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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의 합리적 발전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삶의 장소로서 도시환경올 만들 

기 위한 도시건설관리기법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도시설계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행기간 

을 거치는 동안 분야 상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의 형태적 측면에 있어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간의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정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셜 때가 되었고， 전문분야로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도시설계의 새 

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도시계획법내에 상 

세계획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행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법적 위상과 내 

용적 중복 내지는 상충과 관련된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시설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는 것 

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실 도시셜계는 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합리적 이 

용과 개발을 통한 도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개념에서 출발되었으며 미국 

과 유럽 둥지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전재 복구를 위한 도시개발의 당위성과 전후의 경제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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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략의 일환으로 1960년대를 전후하여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연구와 교 

육 및 실무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 

지 교육분야에 있어서 조차 정상적인 도시설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전문실무분 

야도 제도적 결함과 시행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전문학으로서의 내용과 방법 

을 정립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도시설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90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설계 실무자들의 도시설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확대를 위해서도 도시설계의 분명한 법적 위상과 내용적 정의가 시급한 실 

정에 었다. 따라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내의 도시설계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 과 

정을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지금까지 발표된 도시설계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쟁 

점들을 다시 한번 논의해 봄으로써 도시설계 분야의 근본적인 역할과 과제， 그리고 제도로서의 

도시설계가 가진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와 함께 도시설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축， 도시계획 및 조경 등 도시환경의 형성과 관련된 환경설계 분야와 도시설계와 

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 나아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시설계의 제도적 개선과 분야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 

이다. 

2) 연구의 접근방법과 시각 

도시란 저마다 그 형성배경이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여건이 각기 다르고 또한 시대에 

따라 도시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도시의 모 

습이나 어느 시대의 도시관은 그 사회의 변화되는 가치나 시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고，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도시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사람들 조차 당시의 사회적 가치나 이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설계는 그 내용과 방법， 적용범위 

등이 그 도시의 특성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도시설계에 대한 불변적이고 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려질 수도 

없고， 또한 내려져서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도시설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도시설계의 내용과 범위， 방법 

론 등을 모든 도시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소위 ‘연역적 논리체계’로 도시설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견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도시설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바람직한 방법 

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따라서 도시설계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선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관점 

에서 출발하여 도시설계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도시설계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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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도출해 보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설계에의 접근이 다양하고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시설계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연 

구의 과제 설정과 방법이 뛰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에 있어 도시 

설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도시셜계의 교육은 어떻게 。1

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도시설계에 대한 하나의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려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는 한편에서는 제도화에 따른 문제와 다른 

한편에서는 분야의 정립이라는 두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모두 혼돈된 상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 

다. 도시설계가 무엇이며 도시설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의 제도화를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도시설계를 제도만으로 정립시키려는 논의에 있어서는 도시 

설계의 개념규정이 대단히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설계의 한 분야로서 도시설계가 있 

고， 도시환경의 한 조작기법으로 도시설계가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공권력에 의 

해 실천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서의 도시설계가 별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는 이러한 지나친 분리 위주의 사고틀을 벗어나서 보다 자연스럽고 다 

양한 접근 속에서 도시설계의 대상과 범위， 방법론 및 제도와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설계가 이미 제도화되었고， 도시설계가 공권력을 가진 사회， 정 

치적 적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자체가 가진 적실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설계가 제도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 

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의 제시와 함께 앞으로 제도로서 발 

전되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도시설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자료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와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 

2. 도시사회의 진화와 도시설계의 발생 배경 

1) 도시사회의 진화와 도시의 형태적 특성 

- 도시의 발생과 변화에 대한 시각 

인류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도시의 생성과 발전은 고대의 초기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 

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존채해 왔던 도시들의 흔적과 변화의 과정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 

으며， 고고학이나 역사학 또는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도시의 형태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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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과 형태형성의 요인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시의 형태를 연구하고 그 변화과정올 밝히려는 의도는 단지 과 

거의 도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도시의 특성을 알기 위한 지적 만족이나 홍미충족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속성과 본질을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도시가 가진 여러가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서 인간다운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즉 문화적인 생활이 충족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의 영어 

표기인 city의 유래어가 되는 라틴어의 civilis가 ‘시민에게 알맞는(befitting a citizen) ’ 것 

을 뜻하며， city의 어원인 civitas도 우리가 문화라고 번역한 civi1ization과 같은 뿌리인 것 

을 보면 도시는 바로 문화의 산물임과 동시에 훌륭한 도시민을 위한 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한 

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바로 집을 짓고 모여산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신부였던 로 

지에르가 주장한 건축의 원형으로서의 집인 Primitive Hut(975)이 기퉁과 보， 그리고 박공 

지붕으로 구성되었다1)는 자연과학에 입각한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런가하면 최초의 주택원형을 하느님이 창조하신(devinely designed) ‘아담의 집’ 이나 ‘노아 

의 방주’ 또는 ‘솔로몬 사원 (Temple of Solomon)’ 으로 대표되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상징적 

인 형태 (symbolic model)로 이해하려는 측면과 동굴이나 돌기둥， 헐거， 또는 움집과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naturally designed) 자연의 형태 (natural model)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창조에 의해서건 진화에 의해서건 이 지구상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존재해 왔 

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적들을 남겨 놓은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그로부터 도시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알게되는 것이다. 최초의 인간 정주지로 밝혀지고 있는 인류 4대 문명발상지를 중심으 

로 인간들의 도시생활이 전개되어 왔었고， 그로부터 만년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 도 

시생활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 그리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나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계속 반복될 것임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최측의 도시로 알려진 J ericho(7000BC)나 Uruk(3500BC) , Ur(3100BC)로부 

터 현대의 초대형 도시인 뉴욕이나 동경. 멕시코와 서울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진화와 발달 

