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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明期에 있어서， 都市란 취락공동체에 불과했 이르렀다. 關心分野의 폭이 건축에서 社會， 經濟

었으나， Á類의 지혜가 發連되고， 塵業華命， Á口 的 測面을 고려해야 했고， 또한 종교， 國防， 美學

폭발， 機械文明동 일련의 A類文明에 있어서 획기 保健， 交通， 犯罪， 敎育， 환경， 造景， 地下資源 및 

적 전환정올 거치면서 都市도 이에따라 변모 • 확 地城開發동 광범위한 分野블 연구해야 하기 때문 

장되 어 왔다. 그 특정 으로서 自然發生的 集居形態 에 그 결과로서 社會속의 諸現象에 대 한 理解가 

에서 A옳的 純制形態로 바뀌어진 것을 을수가 있 흉를請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都市計

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都市를 計劃하는데 活用되 劃j家로서 알고 있어야 하느냐는 이른바 學問돼究 

는 각종 方옳， 規制方案， 制度등이 이와같은 自然 의 범위를 명확히 긋자는 우둔한 질문을 하는 경 

發生的안 都市樣態에서 옳業都市에로 전환하연서 우도 있다. 

끈질긴 노력끝에 마련되었던 것이다(1) 따라서 都 이번 「아놀드 휘틱 j (Arnold Whittick) 이 훌任編 

市計劃의 발달변천사는 곧 A類文明의 發連史인것 輯A이 되어 三年餘에 경쳐 펀찬해 놓은 「郵市計

으로 古代， 中世， r르네쌍스j ， 現代를 경과하면서 劃百科廳典j(Encyclopedia of Urban Planning) 이 

A類文明의 독특한 양상이 나다낯듯이， 都市도 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좋은 解答書가 될줄 

에 따라 달려 부각되었다 (2) 로 안다. 이 冊은 單卷으로서 총 1200f페이지」에 

第一次大戰前까지만 해도 都市를 計劃한다는 것 이르며 각종 用語， 理論동에 재미있는 해성을 하고 

은 主로 道路， 空間， 현地， 建物둥에 關心을 둔 건 있다. 世界 37個國에 서 자그만치 96名의 펼진을 動

축위주의 學問이었떤 것이 英國에서는 1909年 住 員하여 A. Whittick가 卷頭言에서 밝혔듯이 「國際

흰都市計劃(Housing & Town Planning Act)를 통 的 規模」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했는데， 그틀 가 

과시 키 고， 1913年 Town Planning Institute를 創 운데 는 우리 에게 익 숙한 1. Mumford, C. Doxiadis 
設함으로서 종래의 건축 일변도의 接近에서 이탑故Á) ， S. Chapin , S. Keller, Simonds, Osborn등 

하나의 獨立된 專門分野로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포함되어 있고， 專門分野別로는 計劃家， 건축 

美國도 1893年 「시 카코」세 계 박람회 를 계 기 로 都市 가， engineer. 學者， 政府官更， 환경 론자， 造景設

美化的 1l\tl面에서 出發랬던 都市計劃야 1935年에 와 計者， ecologist, 史家동 골고루 安配되고 있다. 

서 American Planning Institute가 發足함으로서 四百펀 以上의 長 • 短解說文을 싣고 있는 이 百

건축일변도에서 脫皮 都市計劃의 연구대상을 확대 . 科離典은 각項目마다 세밀한 統計， 조감도， 土地

하기에 이르렀다. 利用圖 및 항공사진이 곁들어 있어 理解하는데 

이처럼 都市計劃이 獨立된 學問으로서 대두됩과 옵고 있고 또한 數많은 f!ñ;貴한 map들이 포함되어 

통시에， 그것의 연구범위， 연구대상도 據大되기에 있어서 실로 이 한卷만 가지연 都市計劃史도 알수 

* 서윷市立훌業大學 助敎授(都市計劃l學健土)
(1) Leonardo- Benevolo; Tke Origins of Moderη Town Planηillg， The M.I.T Press. 1967. 
(2) Lewis Mumford. The Cìty in History , Harcourt,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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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고， 건축설계도 연구할 수가 있게 되 

어 있 다 Patrick Abe:rcromhie에 서 비 롯해 샤 

zoning law얘 이 르기 까지 긴 解說文은 용어 해 설 

이라기보다는 論文이라고 할만큼 자세하냐 짧은 

것으론 마치 몇출의 해설에 지나지 않기도 한다. 

해설 내용의 균형이 군데 군데 잃고 있는 홈도 없 

지 않지만 내용의 比重面에서는 충실을 기했던 느 

낌을 주고 있다 fFranceJ項에 대한 해설은 거의 30 

「페이지」에 이르고 있는레 反하여 fGreen WedgeJ 

는 불과 네줄의 해설에 지나지 않는다. 물흔 집필 

자의 배경， 항목 펀집싱의 原則퉁이 고려되었을 

것이나. f國際的規模」라고 하면서 東北亞에서 中

國， 日本에서 필진이 동원되었을 뿐 韓國에선 아우 

도 포함되지 않았던 點은 유감스렵거니와， 그 결 

과로서 400項 目 以上에 達한 이 百科購典에 Korea 

에 관한 解說은 깨끗이 빠져 있다. 그런데 國家項

目으로 다루어진 나라가 47個國에 아르고 있어，各 

己 自딛나라를 더 많은 「페이지」에 소개， 해설하 

려고 노력했던 느낌을 주고 있다. 

