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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산물이다.

우리나

라 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앞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최근에 신도
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1977년 안산신도시
를 시작으로 1979년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과천 신도시, 1989년 분당․일산
등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화성․판
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
적 개발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도 변화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생성되고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본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수도권 신
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개발 여건과 신도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발전과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여 계
획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야별 중점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
성 지표로 각각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주민참여
와 사회적 혼합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자족성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1989년 계획된 분당, 2003년의 판교, 2008년의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수도권 신
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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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였
다. 환경생태는 평면적인 공원녹지계획에서 생태순환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으
로,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실시에서 주민협의회 사전설명 등으로 확대되
었고, 사회적 혼합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분리형’에서 ‘단지 내 혼합형’으로 발
전하였다.
그러나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등은 경제사회발전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
려웠다.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분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한 시대적 요인 보
다 신도시의 입지여건에 따른 모도시와의 거리, 신도시의 인구규모와 개발목
표, 토지가격, 분양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도시 환경
생태분야 발전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의
해 선 시범사업 후 환경계획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개발밀도는 구체적인 제
도화보다 상한선 제시 등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다. 수도권 규제 정책 하에서
신도시에 생산기능의 자족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혼합개발은 도시규모에서는 혼합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단지규모에서는
구체적인 혼합방법에 대한 세부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화 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간접적 주민참여는 발전되었으나 주민
들의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는 신도시개발 담
당 부처에서 주택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혼합이나 개발밀도와 같이 제도화가 되어
도 주민민원과 시장기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지표는 제도화 합의
가 어렵거나 제도화가 되어도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혼합의
경우 구체적 지침에 앞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밀도’와 같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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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시장여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와 같이 당위성이 강하여 공공
이 결정하는 분야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 견제기능이 필요
하다. 환경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발달에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화의 지연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셋째, 현재 개발계획과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과 ‘사회통합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이고 일률적
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족성 확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여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시계획 변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단지계획에 대한 변화과
정이나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치
중하여 계획변화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 본 연
구는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
한 개발측면에서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
하여 신도시계획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의 신도시개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개발도
상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
는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개
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속가능한 개발, 신도시계획의 변천,
주민참여, 사회적 혼합, 자족성

학 번 : 989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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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이를 위해
많은 도시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
적으로 단기간에 조성되기도 하는 데 통상 이러한 도시를 신도시라고 부른다
(삼성경제연구소, 1997). 이러한 신도시 계획과 실행은 인간 정주환경의 역사
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이다(Golany, 1976).

2012년 현재 수도권에

는 판교, 위례, 화성 등 12개1)의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다. 1980년대 말 시작
된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조성이 완료되어 약 120만 명의 주민들이 입
주하여 살고 있다.
선진국에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신도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 1960년대
많은 신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가 1980년대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한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늦게 2,000년대 들어 폭발
적인 신도시 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아프리카의 알제리, 아시아지역
의 이라크,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도시개발이 진행 중
이다. 선진국의 신도시개발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도시화 현상이 아
직도 현저한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신도시가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신도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 단계에서 발생되는 시대적 산물로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왔다. 사회경제적 개발여건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대도시가 당면하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듯
이 신도시개발의 목적과 유형도 시기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류중석, 1996).
한편 계획 당시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계획의 총체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1) 3개 신도시 외 동탄2, 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양주,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오산세교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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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게 되어 도시의 변화는 인간욕구의 발전으로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계획의 결과를 필요로 하
는 인간의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기술, 관리에
관한 것을 종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여홍구, 1978).
해방 이후 6.25 전쟁과 1970년대 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압축성장을 거듭하
여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
에 없었다.

1970년대 말 안산과 과천신도시가 개발되고, 1980년대 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화성․판교․김포 등 수도권 2
기 신도시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낙후지역의 기업유
치를 위한 기업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
서 신도시계획 변천과정을 고찰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사회경제적 개발여건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
도 시기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도시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
화하므로 그 도시가 역사의 흐름 중에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 지 아는 것이 중
요하다. 국가의 경제성장, 정치적 배경, 도시개발패턴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
지므로 도시를 개발하는 시점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하는 개발
여건에 부합되는 발전방향과 계획이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신도시 변화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시간적 단계에 따라 일어나는 신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우
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신도시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자기들 나라에 전수2)해주기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여 미래
2) 선진국들은 1980년대 신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그 경험이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경험을 갖고 있고, 우리의 경제개발 시작이 그들과 같이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하
였다는 점에서 개발대상국들의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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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아울러 해외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
을 위해 그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발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의 모습도 달라진다.’ 라는 가정 하에 “우
리나라 신도시가 경제사회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라 지속가능성도 증가 하였
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역할은 무엇 인가? “라는 문
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 신도시를 계획하
게 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보는 잣대로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계획적 교훈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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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신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보는 관점은 토지이용계획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
로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환경생태, 개발밀도, 주민참여, 사회적 혼합, 자족성 등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
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계획적 변화 과정을 사례 신도시를 대
상으로 고찰하였다.
사례신도시는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 중 입지적 특성과 개발여건이 서로
상이할 경우 신도시의 변천과정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
을 고려하여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를 선정하였다. 첫째, 수도권 신도시3) 중
강남의 주택수요 흡수라는 동일한 개발목적, 지역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에 입지하여 수도권 규제 내용과 신도시개발에 대한 지
방정부의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
되어 제도변화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용이하였으며, 세째, 정부투
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계속 사업시행을 담당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과 내
용 등에 있어 일관된 계획수법과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사례신도시는 수도권 내 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계
획여건 속에서 사회경제적 발달에 의한 신도시계획의 변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도에 의해 계획되어 제도변화와 사회적 여건과의 상관관계
를 이해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1)
한편 도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들이
제정된 196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례
신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사전환경
3) 현재 정부에서 부지면적 약 330만㎡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
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상 경제적 지속성확보를 위한 도시자족용지를 확보하는 기준도 면적 약
330만㎡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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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관련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표 1-1. 사례연구 신도시 개요
단위 : ha, 천인, 인/ha

계획시기

위치

총면적

계획인구

총밀도

개발법

분당

1989

성남시

1,979

390

197

택지개발촉진법

판교

2003

성남시

931

86

95

“

680

115

169

"

위례

2008

성남시/서울/

하남시
* 계획 시기는 개발계획 승인 년도4)
* 자료 : 국토해양부(2010)

사업시행자
토공
LH, 경기도,
성남시
LH

2) 연구의 과정과 방법
본 연구는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의 모
습도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 시간적 단계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여건의 변화와
이에 의한 정책의 생성·개정 등을 고려하여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
화과정을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신도시계획이 사회여건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체계화된 모델에 의한 도식적 평가는 자칫 왜곡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본 논문의 접근방법으로 신도시계획의 변천을 시대별로 분석하
기 위해 비교역사적 접근(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5)을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유형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신도시 개발백서, 정부의 출간물,
학술지 등 정기 간행물의 논문, 신문기사 등이며, 사례신도시 계획에 사업관리
4) 일반적으로 개발기본구상은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전부터 시작된다.
5) 사회과학접근방법의 하나로 역사상에 나타난 사회를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사회의 실제적인 진화를 고
찰하고 분류하며 한 양태 속에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해 가설을 정립한다(김광웅, 1989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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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직접 참여하였던 연구자의 비망록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론 연
구를 통해 분석의 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점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토
대로 사례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첫째, 도시개발
의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신도시개발의 변천 및 평가관련 연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의 신도시계획 변천
관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도시발전과 관련한 이
론들을 검토하여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
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신도시개발 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공공
개발사업인 신도시계획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제도의 생성되고 변화되는 배경
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분야
별 지속가능성의 주요 지표를 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사회적 이
슈가 된 보도내용, 세미나 주제 등의 빈도와 연구사례를 고려하여 환경적 지
속성 지표로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사회적 지속성 지표로 주민참여와 사회
적 혼합을, 경제적 지속성 지표로 자족성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지표의 개념과 평가내용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서 신도시계획 변화를 평가하였다. 첫째는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한 시기에 계
획된 신도시가 그렇지 못한 시기의 신도시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었는
가?”로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인간의 욕구단계가 높아지므로 그에 따라 지
속가능성도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신도시계획에 반영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가 선
행되었는가?”라는 관점이다. 이는 신도시개발은 공공사업이므로 정부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에서

경제사회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의 관계, 지속가능성 변화와 제도의 역할에 대
해 고찰하였다.
신도시계획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는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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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성적 연구의 하나인 사례연구는 “각 시대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그
리고 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하는 데, 그리고 사회적 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의 관계를 탐구하고 신도시계획의 변화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다(Yin, 1994 : 신동진, 2006).”
사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사례신도시 계획의 사업관리자로서 직접 참여
한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과 지속가능성, 신도시계획의 지속
가능성 변화와 제도의 역할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도시계획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7 -

연구과정

서

론

연구 내용

: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선행연구 고찰

◦ 신도시계획의 변천과 평가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고찰
: ◦ 도시개발 지속가능성 및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사례 검토(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
◦ 시사점 및 연구 방향 설정


이론 연구와
분석의 틀

◦
ㅇ
: ㅇ
ㅇ
ㅇ

문헌조사를 통한 관련 자료 분석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 도시발전 이론과 해외사례 고찰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 고찰
지속가능성 중점 지표의 도출 : 지표별 정의, 유형 등 개념 정립
사례연구를 통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례 신도시계획의 평가


사례 신도시
개발배경 검토

◦ 사례대상지 선정 사업추진배경, 개발계획의 목표 확인
: ◦ 분당, 판교, 위례 신도시 개발배경 및 기본구상 검토
◦ 관련 조사 및 평가 사례 등 현황 검토


지표별 관련
제도의 분석
사례
연구

◦ 환경적 : 택지개발촉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ㅇ 사회적 : 신도시계획기준 등 국토부, 환경부 지침
◦ 경제적 : 수도권 규제, 자족시설용지 관련규정


지속가능성
측면의
신도시계획
변화 고찰

◦
◦
◦
◦

환경적 지속성 측면 - 환경생태, 개발밀도
〃
- 주민참여, 사회적 혼합
사회적
경제적
〃
- 자족성
종합 : 정치, 사회, 제도적 변화 등 직간접적 원인과 영향 고찰


종합

:

◦ 경제사회변화와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ㅇ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과 제도의 역할

:

◦ 연구 결과와 시사점
◦ 연구의 의의


결론 및 제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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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신도시계획 변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신도시개발의 목적, 정책과 제도의 역할,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연계성 등 신
도시계획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련 정부정책과 신도시 및 주거
단지 계획의 변천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도시개발 정책과 제도 변천
도시개발관련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정책, 택
지개발관련 제도, 도시계획법,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토지 및 주택정책, 도시계획, 택지개발사업 관련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관
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토지정책과 관련한 연구로서 정희남(1995)은 해방 후
한국토지정책의 변천과정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과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지난
50년의 세월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토지정책의 역할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각 10년 단
위로 초기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추구하였다가 후반기에 수요억
제정책으로 변환되는 정책 기조가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토지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정부정책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박인석(1997)은 택지개발관련
제도의 변화가 주거단지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제도들이 우
리나라 주거단지계획이 아파트 단지계획을 위주로 전개되는 데에 직접적 영향
을 미쳤으며, 폐쇄적인 형태로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관행의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고 하였다.
권원용(1997)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성장을 경험한 나라에서 도시개발제도가 항상 현실을 앞
서지 못하며, 도시계획법의 제·개정과 관련한 시대적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제도변화의 저변에는 “거시적 경제사회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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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회구조와 입지의 변화, 지가상승과 자본축적운동,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
가와 도시문제의 심화, 정치적 변혁과 행정체제의 개편 등이 잠재되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종(2010)은 환경 분야
법률과 제도가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관련되는 공원
및 녹지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 내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정책
이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공원녹지율 증가에 기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2) 신도시계획 변천
가. 국내신도시 변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변천에 대한 연구로는 이종우(1995)가 우리나라 신도
시 토지이용에 대한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창원, 과천, 안산, 상계, 분
당 신도시를 사례로 토지이용계획상 중심상업지구의 입지와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중심지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명성(1995)이 한국
신도시개발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신도시개발 목적별 즉, 유해
공장 이전수단으로, 행정기능분담 기능으로, 대량주택공급수단으로서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은 주거단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사례는 한효덕
(2000)이 해방이후 우리나라 주거단지계획사조의 시대별 특성을 계획단위의
설정, 중심지구의 배치, 동선체계의 구성기법, 주동배치와 형태, 기타 계획기법
의 측면에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이규인 외(1997)는 주택단지 생활권개
념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최두호(2007)는 주거단지차원에서 계획과 관련
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과정이 사회현상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고찰
하고 국내 주거단지계획에 영향을 미친 주거단지 계획이론 및 해외 사례를 문
헌 조사를 통해 각각의 설계수법과 계획요소들을 정리하였고, 국내 주요 주거
단지계획에 적용된 계획요소 및 수법의 관점변화에 근거하여 생활권계획, 녹
지체계, 주거동의 층수계획, 블럭형 단위개발 등의 변천과정을 정리･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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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계획의 변천관련 기존 연구 검토 결과 주거단지규모의 물리적 계획관
련 변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신도시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그 사례가
적었으며 그 대상도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해외신도시 변천

해외신도시의 변천에 관한 사례 연구는 신도시가 최초로 시작하고 발달된
영국,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미국,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
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염돈민(1991)은 선진외국의 주택정책변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국 등 유

럽의 신도시 변천 관련 연구로서 이경찬(2001)은 근대 영국 도시생활구성체계
의 변천, 고병호(2000)는 영국도시 및 지역계획의 변천과정과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환(2001)은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에 대해 고찰
하였다. 미국의 신도시 변천에 대하여는 Forsyth(2002)가 미국의 1960년대와
70년대 신도시인 어바인, 컬럼비아, 우드랜드를 대상으로 밀도, 정체성, 사회적
균형, 경제성, 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계획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정형
(2002)은 미국 도시미관 규제시책 변천과정을, 김영모(1993)는 미국도시계획의
역사적 변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 신도시변천에 대한 연구로는 손세관(1996)
이 일본주거단지개발의 변천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류중석
(1996)은 일본신도시의 개발배경 및 목적, 개발방식, 공간구조 등의 3개 분야
에 대해 초기(1954년 이전), 중기(1954-1998년), 후기(1998 이후)로 나누어 시대
별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안정화(1993) 등은 일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였다.
해외신도시 변천에 대한 연구사례는 관련 정책 및 계획 특성의 변화과정을
다루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변화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가타가와
(1997)가 일본 신도시의 변화과정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은 우리나라 신도시 비교연구에 시사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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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평가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신도시건설로 인
한 부동산시장 영향 및 서민주거안정, 산업 및 고용 파급효과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반시설 문제, 자족성과 연관된 교통문제, 환경훼손
문제 등 신도시개발과정상의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연구 사례가 있다.
신도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사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4)의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정석희(2001), 배순석(2000) 황희연(2001), 이창수(2001) 등의 연구에서 부
동산시장 안정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대 등의 역할과 시행착오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춘호(2001), 장소영(1998), 박준필(1996) 등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국토연구원(2004)이 광역교통수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체계 연구를 통해 신도시의 분산형 집중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김보아(2005)는 분당신도시를 사례로 신도시 근린생활권이 개발이후 변화
하는 과정을, 김형선(2002)은 분당과 일산의 사례를 토대로 바람직한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신도시 개발의 평가관련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행상의 문
제점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보다 자족성, 환경, 토지이용 분야 중 특정부문에 대한
부분적 평가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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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여
러 국제기구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환경과 개발
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 우
리 후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현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WCED, 1987)이라고 정
의하여 개발사업 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분야로 ‘환경적 건강성’,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설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분야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이승일,
2000). 현실적으로 환경, 사회, 경제의 모든 요소에 대해 한계용량을 설정하기
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표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환경용량을 추정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인식 전환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용
량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영국, 1999).’는 관점 하에 다
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사례는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 적
용대상 등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다.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선행연
구는 국가, 지역이나 도시 그리고 지구차원에서의 지표개발로 구분되고 지표
분야에 따른 구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별 연구와 종합적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1) 공간 단위별 지속가능성 지표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관련 연구로는 정회성 등(2003)이 국가
및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경제활동부문, 생산요소부문, 환경

- 13 -

및 생태부문, 사회발전부문별 지수를 고려한 생태-경제 통합체계를 모형화 하
였다. 이러한 국가단위 지표는 주로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제21 등
국가기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환경부의 지속가능성 발전지표는 사회․환경․
경제․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6개 항목에 대하여 64개가 설정되었고
환경성평가지표는 OECD의 구조를 채택하여 환경․사회․경제 분야에 대하여
일반지표 162개와 대표지표 43개가 도출되었다(이용우외, 2003).

표 2-1. 공간단위별 지속가능성 지표 연구 사례
국가규모

도시규모

단지규모

건설교통부(2005)

지표개발

UNCSD의 PSR 지표

강동진 외(2005)

환경부(1996)

이재준(2005)

정회성외(2003)

이규인(2001)

이용우 등(2003)

진원형(1998)

이관규(2003)

김귀곤(1997)
지표설정 후
사례지구
평가

ICUN의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지표

변병설 등(2000)

미국 시애틀 지속가능성

윤소원(2001)

지표

진원형(1998)

환경부(2000)
지표에 의한
주민만족도
평가

박원규(1999)
양병이(1999)
김영환(2001)
엄붕훈 외(2000)

한국토지공사(2006)
권성실(2005)

지역이나 도시차원의 지속가능성 지표관련 연구로는 진원형(1998), 변병설
외(2000) 등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권성실(2005)은 압축형도시의 계
획요소 측면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계획특성을 분석하여 신도시의 인구밀
도와 토지이용, 교통, 녹지환경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차이와 주민 만족도를 분
석하였다. 2005년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연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을 수립하였다. 동 기준에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

속성 등 3개 분야의 82개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한국토지공사(2006)는
‘살고 싶은 도시‘ 모델 설정을 위해 지속가능성 지표별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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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기 신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다양한 지표
설정 틀을 활용하여 적정한 지표항목을 도출하거나, 도출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구 또는 단지차원의 지표개발은 양병이(1997), 이관규 외(2003)에서 연구되
었다. 국가 및 지역차원의 지표설정과 달리 아파트단지의 환경이나 생태계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을 위해 생태계의 특성파악을 목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발전 부분 중 주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지
표의 내용도 계획단계의 지표보다는 설계 및 시공단계의 항목을 많이 포함하
고 있었다.