과정은 그 도시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시대와 사회의 가치와 문화， 역사적 전통과 

경제력， 그리고 과학과 기술수준이 모두 도시의 형태에 반영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도시 

의 역사적， 사회적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와 기술， 운화적 중요성까지도 알아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도시의 진화과정에서 초기의 사회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도시는 단지 식 

량의 조달과 자연의 위협， 외부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 등 단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차원에 

1) Anthony Vidler , The Idea of Type: The Transformation of the Academic Ideal , 1750-
1830, Oppositions, Spring 1977, Vol. 8, MIT Press,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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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제리코가 요르단강 부근의 오아시스를 끼고 있으며 

식량과 방어의 목적을 위한 도시라면‘ 카탈 후육은 교역을 중심으로 생성된 도시라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초기도시들이 큰 강의 계곡이나 만을 끼고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부근에서 식량을 손쉽게 구하거나 다른 도시들과의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고대도시들은 형성배경이나 변화과정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종교 

적인 필요에 의한 소우주론적 관점에서 일부 지배계층 ‘ 즉 권력집단이나 사제들의 주도에 의해 

〈그림 1> 로지에르의 Primitive Hut 

κ 

|o ,500m 

〈도연 1> Ur의 도시 형 태 (2 100- 1900BC) 

〈그림 2> Temple of So lomon 

〈도먼 2> Ka hun의 노동자 집단취락지 

(2670BC) 



222 環境論蕭 第三十-卷(1993)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의 도시들은 ‘위대하고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도시형태의 분명한 틀이 만들어져 있고， 신분과 계 

급의 차이에 따라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인 집회나 장엄한 종교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거행하기 위해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도시였다. 이러 

한 예는 고대문명발상지의 도시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고 

대 중국의 도시들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이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 

되었다. 

그 당시의 도시형태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그 하나는 Alexander 

(1 964)가 설명하듯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들이 살 집을 지음으로써 자연스레 촌락이 형성되는， 

즉 요즈음의 자연발생적인 판자촌의 형성과 같이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주장은 도 

로와 광장， 그리고 가구가 계획에 의해 미리 짜여지고 계획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집을 짓는， 

상당히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tanislawski. 1947).2) 도 

시가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formal ， artificiaD 산물이냐， 아니면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ïnformal. naturaD 변화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냐 라는 상반된 견해가 도시의 형성과 

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주 논의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계획가들은 도시를 계 

획할 때 의식적으로 정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표현함요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어떤 종류의 비정형성을 도입하여 도 

시의 경직된 질서를 깨뜨리려는 계획가나 설계가들도 있다. 이와 같은 도시형태 형성의 배경이 

나 원라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두가지의 주장이 어느 시대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 

되어 도시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했다. 

-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바벌론의 도시에서 나타난 격자형 가로망은 당시의 도시들이 얼 

마나 자연조건을 고려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시에 적용시켰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신전과 

광장， 공공건물과 주거지의 배치에서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 도시의 형태에 그대로 투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제국의 도시와 식민도시들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된 화려하고 웅장한 포름이나 광활한 가로， 공중목욕탕， 극장과 투기장 등은 

제국의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질서정연한 건축적 배치와 도시형태 

의 균형원리와 함께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거대한 하수도， 성벽과 저수지 등의 대규모 토 

목사업은 당시의 발달된 기술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강력한 규제와 질서에 의해 

2) Geoffrey Broadbent ,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 1990 , Van Nostrnd 
Reinhold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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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제국의 도시도 사치와 향락에 물든 귀족과 시민계급의 도덕적 타락과 함께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과 주택， 위생 등의 도시문제로 인해 퇴락해 갔으며. 그들이 건설한 위대한 도시의 

훌륭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안정된 경제적 기반과 공평한 정치제도의 확립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로마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3) 

- 중세의 도시사회와 도시형태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유럽전역에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정주형식 

이 생겨나게 되는데， 약 10세기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성곽도시가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중세의 도시는 봉건군주의 지배체제가 정착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여 중세 특유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도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 

었다.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토대는 소작농과 독립수공업이었으며， 장원을 중심으로 한 자 

급자족적 현물경제였다.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에 의한 왕-봉건영주-기사-농노로 구분되는 

수직적 계층사회였으며， 이러한 사회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담당체로서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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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Miletus의 도시 , Hippodamus에 
의해 450BC에 계획됨. 

〈도면 4> Piranesi에 의해 재구성 된 고대 

로마의 도시형태 

3) Lewis Mumford , The City in History , A Havest!HBJ Book , 1961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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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시대였다. 따라서 중세도시의 형태는 크게 교회와 상인 두개의 커다란 

세력집단에 의해 특정지워지며， 이들은 도시 속에서 광장과 길을 중심으로 한 시장(market 

place)과 교회건물 및 그 전면 광장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장소(re1igious place)를 도시형태 

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주로 성곽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부분의 중세도시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봉건영주들의 

착취와 세력다툼으로 시민들의 생활은 어려웠으며， 국제무역과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상 

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유기적 성장도시 (organic growth 

town)로 대표되는 중세도시의 시민들은 다충구조의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당시 

의 전형적인 주택은 저층부를 상업용으로 할애하고 고층부를 주거로 사용하며 지하는 가내수 

공업을 위한 생산공장으로 이용하는 복합주거양식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교회건물은 다른 어떤 구조물보다 높게 지어져 중세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가 되었으며， 이들의 상징적인 형태는 성곽과 함께 봉건체제의 보전에 필요불가결한 형태 

로 남게 되었다. 

