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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요목 연구의 배경 

1. 강의의 목적 

가. 이 과목은 도시계획 실무에서 신개발(new development)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비중 

을 차지 하고 있는 도시 의 재 개 발(redevelopment)에 대 한 연구이 다. 이 과목은 한학기의 교 

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교수요목은 15주 강좌를 기준￡로 착성된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론은 그 성격상 질무지향적 과목이다. 때문에 수강생들은 도시계획 관계 

기초과목， 이를테면 “도시공간구조흔”이나 “도시경제학n 또는 도시사회의 질체에 대한 관 

련 연구과목을 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교수요목은 관련 선수과목을 배운 학 

생들이 중요 수강자임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것이다. 

다. 이 과목에서는 관련분야의 과청적 이론(theories of planning) 보다 질체척 이론 

(theories in planning)에 대한 탐색에 역점을 둔다. 채개발의 계획과정이흔은 도시교통， 도 

시관리같은 관련 도시행정에 관류하는 계획과정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 과목이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라. 도시재개발 관련 실체이론에 관심을 두는 이과목은 사회과학적 이해에 그 역점을 둔 

다. 곧， 재개발은 구체적무로 도시공간구조의 개선에 있는 만큼 건축학적 또는 물리적 접 

근이 중요함을 인정하지만， 못지않게 재개발의 대상인 불량촌(또는 불량지구)의 발생배경， 

불량촌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불량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청책개 입， 불량촌 재개 

발정책의 실현이 직점 또는 간접A로 파급하는 가능성과 제약성 등은 사회과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이 교수요목은 바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 

* 서 울大學校 環覆大學院 環覆計劃學科 副敎授

** 이 따究는 1986年 文敎部 學術따究助成費의 5용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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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 불량촌문제의 이해와 해결에는 전통적 시각은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이 

직면한 불량한 주거문제에 대해 살만한 사람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위험인데 이는 근대화의 

마음인 감정이엽 (empathy)-우리의 전통적 동양적 사고방식이 강조하는 역지사지(易地思 

之)의 마음이다-에 배반되는 것이다. 불량촌문제의 해결이 근본적3로 정부개업의 불가피 

성이나 정당성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불량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특히 불량촌에 거주 

하는 영세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사례 불량촌에 대한 관찰조사도 권장될 것인데 이는 관찰조사의 과정에서 불량촌에 대한 

시민참여적 이해를 고취하고자 함이다. 관찰조사의 결과는 이흔강의 중심의 강의진행에 덧 

붙여 사례연구가 세미나형식으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다. 

2. 불량촌과 재개 발행정을 바라보는 과목의 시각 

가; 불량촌(집단적인 불량주거)의 발생은 도시화와 같은 사회변화나 전쟁과 같은 사회재 

난의 파급효과이 기 도 하지 만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서 시 장원칙 의 실패 (the failure of market 

principle)에 기 인하는 경 우도 많다. 사회 변화의 발전적 유도나 사회 재 난 뿐 아니 라 시 장원 

칙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 또는 정부의 개업을 정당하게 요청한다. 따라서 불량촌의 개선이 

목적인 재개발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초건이며 정부의 후생적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나. 불량촌의 불량주거 환경의 개선에 주안을 두기 일쑤인 재개발정책이 환경결정흔적안 

시각에 빠지기 쉬움을 경계하고자 한다. 환경결정흔적 시각은 환경의 물리적 개선이 자동 

적￡로 그리고 원만하게 불량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전제하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통해 불량촌의 장소 또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이마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불량촌 사람은 그곳에 계속 살 수 없는 형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도시라는 장소의 발전과 도시 사람의 번영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원칙적 인 도시행정 목표가치의 실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다. 재개발이 도시행정의 현대적 목적의 실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재개발 당사자간 

의 우선순위가 정연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재개발계획가는 불량촌의 주거의 개선이 일차 

적 관심이지만 불량촌 사람에게는 주거라는 잠자리는 이차적인 관심이고 대신에 생존을 꾸 

려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일차적 관심이다. 