2)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과 단지규모의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한 선
행연구로는 지표 분야 중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등 3분야를 부분적으로 다루
고 있는 연구와 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었다.
가. 환경적 지속성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에 관한 연구보다 환경적 지속성과 관
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동근 외(2007)는 택지개발사업에 적용 가능
한 건강 및 생태적 계획요소를 평가하여 건강과 생태개념의 통합적 고려 하에
택지개발계획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재준(2005)
은 문헌 및 사례분석과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
국형 생태도시 계획지표를 6개 분야 총 30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생태도
시를 목표로 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지표개발에서는 경제적 지속성이나
사회적 지속성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변병설 외(2000)는 사회적 지속성
을 제외한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 지표를 설정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양병이(1997), 이관규(2002) 등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환경친화성을 평가
하였다. 박원규(1999)는 토지이용, 교통, 오염폐기물, 에너지, 자연 자원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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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계획 모형을 개발하여 사례대
상지에 적용하였다.(표 2-2)

표 2-2.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 연구 사례
연구자

평가대상

분석의 틀

지표의 대표성

변화요인

이동근외(2007)

택지개발사업

환경적 지속성
생태와 건강의 연계

3개 분야 30개 지표

택지개발 계획요소
정량적 평가

이재준(2005)

친환경도시

이규인(2003)

주거단지

환경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기준

3개 분야
31개 지표

계획기준 설정

이관규(2002)

57개 아파트단지
녹지

환경적 지속성

7개 분야 지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없고 단지별
차이의 원인분석이 미흡

변병설외(2000) 수도권 5개신도시

환경적 지속성

4개 분야
21개 지표

동시대 신도시의 계획
현황 분석

생태도시 평가 지표의
6개 분야 30개 지표
개발

계획지표의 설정

박원규((1999)

아파트단지

환경적 지속성

4개 분야
31개 지표

평가결과의 비교해석
없음

윤소원외(1999)

안산

환경적 지속성

압력 10개 지표
상태 14개 지표

안산시 자체의
환경변화요인 분석

양병이(1997)

수도권 25개
아파트단지

환경적 지속성

4개 분야
32개 지표

개발시기별 평가
부분적인 용인설명 없음

김귀곤외(1997)

75개 도시

환경적 지속성

7개 분야
22개 지표

지표의 개발

나. 사회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주민참여와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주민참여와 관련 연구는 이재준(2005)이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남용훈 외(2005)는 커뮤니티 개념을 고려한 아파트 계획기법
을, 정규호(2002)는 갈등해소모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속성 확보대안을 연
구하였다. 권경득 외(2004)는 신도시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성용(2005)은 공영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문제점을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활
성화 방안을, 이윤상 외(2006)는 택지개발사업의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개
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종균(2008)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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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신도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 측면에서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혼합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토지공사(1988)가 공동체의식형성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기법으로 단지 내 사회적 공간의 조성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정
성기(2001)가 근린주거지의 사회적 혼합을 위한 아파트 평형 혼합방법에 대한
연구사례가 있다. 이기복(2005)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주거단지의
계획기법을 연구하였다. 김주진 등(2005)은 해외 사회통합기법을 검토하여 임
대주택개발시 다양한 혼합방식이 필요하고 임대료 보조 등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강렬(2007)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
적 혼합방법에 대해 수요계층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서 혼합단지의 유형, 혼합주택의 방식, 혼합비율을 선택하는 내용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혼합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천현숙(2009)은 임대주택의 혼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 경제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과 관련한 자족성에 대한 연구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입주가
진행되고 자족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시기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현재 외(1996)가 일산신도시를 사례로 자족성 확보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를 시작으로, 안건혁(1997)은 자족적 신도시조성을 위한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를, 최막중(1997)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신도시아파트의
재건축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한편 문희구(1995), 진원형(1998), 한국토지공법학
회(2003) 등은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005년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성숙되고 2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시
점에서 1기 신도시 입주초기와 비교하여 자족수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김현수(2005)는 자족성 확보기준이 서울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창무 외(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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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분당신도시의 상권변화 연구를 통해 신도시 중심성과 흡인력이 일정시간이 지
난 후에 증대되기 시작하므로 이에 따른 유보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장준상 외(2006)는 1996년에서 2002년 사이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와 모
도시간 가구통행실태 자료6)를 분석하여 자족수준 변화와 서울시 의존도를 연
구하였다. 서종대(2011)는 기존도시의 토지이용과 일자리를 분석하여 신도시의
유형별 자족용지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을 활용하여 수도권 1기 및 2기
신도시, 세종시 및 지방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으
로 신도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행정구역과 별도
로 신도시 단위별로 구분된 기초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사례조사 결과 자족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 경제적 지속성의 주
요지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자족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제
도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라. 종합적 지속가능성 측면

경제․사회․환경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의 신도시개발 연구로는 지
역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주민참여, 도시관리, 정보화, 문화, 녹색교통 등의 분야에서 제시하
였으며, 환경부(2002)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성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변병설 외(2000)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의 목표를 자족성, 편의성, 쾌적성, 환경성, 자연성, 보존성, 순환성, 절약
성의 8개 영역 22개 지표를 설정하여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지속가능
성을 평가하였으나 사회적 지속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동
근 외(1999)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변화시점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안산시를 대상으로 1986년부터 1997년 사이의 지속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규인(2001)은 지속가능한 주거단지개발 개념을 중심으로 7개 지구의 선진사례
6) 출근통행과 쇼핑통행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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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계획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김영환(2001)은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
지 연구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성을 분석의 틀로 하여 영국
의 주거지 재생계획을 분석하였다
2004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 수립된 이후, 김용
성(2006)은 동 기준을 참조하여,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 등 3개 부
문 170개 항목에 대해 분당신도시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
나 연구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김현수(2007)
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계획지표(밀도, 공원녹지율), 계획수법, 개발방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1기 신도시와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준
거로 하여 이의 반영여부를 평가하였다. 김동원 외(2008)는 지속가능한 지표
중 대표성을 갖는 9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2기 신도시 중 김포, 화성, 파주, 판
교 등 4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사례 신도시계획이 계획기
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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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 종합
신도시 연구사례를 종합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개발 이후 초기 단계에는
주로 신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이 강조되었다가, 이후 시행과정상의 문
제점,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연구사례 대상지는 1970
년대 신도시 반월, 과천을 대상으로 하거나 1980년대 수도권 1기 신도시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신도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였
으나 시간적 흐름에 의한 신도시의 특성변화는 분석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주제인 신도시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이종우(1995)의 연구가 있었
으나 그 연구범위가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 관점이 아닌 근린주구 개념, 보차
분리 도입, 중심시설의 배치, 동선체계의 구성기법 등 주거단지차원의 단지계
획기법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효덕(2000), 최두호(2007) 등도 국내 주거단
지 개발의 단지계획적 측면에서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신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변병설 외(2000)는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
도시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지표를 설정하고 자족성, 편의성, 환경성, 쾌적성
등 8개 영역에 대한 5개 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순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어느 도시가 일정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우수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의 인과관계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2004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수행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계획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
기 신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함에 있어 경제적 지
속가능성에 대하여는 계획상에 나타난 지표 즉 상업업무시설 면적비율, 유보
지 확보 등을, 환경적 지속성에 대해서는 인구밀도, 녹지면적 등을

제시된 기

준과의 단순 비교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기 어려웠다7).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의 변천에 관한 그 간의 연구들이 대부분
신도시개발의 파급효과 평가와 단지계획의 개별적인 단지계획요소에 대한 연
7) 동 연구를 토대로 하여 김현수(2007), 황희연(2008) 등이 2기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2기 신도시와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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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른 신도시 계획의 변천, 계획에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역할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수년전부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도시개발에 대한 평가와 연구
는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
로 평가하여 계획변화와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의 중점 지표를 선
정한 후, 지표별로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
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신도시계
획의 지속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변화와 제도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향후 신도시계획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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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연구와 중점지표의 도출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정된 연구방향을 토대로 도시개발의 변화과정과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련한 이론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사례와 사회적 관심
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지표를 도출하고 그 개념과 평가사
례 등을 검토하여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1. 도시개발 패러다임 관련 이론과 정책
본 절에서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발전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도시 관련 정책과 해외 신도시개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 도시개발 패러다임
가.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개념은 토마스 쿤이 1962년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
학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뒤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의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고방식, 행동, 습관의 시대적 공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 정의하였
다(쿤, 김명자 역, 2006). 그는 이와 같은 개인의 패러다임이 여러 개 모이면
집단의 패러다임이 되고, 나아가 시대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존 패
러다임의 모순이 드러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두개의 패러다임이 혼
재하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게 되어 지배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
라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춘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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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물리생태적 측면, 인간생태적 측면, 시각미학
적 측면, 심리행태적 측면, 경제경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3-1)
물리생태적 측면에서 산업화에 의해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면 이에 대응하여
자정작용을 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하였고,
자동차 공해와 범죄 등에 대응하여 ‘보행자 천국‘과 범죄예방설계(CPTED)8)등
의 설계기법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자원절약형 설계기법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여 사회적
혼합방식의 도입, 사회적 접촉과 경쟁이 심화되어 공생사회가 위협9)받는 자극
에 대응하여 장소성 확보와 커뮤니티 만들기 등의 뉴어버니즘이 탄생하게 되
었다.

표 3-1. 사회환경변화와 패러다임 변화 대응
사회환경 압력(Pressure)
물리생태적

산업화, 환경파괴, 자동차범람
에너지 위기

인간생태적 사회적 배제, 경쟁 심화

욕구 충족 대응(Response)
지속가능한 개발, 보행자 천국, CPTED
자원절약형 설계기법
사회적 혼합, 장소성, 뉴어버니즘

다양성과 전통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
니즘
사회적 교류, 자기존중, 자기실현의 욕구
심리행태적 생존과 안전의 욕구 충족
갈망
수요자 중심, 소량 다품종, 고객만족 경
경제경영적 공급자중심 대량생산, 품질경영
영
시각미학적 기계문명의 획일성의 모더니즘

시각미학적 측면에서 풍요로운 기계문명시대의 획일성에 대응하여 다양화와
전통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고, 심리행태적 측면에서 마슬로우
의 욕구 5단계 중 생존과 안전의 단계를 지나 상위 단계인 자기실현의 욕구
(need)와 질적 만족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경영적 측면에서 공급자

8)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9) 미국도시문제로서 범죄, 혼잡 등의 도시문제와 개성 없는 상가, 스케일감각 없는 업무단지, 단조로운
주거지 등으로 가족, 이웃과 교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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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10)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량생산에서 소량다품종으로, 품질경영에서 고
객만족경영11)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 도시개발 패러다임

20세기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20세기 초
100만 이상 도시는 세계에서 열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50년대는 100개로,
지금은 수백 개에 이른다. 바야흐로 도시화의 시대이다(경실련, 1999). 이와 같
은 도시화시대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는 결과적
으로 도시개발12) 패러다임 변화로 나타난다.
서구 도시의 역사를 보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상상의 도시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유토피아적 이상도시계획이 나타났으며, 바로크 시대에는 절대
왕권을 상징하기 위한 도시가 만들어졌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산업혁명시기의
열악한 도시환경에 대응하여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교외개발과 도시 확산이 나타났으
며,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 소비증가와 환경오염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
으로 최근에는 뉴어바니즘, 컴팩 시티,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제로도시 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개념이 새로운 도시의 이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안건혁, 2009). 정보혁명에 의한 탈공업화 사회로의 진전, 세계화,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의 증가, 민주화와 지방화의 확산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포디즘이 대두되고 있다(원제무, 2010).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키워드는 개발밀도, 복합용도개

10) 공급자중심 구조에서는 기업이 이끄는 데로 고객은 따라 가지만 시장지향적 구조에서는 고객이 기업
과 상품을 이끌게 된다.
11) 80년대 초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상품품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80년대 후반 기업간
품질의 차이가 줄어 품질의 향상만으로 고객확보에 한계 노정
12) 도시개발이란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협의
의 도시개발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공간개발을 의미하며, 광의의 도시개발
은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분야 모든 개발행위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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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역커뮤니티 유지, 대중교통체계, 환경보전, 자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고밀의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자족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이 연계된 TOD 개
발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증대하고, 계획단계부터 도시관리 단계까지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신동진, 2006).

우리나라의 도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진화해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근대적 시가지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의한 산업화에 의해 고도 성장기에 진
입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
시의 주택문제, 교통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확보가 기존 도심지보다 용이
한 도시외곽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여
신도시를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양적 공급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획일적인 도시외관으로 정
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신도시개발은 도
시설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일본과 영국의 신도시들을 사례로 하여 도시환경의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88올림픽과 함께 도시환경개선 인식 전
환,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채택 이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수립하면서 양적 공급확대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 중심의 기
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21세기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신동진, 2006). 이후 2000년
대 들어와서는 환경생태에 대한 심화된 배려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도시의 디테일이 중요시 되었으며, 21세기 새로운 신도시 패러다임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적 도시개발 및 운영을 예상하고 있다(안건
혁, 2009).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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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 저성장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개발수요와 형태도 변화가 요구된다(이왕건, 2006).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새
로운 도시정책은 기성시가지의 재구축과 도시 간 연계,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
에 기여하는 도시정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과 주민참여, 환경문제 및 경관
형성 등 새로운 대응방안 등을 들 수 있다(이삼수, 2006). 앞으로 대규모 개발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대변화에 능동적이며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2) 도시발전 이론과 도시개발 관련 정책
사회경제 발전에 의한 도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구도시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도시발전 이론과 국내 도시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도시발전 이론

(1) 보처트의 대도시 변천론13)
보처트(John R. Bochert, 1967)는 북미지역의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도시발달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최근까지 도시성장의 지리적 분
포와 패턴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도시발달 변화의 주요 요인은 기술발
달과 생산조직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이들의 기능과 성격은 끊임없이 변화하
면서 사회·문화·경제적 역동성이 공간상에서 구현되어 도시가 끊임없이 진화
한다고 주장하였다(백영기, 1998).
도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는 역사적 통찰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보처트는 도시변천의 단계를 주기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북미도시의
발달단계를 그 시대의 지배적인 교통·통신기술을 따서 명명하여 ‘마차시대’,
‘전차시대’, ‘철도시대’, ‘자동차시대’, ‘정보화시대’ 등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도
13) 백영기(199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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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화의 주기성이 운송체계와 정보교환망의 기술의 변화주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체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 운송체계
와 정보교환망 등의 순환체계이며, 도시의 지리적 성격이 변화의 중요한 요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별도시들의 발전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시기에 잘 적응한 도시가 다음
시기에도 잘 적응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통찰력은 오늘
날의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 역사도시 유형14)
뉴먼과 켄워씨(Newman & Kenworthy)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
적으로 경제나 사회조직 등의 특성변화에 따라 서구의 도시를 전통적인 전근
대적

보행도시(traditional

pre-modern

walking

city),

산업적

교통도시

(industrial transit city), 근대적 자동차 도시(modern automobile city), 탈근대
적 지속가능한 도시(post-modern sustainable city)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전근대적 보행도시’란 가내수공업에 경제기반을 둔 소규모의 보행도시이다.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도시의 한 부분에 대규모 산업이 입지하게 되는
중밀도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전차․기차 등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산업적
대중교통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도시의 일정 부분에
집중되던 산업이 도시전역으로 확산되며, 고층의 도심부를 갖게 되면서 자동
차 중심의 도시 즉, ‘근대적 자동차 도시’로 변화한다. ‘근대적 자동차 도시’는
최종적으로「탈근대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에서
는 정보․서비스 지향적 산업이 성행하게 되며 대중교통에 의해 모도시와 연결
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이 없는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에 기반을 두게 된다.

14) 오덕성, 김영환 (2004), “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모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제 2호에서 정리하였음.

- 27 -

표 3-2. 뉴먼과 켄워씨의 역사도시 유형의 특성
구 분

전통적
전근대도시

산업적
대중교통도시

근대
자동차 도시

탈근대
지속가능한 도시

경제
∙가내수공업
및
∙국지적 경제
기술

∙도시의 한 부분에
∙도시전역에
산재된 ∙정보․서비스
집중된 대규모 산업
대규모 산업
산업
∙국가적․지역적 경제 ∙국가적․지역적 경제 ∙범지구적 경제

사회 ∙개인 대 개인
조직 ∙지역사회 기반

∙개별 접촉의 상실
∙교외지역은 지역
사회 지향적

주요
교통 ∙보행, 마차
수단

∙대중교통
(전차, 기차 등)

보행도시

도시
(소규모,조밀,
형태 혼합적, 유기적)

∙개인주의적
∙소외현상

∙자동차

대중교통 도시
자동차 도시
(중밀도 교외,
(고층 도심부,
조밀한 혼합적 도심부,
저밀도 교외확산)
녹지 회랑)

지향적

∙국지적 지역사회기반
∙범지구적 연결
∙보행․자전거(국지적)
∙대중교통(도시간)
∙자동차(보조적)
∙비행기(범지구적)
지속가능한 도시
(대중교통으로 연계되는
국지적 고밀도시형 주거와
주변의 중․저밀 지역)

자료 : 오덕성․김영환(2004)에서 부분 수정하여 재인용

(3) 마슬로우의 욕구위계설로 비추어 본 단계별 도시발전
심리학자 마슬로우에 의하면15) 사람은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ㆍ애
정의 욕구⇨존경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욕구의 단계가 점차 높아지
는 특성을 지닌다. 전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가진다
는 것이다. 원시시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거형태에서 최근 선진
국들의 다양한 첨단기능에 이르기 까지 주거환경에서도 욕구의 단계가 높아지
고 있다. 경제발전단계에서 선진국의 도시는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의 정점
에 서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인 감성적 욕구 충족에 그 관심을 두고 있다.
피라미드형 5단계 인간욕구를 일상생활과 연계하면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1단계(생리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등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려
는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50/60년대 전후가 이 단계로 볼 수 있으며 ,

15) 김두현외 공저(2002) 안전관리론. p146 참조, 마슬로우의 저서《인간의 성격에 대한 심층접근》
(1971)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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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안전-안정의 욕구단계로서 만약 일일노동자라면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어 하는 단계, 3단계는 사회적 교류와 교감의 욕구단계로서 자신이 사회 안
에 속해 있음을 느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개인 소득 5천불 시절의 우리나
라의 아파트 문화 시대라 할 수 있으며, 4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단계로서
개인소득 15,000-20,000불 수준에서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단독, 타운하
우스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주거 유형이 다양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인 자기실현의 욕구단계에서는 소득 30,000불 이상의
경제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별장, 한옥 세컨드 하우스 등으로 복잡 다양해
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3,000$ 이하의
저개발국가들의 신도시는 ‘안전의 욕구’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신도시계획
의 담아져야 할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즉 도시가 개발되는 시기의 정치, 경
제, 사회적 여건이 반영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나. 우리나라 도시발전 변화

우리나라의 도시발전단계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1960년대 울산에서 2000년
대 수도권 2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표 3-3)
그 결과 1960년 도시화율이 39.1%에서 2005년 90.1%로 45년간 약 51%가 증
가하여 연평균 약 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신도시들의 발
전단계를 보면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1960년대 이전의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1970-80년대 ‘안전욕구‘ 단계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사회적 소속‘ 욕구단계, 그리고 2000년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자기존중의 단계‘로 점차 발전되었다. 최근 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
성 등의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시도가 있어 ’자기실현 욕구단계‘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도시는 여전히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먼의 역사도시유형 측면에서는 1960, 70년대 울산, 창원과 같은 산업적 대
중교통도시에서 1980년대 분당, 일산 등 대중교통과 자동차가 혼재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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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16)하고, 나아가 2000년대 철도, 자전거, 자동차 등이 혼재된 ’탈근대 지
속가능한 도시‘로, 서구 신도시의 경우 20세기 초에서 1940년대 까지 산업적
대중교통도시에서 1960년대 이후 근대자동차 도시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
다.