- 르네쌍스의 도시형태와 사회적 특성 

15세기 이후의 유럽은 도시생활의 내용과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한 새로운 문화적 특성을 갖 

는 복합체로 구성된 도시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것은 바로 무역에 의해 부를 축적한 중세상인 

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한 중상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정 

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국민국가가 출현하며， 중세의 군사기술과 수도원이 중심이 된 학문적， 

기술적 축적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더구나 중세의 정신적 지주였던 

교회의 타락과 함께 새로운 금속과 화약의 발명 , 지동설의 주장과 항해술의 발전 등은 사람들 

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의 시각을 뒤바꾸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새로운 질서의 재편은 강화된 왕권의 확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중세의 좁고 휘어진 골목 

길을 넓고 광활한 길로 만들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로 도시의 건물은 

고층화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도시인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쌍스는 새로운 기 

〈도면 5> 전형적인 중세의 성곽도시형태 



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 I 225 

법의 회화와 조각， 문학까지도 과거의 종교적 틀을 벗어나 인간본위의 사실적이고 감각적이며 

반항적， 반기계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도시의 경우에는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는 도시계획과 

축을 강조하는 대칭적인 건물배치， 완벽한 원근법을 도입한 가로의 설계， 기하학적 미를 강조 

하는 정원과 조경설계는 추상적인 수학적 방법론과 기계적 물리학에 바탕을 둔 획일화된 질서 

의 표현이었다 4) 

- 바로크시대의 사회체제와 도시형태 

제도와 법률， 관료체제의 확립과 군사력의 신장으로 강화된 왕권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강력 

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도시를 새롭게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집중은 사 

회전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개념마저도 달라지게 하였으니， 이는 

공간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며 완벽한 질서 속으로 환원시키면서 연속성을 강조하는， 즉 공 

간을 정체된 상태가 아닌 운동과 시간이 결합된 동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었다 5) 알 

베르티나 팔라디오의 길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당시의 광활하고 곧게 뻗은 대로는 

왕권의 위대함과 위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뿐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실용성을 가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스만의 파리개조계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 

었으니， 바로크도시의 형태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 

진 결과라 하겠다. 

바로크시대의 도시계획가들은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공 

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고정시키려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기하학적 체계를 도시계획에 적용시 

킴에 있어 단순하고 합리적인 제약과 질서에 의해 설정된 지침에 따라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그 

렇게 구성된 도시는 오로지 절대적인 지배자를 위한 건축적 독재의 표현이었으며， 그들 도시는 

강력한 행정규제에 의해 보전될 수 밖에 없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도시공간의 구 

〈도면 6> 르네쌍스새대의 Florence 중심부 

〈그림 3> Villa of Este의 전경 

4) A.E.J. Morris. Historyof Urban Form. John Wiley & Sons. 1979. pp.121-123. 
5) Lewis Mumford. 전게서.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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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기하학적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17세기의 형식적인 정원과 공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궁전과 공공건물‘ 감욱과 정신병원의 건축은 바로크시대의 정치상황을 완벽하게 상 

징화하고 있다 6) 바로크시대의 도시는 이처럼 질서와 규제에 의해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건물 

들로 가로의 전면이 장식되는가 하면 권위를 상정하고 시민을 복종시키게 하는 궁궐과 감옥‘ 

청사건물의 이변에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시민들의 초라한 집들로 가득차 있었다 

절대권력과 부 ， 군사력과 행정체제의 막강한 힘으로 새로운 도시체제를 구축한 바로크시대 

의 도시계획은 피에르 랑팡의 워싱턴시 도시계획에 결정적인 역할7)을 하게 되지만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환경 속에서 바로크의 도시형태가 재현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당시 

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정부가 들어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함에 있어 공화주의 

적 신념에 가득찬 프랑스의 장교 랑팡을 초대했지만 그는 미국의 부족한 재원과 자유방입주의 

적 사회관， 그리고 계획의 저변에 깔린 정치적 이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랑팡의 계획은 단지 

중앙집권화된 강제와 통제에 의해 부과된 정태적 모습을 1세기가 지난 새로운 시대에 옮기는 

것일 뿐이었다 이미 퇴색해버린 바로크적 세계관은 성장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조적 혁 

신을 부르짖는 미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으며， 바로크시대의 강력한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 

은 계획의 실현은 많은 장애에 부닥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토지소유자들과 투기꾼들의 참 

여가 노골화되면서 랑팡의 계획은 도시의 주된 가로망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소위 위대한 워싱턴 도시계획은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보다는 도시자체의 상징 

성과 외형적 질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통제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이는 바로 

바로크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전기가 되었다 

〈도연 7> 바로크의 전형적인 도시와 조경의 형 태를 보여주는 베르사이유 궁전(1746) 

6) Lewis Mumford 상게서 p.395 
7) Lewis Mumford ‘ 상게서 ‘ pp .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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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오스만의 파리 개 조계 획 

흩샤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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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1811년에 수립된 맨허턴의 도시계획 

〈도면 10> 맨허턴의 블럭 및 획지계획 

2) 산업혁명과 근대 도시의 출현 

자본의 축적과 산업도시의 출현 

바로크시대의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세력을 키워왔던 군대는 자체적으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개발과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으며， 관료체제와 결 

탁하여 부를 축적한 산업자본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하여 기계적 공장 생산체제 

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새로이 발명된 기계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 

장제 생산이 가능해진 산업구조는 보다 편리한 수송과 원가절감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 

역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새로운 공장도시의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건장한 숙련 노동자들만이 할 수 있던 일을 비숙련공언 어린이나 여자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초기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높아지게 되자 농촌의 인구는 보다 나 

은 수입을 위해 대거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 영국의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방직공업은 산 

업혁명 이전부터 상당한 진전을 보여 인구의 규모에 있어서는 이미 런던을 능가하고 있었으며， 

Birmingham과 Leeds 같은 공장도시들도 증기기관과 기계의 발달과 함께 산업도시의 기반 

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8) 

