 토지소유자와 주민,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정책행위자들과 중앙정부

의 상호작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았던 주요한 

걸림돌은 해제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였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일에 걸쳐 중앙정부를 설득하여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

는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걸

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을 낮추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에 도시계획의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개발제

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

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였다(국토교통부, 2014b).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5년에는 시·도지사에게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

한 해제권한을 이양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해제와 개발을 일원화함으

로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국토

교통부, 2015a). 이에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30만㎡ 미만의 개발제한

구역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않을 수 있게끔 하였다(국토교통부, 2016b). 그밖에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제하는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유형은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김중은 외, 2018).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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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개발 활성화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작용한 것이다.

둘째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을 위하여 민원해소 목적의 해제를 위한 요건 또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 해제된 집단취락으로 인하여 단절된 위

치에 있는 1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

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할 경우에 섬처

럼 남게 되는 잔여면적의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게 하였다(국토교통부, 

2015a). 그리고 1만㎡를 일부 초과하더라도 보존가치가 낮은 수준일 경

우에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국토교

통부, 2015b).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제를 위한 기준을 조정하여 

민원해소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주민들

과 상호작용하였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에 민간부문이 본격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까지 개발제한

구역은 그 정책취지에 비추어 보아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급격

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영개발사업자로 개발주체를 한정하였다. 그

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이 민·관 공동출

자 특수목적법인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공공주택에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기존 1/2(50%)에서 2/3 미

만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지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대

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민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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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해제

지역의 경제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구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14.6.11. 개정). 한

편,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사업으

로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5c). 이

윽고 2015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의 변경을 직

접 제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 역시 부여

하였다(구 민간임대주택법, 2015.08.28. 개정). 이외에도 해제지역의 개발 

시 충족해야 하는 녹지기준을 완화하며, 임대주택용지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

교통부, 2014b).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요건이 계속하여 낮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민간개발

사업자 역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둘러싸고 각 정책행

위자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와 이들에게 주어진 개발제

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공공성의 성격을 배제한 

조치였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018). 또한 해제권한을 부여받

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

게 되어 절차적인 합리성 역시 다소 결여한 채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

게 되었다.

3. 정책이념

가. 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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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삼아 출

범하였다. 그리고 국정비전의 세부 하위수준으로 5가지 국정목표를 제시

하였다. 5가지 목표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제는 

‘창조경제’였다. 정부에서는 당시의 정책환경을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일자리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경

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

였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때에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민주화는 ‘공

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되었는데50),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경제성

장을 정책 전반의 정책이념으로 삼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추진사항은 ‘규제완화’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규

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2014년에 열린 제2차 규제

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어라.”라고 하며 

정부에 보다 진일보한 규제완화를 주문하였다51).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

책의지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환경정책 역시 규제완화의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

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한 조치였다(조명

래, 2015).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참여는 가로막혔으며, 필요한 

정보가 시민사회에 개방되지 않았기도 하는 등 환경부정의 역시 발생하

50) 한겨레. (2013년 2월 25일자). 앞의 기사.
51) 국민일보 “[2차 규제개혁회의] 朴 “2015년이요?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
하게 풀어야”” (2014년 9월 4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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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박숙현 외, 2016). 경제성장과 시장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념은 

어떠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규제완화를 억제하지 못하였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환경정책

박근혜 정부는 환경을 다소 배제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 김철규 외(2015)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에 입각한 경제 활성화 주장과 그 결과는 환경문제를 사회적 의제의 중

심에서 지워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

한 정책 성과보고서에서는 환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6). 시민환경연구소

(2017)가 학계 및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화

학물질관리,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정책과 이에 수반하는 입법조치들

은 양호하다고 인정받았으나, 신규원전 건설이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물질,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환경철학 

부재가 드러났다.

세부분야인 국토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전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시

켰다. 국토가 환경복지를 위한 터전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생태환경을 

복원하겠다고 하였으며, 복원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여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

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정책에 그치지 않

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천명하였으며,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새누리당, 2012). 그러나 그 주장

과는 반대로,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와 평가들이 지나치게 많고 분산되

어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에 대한 규제 일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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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러한 주장은 앞서 공약한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대치되는 것으

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미약한 정책신념을 지닌 박

근혜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단

지,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

였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자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신념에서도 개

발지향주의적인 관점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다. 개발제한구역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존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52). 이러한 신념은 수도

권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

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취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의 임기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설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요건을 낮추고 각종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조치 역시 완화하였다(국무조정실, 

2016).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규제개선의 핵심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적인 관

점에서 이전 정부들에 이어 계속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있었던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재실시하였다는 것

이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보존가치를 1등급에서부터 5등

급까지 산정하여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등급 산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개발제한구

52) 국민일보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그린벨트, 이제 보존에서 개발 가치로 접
근을’” (2015년 5월 7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6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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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해제를 위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에 개

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재실시한다고 밝히면서, 1999년에 처음 환경평가

가 이루어진지 14년이 지난만큼 실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가 환경평가 

결과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53). 그

러나 박근혜 정부가 개발주의적인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재실시 역시 해제대

상지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결과는 개발주체인 정부, 지방자치단

체,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공개되었으며 일반 시민사회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표고·경사는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만을 사용하였고, 수질 역시 기존의 자료

를 그대로 이용하였다(박숙현 외, 2016).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발제한구

역이 현재 시점에서 환경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제

대로 측정될 수 없었다. 심지어는 환경평가에 대한 최종 검토와 마무리

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발생하였다(박숙현 외, 2016). 결국 이렇듯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개발적 접

근이라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존하여야 하는 자연환경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다.

4. 관련정책

가. 공공주택정책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으며, 중산층

53) 노컷뉴스 “그린벨트 해제 본격 시동… 14년 만에 환경평가 전면 재실시” 
(2013년 11월 12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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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량이 민간을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에 짧은 계약

기간,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 등의 요인 때문에 주거불안이 상당한 수준

이었다(국토교통부 외, 2015).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임대기

간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014년을 

기준으로 5.5%에 그쳐 OECD 평균인 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 2016a).

서민계층과 중산층의 주거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장기간의 임대거주

를 통해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나서 임대주택을 공

급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초기부터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

서도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같은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공급

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등 택지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방식이

었다(차동백, 2014). 하지만 여전히 여타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제

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할 수 있게끔 법률에 규정하였다. 또한, 임기중

반부터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뉴스테이)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뉴스테이는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임대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

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었다54). 

특별히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정책을 설계하면서부터 도심에 근접해있

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였다(김복식, 

2016). 전국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총량

의 범위 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지역

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민간 출자비율 제한이 적용

되지 않았다. 또한, 기업형임대 촉진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

는 경우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해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는 공공분야의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외, 2015). 온전히 민간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이 가능해진 것

이었다. 그러면서도 뉴스테이 공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54)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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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

는 최고 개발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역시 정부에

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용도나 층고제한 및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해주고, 각종 세금 역시 감면해주기로 결정하였다55).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택단지 공급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

한 공공주택 공급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계속되었다.

나. 국토개발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

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첨단산업단지, 공업지대 등에 대한 조성의 목소

리가 컸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수요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대한 요

구로 이어졌다. 지가가 저렴하면서도 도심과 근접한 곳에 공장 등을 건

설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전

면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겠으나 해제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56).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개발용도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

역 또는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가능했으나, 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기반과 근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국토교통부, 2014b). 해제취락

에 공장 및 산업단지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4년부터 향후 4년 간 약 8조 5천억 원 규모

55) 한겨레 “개발제한구역 해제·양도세 감면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 지나친 혜택”
(2015년 1월 15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3494.html#csidx3c005fa9cbbf655b748cdedf031a3c2
56) 노컷뉴스 “그린벨트 해제 본격 시동… 14년 만에 환경평가 전면 재실시” 
(2013년 11월 12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11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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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를 예상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80% 규모가 대전, 광주, 창원, 부

산 등의 지역경제에 투자될 것이라고 하였다(국토교통부, 2014b). 결국 

개발제한구역이 다시금 이전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해제된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에 대한 규제가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입지규제를 수요자인 기업 중

심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창

조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국토교통부, 2013b). 

일례로, 정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기존 도심과 가

까운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만㎡의 개

발제한구역 개발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구 개발제한구역의 조

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13.08.19. 개정). 그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때 환지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

에게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공급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부, 2014b).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의 임기기간 동안에는 기업들의 울산미포산업단지 

확장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용으로 토지를 공급

하는 등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각종 국토개발을 위

하여 계속적으로 이용되었다(국토교통부, 2013c).

이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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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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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상으로 살펴본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주로 경

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

다.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중산층의 몰락과 성장의 본격적

인 둔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환경 등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이념을 지향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박

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국정목표를 제시하였

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사업자 등의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공공주택정책이나 국토개발정책을 통해 개발제한구

역을 적극적으로 해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있어서 박근혜 정부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다소 유사한 측면을 지니

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4번째 정부에 이르

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결과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

역 해제의 면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렇게 해제된 토지는 소유자 등의 주거목적 뿐만 아니라 공업용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개발용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

의 연장선상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해제하는 기타 집단취락 

961,129㎡를 해제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토지

를 중점적으로 해제하고자 하여 총 2,280,780㎡을 해제하였으며, 기존의 

필지가 도로, 철도, 하천의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인 소규모 단절토

지 294,536㎡을 해제하였다.