표 3-3. 도시발전단계와 패러다임 변화
1961이전
도시화율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62-71)

(72-80)

(81-91)

(93-

‘60 : 39.1%

‘70 : 50.1%

‘80 : 68.7%

‘90 : 79.6%

광양, 아산, 창원,

1기 신도시

여천, 울산 포항

분당, 일산,

미니신도시,

등

평촌, 산본, 중동

난개발

반월(77), 과천(79)

등(89)

1934
신도시

나진토지구

울산

획정리사업
보처트
역사도시

2000년 이후
‘00 88.3%
‘05 : 90.1%
2기 신도시
동탄, 판교,
김포 등

마차/전차

전차/철도

철도/자동차

철도/자동차

자동차

전통적

산업적

산업적

근대 자동차

근대 자동차

전근대도시

대중교통도시

대중교통도시

도시

도시

안전/

사회적

자기존중/자기

사회적 교류

교류/자기존중

실현

마슬로우

생리적

5단계

욕구만족

서구도시

1929

자원절약형도시

패러다임

근린주구

컴팩트 시티

생리적 욕구

안전

정보화
탈근대
지속가능한
도시

뉴어바니즘
어번빌리지

스마트 성장

CPTED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개발

* 도시화율 : 국토해양부 통계(2009) 자료

한편 교통수단에 의한 보처트의 분류를 적용하면 20세기 초 ‘마차·전차의
도시‘에서 1960년대 까지 철도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고, 이후 철도와 자동차가
혼재된 도시로, U-시티가 도입된 2000년대 판교 등 2기 신도시는 정보화 단계
로 발전하였다고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서구의 도시발전과 압축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와는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16)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달리 ‘근대 자동차 도시 단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90년대 준농림지 규제완화
에 의한 교외확산시기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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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개발 관련 정책과 제도

우리나라의 도시발전 변화과정에서 생성되고 개정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선
행연구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3-4) 1960년대는 도시, 토지, 건축, 환경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들이 제정되었다. 1962년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건축
법이 제정되고 환경 분야에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 1967년 공원법이 새로이
만들어진다. 1970년대는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데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80년의 택지개발촉진법이 그
것이다. 성장우선시대에 제정된 여러 ‘촉진법’들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간
을 단축하기 위해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중화학공업 정착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81년
도시계획수립에 주민참여와 도시기본계획이 제도화 되고, 도시화가 80% 넘은
1991년 광역계획과 상세계획이 제도화 되었다. 1982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제정되고 인구영향평가가 시행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 규제완화
에 의한 난개발에 대응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가 제시되었고, 2002년 4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정책에 큰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증가하는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
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1990년 제정되고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분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으며, 1994년 환경처가 부로 승격하면
서 개발사업에 환경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2002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을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 시 협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제도가 생성·변화되어 왔으며 개
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환경관련 제도도 강화되어 왔다. 2004년에는 건설교통부
에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2009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1980년 제정 이후 변천한 법령상의
주요 내용을 신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87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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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치·경제·사회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정치
사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62-71)

(72-80)

(81-91)

(93-2000)

2000년 이후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 국제화,

제3공화국 :

‘72 : 유신, 새마을운동

경제안정추구

개방화

수출지향 경제

‘73 중동전쟁

‘86 아시안, 88 올림픽

‘64 대도시

‘79: 10.26, 12.12

‘87 민주화항쟁

‘93.12

천성산,

‘80.5 광주민주화운동

‘88 평화적 정권이양

우르과이 라운드

시화호오염

변화 인구집중방지책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89 경실련 발족

경제
정책

‘62 제1차 경제개발

‘73 1차 석유파동

5개년 계획

73 중화학공업건설계획 3저현상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78.8 88조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3차례 경제개발

변화 성공적 추진

토지
정책

6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62 토지수용법

중화학공업 정착,
급속한 경제성장

자본의 국제화

‘97 IMF

‘79 제2차 석유파동
‘73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89.12 토지공개념

‘79 토지개발공사 설립 3법 제정, 종합토지세

‘94.7 공업배치법 개정
‘95.7 부동산 실명제

도입
84

주택

62 대한주택공사
설립

72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89 200만호

도시

76 도시재개발법

수도

‘81년 도시계획에
주민참여도입,
도시기본계획

부동산 세제강화 등
수요억제책
'05. 831 부동산정책
03

93 임대주택법 제정

주택건설계획
62.도시계획법/건축법 ‘72국토이용관리법

경제 민주화
지역균형발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볍법
08 보금자리 주택

‘91 광역계획,
상세계획 도입
‘93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준농림지개발

2002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통합
08 U시티

82.1 수도권정비계획법 94.3 수도권정비계획법 08 대기업 입지규제
인구영향평가

권

개정

완화
01

택지

‘80.12 택지개발촉진법

개발

87 용도세분화

95 자족기능 도입
99 지구상세계획

광역교통체계/사전환
경성 검토
05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99

86

교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해피해 시작

환경 ‘63 공해방지법
‘67 공원법

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

‘80 환경청

90 환경처

법

이동편의증진법
07 배리어프리

93 환경영향평가법

02 친환경 건축물

93 사전환경성검토

인증제도

90 환경정책기본법

제도화 99

05 전략환경평가체제

91 페놀유출사고

사전환경성제도 정착,

09 환경생태계획

‘77 환경보전법
80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05 교통약자

95 환경부

용도를 세분화17)하였으며, 1995년에 사업지구 내 이전공장을 위한 도시형 공
장용지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후 1999년에 개발계획의 계획적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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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구상세계획을 도입하였다. 2001년에는 지구지정 제안 시 광역교통체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족기능으로 원예시설용지를 추가
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시대적 수요변화에 따라 지역별 주택건설용지
의 배분비율18)과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19)이 변화하게 되
었다.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하
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도시 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20)과정에서 다양한 도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도시개발관련 정책의 변천과
정을 검토한 결과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는 주민들의 욕구와 현실 문제에의 대
응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해외 신도시 변화 과정
1절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2절의 도시발전 이론과 연계하여 해외
신도시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해외신도시의 변화과정 비교는 신도시가 최
초로 시작하고 발달된 영국,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미국,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영국의 신도시
17)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원과 녹지를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도
록 하였다.
18) 수도권의 경우 1995년 10월 공동주택 90%, 단독 10%에서, 1999년 개정시 아파트 60%이상, 연립
20% 이하, 단독 20% 이하로 개정된다.
19) 85㎡ 이하 주택건설용지비율이 1995년에 70% 이상, 1998년, 50% 이상, 2001년 60% 이상으로 변
화되었다.
20) 압축성장이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적응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십 년 만에 달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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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성장한 이면에 산업화로 인한 병폐가
발생하였다. 도시환경의 악화되어 공중보건위생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응하여 1875년 공중위생보건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근로
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모델커뮤니티(Model Community)운동이 일어난
다. 모델커뮤니티 운동이 공공 및 사회적 관점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도시
의 건설이 목적이었던 반면, 하워드의 전원도시운동은 자연과 주거와 직장이
혼합된 자족적인(self-sufficient) 이상도시를 지향하였으며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전원도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신도시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의 과잉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신도시에 직장과 주거를 제공하여 자
족적이고 균형적인 도시21)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44년 광역런던계획
(The Greater London Plan)을 수립하고 1946년 신도시개발법(New Town
ACT) 제정 이후 1971년까지 3기에 걸쳐 영국전역에 32개의 신도시를 건설하
였다22). 이후 신도시개발은 막을 내리고 재개발을 통한 도심활성화에 주력하
다가 2000년대 들어 런던 주변의 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신규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신도시의 발달은 3단계로 구분된다.(표 3-5) 1946-50년에 지정된 1기 신
도시는 스티브니지(Stevenage)를 시작으로 하여 런던 주변의 일곱 개를 포함
한 14개의 신도시들을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하워드의 이상주의적 전통을
이어 받아 근린주구 개념에 충실23)하였으며, 직주근접과 자족성, 주민의 사회
21) ‘자족적(self-contained) 공동체’라는 용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장과 직업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균형 잡힌(balanced) 사회’란 사회계층,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구조를 가지는 말하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들이 동등한 권리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영국에는 북부아일랜드 4개 신도시를 포함하여 잉글랜드에 21개, 웨일즈에 2개, 스코틀랜드에 5개
등 32개의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1900년대 초 최초의 신도시 레치워스와 웰윈에 이어 신도시법에
의해 처음으로 건설된 스티브니지를 필두로 런던주변에는 7개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신정철외,
1998).
23) 근린주구단위는 3,000~10,000명 정도의 인구규모로 별도의 근린중심지를 갖는 독립단위로 계획되었
다. 페리의 개념과 같이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었으며 건축 형태는 대체로 2호 연립(semi-detached
house)이나 테라스 유형이 많다. 이들 주택들은 대체로 래드번과 유사한 컬데삭 방식으로 배치되고,
타운센터는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는 복합단지로서 단지의 보행로들은 여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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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합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었으며, 근대건축운동의 영향으로 주택, 공업지구, 타운센터 및 센터주변
의 근린주구들 간 기능적 분리를 추구하였다. 1기 신도시는 저밀도이면서도
도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24)을 받는다.
1기 신도시에 대한 비판으로 탄생한 2기 신도시(1951-64년 지정)는 1기 신도
시의 경직된 지역지구제를 완화했고 초기 계획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마다 수정하도록 계획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1기 신도시가 기존 주민이 거
의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데 반해 2기 신도시는 비교적 기존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다. 계획적 특징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었으며 1기 신도시
(150인/ha)보다 높은 고밀도(200인/ha)로 개발되고 자동차위주의 교통망을 갖
게 되었다. 한편 근린주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전의 내향성 근린주구단위들
이 주민의 이동성을 토대로 한 사회접촉형으로 바뀌었다.
1966-70년 사이 노동당 정부시절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이전의 신도시 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는 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1기·2기 신도시 보다 인구
규모 25만 이상의 도시가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 인구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연구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는 유연성,
접근성, 선택의 자유를 격자식(grid) 토지이용체계를 통해 구현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사업25)으로 시행되어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가 설립한 신도시개
발공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둘째, 신도시는 상당한 수준의 상업적 활동 및
고용유발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셋째,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개발공사는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이득
을 볼 수 있으므로 신도시개발은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었다.

24) 과거의 주거지가 지니고 있었던 시각적인 다양함이 사라지고 도시경관이 획일적으로 구성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설계의 변화 없이 스케일만 크게 해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는 근린주구의 기본 개념이 반도시적인 농촌생활양식을 이상화하여 근대 도시의 생활구조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25)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수행을 통해 토지매입 가격을 개발 전 가격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며 장
기저리의 재원조달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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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영국 신도시의 시기별 구분 및 주요특징
제 1 기

특 징
- 사회적 균형(social balance) 확보

주요도시
스티브니지(1946), 할로

(1946-1950)

- 평면적 도시구조

우(1947),

- 근린주구개념(neighborhood unit) 충실

코비(1950) 등 14개

- 저밀개발(150인/ha),

웰윈(1948),

계획인구 5만-8만

제 2 기

-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
- 도심시설의 중층화(중심시설과 주거시설의 컴버놀드(1955), 텔포드

(1951-1964)

복합화)

(1963), 렁콘(1964) 등

- 철저한 보차도 분리, 계획된 접근성 강조

7개

- 1기보다 고밀도화(200인/ha)
-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
- 입체적 도시구성으로 균일한 밀도를 전제로
제 3 기

한 근린주구수법에서 탈피
- 노동당 윌슨 정부

밀튼 킨즈(1967), 피터

(1966-1970)

- 인구분산에서 거점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스보로(1967) 등 11개

런던주변 대규모 자족적 개발
- 도시성장에 대비하는 유연한 계획
- 보차분리와 도로의 목적별, 기능별 서열화
- 근린주구의 자기완결성을 배제하고 외부와의
활동성과 연결성을 중시
* 자료 : 건설교통부(2004), p8 내용 수정 인용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이 늘
어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폭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공동화와 도심쇠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1975년 집권 보수당은 각종
산업관련규제를 철폐시켜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주택시장에 민간부문을 적극
도입하여 임대주택정책이 쇠퇴하고 자가주택의 비중이 커졌다. 이후 1980년대
와 90년대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재생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
고,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지속가능한 공동
체(Sustainable communities)' 정책을 2003년 발표한다(양도식, 2006). 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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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인 내용은 8가지이다. 즉 활기 있고 상호 유대관계가 크고 안전한
공동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공동체, 친환경적인 공동체, 수준 높은 디자
인, 주변 인프라와 효율적으로 연결, 번성하는 공동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
든 사람에게 평등한 환경제공 등이 그것이다. 이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 측면이 고루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번성과 양질의 기반시설 서비스가 강조되었고, 사회적 측
면에서 공동체 유대관계와 참여를,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최소화와 직주
근접 등의 친환경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계획 경험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어떠한 내용을 계획에 담아야 할 것에 대해 지
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있어왔다. 19세기의 모델도시 운동, 20세기 초 전원도시
운동, 세계대전 이후 70년까지의 신도시운동, 80년대의 도시재생운동, 그리고
2000년대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동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신도시는 자족성과 사회적 균형을 중요시 하였으며, 친
환경적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도시의 사회
적 균형은 초창기부터 계획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자족성의 경우는 1
기 신도시가 인구 5-10만 규모에서 60년대 신도시는 20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소규모 신도시보다는 중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자족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96). 환경적 측
면에서 주택이나 업무지역이 조성되기 전에 공원녹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으며, 그 지역 고유의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식재를 권장하였다(Campion,
1991).
한편 영국 외 유럽에서의 신도시개발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는 스톡홀
름 주변에 인구분산과 성장조절을 목적으로 지하철과 연계되어 영국보다는 높
은 밀도로 건설되고,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파리주변의 인구분산을
위해 세르지 퐁트와즈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럽 신
도시건설의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26)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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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신도시27)

유럽과 미국의 신도시개발의 차이점은 정부개입의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유럽에서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완화와 전쟁 중 파괴된 주택의 대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목표를 수행한다는 명분하에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한 반면 미국은 민간부문에 의해 신도시가 개발되었
다.
미국에서의 신도시개발의 역사는 1928년 클레런스 스타인과 미국지역계획협
회에 의해 영국의 전원도시개념을 미국에 적용한 뉴저지주 래드번(Redburn)신
도시에서 시작28)된다. 래드번은 7,500-10,000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세 개의 근
린주구로 계획되었으며 각 근린주구는 초등학교와 근린상가를 포함하고 반경
1/2mile 의 크기로 하였으며, 세 근린주구는 고등학교와 타운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1 mile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래드번은 공원, 학교, 운동장 등 공동
체시설 설치를 중요시 한 것은 물리적 환경조성을 통한 주민의 사회적 접촉,
즉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다(Parsons, 1998).
이후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실업대책을 위한 위성도시로 메릴랜드주 그린벨
트(Greenbelt),

위스콘신주

그린데일(Greendale),

오하이오주

그린힐스

(Greenhills)가 선정․개발된다. 이들 중 그린벨트시는 클러스터 주택단지, 선
형녹지축, 보다 확대된 보행자도로 등의 설계를 통해 래드번의 설계개념을 발
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린벨트타운이 추구하였던 모델은 산업시대이전
의 자연적 마을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공황기에도 래드번의 정신은
그린벨트타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택단지 특징의 하나로 레빗타운을 들 수 있다.
전쟁 이후 심각한 주택난이 올 것으로 예상한 윌리암 레빗(William Levitt)이
라는 부동산 업자가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미국 교외주택지의 새로운 전형을
26) 정부개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개발의 재정문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한편으로 유럽신도시
가 개성이 없고 시장수요에 민감하지 않은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27) Ewing, Reid(1991), Developing Successful New Communities. ULI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음.
28) 그러나 래드번은 1929년 주식시장폭락으로 개발을 담당하던 도시주택개발주식회사가 파산함에 따라
원래 계획된 1,300 acre 중 150 acre 만이 개발된 채 사업이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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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주거단지를 건설하였는데, 참전용사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된 레빗타
운은 미국의 교외생활을 나타내는 시대적 상징29)이 되었다.
본격적인 미국의 신도시는 1960년대 들어 대규모 신도시가 민간에 의해 개
발된다. 콜럼비아, 메리랜드, 레스톤, 버지니아 등의 동부지역 신도시들이 정부
의 지원에 의해 균형적이고 다양한 인구구성30) 을 갖는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콜럼비아는 1963년에 계획되고 1965년에 승인을 받아 1967년에 오픈하는 데
중도에 파산된 레스톤의 실패와 달리 치밀한 계획으로 제네락 일렉트릭 등 유
수한 회사의 유치에 성공하여 당초 목표보다 10년 앞당겨 1970년 까지 32개회
사 1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훌륭한 사회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수
립된 사회계획에 의해 근린학교, 사회센터, 존스홉킨스대학을 통한 의료서비
스, 미니버스시스템, 사회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
다.
1970년 이후 신도시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법안에 의해 미국의 주택도시개발
청(HUD)는 새로운 신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계획개념은 콜럼비아
나 레스톤과 유사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원규모31)가 더 많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신도시들은 부적절한 입지선정, 개발시기, 관리 등의 문제
로 인하여 13개중 12개가 정부의 채무를 이기지 못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매
각되는 데 부채가 청산되고 비효율적인 관리가 없어진 이후 수익위주의 사
업32)을 통해 재정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안정적 성장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걸쳐 새로 계획된 란초 산타마가리타 등 14개
의 신도시들은 복합용도의 중심지로 계획되었으며 근린주거지구 외부에 상업
지구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1960, 70년대 신도시들이 근린주구 내부의 상가
들이 입지하여 대부분 실패한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었다(한국경제학회, 2001).
29) 1948년 이후 레빗타운은 “ 친구나 이웃에 뒤지지 않는 생활을 한다.(Keeping up with the Joneses')

라는 생활철학을 유행시켰으며 이에 따라 미국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마을의 모형이 되
어 미국의 통계조사국은 1951년 레빗타운 주민들을 ‘평균미국인’이라고 불렀다.
30) 콜럼비아 신도시개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루스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는 진정한 도
시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콜럼비아 이후 이러한 개념은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31) HUD 신도시의 정부재정 지원비율은 평균적으로 17%였으나 콜럼비아는 7%, 레스톤은 5%였다.
32) 예를 들어 쉐난도는 목초지역을 골프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우즈랜드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쇼핑
몰을 매력 있게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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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신도시의 녹지공간은 20-71%에 달하여 1960년대 신도시 18.5%, 1970
년대 신도시 22%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개발 승인조건으로 기존녹
지를 많이 보존토록 한 결과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신도시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자족성이 강조되
어 산업시설과 함께 대학, 병원 등의 고용시설의 유치에 노력하였다. 특히 다
인종 국가인 미국은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속
성이 강조되었다. 사회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학교와 공원 등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 광
활한 토지를 대상으로 저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초기부터 지역의 생
태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신도시가 정부투자기
관인 신도시개발공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반면, 미국의 신도시는 정부
의 자금 지원에 의해 민간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일본의 신도시33)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내부의 주택부족과 교외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곽지역에는 민간에
의해 비교적 대규모의 주택단지들이 개발되었으며, 도시내부의 주거환경개선
을 위해서는 ‘문화촌’과 ‘대학촌’이 건설34)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해 증가한
토지와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55년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을 제정하고
오사카 주변에 센리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1960년대 들어 다마, 지바 등 본
격적인 신도시들이 개발되는 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들 신도시는 주거형
식의 다양화, 보행자도로와 공원녹지의 체계적 구성, 주변녹지의 보존 등으로
33) 일본 신도시관련 사항은 류중석(1996) 일본 신도시 개발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건축 207('96.8) :
46-50과 지방행정연구원(1997)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전략 : 12-18에서 재정리하였음.
34) 문화촌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규약에 의해서 개발된 주거단지로서 페리(C.A. Perry)의 근린주구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주택단지였으며, 또 다른 유형인 대학촌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구를 지정하였으
며 주민들 스스로 건축규제를 제정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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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된다. 이후 쓰쿠바 연구학원도시를 기점으로 단순
한 주택도시가 아닌 거주와 일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며, 1970년대
두 번의 석유파동 이후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자 종래와 같이 단순한 주택개발
이 아닌 거주, 일, 휴식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 소규모 뉴타운개발이
시도된다.