당시의 공장도시들은 대부분 중세의 도시기반을 주축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공장들도 제한 

된 토지위에 밀집된 형태로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도시의 중심부는 주로 보석상이나 양 

8) James E. Vance , J r. The Continuing City,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1990,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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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 또는 고급점포들로 구성되었으며 은행가‘ 변호사 고급관리 등 도시의 부유계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되었다. 한편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여관이나 호텔이 들 

어서고 도시의 후미진 곳은 중심지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서민의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은 지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버밍험과 같은 도시에서는 서민들의 밀집지역을 제거하여 도 

시의 미관을 정비하고 도시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발계획이 1876년 

Joseph Chamberlain에 의 해 시 도되 면서 소위 ‘main street' 의 개념 9) 이 도입된다 이 배 

경에는 나쁜 환경은 사람들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슬럼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환경결정론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계획이념은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문제 

를 도외시하고 증가되는 도시인구의 수용을 위한 주택마련에도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도시의 주택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기에 이르러 도시서민 

의 밀집주거지는 슬럼으로 변해 도시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산업혁명 초기에 나타 

난 이와 같은 도시문제는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노동생산력을 증대 

시키고 보다 좋은 조건하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함께 새로운 이상촌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기차가 등장하면서 도시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철도회사들은 도시 

내에 철도를 부설할 때 서민들의 밀집주거지를 관통해 주기를 시당국으로 부터 요청을 받은 바 

이는 도시내에서 닥후된 주거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기차가 발생하는 소음과 연기를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두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이 

로 인해 도시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값비싼 철도요금 때문에 그들의 직장이 있는 도시로의 출 

〈그림 4> 구스타브 도레의 작품에 묘사된 산 
업혁명기의 런던 빈민계층의 거주지 
여 

9) J. Vance. Jr 전게서 . p.316 

〈그림 5> 구스타브 도레 의 작품에 묘사된 산 

업혁명기의 런던 빈민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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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철도요금의 인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1844년에 와서야 글 

래드스톤의 후원으로 노동자들은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 철도의 발달로 도시가 확산 

되면서 도시 중심부의 지가는 상승되고 주거지의 분화도 소득에 따라 현저한 분화현상을 보이 

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공장주변의 값싼 숙소나 중산층들이 이사해 간 노후주택 

에 세들어 살았으며 이들의 주거환경은 밀집되고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재건운동 

이러한 가운데서도 1832년 영국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과 1833년의 ‘공장법’ , 그리고 1848 

년 차트력의 ‘공중위생법’ 등은 도시의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배려에 있어 일대 전환점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11) 오래된 도시내의 가로망을 개선하고 건물의 위생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시각적 측면을 중시한 차트혁의 제안은 오스만의 파리개조계 

획과는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위군중의 효과적인 진압과 절대권력의 과시를 위한 상징 

가로서의 의미를 가진 오스만의 Boulevard 계획은 파리의 주요 기념물에 대한 시각적 , 기놓 

적 춧점을 중시하고 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그의 계획에 대해 베네블로는 광활한 

대로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살던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들의 집을 징발함으로써 신보수 

주의적， 신파시스트적 계획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기법이 1870년대의 유럽 대도시의 재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도시와 건축의 경향을 교통소통의 효율성， 대지의 건축적 이용 및 위생과 안 

전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다 

고 주장한 Camillo Sitte는 1889년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ct 

는 책을 쓰면서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에 만들어진 광장의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내 공 

공 공간에 대한 설계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미국의 격자형 가로망이나 오스만의 파리계획 등 

을 예로 들면서 짓테는 중세도시의 모든 요소가 파괴되었으며 기념비적인 건물과 그들로 형성 

된 가로는 도시형태의 기본이 되는 대지의 분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12) 그는 

광범위한 도시공간의 이용을 통해 적어도 비엔나의 링이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공간이 격자형 가로망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던 신대륙 미국은 뉴 잉글랜드지방을 중심으로 19세기 초 

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 1870년대까지 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가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위시하여 147ß나 되기에 이르렀다 13) 미국의 대도 

10) J. Vance , J r. 상게서 , pp.317-326. 
11) Martin Pawley, Architecture Vs. Housing , Praeger Publishers , 1971 , p.12. 

12) Camillo Sitte , G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 translated by G. Collins 
& C. Collins , Rizzol i, 1986 , pp.229-237. 

13) J. Vance , 상게서， pp.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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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은 풍부한 자원과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급격 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점차 도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철도의 발달과 함께 시카고와 세인트 루이스 등은 중서부 

지방의 상업과 공업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1871년 대화재로 폐허가 된 시카고의 재건을 

계기로 활발해진 건축활동을 주도하던 다니엘 번함은 옴스테드와 함께 1893년 시카고 세계박 

람회장의 설계를 통하여 바로크양식의 재현을 시도하였다. 그는 도시의 미는 개별건물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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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과， 그들의 질서정연한 배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건물과 건물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하였다. 그의 실용주의적인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생각은 옴스테드의 체계적이고 풍경화적인 도 

시공원계획과 함께 그 후 보스톤과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등 미국의 도시계획에 커다란 영향 

을 끼쳤으며， 이는 바로 도시미화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 이상도시의 이념과 전원도시 

1817년 스콧트랜드에서 방직공장을 경영하던 로버트 오웬은 인구 1 ， 000명 정도의 소규모 

공동사회를 위한 이상적인 주거단지인 Village of Unity를 계획하였으나 주변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 하모니란 주거단지를 건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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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하노버시의 계획안 A 토지소유상 
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안， B 
Sitte의 계획안 

〈도면 12> Sitte의 Lucca시 광장 분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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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된다 14) 이때를 전후하 

여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 동 사회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주거환경의 문제보다 더 절실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작가이자 도시 