둘째, 공공주택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 등의 국정과제 사업 부지를 마

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너진 

중산층의 재건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 아래에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

소하고자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

에서 개발제한구역 3곳이 해제되었다. 또한, 이전정부에서 계획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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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공주택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7곳의 개발제한구역이 박근혜 정부에서 해제되었다. 그밖에 창조경제

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첨단산업단지인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 국정과

제를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048,558㎡이다. 이

전정부들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각각 56㎢, 

50㎢를 해제하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부터 추진한 공공주택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정책 자체가 표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7).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틀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사업부지로 활용되었다. 대규모 산업단지인 대

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3,240,758㎡), 김해의 대동 일반산업

단지(2,701,259㎡), 광주의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1,146,823㎡) 등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지역현안사업 23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1곳은 산

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밖에 역세권개발, 도시개발, 교통시

설 설치 등의 지역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제된 면적은 총 11,657,826㎡이다.

넷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본래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1,736만㎡을 해제한 곳으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014년에 사업지

구 지정이 해제되었다58).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업과 함께 지정된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개발제

57) 조선비즈 “박근혜 주택정책 시한부 초읽기…‘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 
위기” (2016년 12월 4일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1956.html
58) 매일경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광명·시흥지구는 어떤 곳?” (2018년 
11월 3일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8/11/68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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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역 774,652㎡를 해제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3호).

다섯째, 박근혜 정부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의 총 합계는 약 

19㎢이다. 앞선 정부들보다는 해제면적이 상당수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여타의 정부보다 1년가량 

짧았던 점, 국책사업의 부분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추진하지 않고 민간

위주의 소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추진한 점, 집단취락 등 민원해소

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 해제

되어 소규모의 단절된 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만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

던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손쉽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경로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

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2).

유형 내용(해제지역) 면적(㎡)

기타 집단취락
광역도시계획 미반영

(수도권, 부산권, 창원권, 광주권, 대구권)
961,129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294,536

경계선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부산권, 창원권)

2,280,780

국책사업, 국정과제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창조경제벨리
3,048,558

지역현안사업 첨단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11,657,826

특별관리구역
경기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 내 

훼손지 복구지역
744,652

합계 18,987,480

[표 4-12]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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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적인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이념을 지닌 채로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을 

추진해나갔다.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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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과 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정책
환경

(정치적 환경)
- 박정희 정부의 후신과 

제2의 한강의 기적
(경제적 환경)
- 세계경제의 평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등 성장 둔화
- 중산층의 몰락
(사회적 환경)
-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재고 부족과 주거불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임기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규제완화,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몰락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행위자

의
상호
작용

(지방자치단체)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현안 추진
(토지소유자, 주민)
- 민원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 확대
(민간개발사업자)
- 개발제한구역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민간참여 허용

·이해관계자인 정책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함

정책
이념

(정책일반)
- 창조경제와 규제완화
(환경정책)
- 경제 활성화로 인해 

환경의제가 배제됨
(개발제한구역)
- 개발적 접근에 대한 강조

·규제 합리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

·경제발전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주택단지,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재실시를 
통해 추가해제 추진

관련
정책

(공공주택정책)
- 중산층 주거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토개발정책)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하여 산업단지 등 조성
-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 민간사업자에게 해제제안권 부여

·산업단지 조성, 공장건설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이용

[표 4-13] 박근혜 정부의 제도적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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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집권하고 

있는 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살펴

봄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라는 경로가 현재에는 어느 수준

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집권 중인 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임기

전반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이 연

구에서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이와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향후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정책환경

가. 정치적 환경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서 등장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그 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를 중심으

로 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이 분

노와 저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누적인원이 1700만 명에 달하는 

촛불집회로 이어졌다59). 국회는 2016년 12월 9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윽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

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60)하였다(강원택, 

2018).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2017년 5월의 조기대선을 통해 문

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표현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정책으로 구현하여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둘러싼 정치

59) 한겨레 “탄핵 이끈 ‘1700만 촛불’···사법부 3년만에 ‘단죄’ 일단락” 
(2019년 8월 29일자, 6면)
60)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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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여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

를 청산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가 다름 아닌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추가적

으로 조사함으로써 재발을 막겠다고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재

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국토개발 

영역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과거 국토교통과 관련된 행정의 잘못된 관행

을 바로잡고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7년 11월 8일자로 ‘국토교

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

회, 2018).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였다. 정

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낮은 토지가격을 이유로 들며 개발제한구역

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

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이 철저하게 보존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특혜를 폐지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해제과정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난개발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합리적인 규제가 유지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018).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의 정치적 환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 지적에도 불구하

고, 이후 살펴볼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

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낮은 토지가격과 도심 

접근성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이

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안정적인 경로가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었으나, 지속된 

경로의 의존적인 경향이 그 이탈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 따라 9년 만에 다시금 진보정부가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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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 의료, 아동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복지정

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61).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이 방안 가운

데에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도 포함되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7).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적

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부라는 정치적 기반 아래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정책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고자 공공임대주

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택지로 또 다시 활용되었다.

나. 경제적 환경

모든 역대 정부는 값비싼 주거비용이라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출범하

였다.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주거부담완화라는 과제를 해결하

고자 공공주택 건설 등 여러 대책을 수립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경제

적 환경에 있어서는 이전의 정부들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PIR지수는 5.6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PIR은 9.8에 이르러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였다. 2016년에 정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

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전국 평균이 6.7년이었는데, 

서울 8년과 인천 7.4년 등 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17).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듯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대응하고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2019)은 3기 신도시 공급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서

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안정세,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향세로 돌

61) 뉴시스 “[문재인 시대]복지 업그레이드 기대…재원 마련은 구체화 해야” (2017년 5
월 10일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0_00148851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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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설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대부분

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 도심

에서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물

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는 것이었다(국토교통부, 2019b). 결국 불안정한 부

동산시장이라는 경제적 환경 아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안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사회적 환경

불안정한 주거시장이라는 경제적 환경은 서민들의 주거수준이라는 사

회적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소득층(소득 10분위 가운데 1~4분위)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에 

49.7%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오히려 46.2%로 낮아졌다. 이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각각 자가점유율이 4.1%, 6.6%씩 증가한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관계부처 합동, 2017). 또한,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임차가구는 총 715만 가구이던 것

이 2016년에는 826만 가구로 많아진 것이다. 이렇듯 많아진 임차가구에

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거불안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

운 장기임대주택 물량은 총 126만 호 밖에 공급되지 못했다. 아울러 정

부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민

간의 임대물량 중 15%에 그쳤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월세의 비중이 높아

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7).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 및 경제적 어려움, 혼

인 감소 등의 사회적 이슈는 주거문제에까지 연결된다. 2017년을 기준으

로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9.2%, 44.7%로 전체가구 

평균인 57.7%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한집에 평

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7년을 기준으로 청년

가구는 1.5년, 신혼가구는 1.9년에 그친다. 전체가구의 평균이 8년인 것

을 고려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이 상당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62). 또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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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미달가구가 9.1% 수준이었다(관계부처 합동, 2017).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상황이 마찬가지이거나 더 열악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부모가정의 자가점유율은 21.2% 수준이었으며, 6.3%는 지하·반지하·옥

탑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3).

정부로서는 주거불안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야 했다. 마침내 

2017년에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연이어 2018년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내놓았다(관계부처 합동, 2017; 국토교통부, 2018a). 이들 대책에서는 서

민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하여 역세권, 도심 내 유휴지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

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환경의 요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게끔 하였다.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여러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와 주민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해제를 통

한 각종 개발 사업에 목소리를 표출하였다. 특히나 주목하여 볼 것은 문

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하였던 ‘3기 신도시’

계획이다. 종래의 정책행위자들이 대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하는 ‘3기 신

도시’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책행위자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3기 신도시’에 

62) 정책위키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63) 위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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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정책행위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서울특별시는 정부와 여당 간의 신도시 협의과정에서부터 개

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

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64).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하

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신 도

심 내 유휴지, 노후 공공시설 등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하여 충분히 주택

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65). 결국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이 제외되었다(국토교통부, 2018a). 

둘째로, 서울특별시와 달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및 인천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브리핑에도 함께 참여하였다66). 이는 이미 고밀도 개발이 

대부분 진행된 서울과 다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선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을 찬성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그동안 수도권 각 지역의 개발수요를 억제하고 있었던 개

발제한구역을 ‘3기 신도시’ 추진을 통해 해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

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

로 상호작용하였다. 결국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및 인천지역에 설정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정

해졌다(국토교통부, 2019b).

셋째로,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반응은 각 기초자치단체별 

입장과 마찬가지로 엇갈렸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3

64) 연합뉴스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반대 거듭 천명” 
(2018년 9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1079000004
65)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서울시, 도심 부지 활용으로 그린벨트 사수” 
(2018년 12월 1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9086700004
66) 한국경제 “[3기 신도시] 손잡은 7명 지자체장들…주민 반발은 잡을까” 
(2018년 12월 19일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219244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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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도시’추진을 반겼다. 아울러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각종 편

의시설이 입지할 수 없었으나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개발규제 역시 사

라진다는 점에 대하여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개

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여러 불편을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이 이루어지면 원활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3기 신

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67). 이처럼 토지소유자와 주민

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하나의 정책행위자로 조직화되지 못하였으

며, 결국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는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

였다.