표 3-6. 일본 신도시의 특성 변화
단계

신도시수

형태

기능

교통

생태적
접근
디자인
원칙
경제적
배경

1단계 (1960-67)

2단계 (1968-79)

6개

21개(쓰쿠바,

(센리, 다마 등)

다 등)

근린단위,

단일중심,

계층

형

형

주거

다기능

자동차 중심

생태적

접근에

약간관심

표준화

포디즘(대량생산)

자동차와

나리

반격자

도보(교

통없는 지역설정)

환경문제에

관심

증가

3단계 (1980-91)

12개(게이하나 등)

다핵 또는 군집형

차별화

함께
경제 재구조화

2개
새로운 콤팩, 근린
이론의 부활

연구, 대학, 레저 혼

新首都계획이외에

합

는 신도시 없음*

도보중심(평상적,
자연적, 역사적 오

반 자동차화

솔길)
실질적 생태적 접근
시작

표준화와

4단계 (1992-)

차별화 지향

후기 포디즘

무배출, 환경적 생
산체계, 순환, 유
연 에너지등
차별화 우세
문화심화,

지식심

화

*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1997)에서 재정리

이와 같은 일본의 신도시 변화를 기타가와(1997)는 4단계로 구분35)하고 (표
3-6)와 같이 시대별 신도시 특징을 정리하였다(지방행정연구원, 1997). 1기 신

35) 류중석(1996)은 일본 신도시 개발 변화를 초기(1954년 이전), 중기(1954~1978), 그리고 후기(1980
년대 이후) 등 3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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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1960-67)의 개발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발판으로 일본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집중은 심화되어 대도시권의 택지
수요가 급증하여 지가가 앙등36)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기존의 민간주택단지
개발로는 원활한 택지공급과 기존 대도시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량의 택지공급을 위해 1958년 정부 주도로 오사카 외곽에 인구 15만
의 센리 신도시건설을 시작으로 1967년 다마, 지바, 나리타 등 인구 15~30만
규모의 신도시를 대도시 주변에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도시지역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
기 때문에 주택공급 목적의 신도시가 개발되어 영국이나 프랑스의 신도시와는
달리 자족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마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제
조업과 같은 생산시설용지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 도쿄와 오
사카시에 입지하고 있던 도시형 공업 업종37)들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
기 때문에 별도의 자족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류중석, 1996). 이 같은 배
경 속에 초기 일본의 신도시들은 모도시 의존형의 자족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도시센터는 생활권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센터와 근린센터 등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모도시와는 철도로 연결되며,
하워드의 전원주택 이론,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38)하여 신
도시 주거단지의 공간구성 원리를 창안하였다.
2기 신도시(1968-79)는 1,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환경의 재구조화가 필요하
게 되어 주거용 중심의 신도시개발은 다기능 신도시로 전환되어 쓰쿠바, 나리
타 등 21개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산업분야는 포디즘에서 후기포디즘으로 변
화함에 따라 양적 공급중심에서 생활의 질 중심으로 변화하여 신도시의 쾌적
36) 1955~1963년 동안의 지가상승은 무려 도매물가 상승의 6배에 달했다.
37) 이들 도시의 주요 산업은 인쇄업, 귀금속 가공, 중간재 생산 및 가계소비재 생산과 이를 지원하는 생
산자 서비스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38) 보통 신도시의 근린주구는 100ha의 면적에 8,000인 정도를 수용하고, 근린주구에는 초등학교, 중학
교, 근린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인 페리의 근린주구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근
린주구는 5~7개 정도가 역 센터를 중심으로 지구(district)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는 신도시
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개발의 기본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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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향상되었으며 도심재개발로 개발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하고, 산업조직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치형태는 중앙집중 형태에서
지방화, 분권화되어 참여적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표 3-7)

표 3-7. 포디즘으로부터 후기포디즘으로 변화
대

상

기 술

산업조직

헤게모니

포디즘 특성

후기포디즘 징표

- 조립라인, 경직적

- 로봇, 유연적

- 대량생산, 산업단지

- 소량생산, 도심재개발

- 대기업 주도

- 중소기업 역할 증대

- 집중화, 세부화

- 전략적 집중 통제

- 중앙 집중화된 행정

- 분산적인 지역주의

- 관료주의적 원칙

- 참여적 민주주의(시민단체/NPO)

* 자료 : 임기택(2006)에서 재정리

3기 신도시는 2차 석유파동 이후 후기 포디즘 사회가 시작되는 1980-1991년
사이에 게이하나 등 12개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는 2기 신도시 보다
실질적인 생태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학 등 복합기능과 디자인 차별
화를 지향하였다. 후기 포디즘사회로 변환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
와 같은 단순한 주택도시의 개발이 아닌 거주, 일, 휴식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경관적으로 매력 있는 주거지를 건설하여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신도
시 개발을 모색39)하였다. 이전 신도시와 비교할 때 공원녹지비율이 증가하였
고, 주변지역의 환경에 따라 도심센터의 크기나 기능이 다양해졌다.
4기 신도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로서 인간존중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를 지향하였으나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실현되지 않은 신수도계획 외에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39) 1986년 신주택시가지조성법 4조가 개정되어 사무실, 연구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다
마, 센리, 지바 등 1기신도시에 첨단 정보산업기능, 대학 연구기능 등을 수용하여 자족적인 신도시로
리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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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도시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발
방식은 토지구획정리법의 제정과 함께 개발된 센리신도시는 부분매수 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기간 중에
주변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1955년 제정된 ‘신주
택시가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은 전면매수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이
후 1980년대 신도시의 개발방식은 부분매수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개발추세이다.
이와 같은 일본 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개발배경이 서구 신도시와
달리 대도시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제조업 중심의 자
족기능 유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 말 복합 다기능화가 추진된다. 사
회적 균형에 대한 계획목표도 신도시개발에서는 관심이 높지 않았으며 도시재
생 측면에서 연령구조의 편중이나 세대구성변화에 관심이 높았다. 환경적 측
면에서는 2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생태적 접근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라. 해외신도시 변화과정

이상과 같이 영국, 미국, 일본의 신도시 개발배경을 살펴 본 결과, 1960년대
영국과 미국의 신도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목적의 자족성을 갖춘 신
도시로 계획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도시의 인구분산이 우선적인 목표
로 하여 일자리는 모도시의 산업이 발달하여 이에 의존하였다.(표 3-8)
사회적 지속성 측면에서 영국의 신도시는 균형 있는 공동체, 미국의 신도시
는 사회통합 등을 목표를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요시 하였으나 일본의 경
우는 인구가 노령화되는 1980년 대 이후 계층별 혼합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
었다.
환경적으로는

1,2차 석유파동 이후 자원절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일본

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후기포디즘 사회로 변환되었으며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다. 미국의 신도
시는 1990년대 신도시가 1960·70년대 신도시 보다 녹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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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국가들의 신도시 사업 시행방식을 살펴보면 미국은 민간개발자가 주도
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이나 영국과 일본은 정부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정부
투자기관인 신도시개발공사가 신도시의 계획과 개발을 담당하여 재원조달이
용이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40)할 수 있었다.

표 3-8. 영국, 미국, 일본의 신도시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계획특징 비교
영국
개발배경

개발방식

과잉인구 수용
자족적 신도시
개발+관리 : 신도시
개발공사

미국
주택수요 대응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개발 : 민간개발자
관리 : 지자체
도시성장과 신도시

일본
수도권 인구분산
대도시 공간구조 개편
개발 : 주택정비공단
관리 : 지자체

개발제도

신도시법(‘46)

근린주구→복합기능
외부연결
전통주의→신전통주의
자동차중심→보행강조
녹지면적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위계별 생활권구성→복합
기능 다핵형

계획특징
변화

근린주구 폐쇄성→외부
연결중시
저밀근린→중밀개발
신도시 규모 대형화
대중교통→자동차→보
행

대표신도시

스티브니지,밀튼킨즈

컬럼비아, 시사이드

센리, 다마

개발법(‘70)

신주택시가지개발법(‘55)

자동차 중심→ 도보중심
공원녹지→ 생태적 접근

마. 국내외 신도시 변화 비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1960년대 대도시의 급격한 주택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가속화된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1970년대 대부분 마무리 되
고 1980년대 들어서 중소규모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선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산업구조의 조정, 새로운 산업의 육성, 쇠퇴지역의
재생이라는 정책과제를 위해 정부의 공공개입을 줄이고 민간개발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의 신도시개발 경향은 연구, 산업,
40)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 발표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데, 특별법에 의해 신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할 경우 발표 이전의 토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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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복합된 도시가 개발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서구의 신도시보다 20여년 늦게 시작하였다.(표 3-9)
한국의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일인당 국민소득 약 5,500달러 수준인 1989년에
착수하였으며 일인당 국민소득 약 19,000달러 수준에서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마무리되는 수년 후에는 서구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신도시개발은 더 이상 없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구의 신도시가 계획단계에서 부터 자족성을 목표로 개발된 반면, 일본과
우리의 신도시는 모도시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우선하였다. 사회통합과 관련하
여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계층 간 혼합을 계획의 주요 목표
로 추진하였으나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환경적 측면에서 일본은 1970
년대 2차에 걸친 석유충격 이후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개성과
생태적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
뒤늦게 신도시개발에 참여한 우리나라의 시대별 계획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초기 과천이나 안산신도시에서는 자동차 교통망을 중심으로 서
구의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였다. 이후 1980년대
말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서구와 우리나라와의 밀도 및 계획단위의 차이
로 인해 슈퍼 블럭41)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슈퍼 블럭의 중심에 공원과 학교
를 배치하고 이를 보행녹도로 연계하는 공원녹지 체계를 갖추게 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표방하여 2000년대 개발 중인 2기 신도
시에서 환경적 지속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41) 슈퍼 블럭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통 한 변이 300m이상 되는 대형 블럭(분당 시범
단지의 경우 500m 초과) 내 통과교통 없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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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세계 각국의 신도시 개발 변천과정
영국
19

공중위생운동

세기

모델커뮤니티

1900

미국

일본

1898 전원도시
1904 Letchworth
1923 근린주구론

1920

토지구획정리

1928 Radburn

문화촌, 대학촌

그린벨트 타운
1기(1946-50) Harlow

1940

등 14개 근린주구도입
1946년 신도시개발법

1950

1960

1970

1980

2차대전 후

1941 근린주구제안

레빗 타운

1953 동다마 전원도시

2기(1951-64)

1955

Runcorn 등 7개

신주택시가지개발법

3기(1966-70)

Columbia

Milton Keynes 등

Reston

11개

Irvine

자족성 확보

Valencia

도시내 문제발생

HUD community

도시재생정책으로

1981 Seaside, Laguna

전환

West 등 신전통주의

Urban Village

Rancho Santa

1999 Hulme 등

Magarita 등 14개

도시재생사업

자치도시

2000

1934 나진
1937 돈암, 영등포

1960 센리

최초의 도시계획
1951 김천, 포항
1962 울산

1966 다마

포항

1969 지바

* 도시화율 :39.1%

1974 고호쿠

1977 반월

쓰쿠바 연구학원 간사이

1979 과천

학술문화

대덕연구단지

1984 이즈미 등

1982 목동

소규모 개발

1985 상계

1986 신도시내 자족기능 1989 분당, 일산 등 5개
도입

1990

한국

신도시
소규모 난개발
*도시화율 79.6%

2003 “지속가능한

판교, 동탄 등 수도권

공동체” 정책

2기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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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
지속가능한 개발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촉매가 되어 발전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UNCHS)에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인간정주개발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지속
성을 위하여 고용창출의 기회를 적극 고려해야하며 사회적 지속성을 위하여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적 개발이 필요하며 환경적 지속성을 위하여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생태환경 등의 지속성 제고를 강조하였다(건설교통부,
200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기구에서 지속가능한 토
지이용원칙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
경적 가치가 조화되고 통합된 토지이용체계를 말한다. 토지이용의 경제적 가
치는 토지소유자, 개발자 등의 토지시장주체들에게 개발의 이윤을 창출하여
도시성장의 원동력을 만든다. 사회적 가치는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
회계층이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계층 간 융화와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하며, 환경적 지속성은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체계
를 강조하고 생태계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이용을 뜻한다. 미국 에너지
성(U.S. DOE, 1999)에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수립을 위해 다양한 원칙을 소
개하고 있으며 그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 더 나은 토지이용 원칙(Principles for Better Land Use)

미국 주지사협의회 1999 정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혼합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이 강조
되었다.
․혼합토지이용, 지역사회 내 현존하는 자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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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거유형의 창출과 도보권내 근린주구 권장
․역사적 건물의 재건 및 활용을 포함하는 장소성을 갖는 특징적이고 매력있
는 공동체 촉진
․공공녹지, 농지, 중요한 환경자원의 보전
․기존 공동체내에서의 성장을 강조하고 권장
․다양한 교통수단의 제공
․정책결정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고, 비용-효율적으로 만들기
․개발과정결정에 시민과 관련인의 참여 촉구
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신도시주의는 급속한 도시 확산과 난개발에 대항하기 위한 도시설계 개혁운
동으로 신도시주의가 추구하는 도시공간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
며 사회적 측면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도보권내 필수적인 도시기능의 배치
․ 대중교통 의존
․ 혼합토지이용 및 주거유형의 다양성
․ 토지이용결정에 시민참여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제공
․ 사회경제적 다양성 부여

2)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가. 국외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원칙과 전략에 의하여 추
진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monitoring)
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자기
수정적인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와, 이를 정책 및 계획에 활용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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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시는 1993년 환경, 인구 및 자원,
경제, 문화 및 사회분야 등에 걸친 약 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개발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자
치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세 분야 또는 정부
를 추가한 네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Hardi, 1997).
또한 미국의 정부기관간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을 크게 노
동생산성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다양성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세 분야로 구분 하였다(City of Boston,
1999).
나. 국내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국내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 지표가 개
발되었는데, 도시차원의 지속가능성 연구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성분
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개발은 변병설(2000), 이재준(2005), 진원형(1998)
등이 있으며, 2004년 건설교통부는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수립한다. 신도시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의 사례로 진원형(1998)이
제시한 개발지표는 (표 3-10)과 같이 설정하였다. 진원형의 지표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개발지표는 제시되었으나 사회적 지속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2000년 변병설의 지표에서도 사회적 지속성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2004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수
립하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사업 시 동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
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3분야로 구분하고 사회문화적 지
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개발, 사회적 혼합, 역사문화적 지속성 확보 등 3개 항
목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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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지표(진원형, 1998)
개발원칙

신도시의 자족시설 완비

개발지표

측정변수(영향력)

통근자족성

통근자족률(+)

통학자족성

통학자족률(+)

상업/서비스 자족성

상업.서비스 자족률(+)

환경적 쾌적성 확보

공간/녹지(open space)의 확보율 오픈스페이스 면적 비율(+)

개발에 따른 단지개발 방안

자연환경 파괴율

임야, 농경지의 전용비율(-),
1인당 자연환경 파괴면적(-)

자원 절약적 단지개발 방안

난방에너지의 효율성

아파트의 남향 배치율(+),
열병합발전 가구 비율(+)

혼합토지이용 도모

혼합 토지이용율

혼합용도 건축물의 비율(+),
평면적 혼합 토지이용율(+)

신도시의 높은 개발밀도

개발밀도

인구밀도(+), 용적률(+)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

대중교통의 편리성

지하철, 버스의 수송 분담율(+)

2009년에 개정된 동 기준을 살펴보면(표 3-11), 경제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는 자족성 확보와 유수지의 조성 등 2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환경적 지속성을 위해 자연순응형 개발, 접근성 제고, 밀도, 대중교통체
계 확립, 에너지 이용 및 자원 순환, 생태적 환경 조성, 청정환경조성, 첨단 정
보통신 환경 조성, 친환경계획의 수립 등 9개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기준
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4년에 최초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을 수립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환경적 지속성 분야에서 친환
경계획의 수립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 지속성 분야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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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국토해양부, 2009)
주요 지표
사회

사회개발

문화적 사회적 혼합
지속성 역사 문화유산
경제적
지속성

자족성 확보
유수지 조성

계획내용
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오픈스페이스 확충,
주거유형별, 평형별 연령층, 소유관계별 혼합
역사문화유산 보존,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경관 보존, 이주자
택지 조성
자족성 확보계획 수립, 자족시설용지 조성, 개발유보지 확보,
자족성확보기준
우수유출 억제시설계획, 담수능력 배양 및 지하수 함양 유수
지 계획, 다목적 조절지 계획

자연순응형 개발 기존지형 보존 최대화, 수변공간계획,
접근성 제고

권역설정, 권역별 계획

개발밀도

밀도계획, 용도별 면적 및 입지배분 계획

대중교통체계
환경적
지속성

에너지 이용
및 자원순환
생태적 환경조성
청정환경 조성
첨단 정보통신
환경조성

대중교통분담률, 신교통계획, 보행자/자전거 도로계획, 대중교
통계획, 환경친화 주차계획, 공동구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수자원 이용, 폐기물 재활용 등
공원녹지율, 공원녹지체계, 완충녹지, 생태녹지축, 자연환경보
존,
오폐수, 대기질, 소음진동, 정온환경, 쓰레기자동집하
유비퀴터스 인프라 구축, U 서비스 제공

친환경계획 수립 환경계획(Green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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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중점지표의 도출
1절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슬로우의 욕구단계로는
생리적 욕구 만족, 안전, 사회적 교류 단계를 지나 자기존중의 단계로 발전하
였으며, 역사도시 유형으로는 산업적 대중교통도시에서 근대자동차 도시를 지
나 탈근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를 토대로 2절에서 검토한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원칙과 기 개발된 지표 등을 검토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 분야별 중점 지표를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지표별로 4장에서 경제
사회변화와 지속가능성의 관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제도의 역할 측면에서
신도시 계획 변화를 평가하였다.