계획가였던 찰스 퓨리에는 Phalanstere의 계획을 통하여 비사회적인 소규모 단독주택을 배제 

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사회의 건설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정치적 철학적 사상 

은 19세기 중반 표랑스와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도시형성의 기본단위를 다세대 수용의 단일건물로 보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시키려 했다. 그의 혁신적인 사상은 당시 신고전주의를 

신봉하는 부유층의 반발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 그의 

사상은 주로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유럽의 경우 프랑스의 장 고탱이 계획한 

파밀리스테르계획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퓨리에의 이상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이후 많 

은 이상도시안들이 만들어지고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으며， 1910년 이스라엘의 키브츠촌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퓨리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에 

베너즈 하워드였다. 그는 그의 저서 ‘내일의 전원도시’ 를 통하여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근대 도시계획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그의 전원도시이론은 영국의 

도시계획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영국과 미국의 신도시와 주거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하워드는 그의 이상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념적인 다이아그램의 형태를 띤 그의 전원도시이론은 기독교적 온정주의와 합리성을 내세 

우면서 ‘사회적 도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림 6> 로버트 오웬의 Village of Unity(817) 

14) 양융재， 공동주택단지의 계획개념과 우리의 현실， 주택44호， 1983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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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전원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되 , 자족적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15) 그는 과도한 토지의 투기에 의해 도시의 기능은 왜곡되고 사회적 

결합으로서의 도시는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부의 책임하에 도시의 기능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제안한 전원도시의 

중요한 가치는 도시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로서 통합하고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시 

키는 유기적인 도시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실험해 보 

고자 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던 맑스와 앵 

겔스는 자본가들의 온정주의적 사회이념을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사회 

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미래사회의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중산계급이 주도하는 민간단체들은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엄대료의 책정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대도시들을 중심으 

로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의 사택단지가 솔테르， 포트 선라이트， 본 빌 등 

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1902년에 하워드는 기업가인 캐드베리와 레버의 요청으로 런던에서 약 

60 km 떨어진 레치워드와 웰윈에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이와 같은 신도시 건설은 1946년 

신도시건설법의 제정으로 런던 교외를 비롯하여 영국 전역에 15개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계기 

가 되었다. 1908년 언윈의 햄스테드계획도 하워드의 이상을 현실에 옮기는 데 많은 공헌을 하 

였으며， 루이스 멈포드와 클레런스 스타인， 헨리 라이트의 래드번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했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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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농촌벨트 

〈그림 8> 전원도시의 일부분과 중심지 

15) Ebenezer Howard. Garden Cítíes of To-morrow. Edited by F.J. Osborn. MIT Press. 
196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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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 1차대전이 일어난 이후 유럽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전후의 도시복구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주택의 대량생산과 설계의 합리적 

방법을 위한 연구가 르 꼬르뷔제와 월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진행되었다. 01들은 주로 새로。1 

개발된 콘크리트 조립식 공법에 의한 건물의 설계와 슈퍼블럭을 이용한 도시의 구성으로 기존 

의 도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꼬르뷔제의 파리개조계획 (1922)은 그의 도시관과 

건축이념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 꼬르뷔제가 주축이 된 CIAM의 도시 

에 대한 태도에서도 기능주의적인 사고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도시관에 의하면 기존의 도시는 사람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며， 오래된 구시가지는 새로이 

발전되는 기술의 도입이나 변화되는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기존의 것을 그대로 두고서 도시를 개선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며 경제적인 

효과도 감소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주거와 업무， 생산과 소비， 활동과 

휴식 등 기능적으로 분명하게 구획되어짐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형태적으로 명료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16)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CIAM의 도시관은 그 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건축뿐 아니라 도시 

개발과 주거지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1950년 

대 후반까지 건축과 도시계획분야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시는 기계로 

상징되어지는 산업화의 결과물로서 형태적으로 획일화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주거와 업 

무， 상업과 위락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뚜렷한 구분을 통하여 도시는 발전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적 변혁을 상징하는 도시의 중심부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주변부의 주거 

지로 상정되는 신도시의 건설만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기능주 

의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기계적 미학논리의 토대 위에서 공간의 명확한 구분과 형태적 간결성 

을 추구하는 건축의 이념을 구현하고，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배제함으로써 모든 건축과 도시 

는 발전된 기술과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산물로 인식하는 신식민주의적 사고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에서는 국제주의의 양식이， 도시에서는 기능주의적 계획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1년 ‘위대한 미국도시의 삶과 죽음’ 이라는 책을 통하여 그때까지의 도시와 건축의 주류 

를 이루어 왔던 모더니즘에 정면으로 대향한 제인 제이롭스는 도시는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가 

진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가치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17)고 주장하면서 도시의 

16) David Gosling. Definitions of Urban Design. Urbanism. Architectural Design Profile. 
198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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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9> 르 꼬르뷔제의 파리개조계획 0922-46) 

길은 꼬르뷔제의 도시계획안에서 제안된 황량하고 삭막하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니 

라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양한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머물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은 물리적 환경을 

설계할 경우 설계기준이나 표준화된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규격화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환경을 획일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도시 속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곳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획가들의 설계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18) 

- 모더니즘의 비판과 새로운 도시건축이론의 전개 

TEAMX의 한 구성윈이었던 Aldo van Eyck는 1962년 Royeaumont 회의에서 ‘House 

is a city, city is a house' 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도시와 건축관을 설명하였다 19) 그에 따르 

면 건축과 도시는 나무와 잎과의 관계처럼， 잎은 하나의 작은 나무이며 나무는 하나의 커다란 

잎에 비유될 수 있다는 소위 소우주론적 개념으로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Christopher Alexander는 도시는 나무가 아니라 변형 

된 격자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는 각 요소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합관계로 구성되어 