라. 재개말의 세계적 실무경험이 남긴 교훈은 불량촌 재개발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이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불량촌의 물리위주의 재개발정책은 불량촌의 

가난의 운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발정책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 

히 선진국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새로운 시각이다. 우려의 경우도 선진국의 재개발정책 

의 지난 경험에서 교육을 얻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시각에서 산교훈과 자극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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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의 진행 

가. 이 과목은 강의방식과 세미나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강의는 불량촌 문제의 발생 

과 정책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시각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세미나방식은 불량촌의 현황 

에 대한 공감대의 확인과 강의에 대한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서다. 15주의 과목시간에서 강 

의위주의 과목시간을 12주로 배정하고 있기 째문에 아래의 〈강의순서〉에서는 12주에 해당 

하는 강의순서만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3주는 수강자들에 의한 사례연구 및 발표 

에 충당될 것임을 전제로 한다. 

냐. 세미나방식에는 수강자들이 스스로. 선정한 불량촌 사례지역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 

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불량촌에 대한 수강자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안문학 연구분야， 이를테면 불량촌 

의 삶을 다룬 소설가의 작품， 불량촌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개혁가의 기록 및 수기에 

대한 견문도 아울러 강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목의 중요 참고문헌 

가. 교과서적인 중요운헌으로는 국토개발연구원 (1983) ， 황명찬(펀， 1985) , 주종원(1984) ， 

J. Abu-Lughod and R. Hay (1977) , L. Bourne(l98l), D. Dwyer(l975) , A. Page and W. 

Seyfried (l970) , Rothenerg(1967) , J. Turner(1976) 이 참고할 만하다. 

나. 불량촌에 대한 현장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문과학적 기록은 우수히 많다. 몇몇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동철， 목동아줌마， 동광출판사， 1985. 

이정환， 셋강， 창작과 비평사， 1976. 

정 연회 , 난지 도， 정 음사， 1985. 

n. 강의술서 

제 1 강 : 강의의 성격， 내용 그리고 진행 

1. 실무로셔의 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법 및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명 

시된 실무를 중심￡로-

2. 도시재개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가. 도시경제학 

냐. 도시지리학 

다. 주거 사회 학(sociology of housing) 

3. 강의전체에 관련된 중요 참고문헌의 내용소개 

4. 사례치역 조샤션청 동 강의진행에 래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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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Foley(1980) 

제 2 강 : 불량촌(또는 불량지구)의 종류와 말생의 관련인자들 

1. 불량촌의 관련개념 

가. 불경 제 지 구(slum) 

나. 노후지 구(blight) 

다. 불량(무허 가)지 구(squatter) 

라. 기 다 관련 개 념 들 : ghetto; har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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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주택 그리고 불량주택의 조작적 정의-주거서버스 개념을 중심으로 

3. 불량주택 개념의 계획적 정의의 불확실성과 엄의성 

〈참고문현〉 

Bourne(198l) 

Rothenberg(1970, 361-86) 

제 3 강:불량촌 발생의 배경-한국의 경우 

1. 불량촌 발생의 직첩， 간접적 배경 

가. 도시토지이용의 진화， 도시공간구조의 재현(공동화， 교외화， 시가지확산 등) 

나. 도시관련 사회 변화(가도시화， 과열도시화， 사회채 난) 

2. 불량촌 발생의 한국적 경험 

가. “문퉁이촌”， “백정동네” 등 전근대시대의 사례 

나. 토굴， 토막 등 일제시대의 사례 

다. 판자촌， 천막촌， 달동네， 산동네 등 현대적 사례 

3. 불량촌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가. 격변의 문화 

나. 가난의 문화 

다. 정책빈곤의 문화 

〈참고문헌〉 

강만걸 (1987) 

정창무(1985) 

서 울시 , 서 울육백 년사， 제 5 권 (1983) , pp.692-726. 