1) 지속가능성 중점 지표의 도출
지표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
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이동근, 1997).” 2절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및 토
지이용의 원칙을 검토하고 개발된 지표 사례를 토대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가. 계획변화 검증을 위한 중점 지표의 선정

본 연구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 연구사례,
2004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고,
입지적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점지표를 지속가능성
분야별 2개 이내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과다하게 많은 지표는 세부적인 분
석이 어렵고, 분석이 가능하더라도 시대별 상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표의 중요도 판단은 언론 등의 사회적 관심도, 기 발
표된 연구논문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표 3-11)의 국토해양부 기준(2009)을 참
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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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도출된 주요 지표와 내용
구분

지표
환경생태

자연순응형 개발, 생태적 환경조성, 환경계획
(환경생태계획)의 수립

개발밀도

인구밀도, 용적률

주민참여

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

사회적 혼합

주거유형별, 평형별, 소유관계별 주택의 혼합

자족성

자족시설용지의 확보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내용

환경적 지속성 분야에서는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선정하였다. 환경생태는
자연순응형 개발, 생태적 환경조성, 친환경계획수립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은 신도시계획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이의 제
도화를 위해 국회 공청회42)가 열린 바 있다. 기타 접근성 지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이 용이하지 않고, 첨단 정보통신 환경은 수도권 내 통신여건
이 대부분 유사한 통신환경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은 계획단계에
서 노선이나 운행회수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자원 순환과 청정환경조성 등은 포괄적인 ‘환경생태’
의 범주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밀도는 도시환경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공공적 규제수단이다. 에너지 효율적 도시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압축도시 등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다양한 관
심과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적 지속성 분야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며 신도시의 입지 특성에 따라 적용할 대상이 많은 차
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을 중점지표로
42) 국회 이호웅의원실 주관으로 2005년 9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경생태계획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보다 앞서 2001년 10.29일 환경정의 시민연대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방향을 주제로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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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주민참여는 앞에서 살펴 본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원칙 중에서 ‘더
나은 토지이용원칙’이나 ‘신도시주의’ 등 외국의 사례에서 개발과정에 주민참
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한국토지공사 그리고 관련 학회에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합은 판교신도시에 시범적으로 도
입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43)이 있었으며 이후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등과 연계하여 혼합 방법등에
대한 연구44)가 진행되었다.
경제적 지속성 분야에서는 자족성을 중점지표로 선정하였다. 건설교통부
(2004)에 의하면 “경제적 지속성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
며, 자족시설의 확충 전략과 입지여건에 따른 적절한 자족성이 요구된다.” 고
하여 경제적 지속성의 주요한 계획 요소는 자족성이라 할 수 있다.

자족성은

1기 신도시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속성에서
자족성확보가 중요하며, ‘유수지의 확보’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구
내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지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도출된 중점지표의 이론적 배경
연구사례와 기존 신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5가지 지
표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가. 환경생태
(1) 개념
43) 아시아 경제 2012.02.24 “아파트 소셜믹스… 차별이냐 편리냐”, 매일경제 2006.08.29 “허울뿐인
판교 '소셜 믹스” 등 언론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이 외 ‘소셜믹스‘로 네이버 검색시
2012.12.31 현재 373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실질적인 소셜믹스
정책은 대선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다.
44)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소셜믹스를 2010.7월 학회지 ‘건축‘의 특집 주제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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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09.1)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 분야 중 자연순응형 개발, 생태적 환경조성, 친환경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는 지표이다. 친환경계획은 “신도시계획 수립시 ‘선환경계획-후개발구
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수립단계에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으로 정의되며 이와 유사한 개념45)으로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환경생태계획이
있다. 환경부의 정의에 의하면 “환경생태계획이란 사업대상 및 주변지역들의
생태계, 자연경관, 등 각종 환경요소와 생태적 기능들이 종합적·유기적으로 연
결·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환경생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김귀곤(2007)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며 토
지이용계획 수립 이전 사전계획으로 자연환경 요소와 도시생태계의 정밀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생태계 서비스와 생태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계
획”으로 정의 하였다. 환경생태계획이 친환경계획보다 환경적 지속성확보를
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환경생태계획의 기본방향은 모든 활동이 자연생태계 법칙에 적합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정주환경 내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 대상지가 지닌 자연
환경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의 기초를 제시한다. 또한 도
시계획수립에 있어 토지이용계획과 동일한 위상46)에서 수립되어 도시생태계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전지역을 선정하고, 도시 내 생태네트워
크 계획, 생물종 및 서식처 보전 및 복원계획, 도시민들의 휴양공간인 공원녹
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신도시개발사업의 입지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
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 시 일정규모

45) 환경부가 판교신도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조건으로 선환경계획-후개발계획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후 국토부에서 마련한 대안이 환경계획이고,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가
환경생태계획이다.
46) 환경생태계획은 궁극적으로 ‘선환경생태계획-후개발계획‘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의 부
분계획으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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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신도시개발경우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2) 신도시 환경생태 평가

환경생태와 관련한 신도시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2004)에 의하
면 수도권 1기 신도시 보다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율과 일인당 녹지면적이 크
게 증가 하였다. 공원녹지율은 평균 19.3%에서 28.1%로, 인당 녹지면적은 9.2
㎡에서 26.7㎡로 증가하였다. 김은종(2010)의 연구에 의하면 231개 택지개발사
업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택지개발사업의 공원녹지율과 계획인구 일인
당 공원녹지면적은 1993년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총리훈령으로 제정된 이후
이전의 사업지구보다 증가47)하였으며, 다시 1999년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정
책기본법으로 승격된 이후 대폭 증가48)하여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
획 특히 공원녹지면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
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발달에 따른 수요자들의 욕구가 자연스레 반영된 것도
있지만 환경부의 제도적 강화가 많은 역할49)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의 연구(2006)에 의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지형을 활용한 계획, 기존산림의 보존 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생태적 측면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자연에너지의 활용방안 등이 미흡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유럽의 도시들의 환경생태부문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환경을 통한 어메니티를 증진한다. 미국 산안토니오의 경우
도시내부를 통과하는 강을 정비함에 있어서 주변의 문화와의 연계, 사람의 이
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회복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둘째,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대상
47) 공원녹지비율 9.18%→12.97%, 일인당 공원녹지면적 3.61㎡→5.83㎡
48) 공원녹지비율 12.97%→19.44%, 일인당 공원녹지면적 5.83㎡→16.28㎡
49) 공원녹지면적의 증가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상승과 사업 수익성과 연계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
발사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정책적 강제성이 없었다면 쉽게 달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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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다양한 생태환경을 창출하였다. 스웨덴의 함메르비의 경우 집 앞의 갈대
숲, 주거단지 안의 연못 등 생태적 환경과 주거공간의 결합으로 인간과 자연
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세째, 태양열 등의 자연에너지 이용을 활성
화하고 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태양열 및 폐목재 연소를 통한 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건축의 의무화 등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관련 활동에 주민이 주도50)
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는 생물다양성, 자연에너지의 활용 등이 미흡하였
으며 2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율과 일인당 공원면적이 1기 신도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계획의 도입과 공원녹지 확대에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생태보전이 아닌 인간과 함
께하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였다.
나. 개발밀도

(1) 개념
신도시의 개발밀도가 과다하게 높으면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환경적으로 지
속성이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배후기반시설
사업성이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지속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개발 밀도
는 신도시의 쾌적성과 사업성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부터 유럽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밀개발에 의한 혼잡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개발밀도의 적
정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밀도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대부분 제도 범위 내에서
개발자의 의사에 맡겨 왔다(안건혁, 1995). 그리하여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민범식 외(2004)는 적정 개발밀도란 “사회계층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
50) 스웨덴의 Hammarby Sjoestad는 에너지 및 물 소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위원회
를 조직하여 자원과 재활용상품에 대한 원천적인 분리수거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낭비를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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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기반시설의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간 상충을 막고, 쾌적
한 생활환경 및 경관유지가 가능한 밀도”라고 하였다. 적정 밀도의 개발은 거
주자의 생활공간과 기반시설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도시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밀도는 총밀도와 주택지의 인구밀집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순밀
도로 나누며, 건축밀도는 단위면적당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로 측
정한다. 개발밀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당해 지역의 생산성, 쾌적성, 접근성 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건물,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
러 가지 규제로 통제한다.
동 연구에 의하면 밀도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물리적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밀도결정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개발목표, 수용인구, 입지특성이며 예
를 들면, 개발목표가 환경도시이면 밀도가 낮아지고, 수용인구가 많아야 하면
고밀, 주변도시가 저소득 고밀단지가 입지한 경우 저밀개발은 불리하다. 경제
적 요인으로 개발비용, 분양성, 개발수익성이 밀도에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
의 고밀은 개발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와 연계하
여 분양성도 달라진다. 물리적 요인으로는 기후 및 토질여건 등의 개발환경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밀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
고 밀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의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
며, 그에 상응하는 밀도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시 내부의 밀도만 고
려할 경우 인접지역의 무분별한 확장 및 고밀도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전체 신도시의 총밀도는 신도시의 토지이용과 인접지역의 상
황 여건에 따라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
는 순밀도의 개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신도시 개발밀도 평가
국토연구원(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6대 도시 주변에 위치한 중소
도시를 사례로 조사한 결과, 6대도시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소도시의 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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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51)하였다. 신도시와 기존도시
의 밀도를 비교하면 기존 도시에 비해 신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았다. 수도권
내 위치한 신시가지의 평균 인구밀도는 약 270인/ha로 6대 도시 인구밀도
240인/ha 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도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소도
시와 비교하면 신도시의 인구밀도가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우리나라 신도시 밀도 현황

단위 : ha, 인, 인/ha

수도권 1기 신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구분

분당

일산

면적

1,964

1,574

511

420

545

931

904

941

1,185

인구

390,000

276,000

170,000

163,000

170,000

80,400

121,000

125,000

154,000

32.3

33.4

37.8

43.1

34.4

25.4

29.6

34.5

32.7

순밀도

614.8

525.0

880.1

900.5

917.4

312

451

364

396

총밀도

198.6

175.4

332.7

388.1

311.9

86

134

133

130

용적율

180

168

214

190

239

161

173

200

170

주택지
비(%)

평촌

산본

중동

판교

동탄

파주

김포

* 자료 : 안건혁(1995)와 김현수(2007)에서 취합 정리함.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밀도는 가장 낮은 일산이 175인/ha이고, 높은 산본이
약 388인/ha 이다. 순밀도는 525-917인/ha 수준이다.(표 3-13) 2기 신도시는 1
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가 60%이상 대폭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순밀도 차이
는 크지 않은데 이는 2기 신도시의 주택용지비가 낮아졌으며,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김현수, 2007). 이윤상(2001)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대규모 사업
지구일수록 총밀도와 주거지의 비율이 낮아지고, 그 외 기능인 공원, 녹지, 학
교, 업무, 공용의 청사용지 등 모든 기능들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인구밀도와
51) 6대도시와 30km 이내 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259.6인/ha 였으며, 100km 이상 떨어진 도시는 122
인/ha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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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기와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최근에 계획된 지구가 고밀화 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밀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교통에너지는 감소한다. 뉴먼과 켄워씨(1989)는
세계 여러 국가의 32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에너지소비량과 도시형태적 변수
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을수록 인당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52)하였다(안건혁, 1998).
이와 같은 서구도시를 사례로 연구한 결과는 도시성장과정, 사회경제적 특
성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 도시에의 적용성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안건
혁(1998)이 국내 중소도시 중 22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밀도 수준은 순밀도 약
500인/ha, 총밀도 약 70인/ha로 나타났다53). 토지이용패턴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과도한 중심지 집중보다 분산형 집중 형태가 에너지 효율 측
면에서 우수하였다.
해외 신도시의 개발밀도 사례는 자료의 획득의 어려움이 있고, 자료 산출방
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비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국토연구원(1995)이 조사
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신도시 인구밀도 현황은 (표 3-14)와 같다. 미
국의 파크 포레스트, 우드랜드, 산안토니오 등 신도시 개발밀도는 33.3인/ha,
21.9인/ha, 23.9인/ha 수준의 저밀도이며, 일본의 경우 다마신도시는 96.7인
/ha 이나 지바와 고호쿠 신도시는 160인/ha 수준으로 미국의 신도시에 비해
5-6배 정도 밀도가 높았다. 미국은 가용 토지가 넓고 인구집중이 일본만큼 강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도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존 도시 보다 신도
시밀도가 낮은 편이다. 인구가 조밀한 홍콩의 경우는 밀도가 415.5인/ha 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신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도시국가
52) Owens(1986)에 의하면, 첫째, 밀도가 높을수록 교통에너지가 감소하지만 고밀이 반드시 교통에너지
소비에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둘째, 분산집중형 토지이용이 단일 중심의 집중개발 보다 에너지 효율
적이다. 셋째, 원형 격자형 등의 도시형태보다 상업업무 등 도시활동의 분포 특성이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안건혁, 1998)
53) 수도권 1기 신도시 총밀도는 175-400인/ha, 2기 신도시는 90-130인/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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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신도시의 밀도
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상황, 가용토지의 면적, 인구밀도, 분양가, 주택선호도
등의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개발대상지가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
업규모가 작을수록, 최근에 개발될수록, 주변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개발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는 신도시 밀도도 높아
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신도시의 밀도는 미국 신도시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
았다.

표 3-14. 해외 신도시 개발밀도

단위 : ha, 인, 인/ha

미국
구분

일본

파크포

우드

산안토

레스트

랜드

니오

다마

지바

홍콩
고호쿠

샤틴

싱가포르
우드
랜즈

베독

면적

3,303

6,855

3,771

3,196

1,933

1,317

1,805

1,198

937

인구

110,000

150,000

87,972

309,000

314,000

220,000

750,000

231,000

227,500

순밀도

56.4

54.7

50.7

357

402

298

1,708.4

472

573

총밀도

33.3

21.9

23.3

96.7

162.4

167.0

415.5

193

243

* 자료 : 안건혁외(1995) pp 60-63 표를 취합정리함.

다. 주민참여

(1) 개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그 곳에 살았거나 살게 될 주
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터전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신도시 구상이
나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
들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주민참여의 정의에 대해 유성용(2005)은 는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계획에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54)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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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배경은 1960년대 후반 환경 및 빈곤문제, 역사보전
등 제반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부 전문가의 전문성이나 노력만
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종합적 계획방법에서 주
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타났다(권경득, 2004).
이와 같이 계획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주장들은 1990년대 들어 더욱 증대
되고 있는 데 이러한 추세는 후기포드주의에 의한 대량생산 필요성의 약화,
탈현대(post-modernism)의 가치분화, 전문성에 대한 회의 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유성용, 2005, p127).
표 3-15. 도시개발 주민참여의 장단점

계획
과정

계획
산물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다양한 의견 수렴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대중인식과 책임 확대

열성참여자에 의한 선택적 참여

시행착오 최소화로 장기적으로 시간/

비합리적 계획으로 비용소요가 크고

비용 절약

통제 어려움

정부 주민 간 상호 신뢰증진

다양한 참여에 의한 복합적 과정

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확보

단기적 개별적 이익 추구

계획결정에 신뢰 증가

시장성 있고 효율적 공간계획 미흡

수요에 적합한 계획과정

진부한 해결방안과 타협

자료 : 유성용(2005, p128)에서 재정리

주민참여의 목적은 행정적 관점과 주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계획이나 의사결정주민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
키고 정부의 결정과 계획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입장에서는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54) 미국 주택개발부(1977)는 주민참여란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직간접적 통제를 가함
으로써 사회이익(Social Benefits)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주사회의 행정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권경득, 2004). 또한 Huntingto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Verba(1967)은 “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권력에 영향
을 줄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이상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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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유성용, 2005).
월쳐(Woltjer. J.)는 주민참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축면을 계획과정과 계
획산물의 양 측면에서 (표 3-15)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며, 부정적인 점은 왜곡된 참여과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비효율적인 타협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의 유형은 참여방법에 따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그리고 공식적
인 제도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한원택(1992)은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직접참여 방식과 각종 위원회나 의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해 참여하
는 간접참여방식으로 구분55)하였다. 복문순(1998)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
식적인 제도가 있는 지 여부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제도적 참여, 준제
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56)하였다. Arnstein(1971)은 참여의 실질적 의
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비참여, 명목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구분하고 8단계의
주민참여 단계를 제시하였다.

(2) 신도시 주민참여 평가
신도시계획에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2006)가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기 신도시에서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낮은 점수
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2기 신도시의 비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

55) Sternberg(1972)는 시민참여가 간접민주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안 내지 시정하여 그 기
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이상문, 2001).
56) 첫째 제도적 참여는 관련 법상 보장된 참여로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으로 보장된 설명회 등에서 주민의사를 나타내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준제도적참여는 법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한 참여방식이 아닌 청원, 진정, 민원 등 행정제도를 통해 주민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도적 참여가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 비제도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위, 점거, 농성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준제도적 참
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유성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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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의 중요성이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환경적, 경제적 지속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영운 외(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민참여가 “불완전한
참여권으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고, 공동체 해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
업시행자는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효성 있
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권경득(2004)은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변화된 주민의식
의 발달은 종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
주성과 합리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문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절
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1999년에서야 택지개발사업에 주민공람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도입이 뒤늦었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참여 관련 해외사례57)의 시사점은 그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
민참여58)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밀튼 케인즈 신도시를 주관했
던 잉글리시 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은 설문조사를 통해 신도시입주 희
망계층과 요구조건을 조사하였으며 초기 계획안에 대한 홍보투어를 가졌다(양
도식, 2006).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에서는 계획담당자와 주민 단체와의 워크숍
을 통한 주민참여를 하였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에 의해 기본구
상이 결정된 뒤에, 워크숍을 통해 주민과 함께 검토하고, 세부 결정과정에 거
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화 창구를 활성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한국토
지공사, 2006).