넷째로,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전철 등 주변의 교통망 구축이 연기되고 있던 위례신도

시 등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3

기 신도시로 인해 수도권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정부의 교통대책이 기존 신도시의 교통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으며, 1·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역시 신속

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반대를 무마하고자 하였다(국토교통

부, 2019c).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수도권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들의 

반대는 정책의 경로를 수정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3기 신도시’에 대한 각 행위자별로 상이한 입장은 서울특

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외,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등 정책의 일

부내용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자체에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지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편, 여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각 정책행위자들과 중앙정부

의 입장 및 상호작용은 이전정부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다. 중

앙정부는 지속적인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제기에 대

67) KBS NEWS “주민 찬반 엇갈리는 ‘3기 신도시’…과제는?” “2018년 12
월 20일자” http://mn.kbs.co.kr/news/view.do?ncd=409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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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취락, 단절토지 등 유형의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

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

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68),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역현안사업 

추진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다만 개발사업자 범위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이전정부와 다른 선

택을 하게 된다. 종래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개발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왔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는 그 범위를 좁히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개발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

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7b). 아울러, 민간의 출자

비율이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민간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8b). 이는 국토교통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 계승되었으며69), 50% 미만의 특수

목적법인 등 여전히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밖에 정책행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문재인 정부

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처지였다.

68) 뉴시스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지원 요청” (2019년 3월 
8일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8_0000581560&cID=10899&pID=10800; 
조선일보 “광주첨단3지구, 그린벨트해제 등 개발 추진” (2018년 12월 13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2488.html; 경기신
문 “안병용 시장, 국회의장 만나 ‘의정부 현안사항 협조’ 요청” (2019년 5
월 21일자)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97 등 다수
6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54/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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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이념

가. 정책일반

2016년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

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았다. ‘국민’을 지향점으로 

삼아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책무를 언급하였다(문화체육

관광부, 2017).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되어 불평등과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성 역시 지속적으

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국정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는 이상의 국정철학을 가지고,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설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

로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의 각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 있

는 자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국정자문위원회, 2017).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적 포용국가’가 등장하였다. 문재인 정

부에서 제시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

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

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70).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6일에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으

70)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 http://www.moe.go.kr/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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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국민에게 공개하였다71).

공개된 9가지 과제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거’문제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

거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7% 수준인 장기공

적임대주택의 재고율을 OECD 평균(2016년 기준)인 8%보다 높은 9%까지 

끌어올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22년까지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여

러 수요계층 가운데에서도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주거지원 

혜택을 발표하였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특별공급 하

겠다고 약속하였다.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을 2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8a: 44).

문재인 정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결국 개발

제한구역 해제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주택정책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다양한 서민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택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관

계부처 합동, 2017). 조속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주

변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복지국가 체제강화의 연장선상에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나. 환경정책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라는 국정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하위 국정과제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특별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58

번째로 설정하여 환경부가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

71) 위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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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토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비용공탁

제 도입, 주민참여 확대, 검토위원회 구성 등 환경영향평가를 대대적으

로 개편하고, 국토환경의 보존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국토개

발 사업으로 훼손된 환경에 대해서는 훼손된 면적만큼을 다시금 복원하

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27). 이상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이념은 개발제한구역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추진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살펴볼 때에,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에 대하여 

확고한 환경철학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취임 1년 동안 추진한 환경 분야에서의 성과에서는 탈원전정

책 진척이 유일하다(대한민국정부, 2018b). 탈원전정책, 미세먼지 감축 등 

굵직한 정책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정책이 진행된 것이다72). 오히

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와 

별개로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토개발과 관련

되어 있다. 제주 제2공항, 흑산도 공항, 지리산 전기열차, 해양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 새만금 추가매립, 부산 공항복합도시와 같은 주요 사업

을 포함하여 각종 산업단지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국토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윤

상훈, 2018).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개발을 위

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나갔다.

이를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나 미세먼지 감축 등 특정분야

의 환경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국토환경의 보

존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정책이념을 보여주었다. 결국 환경정책의 

이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라는 경로가 변화하게끔 영향을 미

7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
R_000000000015&nttId=6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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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

제의 관련규제들을 간소화한 것에 이어,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용이

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절차 개선 등 합리화에 대

한 요구가 잇따르자 해제절차에서의 합리성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7). 

그리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사업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개선방안, 소규모 취락 및 토지 해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

다(김중은 외, 2018). 이 방안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

제지역에 조성한 주택단지에서의 임대주택 비율 강화, 임대주택 건설용

지의 분양주택 건설용지로의 전환요건 강화,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8b).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에서의 공공성 및 합리성 확보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문재

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의 공약발표에서도 드러난다.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

다는 것이었다73).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해제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합리

성은 확보하되 해제 자체는 지속하겠다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그러한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규

73) 건설경제신문 “文도 安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올인” (2017년 4
월 24일자)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42414425727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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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대주택 공급 및 ‘3기 신도시’조성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개발논리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정책추진에 대하여 

환경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장관임명 이전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반대해온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 등 국가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신개발주의의 유혹”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74). 

이것은 그간 환경부 차원에서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체 연구나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었다75).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소관부처는 결국 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며, 문재인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하여야 하였기에 환경부 차원의 의견표출이 정부 전체의 이념에 반

영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까지 모든 역대 정부에서 개발제

한구역에 대한 정책이념은 해제방향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4. 관련정책

가. 공공주택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

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공

약이 바로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임기동안 매년 17만 호씩 총 85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간 13만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

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역시 4만 호를 공급하

74) 머니투데이 “"GB 해제=악마의 유혹", 국토부-환경부 엇박자?”. (2018년 
10월 5일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516502415048
75) 인천일보 “[기로에 선 그린벨트] 환경부 연구 결과 '2020년 이후 추가해제 말아야'” 
(2019년 6월 12일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479#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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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하

여 30% 수준인 4만 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1만 호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년계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더불어민주당, 

2017: 180-187).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

되었다. 46번째 국정과제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은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12). 이윽고 2017

년 11월 29일에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개요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4-6).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1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청약통장도입,전월세자금지원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2-1 공적임대 연 17만 호 공공임대 연 13만 호 공공지원 연 4만 호

1-2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2-2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연 3만 호 분양 민간분양용공공택지공급확대(연 8.5만호)

1-3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매입임대등보유주택을활용한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2-3 택지 확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 호 추가확보

1-4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 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2-3 특별공급제도 개선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그림 4-6]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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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가 마련되

어야만 하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가 확보한 2018년 이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총 77만 

호였다. 그러나 임기 내 85만 호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분양주

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지가 확보되어야 했다. 또한, ‘생

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근접한 

토지가 필요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는 등 도심에 근접한 토지에 총 40여 개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여 1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공급

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발제

한구역 해제부지 위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래로, 

뒤이은 모든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경로의 

지속을 보여준다.

나. 국토개발정책

문재인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과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이라

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꾸준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

다. 이 대책들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하

는 방안들과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국토개발의 2가지로 요약된다. 

2017년 5월 취임한 이래 문재인 정부는 취임 2년 동안 십 수건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자세한 정책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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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책명(약칭) 대책 내용

2017. 06. 19 6.19 대책
LTV 70% → 60% 축소 
및 전매제한 강화

2017. 08. 02 8.2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7. 09. 05 9.5 추가조치 분당,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로운 DTI, DSR, RTI, LTI 도입

2017. 11. 29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85만 호 등 
임기 내에 주택 100만 호 공급

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부여

2018. 07. 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확대

2018. 07. 0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중과

2018. 08. 27 8.27 대책
투기지역 확대 및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 09. 13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율 확정, 대출규제 강화 등

2018. 09. 21 주택공급대책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

2018. 12. 19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지정

2019. 05. 0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추가지정

자료: 한국경제(2019)76)

[표 4-14] 문재인 정부 2년(2017.5.~2019.5.) 동안의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이상의 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에는‘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국정이념에 따른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6) 한국경제 “[집코노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부동산과의 전쟁' 730일” 
(2019년 5월 10일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8104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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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목하여야 할 것이 바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에서부터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서울에 근접

한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급효과에 따른 부동산가격 인하

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확보

한 대규모 토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개발

제한구역이 서울과 근접해있어 서울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가가 저렴해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었다. 이것은 지난 1·2기 신도시와 큰 차이를 지니는 부분이다. 지난 1

기 신도시 전체와 2기 신도시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선 수도

권 지역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위례신도

시의 경우에만 서울 송파구 등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렇

듯 신도시 입지선정의 과거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이번 ‘3기 신도시’

의 전면적인 개발제한구역 활용계획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면적과 사업지구별 개발제한

구역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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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

전체부지
면적(A)

GB
면적(B)

GB
비율(B/A)

1·2등급지 
면적(C)

1·2등급지
비율(C/A)

남양주 왕숙1 889만㎡ 856만㎡ 96.3% 453만㎡ 52%

남양주 왕숙2 245만㎡ 221만㎡ 90.2% 97만㎡ 39.5%

하남 교산 649만㎡ 531만㎡ 81.8% 76만㎡ 11%

인천 계양 335만㎡ 324만㎡ 92.8% 301만㎡ 89.5%

과천77) 155만㎡ 155만㎡ 99.9% 99만㎡ 64%

고양 창릉 813만㎡ 794만㎡ 97.7% - -

부천 대장 343만㎡ 343만㎡ 99.9% - -

합계 3,429만㎡ 3,224만㎡
※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1·2등급지 비율이 공표되지 않았음.