제 4 강 : 불량촌의 발생-미시경제적 접근 

1. 노후 및 불량주택 발생의 개별적 이유 

가. 건설당시의 저질 

나.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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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용， 과용， 방지 와 같은 유지보수의 방만 

라. 주거관계 투자의 미홉 

2. 노후 및 불량주택 발생의 복합적 이유 

가. prisoner' s dilemma 

나. block-busting and speculation 

〈참고문헌〉 

Bourne(1981, 13-19; 179-185) 

Davis and Whinston(l967) 

Lowry (1970) 

Rothenberg(l970, 364-368) 

Webber(1969) 

제 5 강 :근린주구와 불량촌 

1. 근란주구의 개댐과 형성논리 

2. 근린주구의 안정성 

3. 근란주구의 쇠퇴가능성 

가. chance failures of maintenance; 

냐. withdrawal of a key local institution; 

다. land-use changes; 

라. the possibility of land-use changes; 

마. entry of several households different from the average in the area; 

바. transition to lower-income occupancy in adjacent or nearby neighborhoods; 

사. large increases in property taxes; 

아. declining or inadequate public service; 

자. obsolete structures 

4. 근린주구와 도시 공간구초변화 

〈참고문헌〉 

Alonso (1967) 

Bourne(1981) 

Currie (1975) 

Downs(1981, chaps. 2-4) 

제 6 강 : 도시재개발의 시행 

1. 재개발의 종류 

카. 이론척 분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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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evelopment(철 거 재 개 발 ; 지 구재 개 발) : the demolition, clearance, and reconstruction 

of an entire area. 

(2) conservation(보전재 개 발 ; 지 구보전) : both rehabi1itation and spot clearance in order 

to upgrade an area. 

(3) rehabilitation(수복재 개 발 ; 지 구수복) : bringing substandard structures up to a pre

scribed standard. 

(4) improvementjup-grading(개 량재 개 발) 

나. 실무적 분류 

(1) 도심재개발 

(2) 불량촌재개발 

2. 재개발의 목적 

가. 한국의 경우 

(1) 주거수준의 개선 

(2) 도시 로지 이 용의 효율화 

(3) 도시미관 개선 

냐. 외국의 경우(미국의 경험) 

(1) the elimination of blight and slums; 

(2) the mitigation of poverty; 

(3) provision of decent, safe, and sanitary housing in a suitable environment for all; 

(4) revival of downtown areas of the central city(영 국에 서 말하는 gentrification과 갚음); 

(5) attraction of middle-income fam i1ies from suburbs back to the central city; 

(6) attraction of additional "clean" industry into the central city; and 

(7) enhancement of the budget bal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김용웅(1985) 

주종원 (1984, 제 4 장) 

Jerome Rothenberg(l967 또는 1970) 

제 7 강 : 불량지구 재개발의 정부개엽의 정당성 

1. 시장원칙의 실패 -filtering의 한계를 중심무로 

2. 정 부개 엽 의 정 당성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ies 

3. 정부개업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가치에 대한 성찰 

4. 정부개업에 있어서 법적 장치의 한계-건축법， 도시계획볍， 도시재개발볍 등을 중심 
o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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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Baumol and üates (1979) 

Bourne(1981, 149-154) 

Lowry(1970, 339-346) 

Rothenberg(1967; 1970) 

제 8 강 : 불량촌 사람-경제-사회척 가치지향과 행태를 중심무로 

1. 불량촌 사람 ; urban villager; squatter 

가. 한국의 경우 

(1) 전문적 분류 : 가옥주 ; 세업자 

(2) 세속적 분류 : 딱지 투기꾼 ; 오토바이 부대 ; 토막민 등 

나.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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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rams의 분류 : owner squatter; squatter tenant; squatter holdover; squatter landlord; 

speculator squatter; store squatter or occupational squatter; semi-squatter; floating squatter; 

squatter cooperator 

(2) Seeley의 분류 : necessitarian vs. opportunist; permanent vs. temporary dweller 

(3) Stokes의 분류 : escalator vs. nonescalator 

(4) Turner and Dwyer의 분류 : bridgeheader; consolidator; status-seeker 

2. 도시경제상의 위치 : 도시비공식부문 

3. 도시공간상의 업지행태 (주거행태〕 

4. 사고방식 과 행 동방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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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캉 : 도시채개발청책의 질무-도심채개발과 불량혼채채발 



74 環境論훌훌 第二十一卷(1987)