57)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 community action program과 model city program에 의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 고 하였다(Morgan, 1984 : 권경득 외, 2004). 독일의 졸링겐시의 계획세포 제도 사
례는 김현식 외(1996) 참조.
58) 일본의 고호쿠 신도시는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도시계획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한
결과, 주민의 정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였다(한국토지공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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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주민참여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성에 비해 주민
들의 인식이 낮은 상태이고, 사회적 공감대에 비해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늦게
도입되었으며 그나마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계획단계에 주민과의 워크숍, 주민수요 설문조
사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었다.
한편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1990년대 이후 여러 학
자59) 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협력적 계획이란 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으로 상호학습과정, 합의
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경찬외, 2007).
라. 사회적 혼합(Social Mix)60)

(1) 개념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는 공공개발사업이며 임대주택의 공급은 신도시건설사
업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1989년 이후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공급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
변의 부정적 시각,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단지 슬럼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주택정책이 정착된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임대주택단지의 집단화로 인한 주거지 슬럼
화와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혼합을 시도하고 있다.
김주진 외(2005)는 사회적 혼합이란 연령과 직업, 세대구성, 소득수준 등 다
른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
회적 혼합은 그 자체가 달성해야할 목표 가치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이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61)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
59) Healey(1996), Innes(1999) 등의 학자들은 참여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
다고 하였다(이경환 외, 2007) Foster(1999)는 참여계획(participatory planning)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60) 사회적 혼합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후 소셜믹스라는 용어로 통상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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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사회적 혼합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주택정책을
개혁하면서 영국정부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혼합을 지지하였다.
이는 혼합된 공동체가 도시의 기능을 보다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1946년 영국 Reith 위원회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도시계
획 분야에서 사회적 혼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발달한 근린주구
개념의 한 특성이 되었다. 미국에서 사회적 혼합에 대한 관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전쟁 중 무계급주의 개념이 전후 도시계획에 반영
되어 ‘공존 및 사회장벽의 제거’라는 사조가 근린지역에서 ‘사회적 균형’에 대
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시민운동가들은 기회평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혼합을
관련법62)에 반영하게 된다(나강열, 2007).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첫째,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주거 유형별 혼합,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수의 평형별 혼합,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공동주택의 소유관계별 혼합 등이다. 이중 사회적 혼
합과 관련된 논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 즉 소득계층별 혼합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임대주택만 독립되어 있는 ‘독립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인접하여 별개로 배치되어 있는 ‘인접형’, 임대와 분양
주택이 한단지에 혼합되어 있는 ‘단지 내 혼합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하
나의 주거동에 혼합되어있는 ‘주거동내 혼합형’ 등이다.

(2) 신도시 사회적 혼합 평가
사회적 혼합방법과 관련하여 서수정(2004)은 임대주택의 혼합 형태를 임대
주택만으로 구성된 독립형과 타 주택유형과 혼합된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표
3-16) 국민임대주택이 독립적으로 입지한 독립형은 사회적 배제현상이 심화되
어 단지의 슬럼화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내 혼합
61) 나강열(2007)도 사회적 혼합은 사회가 달성할 궁극적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분리로 인
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계획의 접근방식으로 보았다.
62) 1964년 주택법, 1968년 신공동체법 등에서 저소득계층 및 유색인종들이 근린주구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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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우 임대와 분양입주민 사이에 심리갈등은 발생하나 외형적 갈등이 심
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될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분양과 임대주
민 간 혼합 형태에 있어서 단지 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동훈 외(2004)가 공동주택의 혼합방안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지의 규모가 클수록 혼합가능한 평형의 크기가 증가63)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김지영 외(2005)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주택면적이 넓을수
록 임대와 분양주택의 분리를 선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혼합단지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진 외(2005)는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로 이원화하여 혼
합배치하는 것보다 민간임대 등 다양한 연령계층, 소득계층이 혼합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3-16. 사회적 혼합을 위한 임대단지 독립형과 혼합형 비교
구분

독립형

혼합형

사회적
측면

⋅ 저소득층 집단화로 인한 지역사회 침체
및 지역커뮤니티 해제
⋅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및 소외감으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 유발

⋅ 지역 내 균형적인 주거환경 수준 유지 및 지
역 활성화
⋅ 사회통합실현으로 저소득층의 소외감과 배제
의식 약화 및 반사회적 행위 감소

경제적
측면

⋅ 일부 자치단체의 복지수혜층 집단화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집중
⋅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임대 주
택과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 격차 심화

⋅ 복지수혜계층의 자치단체별 분산에 따른 자
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 민간의 참여유도에 의한 정부재정 부담 완화
⋅ 분양주택의 수익으로 임대주택에 투입함으로
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균형적인 디자인
수준확보

자료: 서수정(2004), 수정 작성

천현숙(2009)은 입주 후 1년 이상된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혼합유형별
공간특성 및 사회적 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혼합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의 사회
적 배제 정도는 독립형이나 인접형에 비해 단지내 혼합이나 주거동내 혼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단지내 혼합형이 가장 높았고 주거
63) 연구 결과 같은 아파트 동에서의 혼합은 1-5평 범위 이내, 인접 동은 6-10평,
11-25평, 근린주구에서는 16-20평 정도 까지 혼합의 선호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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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서는

동내 혼합형이 가장 낮게64)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보다 소득이 높은 국민임대주택 혼합의 경우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적다고
하였으며 통합에 유리한 적정 임대주택비율은 27.9%였다.
제이콥스(1961)는 미국도시의 관찰을 통해 “같은 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였으며, 임철우(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동경권신도시
의 경우 주택소유형태와 소유권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거주민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주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다
양한 주택형태와 주택 소유권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신도시계획 시 임대와 분양아파트의 혼합방법에 있어 독
립형과 아파트 동내 혼합 보다는 단지 내 혼합이,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
단지의 혼합이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 소유관계에서 나아
가사회적 혼합을 위해 소득, 연령,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사업시작
단계에서 부터 사회통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마. 자족성

(1) 개념
하워드(1902)가 전원도시를 “다양한 일자리와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 업무, 공공서비스 등이 충분한 규모로 계획된 도시”로 정의하여 이미 자
족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안건혁(1997)은 “자족적 신도시라 함은 인구 규모에
어울리는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적정한 경제활동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
써 지속적 성장의 잠재력과 활력을 갖춘 도시”라고 하였다.
넓은 의미의 자족성은 생산과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족성,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자족성, 백화점·병원·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의 자족성, 그리
고 공원과 녹지 등 환경기반시설의 충분한 공급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
미65)로 연구되고 있다(한국토지공사, 2001). 그러나 한국토지공사(2006)의 설문
64) 이 경우 “물리적 배제는 건축설계와 관리측면의 통제를 개선될 수 있으며, 심리적 배제를 줄이기 위
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하였다.
65) 이러한 개념은 Ogilvy(1969)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며, Burby 외(1976)는 오길비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도시 내 여가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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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의하면 향후 신도시 개발에 있어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
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조사자의 65.3%가 ‘신도시 내 업무 및 산업기능
의 유치’라고 응답하여 생산기반 또는 직장의 신도시 내 유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현수(2005)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자족성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산업시설 등의 경제적 자족성을
의미한다” 고 하면서 그 측정지표로 고용자족지수(고용자수/경제활동인구수)
와 직주비율(도착교통량/출발교통량), 직주균형66)지수(일자리수/주택수) 및 현
지고용지수(현지고용지수/경제활동인구수)를 들고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은 도시의 정체성과 에너지 절감, 쾌적성 등과 연관되어 있
다. 서종대(2011)는 신도시의 자족성이 떨어지는 경우 “도시민의 충분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없어 도시의 활력이 약화되고 도시내 직장을 구하기 어려
워 거주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까지 훼손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통근통행량이 늘면서 시간비용 상승과 교통난 유발67), 환경비
용 증가 등의 문제와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고 하였다.

(2) 신도시 자족성 평가
1기 신도시가 완성된 이후 신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허재완(2001)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제적인 자족성을 평가한 결과, 생활기
반의 자족성은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나 고용기반의 자족성은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어 고용기반의 자족성 확보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더라도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자족
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변창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도심에서 30km
이내의 도시들은 서울로의 통근 통행량도 많고 고용자족도도 낮다고 하였으며
박기조(1997)는 비자족적 도시는 모도시와 평균 22km 거리에 입지하고, 자족
66) 직주균형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대략적으로 주택의 수와 직업의 수가 같은 것, 혹은 경제활동 인구의
수와 직업의 수가 같은 것을 말한다(Cervero, 1989).
67) Cervero(1995)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신도시를 사례로 자족수준을 평가하고 통근패턴과
자족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가장 자족적인 도시가 승용차 이융률이 가장 높아서 자족성이
지구내 교통량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였으며, Hui(2004)는 신도시내 자족기능을 hgkr
보하여도 일자리의 위치가 서로 달라 교차 통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장준상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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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평균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자족성과 모도시와의 거리는 반비례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도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도시가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기 위해

서는 적정 인구규모가 있어야 하는 데, 안건혁(199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도
시의 삶의 수준, 서비스 인구를 고려할 떄 20-30만정도가 적정한 인구 규모라
고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계획 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규모와 모도시
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김현수(2005)는 입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의 자
족성기반 평가를 위해 경제활동 인구대비 당해지역 사업체종사자 비율을 분석
한 결과, 1기 신도시의 고용자족성은 경기도 전체 고용자족성 54.8%의 절반수
준68)이였다. 그는 자족성확보를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40km 밖에 위치하고, 자
족기능으로는 제조업와 업무시설이 중요하고, 용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족시
설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준상(2006)은 5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입주전후(1996년과 2002년 비
교)의 직주비(도착통근/출발통근) 변화를 통행량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5개 신도시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향상하였으며, 분당과 일
산이 평촌 등 타 신도시들에 비해 자족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행수단 분담율
은 신도시가 기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
도시개발 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 신도시별로 차별적으로 증가된 것은 대도시권의 인구가 광역적으로 확
산함에 따라 거점이 되는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종합
병원, 대형 판매점 등과 같은 기능들이 입지가 집중되고 규보가 작은 평촌 등
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족성 확보를 위해

서는 도시규모가 커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 평가사례의 시사점은 신도시의 자족성은 모도시로 부터 거
리가 30km 이상 떨어지고, 인구규모가 20만인 이상 클수록 자족성 확보가 용
이하였다. 그리고 입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족기능이 상승되었다. 자족용지
68) 분당 31.6%, 평촌 29.4%, 중동26.3%, 일산 24.9%

- 71 -

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족기능이 유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족성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결과 영국
의 신도시에 비해 일본이나 우리나라 신도시의 자족용지비율은 적게 나타났
다. 이는 1절의 해외신도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이나 미국은 당초
부터 자족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을 우선시 하여
개발목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자족적 신도시 건설을 위해
서는 분명한 개발목표가 있어야 한다.
표 3-17. 해외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비율
일본
타마

코오호쿠

치바

미나미노시티

영국
Milton
Keynes

면적(ha)

2,984

2,530

1,933

394

8,880

1,573

계획인구(천인)

298.9

300

194

28

250

276

모도시와의 거리(km)

30

23

25-40

40

84

20

고용비율

40

20

8

-

140

40

상업․업무용지비율

3.4

5.2

2.3

1.2

10.5

3.4

산업용지비율*

10.5

6.6

17.1

10.0

12.0

6.8

자족시설용지비율

13.9

11.8

19.4

11.2

22.5

10.2

구 분

* 주 : 일산은 계획적 유치시설용지 비율
* 자료 : 건설교통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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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산

IV.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의 사례 신도시계획의 변천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지표별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사례신도시 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경제사회변화와 지
속가능성의 관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제도의 역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사례 신도시 계획 변화를 평가하였다.

1. 사례 대상지
1) 사례 신도시 개요
국토해양부는 1989년4월 발표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로, 2000년
대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를 2기 신도시라고 명명하여 구분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사업발표 7개월만인 그해 11월 아파트 분양을 하여 세계에서 유
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당신도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계획인구 39만 명, 계획면적 1,979ha이며 우리나라 신도
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선도적인 개발사업으로 일산, 평촌 등 동 시대에 개
발되는 타 신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200만호 주택건설과 준농림지 해제에 의한 주택공
급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부동산 경기 활성
화 정책, 신도시 중단으로 인한 공급중단 등의 이유로 주택수요가 회복되었으
며, 특히 준농림지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되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도시개발
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판교신도시는 환경보전이 중요시되었
다. 판교 신도시는 지방화, 민주화, 분권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개발된
최초의 신도시사업으로 규모는 타 신도시에 비해 적지만 자족성, 환경생태계
획, 사회통합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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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분당
사업기간

일반
현황

개발
밀도

자족
시설

주거
혼합

위례

2003.12～2011.12

2008.8～2014.12

성남시 분당구
중서부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위치

성남시 분당구
동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면적(ha)

1,964

920

680

계획인구(천명)

390

88

115

계획가구(천호)

97.6

29

46

가구당 계획인구

4인/가구

3인/가구

2.5인/가구

인구밀도(인/ha)

195

95

169

호수밀도(호/ha)

50

32

68

612

376

412

순밀도(인/ha)

SH 공사

주거용지비(%)

32.3

25.7

38.9

아파트 평균 용적율

184

159

200

상업업무용지비(%)

8.3

3.0

6.6

-

4.6

2.1

공원녹지비(%)

19.3

36.8

24.9

단독:연립:아파트(%)

11.4 : 12.4 : 76.2

31.4 : 4.1 : 64.5

8.0 : 0 : 92.0

소형:중소형:중대형(%)

33: 33: 34

26: 38: 36

15.3: 26.6: 58.1

임대비율(%)

13.6

25.6

35.5

도시지원시설
용지비(%)

환경

1989.8～1996.12

판교

* 사업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공사준공일까지
* 상업업무용지 중 분당은 업무용지 3.7%, 판교와 위례는 각 주상복합 1%, 2.8% 포함
* 토지이용계획도 부록 참조

위례신도시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신도시 중에서 서울 지역에 개발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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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신도시사업으로서 정부의 수요억제책과 병행하여 발표된 주택공급확대정
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 입지가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송
파구 등 3개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사업발표 단계에서부터 많은 갈등 소지를
갖고 있었다. (표 4-1)은 사례신도시의 사업개요를 보여준다.

2) 사례 신도시의 개발배경과 계획 목표
사례신도시의 개발배경과 계획목표는 신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다. 사업의 목표에 따라 개발밀도, 환경의 질, 자족성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분당신도시

(1) 사업의 배경
정부가 분당을 포함한 5개 신도시 건설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의 폭등이었다. 1989년 9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정부의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1988년 말에서 1989년 초까지
6개월 동안 무려 30-50% 상승되었고, 이 지역의 집값 폭등이 수도권 여타지역
과 전국적으로 파급될 기세였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이러한 주택가격의
폭등은 물가와 임금상승을 부채질하여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
라 당시 격렬해지고 있던 노사분쟁과 겹쳐 사회갈등이 첨예화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와 같은 서민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이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당시 도입된 의료혜택,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기 신도시의 대표사업인 분당신도시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2) 계획목표 및 개발구상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분당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중산층의 수요대상인 중형
- 75 -

이상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대
단위 상업·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서울의 상업·업무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
로써 인구분산을 가능하게69)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 4월27일 정부는 신
도시계획 발표 시 신도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새주택도시건설계획”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계획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1989년 초 정
부는 수도권에 신도시와 공업단지의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하여 신도시개발이라
는 이름으로 발표 시 신도시의 다양한 기능으로 고용을 유발하므로 수도권 인구
유입반대 목소리에 대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실상의 정부 의도는 자족기능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정부 발표
로 도시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시를 자족화 하려는 계획가들에게 어려움
이 있었다(안건혁, 1994). 그러나 이후 대도시 주변의 주택도시개발은 그 성격상
지나친 대도시 의존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주거위주의 기능으로 활기가 결
핍된 도시형성을 우려하여 초기의 주택도시개발이라는 목표는 수정되었다. 그리
하여 계획의 기본방향을 첫째,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모형 제시, 둘쨰, 직주근
접을 구현하기 위한 자족적 도시기능, 셋째, 수요와 공급전망에 근거한 개발사
업의 단계적 시행, 넷째,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의 활
용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분당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의 목표를
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
계체계를 구축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로 정하였다(한국
토지개발공사, 1992).
첫째, 공해 없는 환경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분리식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소음과 분
진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
인을 살리고 문화유적을 보전 및 복원하였다. 둘째,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69) 안건혁(1994)은 신도시에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을 규제하여 수도권 외에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
는 한편,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수도권 거주자에 한하여 입주시킬 계
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하고 서울인구의 과밀
화를 방지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76 -

지하철을 건설하고, 지하철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체계를 도입하였
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에 장애자 통
행시설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등 편익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셋째 안전
한 도시 조성을 위해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보
행동선의 입체화, 자전거와 보행자의 차선분리, 중심상업에 복합용도 도입 등
을 계획하였다.
분당신도시는 성남시 남단녹지에 입지하며 공동주택 94,600세대, 단독주택
2,980세대 총 97,580세대가 계획되었다. 사업추진일정은 1989년 5월 예정지구 지
정된 후 1989년 8월 말 개발계획 승인, 198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989
년 11월 택지조성공사 착수하였다. 지구지정 후 2년 5개월만인 1991년 9월 말 시
범단지 아파트에 최초로 주민이 입주하는 유례없이 빠른 사업 추진일정은 그 당
시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32.4%, 상업업무용지 8.3%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59.3%로 구성되었으며, 다시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3.7%, 연립
주택 4.0%, 아파트 24.0%, 그리고 복합용도 0.7%로 구성된다. 단독주택 면적
724,000㎡와 2,980세대는 분당 전체 면적 19,636,000㎡와 97,580세대 대비 각각
11.4%와 3.2%이다. 단독주택단지 및 공동주택지와 인접 배치된 근린상업용지는
2.1%로 420,000㎡, 역세권에 배치된 중심상업용지는 2.5%로 496,000㎡이다.
나. 판교 신도시

(1) 사업의 배경70)
판교신도시의 시발점은 준농림지의 난개발에 대한 정책대응과 성남지역의
남단녹지 건축규제 해제 기간의 도래에 따른 대안 마련이었다. 첫째, 난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부정적 여론71)으로 추가적인 신도시계획 논의가 어렵게 되었다.72)
70) 성남판교지구 1단계 백서(2002)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71) 자재난 및 임금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 공공편익시설의 공급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자족기능 실현의
어려움 등
72) 이러한 사항이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 제도 하에서 증가하는 개발수

- 77 -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울 등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 가용지가 한계에 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수요관리에
치중된 토지정책을 공급확대위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의 물결을 타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이 도입되었다. 이후 도시지역외곽에는
농촌지역의 주위경관이나 기반시설용량에 부합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아파트’
와 산발적인 공장입지, 미니 신도시(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분산적 개
발73)이 진행되어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초래하여 국토를 크게 손상하였다. 이
에 정부는 여론의 쟁점이 되었던 용인지역의 교통대책을 2000년4월8일 발표하
고 연이어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
을 5.30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난개