출처: 국토교통부(2017a); 국토교통부(2019b) 및 신문기사78)를 재구성.

[표 4-15] ‘3기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비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예정

지의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대부분 90%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가 자체평

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1·2등급지인 경우에도 농지의 

비율이 높아 해제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국토교통부, 2019b).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

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규모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

는데, 이를 위하여 다시금 개발제한구역이 이용되었다. 

한편, 신도시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경로가 그대로 

77) 당초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발표 시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2019년 5월에는 신도시가 아닌 중규모 택지로 재분류되었다.
78) 헤럴드경제 “그린벨트 90% 이상에 반대의견 많은데…3기 신도시 환경평가 
설명회 건너뛴 정부” (2019년 5월 22일자, 20면 1단); 
동아일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동’ , 그린벨트가 97.7%와 
99.9%” (2019년 5월 7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7/9541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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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어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부산 강서구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조성

을 위한 명지예비지 개발사업,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토지를 해제하였다. 결국 문재

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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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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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의 경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끔 기여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니고 있

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정책이념은 불안정한 가격흐름을 보

이는 부동산시장과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실태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정치적 

환경과 적폐청산의 이념 등에 영향을 받아 체제 내부에서는 국책사업으

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도 하였으나, 해제를 억제하는 데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

국 문재인 정부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일변도로 활용하면서, 개발제

한구역은 1999년 최초 해제결정에서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역사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건설하는 공공주택 사업부

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수서지구, 울산 다운2지구, 수원 당서지구 

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가 하면, 대전 용산지구, 의왕 초평지구, 창

원 안민지구 등 공공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

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렇듯 국책사업을 위해 2018년 말까

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1,803,573㎡이다.

둘째,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

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지역 고용창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 위에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예비지 사업, 양정 

역세권 개발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총 7,201,223㎡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셋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해제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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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집단취락 174,112㎡, 주변구역 해

제로 일부만 남아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201,548㎡, 경계선관통대지 305

㎡가 각각 해제되었다.

넷째,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말까지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은 

9,380,761㎡이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7개월 만에 해

제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32㎢가 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정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정상

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해제물량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중점적으로 해제되고 있었으며, 집단취락 등 민원해소를 

위한 목적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고 있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

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세부유형 역시 

경로가 답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6).

유형 내용(해제지역) 면적(㎡)

기타 집단취락
광역도시계획 미반영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174,112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201,548

경계선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305

국책사업, 국정과제
공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 등
1,803,573

지역현안사업
산업단지, 문화단지, 역세권 개발, 

경제자유구역 등
7,201,223

합계 9,380,761

[표 4-16]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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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에 영향을 미쳤다.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환경은 국책사업 등의 추진

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건전한 사회경제 조성을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의 경로를 

5개의 모든 정부에서 지속되도록 기능하였다. 결국 공공주택 등 국책사

업과 국토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또 다시 해제되었다. 문재인 정부

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에 미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정리하

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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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과 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정책
환경

(정치적 환경)
- 적폐청산 요구에 따른 

부처별 적폐청산 T/F 가동
- 9년만의 진보정부 집권과 

사회정책의 강화
(경제적 환경)
- 극심한 수도권 주택가격과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사회적 환경)
- 열악한 서민주거수준
-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경로변화 
실패

·국책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로의 지속

- 3기 신도시 개발
- 청년, 신혼부부 등 연령별 수요에 

맞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정책
행위자

의
상호
작용

·3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는 반대했으나, 

경기도 및 인천에서는 
중앙정부와 상호작용

(토지소유자, 주민)
- 찬성: 개발이익 사유화
- 반대: 토지수용과 보상
(1·2기 신도시 주민)
- 반대: 교통문제 등

·이해관계자별 상이한 입장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3기 신도시 
추진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음

·여타의 해제에 대하여는 
정책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함

정책
이념

(정책일반)
- 혁신적 포용국가
(환경정책)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조성에 대한 의지 부족
- 탈원전, 미세먼지 등 

시의성 있는 이슈에 초점
(개발제한구역)
- 공공성 및 합리성 강화
- 환경부의 반대 입장 표명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건설

·국토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유지의 좌절

·공공성, 합리성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해제 자체는 지속

- 정책목표 추진 등을 위해 
환경부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음

관련
정책

(공공주택정책)
- 임기 내 공적임대주택 

85만 호 건설을 목표
(국토개발정책)
- 3기 신도시 건설
- 지역현안사업 추진

·공공주택 공급위해 해제 추진
- 추가용지 확보의 필요
- 수요가 높은 도심 주변부에 위치

·국토개발 위해 해제 추진
-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임
- 현안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해제

[표 4-17]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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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분석

제 1 절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라는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었

으며 유지되어 왔는가를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부

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

념, 그리고 관련정책을 독립변수로 놓고 각 정부별로 그러한 경로가 안

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개별변수들은 제도

적인 맥락으로서 역대 정부에서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 제도적인 맥락과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위와 같은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각 하위변수

별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은 역대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정

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

회적 환경은 경로를 형성하는 초기조건을 구성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이 당선되면서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어 본격적인 경

로가 시작되었다. 이후 각 정부에서도 정책환경은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

한구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어넣었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현상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각각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서 기능하

였다. 결국 정책환경에 맞춘 효율적인 결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모든 정부에 걸쳐 이루어졌다. 비록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다소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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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으나, 양자의 정치적 환경 모두가 결과적으로

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지지)하였다.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자 하였다. 해제한 부지를 개

발하는 사업자들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지방

자치단체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침내 개발사업자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제안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일정규모 

이하인 토지의 해제권한을 이양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권력 

행사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책이념은 의사결정자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도

록 하는 준거로 기능하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역대 정부별로 지니고 있

었던 국정에 관한 철학과 지표는 국토개발과 공공주택마련을 정책의 우

선순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정부들이 지니고 있는 환

경정책에 관한 신념과 아이디어는 미약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까지 그 영

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 지닌 환경

상의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

하였다. 더군다나 정부, 그 중에서도 국정의 최고운영책임자인 대통령들

은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절하하여 해제해야 하는 땅으로 인식하였다. 

최초로 해제경로를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이 개인의 재산

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이면서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라고 규정하였

으며, 이후 대통령들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용지공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였다. 결국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넷째, 관련정책은 직접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을 구성하

도록 하였다. 공공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대규모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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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기 위한 택지로 이용되었다. 역대 정부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조금씩 주요한 정책대상을 바꾸어가며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개

발제한구역을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모두 동일하였다. 국토개

발의 차원에서 각각의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 및 국토 정

책적 의의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개발되지 않

아 새로운 개발이 용이하며, 여타의 토지들에 비하여 지가가 저렴하고, 

도심부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은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 환경정책 상 개발제

한구역이 지니는 역할 등은 고려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로를 지닌 채 지

속적으로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라는 경로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을 정부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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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
환경

(효율성)

(정치적 환경)
- 민주화 진전
-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경제적 환경)
-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사회적 환경)
- 해제옹호연합의 활동

(정치적 환경)
- 김대중 정부의 후신
- 서민정책 추진기대
(경제적 환경)
- 주택가격의 폭등
(사회적 환경)
- 수도권 주택부족

(정치적 환경)
- 경제 대통령과 기대감
- 10년만의 보수집권
(경제적 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
- 주택, 건설경기 부진
(사회적 환경)
- 열악한 서민 주거환경과 

주택부족

(정치적 환경)
- 제2의 한강의 기적
- 보수정권과 경제개발
(경제적 환경)
- 세계경제보다 성장 둔화
- 중산층의 몰락
(사회적 환경)
- 임대주택 수요증가
- 중산층 주거문제 

(정치적 환경)
- 적폐청산과 후속조치
- 9년만의 진보집권
(경제적 환경)
-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사회적 환경)
- 열악한 서민 주거수준
- 저출산고령화와 신혼부부, 

청년, 고령가구 주거문제

행위자와
상호
작용

(권력)

(정부)
-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 해제부지 사업추진으로
간접적으로 지지 확보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 정부에 순응
(토지소유자, 주민)
- 재산권침해, 불편 해소

(정부)
- 대규모 택지 필요
-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
(지자체)
- 지역현안사업 추진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 정부에 순응
(토지소유자, 주민)
-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정부)
- 경기회복과 주택정책 
위한 개발용지 필요
(지자체)
- 지역현안사업 추진
(개발사업자)
- 공영주체의 부담 
줄이고자 민간참여 허용

(정부)
- 사업부지 마련
- 정책행위자 요구 수용
(지자체)
- 해제권한을 이양
(개발사업자)
- 민간참여 가능범위 확대
- 사업요건 완화 및 혜택