1. 도시재개발의 계획， 입안과 시행 

2. 도시채개발의 관련당사자 

3. 도시채개발의 중요 공간정책방안 

가. 정착지사업 

나. 현지개량 

다. 합동재개발 

〈참고문헌〉 

강흥빈(1981) 

김종원(1987) 

박찬홍(1986) 

서원우(1973) 

주종원(1984) 

Hol1nsteiner (1977) 

Kwon(1975) 

쩌110강 : 도시재개발 정책의 성찰과 과제 

1. 불량혼재개발정책이 이야기하는 구체적 문제들-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영세민 “재”청착지의 “재”개 발 자행 

나. 일자리와의 교통접근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영세민의 생존요구 외면 

다. 불량촌에 살고 있는 중요질세인 세업자에 대한 배려부족 

라. 공동체 파괴와 주민간 갈등을 결과하는 주택개량사업 

마. “협초적 불량촌 사람(squatter cooperator)"의 대주민적 신뢰의 상실 

바. 불량촌 투기시장에 대한 정부개 엽의 실패 (판돌이， 오로바이부대， 복부인의 성행) 

사. 시청당국의 행청 및 재정투입의 부족 

2. 도시건설 행정(재개발 포함)의 문제점 

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않는 도시(채)개발정책 

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개발정책 

다. 도시능률 또는 도시미관 위주의 단선적 도시개발청책 

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콩익성의 차질도 불사하는 기엽성기준의 선택 

마. 갱책의 목표인구를 중요시하지 않은채 이를테면 “우리의 서울”같은 도식적 발상 

법에 따라 입안， 추진되는 도시개발정책 

바. 불량촌의 사회적 “문제점”을 과대명가하는 펀파적 인식 (현실은 도시범최， 도시 

안전사고 같은 사용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 

」사. 불량촌의 첨진적 자력개선의 실적을 간과하는 발상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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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개발을도시개발의 하위개념￡로 파악하는 행정관행 

자. 자발적 비정부조직체의 재개발과정의 참여를 백안시하는 도시행정 

3. 불량촌의 개선에 대한 전망 : 서울시의 경우 

가. 과열도시화가 완화되고 있다. 

나. 주민의 성향이 급진적이지 않다. 

다. 법에 순응하는 선량성향이다. 

라. 성취동기가 강하다. 

마. 세습적인 불량촌민이 아니라 주거수준향상에 대한 투자의욕이 높다. 

바. 우리의 주택시장은 사회적 차벌이나 펀견이 없다. 

〈참고문헌〉 

깅우진 (1985) 

김형국(1987) 

이태일(1985) 

저111강 : 불량촌 재개발정책의 내외동향과 전망 

1. 다른 나라의 동향 

가. 불량촌민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념 채청 렵 

냐. 도시토지개혁 

다. 국가도시 정 책 (national urbanization policy)의 체 계 적 청 렵 

라. 도시 안에 서 의 “부지 및 공공서 버 스지 원책 "(sites and services) 강화 

2. 불량촌 재개발정책의 말전적 말상법의 전개방향 

가. 단셰포적 도시미화작업 지양 

나. 점진개발정책 (redevelopment 대신에 upgradi~g 방식으로)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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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세민의 복지향상의 명시적 그리고 얼차적 목표로 하는 도시청책의 다수 개발 

라. 정부의 공권력을 담보로 하는 정책(합동채개발 방식의 지양) 

마. 정부의 직접투자재원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렵 

바. 도시의 “그늘진 곳”에 대한 개방적 태도확렵(이런 노력의 일환흐로 “불량주택백 

서”의 발간) 

사. 주거등록카도제， 불량촌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의 발전적 형성을 포함한 재 

개발 행정체계의 개선. 

〈참고문헌〉 

김형국(1987) 

이태일(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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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원(1984) 

Hollnsteiner (1977) 

제 12강 : 도시빈민정책과 도시재개발정책-갱책의 우선순위 

環覆論鍵 第二十一卷(1987)

1. “삶의 질”에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주거의 질”에 대한 국가척 관심의 제고 펼요 

2. 불리적 개발과 사회개발의 통시병행적 전개 

3. 불량촌 재개발갱책과 저소득충 주거정책의 공즉 

4. 사람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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