17) Jane Jacobs ,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 New York 1961 
18) Q, Broadbent , 상게서 , p.139. 
19) 양윤재 , 건축과 도시 , 건축문화 1984 , 10월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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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여러가지의 다양한 다이아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설계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만드는 일이며， 상황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형태와 상 

황의 조화에 의해 훌륭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가가 어 

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패턴을 알아내야 하며. 여러 패 

턴의 조합과 결합을 통하여 전체로서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는 1977년 도시와 건물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접근방법을 연구한 ‘Pattern 

Language' 에서 각 패턴은 환경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 이들 패턴은 도시공간의 설계 

에 주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오레곤시를 대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한편 1960년대를 전후하여 Aldo Rossi. Mario Zenuso. Vittorio Gregotti 퉁 이탈리아 

의 소장 건축가들이 주축이 된 Tendenza는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에서 유래하는 건축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의 도시와 건축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로시는 1966년 ‘도시의 건축’ 이란 책을 발표하면서 도시는 건물과 대지， 그리고 그들의 결합 

관계로 구성되며 20) 이런 요소들의 서로 다른 유형 속에 내재해 있는 기본구조를 찾아내려 하 

였다. 그는 또한 도시에서 역사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건축은 기존의 연대기에 집착한 건축사 

나 사회학， 또는 그밖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배제한 건축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축은 건 

축가의 사상적 표현임과 동시에 구체적 실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로시의 도시건 

축관은 건축의 유형은 건물간의 다양한 공간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 도시공간도 이들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체적인 유형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소라는 개념도 물리적 환경이라는 의 

미보다 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으며 도시의 역사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인공 

구조물들이 가지는 스타일에 따라 그 시대의 특정을 결정짓게 되기도 한다. 로시가 주장하는 

바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서 벗어난 건축 자체만의 분석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건축 

의 순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Per una critica del l' . ‘Ideology architectonica’ (1969) . ‘Pregetto e Utopia' 

(1 973) . ‘L’ Architecture dans le Boudour’ (1974) 등 일련의 자본주의 도시와 건축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의 책을 쓴 Manfredo Tafuri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자 

본으로 어디에서건 도시계획가들을 짓밟을，수가 있으며 도시란 이들이 가져다 준 세금과 고용 

기회 , 그리고 구매력 등에 저항함으로써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주 

의적 노동분할을 재분배하고，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노동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역학 속에서 책임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사 

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일과 맘시즘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자본주의의 도시는 영여가치의 창출을 위한 기계와 같은 구 

20) Aldo Rossi. Architecture of the City. Oppositions Book. MIT Press. 1988. p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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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써 공장제적 생산방식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는 마비되고 회색의 도시로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 21) 바우하우스 운동이나 이에 적극 가담한 몽들리안， 그리고 디 스될의 

예술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하거나 기계적인 형 

태를 이상화시킴으로써 산업도시의 기계적 가치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건축을 

포함한 예술과 디자인은 사회비평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계몽주의시대로부터 추구해 온 

유토피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낳은 기계적인 도시를 인정하고 자본 

주의를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최선을 다해 자본주의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타푸리는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타푸리의 유토피안적 견해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신봉하 

지도 않으며 건축의 순수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건축가들로는 Aldo Rossi. Aymonimo. 

Krier Brothers. New York Five(Eisenman. Graves. Gwathmey. Hejduk. Meier) 

등이 있다. 

로시와 함께 1970년대에 들어 신합리주의를 주장하는 Robert Krier는 Stuttgart의 

Leinfelden(970) 작품에서 그의 유형론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유럽의 약 

350여개 주요 도시의 공간분석을 통해 도시공간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20세기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시공간을 잠식하였는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는 도시가 가로와 광장， 그리고 

공개공간 등의 형태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 기본요소의 형태는 상호간에 결합과 분리， 병합과 

중첩， 왜곡과 교차현상이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도시 

의 물리적 형태는 가로와 광장，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건물의 입면과 단면에 의해 결 

정"22) 되기 때문에 이들 건물을 유형화함으로써 도시를 훌륭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와 함께 Leon Krier는 1973년 룩셈브르그 주민들에게 “지난 20년동안 유럽의 도시와 조경은 

범죄자들에게 맡겨져 왔으며， 지금이 바로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해 깊이 반성할 때다. 우리는 

이제 유럽의 전통과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격과 크기의 가로와 광장을 만 

옮으로써 도시를 재구성할 수 있다"23)고 제창하면서，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한 ‘자고， 일하고， 

소비하는 것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도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Aldo Rossi. Rob & Leon Krier. Alan Colquhoun. Aymonimo 등을 비롯한 신합리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역사적 연속성과 도시의 분석으로부터 도출해 낸 건물의 유 

형， 건물과 건물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공간의 유형과 함께 도시내 인공구조물의 물리적 구조 

를 도시라는 전체로서의 맥락에서 채구성하고자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유형론을 

연구하는 Vidler는 이를 제3의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건축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건축자체 

로서의 유형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영역에서 도시의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21) G. Broadbent. 상게서 . p.158. 
22) Rob Krier. Urban Space. Academy Editions. 1979. pp.16-22. 
23) G. Broadbent. 상게서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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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 I 

〈그림 10> Rob Krier의 광장 유형 분석 

의하면 Laugier의 Primitive Hut을 건축의 본성으로 보는 제 1의 유형과 산업혁명 이후의 

기계적 생산에 의한 효율성의 추구가 건축과 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공장제 생산에 의한 조립식 

건물의 등장‘ 그리고 ‘주택은 삶을 담는 그릇’으로 대표되는 묘르뷔제의 기계적인 도시관 등을 

제2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제2의 유형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화된 도시 속에서 보 

다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하나 

의 기계적인 부품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파멸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1961 1건 Gordon Cullen은 그의 저서 Townscape에서 ‘건축에 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 