·3기 신도시
(지자체)
- 서울시의 반대
- 경기도, 인천시의 찬성
(토지소유자, 주민)
- 찬성: 개발이익 사유화
- 반대: 토지수용과 보상
·그 외
- 이전 정부와 유사

정책
이념

(정당성)

(정책일반)
- 경제성장의 국정철학
(환경정책)
- 지속가능발전의 정착미약
- 환경철학의 부족
(개발제한구역)
- 비민주적, 비시장적 제도

(정책일반)
- 균형발전과 서민정책
(환경정책)
- 국정이념에서 환경배제
- 지속가능발전의 미적용
(개발제한구역)
- 가용토지라는 인식

(정책일반)
- 선진일류국가 도약
- 경제성장에 대한 신념
(환경정책)
- 저탄소녹색‘성장’
(개발제한구역)
- 쓸모없는 땅을 활용
- 친환경적인 개발 가능

(정책일반)
-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환경정책)
- 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환경의제가 배제됨
(개발제한구역)
- 개발적인 접근 강조
- 규제 많고 가치 낮은 곳

(정책일반)
- 혁신적 포용국가
(환경정책)
- 지속가능에의 의지부족
- 시의성 있는 이슈에만 집중
(개발제한구역)
- 공공성·합리성 확보
- 해제 시 환경부 반대

관련
정책

(기능성)

(공공주택정책)
- 공공택지 부족현상 심화
-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토개발정책)
- 경기회복(신자유주의)

(공공주택정책)
- 국민임대주택 물량추가
- 택지부족으로 추가확보
(국토개발정책)
- 균형발전과 개발논리

(공공주택정책)
- 보금자리주택 추진
- 빠른 건설과 저렴한 분양
(국토개발정책)
- 현안사업, 친수구역 등

(공공주택정책)
- 중산층의 주거안정 

위해 뉴스테이 추진
(국토개발정책)
- 지역현안사업, 첨단산업
- 기업에게 토지공급

(공공주택정책)
- 주거복지로드맵과 공공주택
- 개발제한구역 택지활용
(국토개발정책)
- 3기 신도시 건설추진
- 지역현안사업 추진

[표 5-1]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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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전개와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라는 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 간 비교가 요구된다.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라는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경로를 정부별로 비교하여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추이 역시 짚어보고자 한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경로의 전개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별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을 단계화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총 5단계(＋＋, ＋, ±, －, －－)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각 수준은 경로의 지속과 답습을 발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

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맥락을 형성하였는지의 정도

를 의미한다. (＋＋)와 (＋)는 해당 요인이 각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며, (±)는 영향이 미치

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경로를 지속하였음을 의미하고, (－), (－

－)는 해당 요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개발논리와 부정적인 상관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특별히 4가지 요인을 Easton(1966)의 체제이론을 통하여 체제 외부의 

환경 요인과 체제 내부의 특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체제 외부의 환경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환경은 체제로 하여금 정책을 추

진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체제가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한다.

[표 5-2]에서 정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정부별로 비교하여 단계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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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aston, 1966)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체제
외부
환경

정책환경 (요구) ＋＋ ＋＋ ＋＋ ＋＋ ＋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지지) ＋＋ ＋ ＋ ＋＋ ±

체제
내부 
특성

정책신념 ＋＋ ＋＋ ＋＋ ＋＋ ＋＋

관련정책 ＋＋ ＋＋ ＋＋ ＋＋ ＋＋

[표 5-2] 제도적 맥락과 요인의 영향력 수준에 대한 정부 간 비교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해제라는 안정적인 경로가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중심으로 개

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경로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경로가 단순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이 갑작스레 생겨난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싸고 결정적인 국

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 시기의 제

도적 맥락과 요인들의 영향력은 모두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는 

수십 년간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민주화 진전에 따라 해당 주장은 더욱 커져 정책옹

호연합을 형성했다. 이윽고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한국경제가 

대폭 침체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개발논리가 더욱 힘을 받게 됨에 따라 

해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개발

제한구역 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던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함으

로써 정부의 해제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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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명확한 신념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

며, 국민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계하

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맥락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체제외부 환경의 

요구와 지지가 이어졌다.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

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완수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의 임기 동안 대폭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서

민들이 주택난에 시달리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으로써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책

행위자들 역시 이러한 개발논리에 동조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을 해소하기 위해 지지를 보내주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

택의 입지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정책행위자의 지지는 김대

중 정부의 그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에 대

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신념은 이와 결합하였다.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서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기획한 국민임대주택을 이어받아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밖에 지역현안사업 등

의 국토개발정책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10년 만에 등장한 보수정권이

다(최자은, 2018). 이에 따라 개발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환경의 요구가 

이전보다 활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역시 그러한 요구의 대상이었다. 지

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

구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경기와 건설경기가 잇따라 침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탄

력을 받았다. 정책행위자들 역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를 위하여 정부와 상호작용하였다. 그러

나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대규모 중소도시 전

면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자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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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정부들과 비교하여 해제 면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념은 다

시금 공고해졌다. 도심 주변부의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는 개발제한구

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며,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개발정책 분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공공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

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며, 각종 지

역현안사업과 4대강 친수구역사업 등 역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보수정부이자 박정희 정

부의 후신으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

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평균치보다 낮아지기 시작

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바람이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개발논리에 입각

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하였

는데, 개발제한구역 역시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구역 내에서

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민간의 성장 동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념은 다시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일로에 접어들

게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는 정책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한 때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을 부여받았다. 민간 개발업자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제한구

역 해제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밖에도 토지 소유

자를 위한 해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위에 건설하는 공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

역현안사업 추진 및 첨단산업단지 건설, 기업에게 필요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사건을 계기로 적폐청산을 외치며 9년 만

에 다시 집권한 진보정권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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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개선을 목표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였다. 이 가

운데 하나가 합리성 및 공공성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합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환경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게끔 작용하였다. 대폭적인 주택가격 상승추이가 지속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악화되었다. 저출산·고령화 현

상에 따른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문제 역시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

한 정책환경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과도 맞아떨어졌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제부지 위에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

결하고 부동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

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는 각 정책행위자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달라 해제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이 추진되게끔 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환경이나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역대 정부들 

보다 비교적 강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띤 채 

강력한 정책이념과 정책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990년대 말의 초기조건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결

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을 조성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제도

적 맥락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진보정권을 계승한 노무

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고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하였다. 뒤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 시기

의 제도적 맥락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논리를 부추겼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용도로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

일한 기조 속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를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 현재 집권 중인 문재인 정부는 비

교적 영향력의 정도가 낮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였지만, 이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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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다져온 경로를 답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경로의 결과

이렇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

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1,556㎢에 달하며, 이를 정부별·유

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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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형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2018.12)

유형별 합계

1 전면해제 중소도시 644,690,000 458,400,000 - - - 1,103,090,000 

2

민원해소 
목적의 
해제

대규모취락 3,898,546 7,109,943 8,424 - - 11,016,913 

3 중규모취락 - 106,218,699 6,461,671 - - 112,680,370 

4 경계선관통취락 706,283 131,699 - - - 837,982 

5 기타 집단취락 - - 156,536     961,129     174,112 1,291,777 

6 단절토지 - 9,200 236,195     294,536     201,548 741,479 

7 경계선관통대지 - - 388,015   2,280,780        305 2,669,100 

8

정책추진 
목적의 
해제

산업단지 11,597,000 - - - - 11,597,000 

9 고리원전 120,600,000 - - - - 120,600,000 

10 국책사업, 국정과제 - 55,618,608 50,070,900   3,048,558   1,803,573 110,541,639 

11 지역현안사업 173,937 28,868,101 32,741,192  11,657,826   7,201,223 80,642,278 

12 특별관리구역 - - -     744,652 - 744,652 

　정부별 합계 781,665,766 656,356,250 90,062,932  18,987,480   9,380,761 1,556,453,188 

전체 해제면적 대비 
각 정부별 해제면적의 비율

50.22% 42.17% 5.79% 1.22% 0.60% 100%

※ 단위 : ㎡

[표 5-3] 각 정부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



- 171 -

이상의 [표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

제유형은 전면적으로 해제된 중소 도시권을 제외하면 크게 민원해소 목

적의 해제와 정책추진 목적의 해제라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민원해소 목적의 해제 유형은 개별 소유자와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취락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과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례로 2003년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4,000여 건 가운데 약 70 ~ 80%는 추가해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조명래, 2004: 13).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직접적

으로 개발혜택이 주어진 해제유형인 것이다. 여기서는 세부 해제유형이 

각 정부를 지나면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

소도시 우선해제, 대규모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을 주로 해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해제물량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해제요건

을 완화함으로써 중규모 취락을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소규모 단절토

지 역시 해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 밖의 집단취락을 해제

하기 시작하였으며 경계선을 관통하는 토지 역시 해제하였다. 박근혜 정

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물꼬를 튼 기타 집단취락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를 가속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해제추이를 지속해나가

고 있다. 이러한 해제 경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행위자인 토지 소

유자, 주민들과 상호작용했음을 암시한다. 즉 환경의 요구에 역대 정부

가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추진 목적의 해제 유형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결정된 고

리원전 주변지역의 해제, 시화·창원 국가산업단지 해제와 이후 정부에

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해제가 있다. 이 중에서 

국책사업을 목적으로 한 해제는 대부분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보금자

리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을 위하여 사

용되었다. 지역현안사업을 목적으로 한 해제지역은 신도시 건설, 산업단

지 조성, 택지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결과는 정책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또한 암시하며, 정부 역시 경제적 환경과 개발논리에 발맞추어 사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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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유형별 해제면적을 살펴보면 전면 해제된 중

소도시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

역이 마지막으로 설정된 이래로 약 20여 년 간 일체의 조정 없이 유지되

어 오다가,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책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는 1999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

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낮은 7개 중소도시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 1999). 이 지역들은 상

대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낮고 훼손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

도권 및 대도시 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

당 면적을 해제하여야 했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해제물량은 전체 지정면

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대규모 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를 시민사회외의 소통 없이 자의적으로 해제하였다(조명래, 2004). 그 결

과로 진보정부로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대폭적

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졌다(그림 5-1).