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 즉 신도시사업이라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
둘째, 판교의 경우 신도시 개발 논의에는 바로 이러한 난개발과 주택문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판교는 1976년에 주변 일대 약 2천만 평을
소위 ‘남단녹지’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각종 건축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 오다가 이 중 약 6백만 평이 분당신도시에 편입되어
녹지가 해제된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2000년12월31일까지
건축제한을 한 상태였다. 법령상 1회에 한하여 1년 간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종료되고 난 뒤에 판교를 어떻
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였던 것이다.
건축제한이 풀릴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 하에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었다. 첫째, 기존 녹지상태
에서 법 상 가능한 개별건축을 허용하는 방안, 둘째,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수
립 후 개별건축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신도시 형태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대규모 택지개발을 외면함으로서 난개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73) 2000년 당시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미니신도시는 모두 113개 지구, 66여만 가구, 230여만 명에 달
하였으며 기존 도로망과의 조화 및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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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이중 세 번째 신도시개발방식은 공공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용
도지역을 구분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 방식으로서 앞서 두 가지 대안의 문제점74)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또한 주택공급 측면에서 수도권의 주택보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도 매년 18만호 건설이 필요하였으나, 재건축 등 기존 시가지내 민간개발
은 약 10만호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만호는 기존 시가지의 신규
택지를 활용하여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 판교지
역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에 걸쳐 약 10조원에 해당하는 생산유
발 효과와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개발이익을 통한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
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계획목표 및 개발구상
판교 신도시 개발구상의 기본방향은 개발배경에 보는 바와 같이 녹지상태의
해제 수준으로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로서 저밀도의 친환경시가지를
조성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관리를 도모하였다. 개발계획의 기본방
향은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성남시 산업구조 개편을 담당할 주거, 업
무, 문화의 복합도시의 조성, 둘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 및 다양한 주거형태의 제공을 통한 다양한 수요계층 만족, 셋째, 기존 성남
시 및 분당지구 도시구조와의 정합성 확보 및 도시기능의 고도화 등이다.
판교신도시 면적은 9,315천㎡로 1기 신도시 중 분당이나 일산에 비해서는
작은 평이지만 평촌, 중동, 산본에 비해서는 3배가량 큰 편으로 1기 신도시의
평균 규모와 비슷하다 하겠다. 최초 계획인구는 59,100인 (19,700세대)로서 인
74) 첫 번째 대안은 주택, 상가 등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
지 않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며, 두 번째 대안은 1안의 경우보다는 계획적이지만 지방정
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장기간 설치되지 않아1) 결국은 난개발이 초래될 수밖에 없
고 쾌적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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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도는 분당의 1/3인 64인/㏊이었으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계획인구
86,000명 인구밀도는 95인/ha로 분당의 1/2 수준이 되었다. 임상이 좋은 경부
고속도로 서측은

단독․연립과 저밀 아파트를, 동측(분당측)은 벤처, 고밀 아

파트, 상업․업무시설 등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판교신도시의 주택지 중 단독주택용지 비율은 31.4%로서 분당의 약 3배가
계획되었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가 주택의 양적 공급인 데 반해 주택의 질
적 공급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바람통로 예측 모델링, 자연형 친수

하천 조성, 물순환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며 생태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쓰레
기 자동집하시설, 클러스터형 단독 주택지, U-시티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신도시에 처음 도입되는
계획기법이거나 신기술이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친화, 자연친화, 경
관친화를 계획개념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다. 위례신도시

(1) 사업의 배경
위례신도시는 2005년 발표된 노무현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75)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의 부동산시장의 투기심리 확산과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고자 마련된 정책이었다. 당시의 부동산 수급상황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수
도권에는 연 900만평의 공공택지가 소요되었으나 확보ㆍ예정물량은 600만평으
로 부족한 상황이고,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은 국토계획법상 규제강화
등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연 30만호(중대형은 8만3
천호)로 파악되었으나 수도권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은 연 24만호76)(중대형 6만

75)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정책과 주요 택지지구 공영개발, 판교 중ㆍ대형아파트 10%(3200가구) 확대, 강북 광역개발, 수
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방안 등이다.
76)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호수의 40%인 연 10만호가 공급 가능했으며, 민간택지에서는 연 14만호(재건
축 5만, 재개발 3만 포함)가 공급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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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호)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연 6만호 공급이 부족(중대형은 연 1만
6천호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민간택지 규제합리화와 도심지 광역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연 1만호 내외 추가 공급이 가능하여 공공택지에서 연
5만호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공공택지에서 연 5만호 추가건설에는 연
3백만 평(5년간 총 15백만 평)의 택지가 소요되어 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확
대방안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강남지역의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의 공급 역할을 하게 되었다(한국토지공사, 2008).

(2) 계획목표 및 개발구상
위례신도시는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라
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웰빙 주거도시’를 계획목표로 하
였다.

구체적인 개발 개념은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 3개 지자체의 지역특성

과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활력 있는 첨단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더
불어 사는 상생도시’로 설정하였다
활력

있는

첨단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공원과 건강가로인

휴먼링

(Human Ring)를 계획하였다. 휴먼링은 약 4km에 달하는 환상형 녹지축으로
청량산과 탄천을 연계하는 생태축과 주거단지를 연결하여 자전거, 인라인, 보
행, 조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고려하였다. 다음으
로 대중교통중심의 개발77)(TOD) 개념을 도입하여 신교통 노선을 따라 트랜짓
몰(Transit Mall)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계획하여 신교통수단 정류장
주변에 커뮤니티 시설과 소형임대주택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제고
토록 하였다. 트랜짓몰은 주거지, 공원, 공공시설간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하였
다. 소하천을 보전하여 ‘블루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량산 인접부에는 에너지
자원과 생태계 순환을 유지하는 생태주거 시범단지가 계획되었다.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신교통 정류장 지역을 테마광장으로 조
성하고, 트랜짓 몰의 일부 구간은 문화거리로 조성토록 계획되었다. 문화예술
77) 대중교통중심개발(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개념은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관성을 강
조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인 교통체계환경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식.

- 81 -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도입되도록 하
고, 장지천 생태공원과 창곡천 문화공원은 자연과 역사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였다.

복정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창곡천 주변 녹지수변

공간에 다양한 소재의 역사탐방로를, 군사시설 이적지에는 군사박물관 등을
계획하였다.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버타운을 계획하여 세대 간 교
류를 도모하고, 3개의 행정구역이 만나는 곳에 상징광장을, 임대와 분양이 혼
합된 사회통합 단지를 확대하고, 학교를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대학원대학, 문화센터, 복지시설, 공원 등의 커뮤니티 시
설이 상호 연결되도록 커뮤니티 회랑(Community Corridor)를 조성하였다. 평
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개념
을 적용하고, 유비퀴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토록 하
였다.
이 외에 타 신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역사테마 특화단지, 트랜짓 몰 디
자인 특화, 커뮤니티 친화형 주거지 등을 통해 디자인 특화를 시도하였다. 범
죄예방형 도시설계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시설의 통합 디자인을 도입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타워를 테마파크화 하여 신재생에너지 체험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라. 소결

사례 신도시의 개발배경 살펴본 결과, 분당과 위례신도시는 강남의 대체수
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분당은 1989년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위례는 2005년 8.31부동산 대책 등 공급확
대방안의 한 가지78)로 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목표
는 강남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그 배경은 다른 두 신도시와 달리 준농림
지 난개발에 대한 반작용과 성남시 남단녹지 건축해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
78) 특히 이 지역에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가 중요한 목표였다. 최근 중대형 수요급감으로
계획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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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를 개발구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분당신도시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성장지상주의의
노태우 정부에서 개발되어 물량공급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다. 판교
는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되어 계획과정에 환경단체의
역할이 커졌으며, 분배정의를 외친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위례는 주민참여와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계획 당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분당, 판교, 위례가 각각 약
5,500달러, 약 13,000달러, 약 19,000달러로 지속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었다.
이에 기본계획의 목표도 분당신도시는 ‘공해 없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판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수도권 동남부 업무
거점도시’로, 위례신도시는 ‘첨단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로 변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가구당 계획인구가 각각 4인, 3인,
2.5인으로 감소하여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례신도시의 기본구상은 분당과 판교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과업책임은 각각 안건혁 박사와 민범식 박사가 담당하였다. 위례신도시는 기
본구상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으나 도시설계학회에 의뢰하여 개발수요
분석과 도시이미지 특화전략을 수립하면서 개발계획의 틀을 구성토록 하였다.

표 4-2 사례신도시 개발배경과 계획 목표
분 당
관련 정책

200만호 주택건설

개발목표

강남 수요 대응

판 교

위 례

난개발방지

8.31 부동산 대책

난개발방지 + 강남수

강남 수요 대응 + 중

요대응

대형공급확대

정치 상황

성장지상주의

경제민주화, 국민의 정부

분배정의, 참여정부

일인당 GNP

5,500$

13,000$

19,000$

가구당 계획인구

4인

3인

2.5인

계획목표

공해없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친환경 업무거점도시

기본구상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수행

(안건혁박사)

(민범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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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생태,

역사문화,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
한국도시설계학회

2.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1) 환경생태

가. 환경생태 관련 제도 변화

신도시의 생태환경과 관련한 제도는 공원과 녹지의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시설의 내용과 규모 등이 규정되며, 토지이용계획수립
을 위한 전체적인 환경생태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생태계획수립지

침79)(국토환경정책과-1931호, 2009.9.30)과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2005.12) 및 환경계획 수립지침(2009.1.22)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판교신도시
계획 이후에 수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행정조치사항으로 공원
관련 법률이나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지침에 따라서 계획되었다.

환경부는 환

경생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개발
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급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행정계획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선환경계획-후개발계획’ 수
립 지침도 함께 작성하였다.
1993년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총리훈령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업시작단계에
서 사업으로 인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예정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하였다.

사업

에 악영향이 적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녹지자연도를 기준으로 절대
보존, 상대보존 지역 등을 설정하여 보존·활용토록 하였다. 1999년12월 사전환
경성 검토가 총리 훈령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지구 외 조
수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대 설치요구, 공원녹지율에 대
한 기준 강화 및 보전지역 녹지자연도 상향 조정80) 등으로 강화되었다. 그리
고 대상 범위도 인구밀도, 조수보호, 전자파 보호대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었으며, 나아가 경관녹지축, 물순환 체계, 바람통로 생태네트워크 등 종합적
79) 2005년 9월 2일 이호웅 국회의원 주최로 환경생태계획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법제화는 되지 않았다.
80) 공원녹지율은 수도권 25%, 기타지역 20%, 녹지자연도 7등급에서 6등급이상을 보전지역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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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예정지구지정단계의
사전환경성검토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단순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
나, 환경부에서 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제정하면
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신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서는 공원녹지법에서 제시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등을 고려한 기존 지형보전
기준, 사업지구와 외부녹지를 연결하는 도시녹지축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도시의 공원녹지율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표 4-3)와 같이 확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의 분포여부, 지역특성(평지는 산림지보다 공원조
성비가 과다하므로 면적비율 하향 조정 가능), 조성공원면적 등을 감안하여
환경계획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은 상대보전하고, 8등급 이상 지역은 절대 보전, 생태자연도 II등급은 상대보
전하고 I등급은 절대보전, 경사도 20°이상은 상대보전 30°이상은 절대보전 하도
토록 하였다.
표 4-3. 사업지구 규모별 공원녹지 기준
구

분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녹지면적

사업지구 규모

계 획 기 준

990만㎡이상

28%이상

660만㎡이상

26%이상

330만㎡이상

24%이상

990만㎡이상

17㎡이상

330만㎡이상

15㎡이상

* 자료 : 국토해양부(2010) 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도시 내외부의 핵심생태계와 주변의 완충지역 그리고 핵심생태계를 연결하
는 생태녹지축을 다음 (표 4-4)와 같이 설정하여 신도시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근간이 되도록 하였다. 단 환경계획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의 폭을 조정할
수 있었다. 신도시 주변의 산림과 지구 내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고 생태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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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규모 녹지는 중대규모의 공원녹지와 녹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녹지의 연결상태에 중점을 두었다.
표 4-4. 녹지축 설정 기준
구 분

광역 녹지축

도시 녹지축

지구(단지)녹지축

주녹지축

부녹지축

주녹지축

부녹지축

주녹지축

부녹지축

700m

300m

100m

30m

15m

5m

기본(적정)
1500m
700m
200m
* 자료 : 국토해양부(2010) 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80m

30m

20m

하한(최소)

이와 같은 기준이 있기 전에는 신도시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시 환경부와 협
의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내용의 협의 조건이 신도시 계획의 생태환경에 큰 영
향을 주었다. 협의가 지연되면 신도시사업의 지구지정이 지연되어 전체 신도
시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개발계획에 대응하는 환경계획81)의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 일본 등 외국에
서도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독
일은 공간계획에 대응하는 ‘경관생태계획’체계를 개발하고 도시개발로 인한 자
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침해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계획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생태도시와 관련하여 1988년 환경청에서 생태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을 시작으로 본격화82)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같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환경공생도시’ 등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환경계획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간계획에 내재화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은 계획정책지침(PPG : Planning Policy Guideline)에 의해 공간계획이 자연환
경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생태관련 제도의 변화는 공원녹지관련법의 평면적 공원녹지
81) 독일의 경관생태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생태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국토계획체계에 대응하
여 기존의 공간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개발된 환경계획기법을 말한다.
82) 1989년 환경청에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3년 11월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건설성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5개 생태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공생도시사업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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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서 환경부의 환경생태계획과 국토해양부의 환경계획 등을 통해 선환경
계획-후개발계획을 지향하는 생태적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공원녹지율에서 생
태면적률로 진화하였으며, 지구외부 녹지축의 연결하는 광역적 접근방안에 대
한 고려도 하게 되었다. 과거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된 후 공원과 녹지를 연결
하는 개념에서 도시 전체의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나. 사례 신도시계획의

환경생태변화

(1) 분당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의 목표인 ‘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풍요롭고 쾌적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연 순응형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고지대에는 저
밀화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저지대 평지는 고밀화로 계획하였다(한국토지개
발공사, 1992). 경사지는 계단식 토지이용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
연 지형과 조화될 수 있는 도시골격을 구성하여 공원녹지 비율은 약 19.3%83)
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지구 내 남북으로 흐르는 탄천과 동서방향의 그 지천
들로 구성되는 수계들의 골격도 살리도록 계획하였으나 탄천의 일부가 토지이
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일직선으로 직강화 되었다.
근린생활권내의 공공 및 편익시설을 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 도로
등 보행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거단지 내부의 주요 보행발생
지점인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근린상가, 공원․공공시설 간을 연결하는 자전
거 병행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각 소생활권의 중심부에는 인근 주거
단지와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축을 구성하였다.
한국토지공사(2006)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 중 4.01점으로 나타나 일산(4.26점), 중동(4.15
점)에 이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2
점으로 나타나 중동(4.12점), 일산(4.03점), 과천(4.02점)보다는 낮았으나 비교적
83) 2기 신도시에서는 공원녹지면적에 하천을 포함하였는 데, 분당의 경우 탄천 등 하천을 포함하면 공원
녹지율이 2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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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판교

판교신도시의 개발배경은 녹지지역 건축규제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계획적
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녹지지역의 건축수준인 95인/ha의 저밀도
로 계획되었으며 공원녹지율도 36.8%, 단독주택 비율은 분당(3.7%)의 3배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가 주택의 양적 공급이 목적인
데 반해 2기 신도시는 주택의 질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변화하는 주택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판교의 공원녹지율 36.8%는 과거 분당(19.3%), 일산(22.4%)보다 높고 2기 신
도시 중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집하시설을 지하
로 계획하고, 지상부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였
다.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였으며, 인공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1
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환경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환경부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요구한 ‘선환경계획-후개발계획’이라고 하는 협의조
건84) 이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판교신도시는 개발구상안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행하여 보전지
역을 설정하였다. 광역녹지축을 분석하여 대상지의 녹지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토지생태분석을 통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태계 기능체계
를 종합평가하여 보전지역을 설정하여 기존의 환경악영향을 저감하는 수동적
접근이 아닌 능동적 환경계획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개발구상안과 환경보전
계획간 사전협의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협의와 조정85)을 통해 환경계획과
연계한 개발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다(최영국외, 2002).
또한 환경생태분야 전문가들86)의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인 신도시계획을 수
84) 환경부는 판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이행 조건으로, 공원녹지율 19% 이상, 보존 녹지의 녹지자연도
기준, 바람통로확보를 위한 대기예측모델링 실시 등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선환경보전-계획후개
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85) 이와 같은 조정은 개발구상과 환경계획이 같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
86) 미국의 경우도 우드랜드(Woodlands)신도시는 자연배수, 수자원 보호 등이 강조되었는 데 이는 맥하

- 88 -

립하였다. 첫째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협의조건으로 부여한 바람길 확보를
위해 서울여대 도시기후센터에 의뢰하여 바람통로 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도시개발로 인해 바람장 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물의 배치, 유형, 층고 등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판교지역의 하천생태계를 보전·복원 할 뿐만 아니라
하천변의 녹지체계와 연속성을 살려 친환경단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탄
천연구에 경험이 많은 경원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 최정권 교수팀에게 의뢰하
여 ‘자연형 친수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축을 중심으로 물순환 시스
템이 자연스럽게 도입되도록 하였으며 물의 저장 및 재활용방안은 우수를 비
롯하여 신분당선 지하철의 유출수를 주요 수원으로 활용하여 단지 내외부 물
순환체계를 구성하였다. 운중천과 금토천이 만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환경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행정기관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하천환경관리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생태시범단지가 계획되었다. 이는 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자문결과 생태
도시개념에 입각한 자연공생적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시민
공청회에서도 생태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각계의 환경요구를 수용하고 친환경계
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유형별 단지를 정하고 태양열, 벽면 및 지붕녹화, 습지, 물순환, 퍼
머컬쳐 조성 등의 지침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신도시 전체를 생태도시화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여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주택유형별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물순환 체계와 생태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적
용되는 생태계획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텃
밭, 습지(연못), 녹지, 휴식공간과 아파트 내 주민공동체 공간을 조성토록 하였
다. 둘째, 단지 내 기존 도룡농 서식처 보존대책수립 및 주변지역 공원화하고,
그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콜럼비아(Columbia) 신도시는 월레스-맥하그 설
계사무소(Wallace-McHarg Associates)가 1964년 마련한 “벨리지역 계획(Plan for the Valleys)“에
의해 신도시의 생태환경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내 많은 소하천이 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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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길을 살린 생태습지 및 수로를 조성과 우수활용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
고, 셋째, 텃밭공간을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장치설치, 넷째, 보도 및
주차장은 투수성포장, 태양열 활용 조명등을 설치하고 외부녹지의 단지내 연
결성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고려한 단지 배치가 되도록 하고 벽면녹화를 실시
하였다.
(3) 위례