럼 그들의 관계에서도 예술성이 존재한다. 즉 건물과 건물들， 자연의 나무와 물， 가로와 광고 

물 등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마치 한편의 연극이 연출되듯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작하는가에 따라 환경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들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분 

석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일깨워 줄 수 있다’ 

24)고 주장한다. 그는 도시를 시각적， 장소적， 내용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과 장소성의 의미， 그리고 장소가 담고 있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체 

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보스톤시의 중심지를 고유한 이미지로 재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한 Kevin Lynch는 ‘모든 시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내의 어떤 지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들이 가진 도시의 이미지는 그들의 기억과 의미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도 물리적인 요소 만큼이나 중요하다’ 25)고 말한다. Lynch는 

24) Gordon Cullen. Townscape. Van Nostrand Reinhold Co .. 1961.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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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지속적인 도시형태 연구를 통하여 기 

존의 계획이론이나 기능주의이론이 가지고 있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와 

정주형태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도시의 형태가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규범이론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 

는 특히 도시형태의 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능주의 이론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대 

로 수용할 수 없는 정체된 상태로서의 도시관 

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시는 개인이나 집단의 합 

목적적 행위의 산물이며， 인간은 스스로가 그 

들이 만든 도시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로부터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다26)고 설명한다. 

도시환경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환경 

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가 

Robert Ventury와 Scott Browne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은 1972년 펜실버니아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Las Vegas의 상업가로를 대상 

으로 가로뻔 건축의 형태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를 정 리 한 책 , Learning from Las 

Vegas에서， 근대건축의 순수하고 추상적인 형 

태들은 그들 형태들의 고유하고 외형적인 특성 

을 통해 필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Las Vegas의 거리는 기호와 문자에 의해 모-

環境論蕭 第三十-卷(1993)

〈그림 11> G , Cullen의 경관의 연속성 분석 

〈그림 12> K. Lynch의 보스턴 중심부 이미지 

분석도 

든 의미가 전달되며， 도시공간은 이와같은 거대한 광고물에 의해 점유되어 버렸기 때문에 건축 

과 가로경관은 공간의 구성요소로서의 충분한 의미전달이 어렵게 되어버렸다27)고 결론짓고 있 

다. 이 연구는 현대의 미국 대도시에서 자동차가 보편화되었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상 

25) Kevin Lynch , Image of the City , MIY Press , 1960, pp.1-2. 
26) Kevin Lynch , Good City Form , MIT Press , 1981. pp.327-343. 
27) Robert Ventury, Denie Scott Brown , Steven Izenour , Learning from Las Vegas , MIT 

Press , 1977 ,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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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도시경관에 대한 의미전달은 모더니즘 건축이 건축물 자체로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 

다는 개념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Las Vegas의 도시공간은 중세의 도시처럼 건물에 

의해 구성된 것도 아니고 르네쌍스의 건축과 같이 균형과 비례를 가진 것도 아니며 바로크도시 

에서 나타나는 획일화된 질서도 없는 그렇다고 근대건축과 도시의 자유로운 공간의 구성방식 

과도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분석기법이 전혀 새로운 

도시공간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Robert Ventury는 1966년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ohitecture’ 을 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그의 주요 관심사가 ‘과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재’ 에 있음28)을 밝히고， 건축에 있어서 복합성과 대립성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Vitruvius의 건축이 세가지의 대립요소인 ‘일용성과 견고성， 그리고 즐거움’ 을 가지는 복합 

적이고 대립적인 것이라면. 20세기 후반의 건축은 ‘프로그램과 구조， 기계설비와 표현’이라는 

네가지의 요소들이 향상 대립관계에 있으며‘ 건물이 크건 작건， 복잡하건 단순하건간에 그런 

대립관계는 항상 존재한다고 말한다. 건물이 커지고 도시상황도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건축 

은 점점 복합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의미의 간결성보다는 풍부함을， 기능적으로 분명한것 만 

큼이나 애매한 것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는 건축에 있어 양자 택일의 논리 보다는 둘 다를， 때 

로는 중간적인 입장을 선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게 있어 좋은 건축이란 모든 것이 배제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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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 Ventury의 공간속에서의 광고물 비교 분석표 

28) Robert Ventur 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 Y. 1966.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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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건축에서는 불가능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의미가 우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건축과 도시분야의 흐름은 구조주의 이론을 응용한 기호와 상 

징， 심리학에서 논의되던 행태 및 환경심리학， 인문사회과학에서 현상학，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부터의 생태학 등이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의 토대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Donald Appleyard , John Lang , Kaplan , Amos Rapoport , Christian Noberg

Schulz , Al tman , Oscar N ewman , Whyte , Peter Hall , Sommer 동에 의 한 계획과 설 

계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분야에서의 적용은 1980년대까지 도시와 건축 및 조경분야에 많 

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 전통적으로 직관적이거나 때로 

는 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존하던 설계의 과정을 보다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 

에 의지한， 그래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여러 

관련분야간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연구와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29) 

이와 함께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도 도시지리학분야에서 Conzen(1960) , MuratorH(963) 

퉁에 의해 시도된 이후 건축분야에서 도시역사와 관련시킨 유형론과 도시형태 연구가 Rossi , 

Aymonino , Krier 동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1978년 ‘Collage City' 를 공동으로 저 

술한 Colin Rowe와 Fred Koetter는 Rossi와 Krier와 마찬가지로 꼬르뷔제의 유토피아적인 

도시건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도시와 건축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도시란 

영국의 마을이나 이탈리아의 언덕마을， 그라고 북아프리카의 원주민 마을과 같이 이름모를 사 

랍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서， Collage 기법에 바탕을 둔 업체파와 후기 입체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Amedee 