[그림 5-1] 정부(연도)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중소도시 포함)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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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의 대대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중소도시 전면해제

의 결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한 양의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이명박, 박근

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제추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가 다소 경로의존적인 모습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면해제 대상이었던 7개 도시권의 중소도시 해제면적(1,103,090,000

㎡)을 제외한 정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다음과 같다(그림 5-2).

[그림 5-2] 정부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중소도시 제외)

자료: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전체 해제면적(중소도시 제외) 대비 정부별 해제면적(중소도시 제외)의 

비율을 살펴보면, 총 해제면적 453,363,188㎡ 중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해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136,975,766㎡), 노무현 정부는 

43.66%(197,956,250㎡), 이명박 정부는 19.87%(90,062,932㎡), 박근혜 정부

는 4.19%(18,987,480㎡), 문재인 정부는 2.07%(9,380,761㎡)를 차지하고 있

다. 해제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상당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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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

부의 해제면적은 집권 1년 8개월 차까지만 측정된 것으로, 향후 3년 간 

‘3기 신도시’ 건설(약 32㎢) 등으로 해제하는 면적이 박근혜 정부의 

해제면적의 2배를 상회하며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추이

는 경로가 그대로 답습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공공주택정책

과 국토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을 활용하고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각 정부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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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해 제 지 구 명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입안)

국민
임대
주택

광주효천2, 고양행신2, 의정부녹양, 남양주가운, 
하남풍산, 성남도촌, 의왕청계, 군포부곡, 부천여월, 

안산신길, 광주진월, 대구율하2, 울산화봉2, 광명소하, 
부산고촌, 시흥농곡, 부산내리, 대구옥포, 대전관저5, 
창원봉림, 서울마천, 부천범박, 진해자은3, 서울세곡, 

안양관양, 의왕포일2, 서울신정3, 대전노은3, 
군포당동2, 서울상암2, 서울신내2, 서울강일2, 

서울우면2, 남양주별내, 호매실지구, 의정부민락2, 
마산가포, 마산현동, 성남여수, 인천서창2, 인천가정, 
서울천왕2, 고양삼송, 시흥장현, 시흥목감, 대구연경, 
대구신서혁신도시, 군포송정, 인천경서, 양산사송, 

서울신내3, 화성봉담

이명박
정부

보금
자리
주택 
등

대전현도, 위례신도시, 고양지축,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층,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광명시흥, 성남고등,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덕강일, 신정4, 송파오금, 
울산다운2, 의정부고산, 대구대곡2, 대구도남, 

청량율리, 남양주지금

박근혜
정부

뉴스
테이 
등

하남미사,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비봉, 
부산기장, 의왕초평, 의왕고천, 과천주암, 울산다운2

문재인
정부

공공
주택 
등

의왕초평, 서울수서, 수원당수, 대전장대, 대전용산, 
울산다운2, 창원안민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5-4]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

노무현 정부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계획한 물량을 본격적으로 

해제하였기 때문에 2개 정부를 연속선상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박근

혜 정부 이후로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도심 내 유휴지를 일부 활용

하기 시작하여 절대적인 사업지구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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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과 그것을 계승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택지로서 활용되

고 있다. 앞으로도 법정비율에 따른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물량

을 비롯하여, 2018년 현재 7% 수준의 장기공적임대주택의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8%보다 높은 9%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

재인 정부의 공약79) 이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주택 건

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국토개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부지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다. 각 정부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

한 지역현안사업들은 다음과 같다(표 5-5).

79)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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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내 용

김대중
정부

추모공원(서울서초)

노무현 
정부

서울천왕지구, 서부산유통단지, 부산화전지구, 미음신도시(부산), 
마산밸리, 부산외대, 임대주택단지(광주), 위생매립장정비(광주), 
벤쳐타운(광주), 세천산업단지(대구), 광주효천1, 동부산관광단지, 

경인교대(안양), 울산정밀화학, 부산명지지구, 부산송정지구, 
모듈화산업단지(울산), 노인건강문화타운(광주), 

빛과예술의테마파크(광주), 장성나노산업단지, 송정지구(울산), 
우정혁신도시(울산)

이명박
정부

대전월드컵경기장, 진해산업단지(창원), 오정물류단지(부천),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택지(하남), 장영실과학고(부산), 

아시안게임 경기장(인천), 수중촬영장(고양), 고양덕은지구, 
테크노산업단지(울산), 부산에코델타시티(4대강 친수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부산), 유통단지(대전), 김해스포츠타운, 

우정혁신도시(울산), 진곡산업단지(광주), 노인복지타운(광주), 
부산석대지구, 대전상서평촌지구, 진월운동장(광주), 부산생곡지구, 

복합행정타운(창원), 창원천선산업단지, 지역현안2지구(하남), 
북창원역세권개발사업, 매화일반산업단지(시흥), 

부곡도시첨단산업단지(군포), 월곶역세권도시개발사업(시흥), 
수성의료지구(대구), 대구야구장, 창원사파지구, 

백운지식문화밸리(의왕), 과천 화훼종합센터, 의왕장안지구

박근혜
정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전), 서운일반산업단지(인천), 
유성복합환승센터(대전), 창원 상복일반산업단지, 율동 

공공주택지구(울산), 다산면 종합복지타운(고령), 
광명시흥공공주택훼손지, 가산일반산업단지(부산), 김해 
대동일반산업단지, 소래어시장(인천), 하남미사지구,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남면 덕성행복마을(장성), 울산율리지구, 
미포국가산업단지(울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인천), 대전구봉지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광주),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광주), 
양주역세권개발사업, 의왕 ICD 일반산업단지, 

유성복합환승센터(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대전)

문재인
정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대구),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남양주),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강동 일반산업단지, 하남미사지구, 
팔곡일반산업단지(안산), 여좌지구(창원), 광주에너지밸리산업단지, 
대전구봉지구, 명지예비지 개발사업(부산), 평성일반산업단지(창원)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5-5]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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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 시화·창원 국가산업단지 등을 

정책추진 목적으로 해제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

고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1년 8개월 동안 개발제한

구역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로의 전개결과를 정부별로 비교하여 

다소 경로의존적인 모습을 확인하였다. 각 정부는 민원해소와 사업추진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었으며, 그 추이는 개

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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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로의 특징

이상으로 연구가설과 같이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인 정책환경, 정책행

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정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전개과정

을 살핌으로써 각 변수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을 설명하였다.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

로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

부를 지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경로의 전

개과정에서는 민원해소와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수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였으며, 그 결과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인 5,397㎢ 중에

서 약 30% 가량인 1,556㎢가 해제되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경로 전개과정에서는 역대 정부마다 다소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 개발논리에 의한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로의 답습과 그 의존적인 경향은 정부별로 이념

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게끔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정부는 모두 5개 정부이며, 이를 집권세

력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양자로 구분할 수 있다80). 