각 나라마다 都市計劃立法 및 執行， 寶際計홈U. 
計훌j家의 數育， 風土 및 自然환경 그리고 都市化

過程， 都市再開發. f뉴타운」등으로 나누어 다섯 

가지 面에 걸쳐 구체적으로 說明하고 있다. 韓國

의 경 우 D項의 developing countries. S.K.項에 서 

비록 몇줄만이나마 韓國都市의 특징. f패턴 J. 問

題點틀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끝내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루어진 나라들은 비교적 자 

세히 그리고 치밀하게 내용을 앞서본 다섯가지 面

에서 說明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나면 쉽 

게 그 나라의 都市問題 全般에 걸쳐 理解를 할수 

가 있다. 많은 護者들이 美英의 計훌j碩向과 都市

解決策에 대해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獨速에 

관해서는 理解가 그만픔 옷되는듯 한데 만약 讀者

들 가운데 G項의 Germainy를 펼쳐 놓으면. (pp. 

446-483)東獨， 西獨의 順으로 나오고 더우기 필진 

이 各各 兩獨에서 동원되고 있다는데 놀랄것이다. 

讀者는 쉽게 東 • 西獨의 都市計劃方法을 비 교고찰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社會主養的體制下의 都

市問題解決方法과 民主主義의 그것과의 相異點 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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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類似戰들율 알아 낼수도 있다. 

A. Whittick와 이와 같은 의욕적인 연집내용에 

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不確實하던가‘ 모호한 

用語解짧도 없지 않다. 마치 코끼리를 어느쪽에서 

보고， 해 석 하느냐와 마찬가지 로 같은 用語도 필 자 

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擺念에 規定을 내릴수도 

있다. city region (pp. 272)을 例를 들연， 英國

A인 Whittick은 이 用語를 Ebenezer Howard의 

“social cities" (3)와 Patrick Geddes (Cities in Evo-

lution)的인 擺念을 引用하연서 종래 의 無計劃的인 

conurbation을 止揚하고 하나의 都心部(city)를 中

心으로 -定한거리 .Á口密度， 交通網을기준으로 

數個의 副都心部를 만들어 (region). 相효間 連結을 

맺어가며 巨大都市化를 미연에 防止할 수가 있다 

는 것이 이 用語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것을 美國

的언 地域計劃의 1l\IJ面에서 볼때는 달리 해석될 수 

도 있 다. J. Friedmann의 댐O훨f據散的 椰念에 서 다 

룬다면 core region (or city region)을 달리 表

現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4) city는 inno

vation의 根源地이 며 , 그것 이 周邊地域언 region 

으로 據散되 면서 地域間의 差가 좁아지 고 均衝원 

地域開發아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빼面에서 달리 解釋될 수 있 
는 可能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이 百科

醫典의 흠이라 할수 있는데 이 결함이 나오게펀 

근본적 원언을 염밀히 따져보면， 그런대로理解가 

갈법하다. 칩필진의 97名 가운데， 經濟學的 背景이 

있는 地域計劃家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地

域計劃에 活用되는 동시에 都市計劃에도 引用되는 

用語가 천반적으로 빠져있는게 큰 흠이 되고만셈 

이다. 

fInput-Output AnalysisJ fLinear ProgrammingJ 

퉁 地域計劃의 훌本的 用語에 대 한 言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 冊名처 렴 EncycIopedia of Urban 

Planning의 urbaη을 R옳調한 느낌 을 연 할 걸 없 다. 

이 百科離典에 서 보충할 걸 이 있 다연 결 국CharIes 

Abrams著 “ The Laηguage of Cities"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두冊은 서 로 補完的 內容을 갖고 

(3) Ebenezer Howard. Garden Cities oF1'bmorrow. -TheM.I/F , 'Press.î966. pp. ‘ 138-150. 
(4) John Friedmenn .• Regi<Jn써 l)èvc/fJpment Pðli~y; 'M.L T.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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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讀者플에겐 함께 권하고 싶다. 前者가 國 이제까지 出刊환 都市用語解典의 셋가운데 (6) A. 
際的 規模를 유지하려고 內容과 項담을 광범하게 Whittick 연저의 Encyclopedia of Urban Planning 

다푼헤 比하여 後者는 너 우나 美國的 scene만을 과 C. Abrams等의 The Language of Cities7r 가장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풀은 前者가 자세허 다 寶用的이고 착실히 짜임새를 갖춘 인상을 주어서 

루지 못했띤 것을 後者가 具體的으로 해설해 주고 都市問題에 관성있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권하 

있어 서 마치 前後篇 같은 강마저 없지 않다. 고 싶은 바이 다. 

(5) Charles Abrams. The Laηgηage of Cilies. Viking. 1972 
(6) Graham Ashworth. Eηcyclopedia of Plaηπig. Barrs Jenkins London. 1973. 


	Arnold Whittick ed, Encyclopedia of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