Ozenfant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도시의 경관은 과거의 모습처럼 꼴라쥬로 채색된 광경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18세기 후반의 풍경화처럼， 정돈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착， 보통사람들에 의해 가꾸어진， 합리적인 것을 싫어하고， 다양함을 좋아하며. 영국의 

건축적 전통이라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색있는 것으로 도시의 경관을 해석하고 있 

다 30) 로마와 파리와 런던， 베르사이유와 헤드리안 빌라 등 유럽의 도시와 건축을 예로 들면 

서 정형과 비정형， 전통적인 질서와 규칙.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과 시민의 참여에 의한 설계과 

정， 정교한 기술과 투박한 어림짐작으로서의 셜계라는 이분법적 논리 속에서 그들은 꼴라쥬 기 

법의 적용으로 이상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도시설계의 대두와 도시상황의 변화 

195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도시와 건축분야에서의 새로운 움직임과 이론 

29) Anne V. Moudon , A Catholic Approach to Organizing What Urban Designers Should 
Know,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 Vol. 6, No. 4, 1992, pp.331-332. 

30) G. Broadbent , 상게서 , p.263. 



도시설계의 분야발전과 제도정착을 위한 연구 I 241 

적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때까지 세계적으로 건축과 도 

시계획분야의 이념적 토대가 되어온 모더니즘은 소장 건축가와 학자들의 계속적인 비판 속에 

서 첨단화되는 산업과 기술의 수용， 냉전체제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탈이념적 건축사고， 그리고 

국가주의와 전통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혼란된 상태가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 

럽의 각국은 제2차대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의 복구를 위한 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었으며 , 미국의 경우도 전후의 경제적 붐을 타고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전까지의 도시개발은 대단위개발을 위주로 하는 기능주의적 이엽과 기계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규제와 획일에 의한 도시계획과 건축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방식 

의 도시개발이 결코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 무질서하고 개별적인 개발의 난 

립을 방치할 경우 도시환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시개발을 주도하던 전 

문가와 행정관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도시개발에 대한 기존의 건축과 도시계획의 역할에 대해 Michael Pittas는 ‘1960년대 이 

후의 세계적인 건축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되어진 최신의 유행적인 건축의 

전파에 더 많은 관심올 쏟게 되었고， 절박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건축교육뿐 아니라 실무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도 인간 

의 생활과 환경을 중요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의사과학적 축소주의에 의해 인간본위의 계획적 

인 측면이 도외시당하고 도시계획의 실천적인 방법과 기술은 순수학문으로서의 과학으로 바뀌 

어 버혔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의 관심보다는 추상적인 이론을 더욱 중 

요시하게 되어 버렸고， 종합적인 전문분야로부터 필요이상으로 세분화되고 특화되어 버렸다’ 

31)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1960년 연방정부의 건축법 30조에 지구상세계 

획을 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의 특정구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상세한 집단적 건축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시개발과 규제의 수법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프 

랑스와 이태리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뉴용의 Broadway 극장가를 재건시키기 위한 도시설계 

가 J onathan Barnet에 의해 주도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실정과 도시설계의 도입배경 

이처럼 도시설계는 1960년을 전후하여 대두되기 시작한 도시개발에의 새로운 방법의 필요 

성과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방법을 실무분야에 적용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설계의 펼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기 

존의 학문분야나 실무분야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없 

거나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측면이 나타나서 도시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개발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31) E. Berkeley, Seeking an Agenda for Urban Design , AIA Journa1. Feb , 1980,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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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우리나라r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1960년대초 전면적으로 개편된 이래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도시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더우기 도시환경의 질에 대 

한 관심과 전통성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의 통제나 유도수법에 대한 필요 

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는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올림픽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상황속에서 도시설계라는 새로운 도시개발과 관리기법의 도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 

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978년 정부는 당시의 불안정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조직을 정부내에 

두고， 실무적인 작업을 위해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산하에 지역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당시 선진 외국으로부터 도시설계에 관한 새로운 분야를 연구 

한 작업팀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한편， 주택과 교통， 공해 등 도시환경 전 

반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가 지역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갔다. 그 당시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과 건축 및 조경분야는 행정수도계획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도시계획과 건축 등 도시셜계 관련 분야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79년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최로 도시셜계 

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부분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과과정 내에 도시설 

계 관련 교과목이 교육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80년대초 사회적인 혼란이 점증될 무렵， 정부는 ‘도심부 내의 건축물 

에 대한 특례’ 조항을 건축법 8조 2항에 신설하고 세종로를 비롯하여 종로， 을지로 등 ‘서울 

시 도심부 간선가로변 도시셜계’ 를 시발로 ‘잠실지구 도시셜계’ 와 ‘테헤란로 도시설계’ 등 올 

림픽 준비를 위한 도시설계를 작성하였으며， 1992년말 현재 총 21개 지구에 대해 도시설계를 

입안하였으나 그 중 12개 지구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9개 지구는 현 

실의 여건에 맞지 않아 유보되거나 폐기되어 버린 실정에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부는 1991년 

도시설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설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법내의 도시설계관련 조항을 대폭적으로 개선， 확충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설계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20조를 신설하여 상세계획을 도입한 바， 기존의 도시설계와 그 목적이나 성격， 계획의 기법 

과 규제기준 둥이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목적과 내용을 가진 두개 

의 제도가 서로 다른 법적 위상과 장치 속에서 별개로 작용될 때 야기될지도 모를 행정체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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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찰과 개발주체 및 계획주체가 갖게 될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영역 정립 

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제도적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뒤이어 발표될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도시셜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도시설계의 이론 연구를 통하여 도시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도시설계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셜계의 실천적 수단으로 

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와 전문분야로서의 도시설계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 

고 그 한계를 밝혀봄으로써 도시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앞으로 도시설계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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