전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이며, 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서 이들 정부 간의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개발논리에 의하여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때는 지난 수십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용의 욕구가 누적되어 온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을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적 맥락 아래에서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80)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취임] 보수-진보 '10년 주기 정권교체설' 또 맞았
다” (2017년 5월 11일자, A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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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해제의 내용 역

시 시장원리에 따른 매우 강력한 수준이었다(조명래, 2004). 7개 중소 도

시권의 개발제한구역과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설정된 구역을 전면 해제하

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을 처음으로 고안하였다. 그리하여 약 781㎢가 넘는 대규모 토지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해제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제하지 못한 7개 중소 도시권의 우선해

제 면적 중 잔여면적을 모두 해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기획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

였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 버금가는 656㎢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

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며 자연스레 개발

논리에 입각한 개발제한구역 대량 해제라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보수정부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신념을 지닌 채로 집권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개발논리로 접근하였다. 민원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해제유형을 신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추가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현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

장 많은 32㎢의 면적을 해제하였다. 그밖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

진한 국책사업 추진 및 취락해제 등을 지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총 해

제면적은 약 90㎢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논리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적

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었으며,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기업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

획은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간

소화된 해제가 이루어지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



- 181 -

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은 약 20㎢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그대로 답습하였

다. 공공주택 등의 국책사업, 민원해소 등을 위해 약 9㎢의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현안사업의 용지로 활용하였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3

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결정들은 이전 정부 정책들

의 연장선상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싸고 양

자 모두 차이 없이 개발적인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기존 도심지와 상대적으로 가까우며,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고, 기존에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이며, 토지의 수용이나 획득이 편리하

다는 경제성의 측면에만 개발제한구역이 다루어진 것을 의미한다(이창

석·김용민, 2000).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은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과는 

상관없이 안정성을 지닌 채로 지속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

려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많은 물량이 해제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의 부재

역대 정부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정책적인 고

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역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이 이를 추

동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히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땅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환경 및 국토

정책의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정과제를 설정하여 노

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환경

에 미칠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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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보

존과 개발의 양자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

다. 대표적으로 동강댐 건설의 전면 백지화가 그러한 발상을 통해 실현

된 경우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

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와는 

상관없이 비민주적인 제도의 조정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해제가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착을 주요한 환경정책의제로 

삼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차

원에서 국정과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선언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

라 임기 말인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지속가

능발전위원회, 2008).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서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정책의 수단이 아닌, 주택공급 등 여타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활용되어야만 하는 땅으로 여겨졌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딜레마의 상황을 극

복하는 방법으로서 메타프레임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천명하였다. 그

러나 4대강 정비사업 등에서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결국 성

장을 중심으로 흘러갔다(하민철·윤견수, 2010). 개발제한구역에 여가녹

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이용이 이

루어지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국

토교통부, 2011). 결국 성장과 경제논리에 방점을 둔 개발제한구역 해제

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환경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규제의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에서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

다(박숙현·이정무·김정수, 2016). 개발제한구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

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각종 지연현안사업과 시설인프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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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이밖에도 박근

혜 정부에서 경제논리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를 보여주는 대목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상황을 극복하

고 이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81). 그러나 문재인 정

부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환경정책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자 시도하지 않

았다. 오히려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목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은 대부분 1,2등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그 보존가치가 낮아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국토교통부, 2019b).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감축과 탈원전 등 시의성 있는 이슈에만 집중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역대 정부의 환경 분야에 관한 국정철학들은 나름대로 

여타의 분야에서는 작동하는 듯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환경정책

의 하위분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그

것이 미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로 진행

되었던 것이다. 강수돌(2005)에 따르면 신개발주의란 “환경을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나 개발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

하여 더욱 깊숙이 시장과 자본의 매커니즘으로 포섭함으로써 치명적인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개발제한구

역을 신개발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용지공급 수단으로 전락한 개발제한구역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도시의 전

81)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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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해제 면적을 제외하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

도록 한 해제조치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사

업용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원해소와 

정책추진 목적의 유형의 해제용도가 계획된 이래, 이후의 모든 정부에서

는 이전정부의 경로를 답습하여 이 2가지 유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여 왔다. 그리고 중소도시 전면해제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453,363,188㎡) 가운데 정책추진을 위한 용지확보의 목적으로 해제된 면

적은 약 71.5%(324,125,568㎡)에 달한다. 여기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한 해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택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

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와 

함께 핵가족화로 가구가 분화함에 따라 도시의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했

다.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여 양적인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서민계층의 주

택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보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한연희, 

2010). 즉 경제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민계층에게 지가가 저

렴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

다(김태경, 2007; 윤혜정, 2005; 이재준·권용우, 2002).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 수도권 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활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측면도 존재하였다(우종만, 

2011).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한 공감은 역대 정부마다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우종만, 2011).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

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발표한 이래, 계획물량을 지속

적으로 늘려나가 2002년 5월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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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82).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 9월에 국민임대주택 100

만 호를 비롯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이를 위하여 「국민

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

진해나갔다83).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

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을 발표하였으

며, 2009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공급하겠다고 하였다(한연희, 2010). 그러나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물량을 축소하게 되었다(김복식·류지성, 

2016).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초기부터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방식을 

추진하였다(차동백, 2014). 하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중산층의 주거안정화

를 위하여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정

책을 통해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부지를 

확보하여 민간투자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김복식, 2016). 문재인 정부

에서는 이른바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2017년에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신규택지로 개발하여 약 16만 호를 추가 확보하겠다

고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한편, 임대주택과 별개로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역시 개발제

한구역을 통해 추진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이다84). 현재의 문재인 정부 역시 최근에 발표한 ‘3기 신도

시’ 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도시를 통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국토교통부, 2019a).

둘째로, 역대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뿐 아니라 지역현안 등 다양한 사

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83) 위와 같음.
84) 동아일보 “3기 신도시, 1·2기 단점 보완한 ‘자족도시’ 될까” (2018년 
12월 20일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20/9338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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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화·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며, 고리원전 이주민들의 배상과 관련하여 이주지역의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

하여 김대중 정부 이후로 약 110여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되었

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각 지역의 신규택지 조

성부터 시작하여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와 복지시설 설치, 인천 아시

안게임 경기장 건설, 4대강 친수구역사업, 각종 편의시설(대학교, 시장, 

수중촬영장 등)까지 모든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이 다양한 유형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와도 비슷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아 경제성을 가지고 있

음은 물론이며, 도시주변부에 위치하여 도심에서의 접근이 편리하고, 개

발욕구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활용되기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경로가 지니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과 관련정책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나 성격을 

띤 채로 해제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의존

적인 경향은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논

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제되게끔 하였다. ② 역대 정부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그것이 미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

식하지 못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결국 환경 및 국토정책의 수단이라

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의 하위분야로서 주택공급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용

지공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렇듯 제도적 맥락과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

커니즘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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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제도적 맥락과 요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먼저, 정책환경은 역대 정부라는 정치체제로 하여금 정책을 추진하도

록 현실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이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체제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

고 역대 정부는 외부환경의 요구와 지지에 대응하여 체제 내부의 특성인 

정책이념과 관련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렸다

(Easton, 1966).

그러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별 이념의 영향이나 성

향과 상관없이 모든 정부는 개발논리에 압도된 정책결정을 보여주었다. 

고도성장과 경제개발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적극적·능동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적인 방식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제1가치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김철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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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러한 가운데 환경보전의 가치는 역대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역

대 정부의 개발논리와 환경인식의 결여는 개발제한구역을 용지공급의 수

단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이상의 메커니즘은 아래의 연구문제

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연구문제 :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이 역대 정부마다 계속하여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역대 정부

는 환경인식이 결여된 개발논리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용지공급의 수

단으로만 인식하였다. 결국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마다 계속하여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 189 -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일차적

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한다(홍준형, 2017: 17). 아울러 도시의 지나

친 성장을 억제하며 도시 간 연담화를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유보함으로써 국토정책에도 활용된다(조명래, 2004). 그렇기 때문

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정

책 및 국토정책적인 역할을 반드시 전제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면

적만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및 민원해소 등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2018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정면적 5,397㎢ 가

운데 약 30% 수준인 1,556㎢가 개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보일 경우에는 환경보존을 다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McCright&Dunlap, 

2011; Hamilton, 2011; Tranter. 2011).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관하여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인 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하연섭, 2003). 개발제한구역과 역사적 신제

도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서 정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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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정책의 4가지 변수를 설정하

여 이를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경로가 어떠

한 전개를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에서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은 각 정부라는 체제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

도록 요구하였다. 특히나 김대중 정부의 정책환경은 경로가 탄생되는 초

기조건으로 기능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어 본격적

으로 경로가 시작되었다. 이후 각 정부에서의 정책환경은 그러한 경로를 

지속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

격의 상승과 주택부족, 경제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는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또는 영향력 행사는 개발제한구역이 

보다 원활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

들은 재산권 행사 및 생활편의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해

제한 부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자들 역시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

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주요한 정책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역대 정부가 지닌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하

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었던 국정전반에 관한 정책

이념은 경제성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였

다. 그러한 와중에 각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개발 사업들을 억제하는 데에 기능하지 못하였

다. 더욱이 정부, 그 가운데에서도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을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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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련정책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직접적으로 추진하였다. 역

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들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었

다. 또한, 각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조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용지로 이용되었다. 결

국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체제를 위

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의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그것이 지니는 환경정

책 및 국토정책적인 역할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다소 경로의존적인 경향

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전개과정은 정부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1990년대 말의 초기조건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경로형성의 기반이 되는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을 조

성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맥락 가운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초로 결정하였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1999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한 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

역 해제를 계속해나갔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

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각종 개발정책에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논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

제완화를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선 정부들에 비하여 비교적 

제도적 맥락과 요인의 영향력 수준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경로

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하여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가장 많은 해

제면적을 차지하는 중소도시권 전면해제가 이루어졌으며, 5개 정부 모두

에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해제(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등)와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한 해제(국책사업 및 국정과제, 지역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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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진행되었다. 해제경로의 전개과정에서 뿐 아니라, 해제결과에서도 

각 정부가 이전정부의 경로를 답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대 

정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나 성격을 보이며 해제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발제

한구역 해제의 경로의존적인 경향은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제되게끔 하였다. ② 역

대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것이 미칠 환경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결국 환경 

및 국토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의 하위분야로서 주택공급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용지공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결국 이것은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첫째, 정책환경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 외부환경

의 변수들은 요구와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둘째, 체제 내부의 특성인 정책이념과 관련정책 변수는 역

대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이상의 4가지 변

수들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능동적인 개발논리와 소극적·수동적인 환

경인식의 부재가 결합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에게 용지공급의 수

단으로만 인식되었다. 넷째,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정

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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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정부별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이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의 전개 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요인

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시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초로 결정하게 된 계기에만 주목하였으며,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해제과정에는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의 원인은 지금까지 다소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처음 해제된 지 약 2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

고 있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요인을 중

요시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이론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

인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틀 안

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을 단일

한 변수로만 규명하지 않고 정책환경과 사건, 공식적인 법과 제도, 정책

행위자 등 다양한 요인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

의 역시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을 제시함에 있어 변수 간

의 상호작용을 염두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제도가 역사

와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한 변수들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

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에 적합한 4가지 독립변수

들을 추출하였다. 즉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

정책의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 각각의 요인들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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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라는 경로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5개 정부 모두에 대하여 

정부별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약 20년 동안 

상이한 정부들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정부는 각각 국정철

학과 목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정책이념,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에 

대한 정책과제와 전략 등에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

히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진보적인 성향

을 지닌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정부별 성향과 이념의 차이는 환경정책 및 국

토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서도 각자 상

이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역대 

정부들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를 지니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오히려 환경보존을 주요한 정책가치로 추구하는 진보정부들

에서 더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적으로 해제된 원인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하였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 현재 집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를 둘러

싼 변수들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들이 그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구분 없이 개발주의의 

틀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도심지와 근접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도로

나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기존에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개발이 용이하며, 토지의 수용이나 획득이 편리하고, 가격

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진보적일수록 환경보존을 강조할 것

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제

한구역이 지니는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적 의의는 진정성 있게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들의 정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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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 및 민원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의 수단으로만 기능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환경

정책들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에 미치는 긍

정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해제만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제한구

역은 또 하나의 환경자원임과 동시에,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방지하는 

도시 관리의 수단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서 기능한다. 그럼에도 

약 20년 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책 자체의 의의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지니는 가치를 훼손하여 제도를 유

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발주하였던 개발제한구역 해

제에 관한 비공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태환경에의 악영향과 정책 유지

를 위해 2020년 이후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야 한다고 밝혔다8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

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도심 

내 유휴지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서울특별시의 대처나 박근

혜 정부에서의 철도부지 등 기존 도심지에 건설하고자 했던 행복주택이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정부별

로 감소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

이다. 또한, 대체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여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환

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훼손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하거나 복구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조정

능력 역시 요구된다.

85) 인천일보 “[기로에 선 그린벨트] 환경부 연구 결과 '2020년 이후 추가해제 말아야'” 
(2019년 6월 12일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479#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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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환경정책 이슈에 대하여 종

합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개발주의적인 

시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여 각종 사업을 위한 

용지공급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극복하고자 했던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 또한 개발주의 논리와 연계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방

향으로 정책이 흘러갔다(장상환, 2008).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뿐 아니라, 

여타의 환경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역대 정부들

의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맥락들은 국토이용과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개

발을 우선순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은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

다(문태훈, 2015).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의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토지를 비롯

한 자연환경은 경제성에서 뿐 아니라, 환경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유병권, 2013). ‘통합

적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국토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과정이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목적과 경합할 경우에는 그보다 상위수준

에서 환경보호가 통합되어 논의되어야 한다(홍준형, 2017).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 경인운하, 한탄강 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및 북한산국립공원 통과노선,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같이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국토정책의 시행여부를 검

토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환경적 가치

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유엔(United Nations)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 연설한 환경운동가 그레

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언제까지 돈 타령과 영구적 경제성장 타

령만 할텐가”라는 지적은 타당하다86).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과

86) 한겨레 “‘언제까지 돈타령만 할텐가’ 세계 정상들 꾸짖은 툰베리” 
(2019년 9월 24일자, 14면 1단)



- 197 -

제 역시 존재한다.

첫째,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여 다소 광범위

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독립변수

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이들이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정용덕 외, 1999b; 하연섭, 2002). 또

한, 연구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행위자 변수와 아이디어

(이념) 변수 역시 여러 신제도주의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김태은, 2015).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과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그리고 관련정책의 4가지 변수를 사용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변수의 사용은 다른 관

점에서는 제도가 지니는 설명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설명변수 증

가에 따른 인과관계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

제의 설명력을 높이면서도 과학적 연구의 간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

별 독립변수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태은, 2015).

둘째, 사례연구를 비롯한 질적인 연구가 지니는 일반적인 한계로서 연

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이다(Yin, 2005).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였으며,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함

으로써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자료수집의 절차와 방법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연구절차 

또는 연구모형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다(최

자은, 2018). 사례연구의 방법론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

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원인과 변수 역시 엄밀한 조작화와 계량

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발제한구

역 해제를 비롯한 환경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

다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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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Development Zone(RDZ)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is is why the government should 

release the indispensable area at least. Nevertheless, every government, 

from Kim Dae-jung to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released RDZ as if they underestimate the policy value of RDZ. RDZ 

release has been carried out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which is contrary to a number of studies that 

generally show that progressive government put an emphasi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of the policy, with regard to the research question 

of why RDZ release has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from th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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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To this end, based on the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of RDZ and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four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policy environment,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policy ideology, and related policy. Also, the study 

examined how RDZ path worked out and what consequences it show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environment required each government to release RDZ. 

Especially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Kim Dae-jung 

government worked as the initial condition for the release path, and 

when Kim Dae-jung, who had the pledge to release RDZ,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critical juncture was formed, which led to the path in 

earnest. Since then, the government's policy environment had 

influenced the formed path to be continued, includ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particular, such as the rise of housing pric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housing shortage, or economic recession.

Second,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had an influence on releasing 

RDZ smoothly. Residents and landowners insisted on deregulation in 

order to ease inconveniences such as property rights restriction. 

Business operators developing released land were also influential, and 

local governments emerged as major policy actor to promote local 

issues. The positive interaction and support of the stakeholder and the 

central government facilitated RDZ release.

Third, policy ideology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ecision to release 

RDZ. Each government’s policy ideology moved toward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zation of residence. Also, each 

government's belief on environmental policy did not restrain 

development actions that released RDZ. Moreover,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president, the chief executive of state affairs, recognized 

RDZ only as available land. In the end, policy ideology justif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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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of RDZ.

Fourth, related policies directly implemented the release of RDZ. 

Governments enforced public housing policy in order to stabilize 

common people’s residence, and RDZ was used to foster it. In 

addition, each government promoted national or local projects on land 

development with the aim of stimulating economy,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creating jobs. In other words, RDZ served as the tool for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carrying out the function for system.

As such, RDZ has been constantly released with path dependent 

tendency to a certain degree, without consider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e process of path development of RDZ relea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late 1990s, various 

institutional contexts and factors created critical juncture, and Kim 

Dae-jung government became the first to decide RDZ release in the 

midst of powerful phase. Second,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succeeded Kim Dae-jung government, continued to release RDZ to 

implement the policy decid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ird,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in Lee Myung-bak government 

demanded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exploited RDZ for territorial development. Fourth, Park 

Geun-hye government also carried out continuous deregulation of RDZ 

with the development logic. Fifth, Moon Jae-in government has lowered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still continues RDZ release just as before, 

following the release path. Through this proces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took full release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hich occupy the largest area of release. Besides, in all 
governments, the release for resolving civil complaints — clu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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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s, disconnected land, and so on — and the release for policy 
enforcement — national projects, local issues, and so on — were 

carried out.

RDZ release by the governments of all time has sever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have led to the release 

of RDZ with the tendency or characteristics as follows. ① Path 

dependent tendency of RDZ release allowed continuous release in 

accordance with the logic of development,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② Governments did not recognize 

the negative impact of RDZ release on the environment. ③ RDZ has 

been utilized for land supply means with the purpose of housing and 

land development as the subfield of real estate policy, rather than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is, in turn, shows the mechanism with regard to RDZ release by 

the governments. First, policy environment and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the variables of system external environment, indirectly had an 

influence on policy mechanism through demand and support. Second, 

policy ideology and related policy, the variables of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had a direct impact on decision making 

of the governments. Thir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bove four 

variables, combine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development logic 

and the passive absence of environmental awareness, RDZ has been 

recognized only as the means of land supply. Fourth, in such 

mechanism, RDZ was to be released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RDZ release and the factors driving it continuously in a long 

term perspective.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cover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release of RDZ in a single analysis framework, ve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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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pothesis of all five governments that carried out RDZ release. 

Based on such signific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RDZ release to the 

minimum degree, with the consideration of positive impact of RDZ on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us, efforts should be made 

preferentially to secure the land which is not RDZ, such as idle areas 

of a c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comprehensive value judgment on environmental policy issues including 

RDZ. Various values such as environment and equ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dealt with in a balanced view.

Meanwhile, this study attempted analysi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and used a wide range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may lead to the weakness of causal relationship due to 

the increase of explanatory variables. It also has a limitation in ter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which is generally found in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case studies. If such limitations are complemented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expected to draw more meaningful conclusions 

about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y 

including RDZ release.

keywords : Greenbelt, Environmental policy, Case study,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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