위례신도시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수립한 후
개발계획에 환경생태계획과 생태면적률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신도시이다. 정
부는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
행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환경생
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때 녹지조성, 옥상녹화, 투
수층 등 생태공간면적을 개발 면적대비 30-50%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생태면
적률 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환경생태계획 결과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첫째 생태순환축(Eco-ring)
이다. 청량산과 탄천을 잇는 광역 생태녹지축 형성을 위하여, 탄천과 청량산
을 수계를 이용하여 연계하였으며 장지천, 창곡천의 저류지를 중심으로 녹지
거점을 형성하였다. 둘째, 생태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기존의 생태주거단지와
는 차별화된 편리한 생태주거단지 실현하여 단지 내 생태환경이 주민의 커뮤
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열 에너지, 지열, 우수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세째, 녹지와 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다. 지구 동측 청량산과, 지구 남측 영장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장지천, 창곡천, 복우천 등 자연하천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
으로 조성해 도시 내 소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주 녹지축 주변은 중·저
층으로 계획하여 청량산을 향한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물순
환을 통해 소하천의 자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내 우수침투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높여야 하며,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강
우를 저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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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사례신도시 기본계획의 목표를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당신도시는
‘공해 없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에서, 판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위례신도시는 ‘첨단생태도시’로 점차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생태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분당신도시는 도시공원법
등에 의한 평면적 공원녹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에는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 이후 1999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구지정단계
에서 ‘선환경계획 후개발계획’의 사업체계가 도입되어 신도시계획에 생태적 접
근이 시작되었다. 판교에서는 바람통로모델링, 자연형 친수하천계획, 생태시범
단지, 광역녹지축연결 등의 새로운 시도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건설교
통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 수립되어 녹지·물·바람 등의 생태적 환경
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후 계획된 위례신도시는 환경생태계획과
생태면적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별도의 환경생태자문단을 설치하여
환경문제에 능동적 대응을 하여 신도시 환경생태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다.
판교 계획시에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 없었으나 환경부와의 사전환경
성검토 협의조건으로 환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람통로 모델링 등
새로운 환경계획의 시도87)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계획기준과 협의과정의 내실화로 사례신도시의 공원녹지율은 분
당 19.3%에서, 판교 36.8%, 위례 24.9%로 증가하였으며, 일인당 공원녹지면적
은 분당 9.6㎡에서 판교, 위례가 각각 39.7㎡, 15.4㎡로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기준의 공원면적율 24%, 일인당 공원면적 15㎡/인을 상회88)하였다. 공원
녹지계획도 1기 신도시인 분당이 단순한 공원과 녹지, 이를 연결하는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였다면,

2기 신도시 판교와 위례신도시는 환경생태계획을 통해

87) 이는 판교가 2기 신도시의 선도사업으로 타 신도시의 모델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여론의 관심이 집
중된 사업이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88) 분당신도시의 경우 호당 인구를 2.5인으로 적용하면 일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4㎡/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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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녹지축 개념을 도입하여 외부 생태환경과의 연계성 강화, 물순환, 바람통
로의 확보 등 대상지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공원녹지계획으로 진화되었다.(표 4-5)

표 4-5. 사례신도시 계획의 환경생태 변화
시대적 상황
분
당

1기 신도시 선도적 역할
‘공해 없고 편리한 도시’목표
개발가용지 최대 확보
환경부, NGO 역할 강화

판 ‘친환경도시’ 목표
교 난개발 사회문제/녹지해제 상
황의 대안
개발제한 구역 일부해제

정책과 제도
공원녹지법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환경영향평가에 수동적인 대응

공원녹지율 19.3%
일인당 공원 9.6㎡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 협의조건
생태환경 시범단지
선환경계획-후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조건

위 군부대 지방 이전 부지 활용

신도시계획기준수립(2005)

례 압축도시 개념의 고밀개발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능동적 대

‘첨단 생태도시’목표

계획 반영
탄천직강화, 공원녹지

응

친환경 자연형 하천
바람통로 모델링, 생태시범단지
공원녹지율 36.8%
일인당 공원 39.7㎡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생태면적률 도입, 생태주거단지
건강가로(휴먼링), 소하천살리기
공원녹지율 24.9%
일인당 공원 15.4㎡

2) 개발밀도
가. 개발밀도 관련 제도 변화

1990년대 이전에는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별
도로 있지 않았으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신시가지 계획지침(1985)을 참고로 사
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밀도가 결정되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국토연구원에서 개
발밀도에 대한 여러 연구89)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2년부
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해외 및 국내 신도시의 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89) 국토연구원에서는 대규모 주거단지의 밀도와 공동주택 계획기준 연구(1995), 신시가지의 적정개발밀
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1995),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2001),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2004),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토지개발 용도 및 밀도관리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
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토지개발 용도 및 밀도관리를 중심으로(2006)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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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환경부에서는 2004년 2월 ‘환경친화적 계획도시 지침’을 수립하였으
며, 건설교통부에서는 같은 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2005년 지속가능한 신
도시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환경부의 기준에 의하면 면적 300ha 이상 1000ha
이하의 경우 120ha에서 최대 200인/ha를, 그이상의 신도시는 최소 100인
/ha-180인/ha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가 환경부기준, 해외사례,

전문가 설문 등을 거쳐 제시한 밀도계획 기준도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과 유사
하나 (표 4-6)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의 최대 밀도가 150인/ha로 환경부 기준
보다 낮게 제시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면적 도시규모가 클수록 보다 낮은 밀
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개발밀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
적 성격이 아닌 방향제시 역할을 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의한 개발밀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과밀을 우려한 상한밀도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표 4-6. 신도시 적정밀도 계획기준(2004)
신도시규모

환경부

건설교통부

총밀도(인/ha)

용적률(%)90)

총밀도(인/ha)

990(1000)ha 미만

120-200

150-180

100-200

990(1000)ha 이상

100-180

130-160

80-150

* 자료 : 건설교통부(2004), 환경부 환경친화적 계획도시 지침(2004)
* 환경부는1000ha를 기준으로 함.

나. 사례 신도시계획의 개발밀도 변화

(1) 분당

분당신도시는 서울 남측 20km에 위치하여 당시 급등하던 강남 중산층의 주
거수요에 대응하고 상위계획인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고려하여 분당신도

90) 건설교통부는 용적률 범위를 최소 80% 이하, 최대 180% 이상으로 제시하여 실제 의미가 없는 수치
로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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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구는 39만명91)으로 계획되었다.

총밀도는 일산을 제외한 타 신도시보다

낮은 밀도인 총밀도 198인/㏊이 되었으며,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계획 초기
150%로 계획되었으나 아파트 분양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업체들의 개발이익을
고려92)한 절충선인 184%로 조정되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가 동결되고 토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
한 조치였다. 주거용도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2.3%이며 이에 따라 순밀
도는 612인/ha가 되었다. 1기 5개 신도시의 평균은 총밀도가 233인/ha, 순밀
도는 678인/ha, 주택용지비율은 34.4%로서 분당이 일산보다는 높았으나 타 신
도시에 비해 낮은 밀도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2006)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인구밀도와 관
련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분당 신도시는 2.78점으로서 5개 신도시 및 신시
가지, 구시가지 등을 포함한 전체 평균 2.97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밀도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5개 신도시 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3)
한편,

분당신도시

계획인구는

390,000명이었으나

2004년

현재

인구는

411,146명으로 21,146명(5.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
획인구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신도시 계획 시 단독주택 개별필지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는 단독주택 개별필지에 다가구주
택의 입지함으로써 인구가 증가94)한 것이다.
(2) 판교

판교신도시의 개발 목표는 수도권 남부지역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신도시조성’, ‘기존 신도시와 차별
화되는 적정밀도의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수도권 남부의 업무거점’ 등으로
91) 건설호수 97,500호에 대한 가구당 인구 4.0인 적용
92) 업체들은 아파트 평당 분양가 134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80만원 이하대로 낮추거나 용
적율을 23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건혁, 1994).
93)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일산과 가장 높은 산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단순 밀도와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는 찾기 어려웠다.
94) 단독주택에 다가구가 입주하여 증가하는 인구는 인구영향평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요에는 반
영되나 계획인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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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층, 저밀의 전원형 주거형태와 중밀도 공동주택 위
주의 인구주택계획 수립하였다.
2001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에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과밀을 우려
하여 주택 19,700호, 인구 5.9만 명, 밀도 64인/ha의 분당신도시의 1/3 수준의
저밀개발로 기본구상 되었다. 이후 2002년 9월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확대된 주택건설물량을 확보와 개발이익을 통한 기반시설 비용부담확대 등을
고려하여 주택 1만호가 추가되어 가구수 29,700호, 계획인구 89,100인95)로 계
획되었다. 이와 같이 총인구가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밀도는 2기 신도
시 중 가장 낮고, 분당지역(198인/㏊)의 절반수준인 95인/㏊였으며 녹지율
(35.8%)96)도 최고 수준으로 계획되었다. 주거용지율은 25.7%로 수도권 신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이에 따라 순밀도는 376인/ha가 되었다.
주택용지별 용적률은 판교 서측지역은 평균 137~160%로 계획하되 경부고속
도로 인접부는 경관을 감안하여 120%를 적용하고, 동측지역의 경우 60㎡이하
블록은 155%, 판교역사 주변부는 180%,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접부는 비행고도
제한에 따른 높이 제한을 감안하여 140%를 적용하였다. 주상복합건물은 용적
률 200%, 연립주택은 80%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판교신도시의 개발밀도가
낮은 데는 단독주택과 공원녹지 비율이 각각 22.6%, 36.8%로 타 지구에 비해
높았고 아파트용지비율이 낮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3) 위례

위례신도시의 개발목표는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
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조치로 개발되는 신도시로서 ‘강
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례는 중대형 위주의 압축고밀 단지로 계획되었다. 위례신도시

95) 가구당 3인이 적용되었다.
96) 지구경계부의 산지가 보전녹지로 포함되어 실제 가용한 평지지역의 녹지비율은 타 신도시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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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대수는 46,000호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용지에서 각각 620호
와 42,056호, 2,227호를 분담하며, 토지이용계획 상 주택건설용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상복합 형태로 계획된 복합용지 내 1,097세대를 수용하였다. 이를 토
대로 산정한 수용인구는 115,000인이며, 세대당 인구는 2.5인97)을 적용하였다.
위례신도시 계획시에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계획지침(표 4-5)이 마련된
상태였다.

위례신도시의 인구밀도 169인/ha는 양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나 용적

률 200%는 환경부의 권장기준 185% 보다 높게 계획 되었다.

호수밀도는 68호/ha

로서 분당 신도시의 50호/ha 보다 높았다. 이는 세대 당 적용인구의 차이이
다. 분당은 4인/호, 위례는 2.5인/호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주거용지비율과

용적률은 각각 38.9%, 200%로서 사례 대상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위례가 개
발가용지가 부족한 강남지역에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로서, 이를 활용하여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개발밀도는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도시의 개발
밀도는 신도시의 개발목표·수용인구·입지 특성 등의 사회적 요인, 개발비용·수
익성·분양성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자연생태·기후·지형·지질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밀도와 건축밀도가

모두가 과밀할 경우 도시는

환경성(쾌적성)이 떨어지고, 건축밀도(주로 용적률에 해당)가 과도하게 낮아지
면 경제성(분양성)이 낮아지게 되어 토지의 분양성과 개발수익을 고려하면 가
처분용지율과 용적률을 높이게 된다. 특히 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는 같
은 인구밀도를 수용하더라도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주거지역 순밀도를 높
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사례신도시 총밀도의 변화를 보면, 분당신도시가 가장 높고, 판교신도시는
그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위례신도시에서는 다시 분당신도시에 근접한 수
97) 세대당 인구 2.5인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2007. 1)」에 제시된
2015년 지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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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용능력이 허용하는 한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총인구밀도
지표만으로는 환경측면에서 지속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한편, 환경적 지속성은 동일한 인구를 수용하더라도 자연녹지를 많이 남기
면서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한 순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간단하
게 순밀도를 총밀도로 나눈 압축도로 알아볼 수 있다. 압축도를 보면 분당신
도시보다 판교신도시가 높고 위례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압축도
는 전체면적에서 가처분주거용지비율과 관련되는데, 가처분주거용지비율이 높
아지면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부담능력이 높아지고 조성원가가 낮아져 사업
성이 좋아지게 된다. 사례신도시를 보면 위례는 주택용지의 가처분용지율을
높여서 압축도는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7)

표 4-7. 사례신도시의 인구밀도 변화
시기별 신도시

총밀도

인구밀도 변화
순밀도

압축도*

분당신도시

198인/ha

612인/ha

3.09

판교신도시

95인/ha

376인/ha

3.95

위례신도시

169인/ha

412인/ha

2.43

주 : 압축도는 순밀도를 총밀도로 나눈 것으로 압축개발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냄

다음으로 시각적 과밀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밀도 즉,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의 변화를 보면, 분당신도시는 평균 184%에서 판교신도시 159%, 위례신도시
는 다시 높아져 200%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공동주택 분양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되돌아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신도시계획기준에서는 사업면적 990만㎡ 미만인 경우 총밀도 최대 200인
/ha, 그 이상인 경우 150인/ha를 제시하고 있는 데, 사례신도시를 세대당 인
구 2.5인 기준하여 재적용해 보면 분당이 124인/ha, 판교 80인/ha, 위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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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그대로 169인/ha가 된다. 면적 990만㎡이상 지구에 해당되는 분당은 중밀
도지구이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받는 판교는 저밀도, 위례는 고밀
도 지구가 된다.
정리하면, 현시점의 가구당 가구원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분당신도
시는 중밀․중압축도시, 판교신도시는 저밀․고압축도시, 위례는 고밀․저압축
도시도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밀․고압축도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면 환경적 지속성 측면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
다.(표 4-8)

표 4-8. 사례신도시계획의 개발밀도 변화
시대적 상황

정책과 제도

계획 반영
고밀 압축개발

분
당

주택 및 토지가격 급등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서울 중산층 선호하는 도시

국토개발연구원(1985)신시가지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계획지침

총밀도 : 195인/ha(호수밀도 : 50호/ha)
순밀도 : 612인/ha, 압축도 : 3.09
주택용지비율 : 32.3%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184%
세대당 인구 : 4인
중저밀 고압축개발

준농림지 난개발의 현실적

총밀도 : 95인/ha (호수밀도 : 32인/ha)

판

대안 : 녹지상태 해제수준

환경부(2002) 환경친화적 계획

순밀도 : 376인/ha, 압축도 : 3.95

교

경부고속도로 교통부하 최

도시 지침

주택용지비율 : 25.7%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159%

소화

세대당 인구 : 3인
중고밀 압축개발
총밀도 : 169인/ha(호수밀도 : 68인/ha)

위

831부동산 대책 발표

건설교통부(2005)지속가능한

순밀도 : 412인/ha 압축도 : 2.43

례

주택공급물량 최대 확보

신도시계획기준

주택용지비율 : 38.9%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200%
세대당 인구

2.5인

3) 사례 신도시계획의 환경적 지속성 변화
사례신도시의 환경적 지속성을 중점지표인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과 지속성과의 관계,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변화와 제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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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적 지속성의 관계

“경제사회가 발전하면 신도시계획의 환경적 지속성이 증가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공원녹지의 양적 측면에서는 판교신도시가 분당신도시
보다 발전하였으나 위례신도시는 다시 축소되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 불가능한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어 공원녹지율이 높아진 것이므로 위례신
도시가 특별히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환경생태
의 질적 측면에서는 분당에서 판교,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공원녹지에서, 친환경계획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생태계획 수립으로 발
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환경생태 분야는 분당신도시보다는
판교신도시가, 판교신도시보다는 위례신도시가 질적 측면에서 생태환경의 지
속성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개발밀도는 경제사회발전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1980년대
신도시 보다 2000년대 계획된 신도시가 제도도 발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향상되므로 그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전개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검토한 결
과, 판교신도시는 분당신도시보다 저밀도로 계획되었으나 위례신도시의 개발
밀도는 다시 상승하고 특히 호수 밀도와 용적률은 분당신도시보다 높게 계획
되었다. 이는 단순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적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기 보다는 신도시의 입지에 따른 주택수요와 토지가격 등의 경제적 변
수가 개발밀도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98)되었다.
신도시의 총밀도는 대부분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 포함되는 데 한번 발표된 정부정책 목표치는 수정이
어렵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청회라는 형식을 거쳐 과도하게 낮은 총밀도가
상향조정 되었으나 위례신도시의 경우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고밀개발
의 실현이 비행고도 제한 등 현지여건으로 인해 고층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계
98) 3장의 평가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최근에 개발된 사업지구일 수록 지가가 상
승하여 개발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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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변경이 어려워 계획된 총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소화 하고
대부분 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할애해야 했다.
나. 환경적 지속성 변화와 제도의 역할

환경생태와 관련하여 “신도시계획의 환경생태분야의 발전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가능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환경생태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한두 가지는 1999년 정착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2005
년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다. 판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환
경성검토라는 협의과정을 통해 환경계획 등 새로운 시도가 되었으며 그 후에
는 지침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속성 발전을 위해 제도화는 필요하
지만 그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행정적 협의99)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의
지가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를 거치므로 구체적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관계부처가 합의에 의해 새
로운 시도가 가능하였다.
제도화 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친환경시범도시라는 선도사업을 통해 관계부
처의 행정적 협의가 선행되고 후에 지침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환경부는 바람통로 예측모델링, 선환경계획 수
립 등과 같은 강한 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려는 건설교통부는

‘지

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도 보다 체계적인 협의
의견 제시를 위해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대응하였다. 위례신도시
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와 같이 생태계획의 질적 발전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쉽게 수용될 수 있으며, 지침적 제도의
반영만으로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 개발밀도와 관련하여 “신도시계획 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적정 개발밀도의 확보는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가능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발밀도 역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과정 등에서 결정되어
99) 이는 신도시사업이 민간이 아닌 정부 공기업에 의해 시행되어 보다 용이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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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판교신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공급확대라는 다른 요인(초기 총인
구밀도 64인/ha에서 95인/ha로 변경됨)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사후에
후에 ‘지침적’ 제도로서

2005년 건설교통부 기준에서도 신도시 규모에 따른

최저밀도와 최대밀도를 제안하게 되는데 분양성이나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밀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지침이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된 위례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침자체
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점
도 있었고,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대부분 시장적 사업성에 의존하는 개발방
식이었기 때문에 지침적 제도화를 하였더라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상태였다.
즉, 환경적 지속성 측면에서 개발밀도관리는 사회경제적 발달에 따라 형식적
으로는 제도화되었지만, 명료하게 정착되었다는 연계성은 찾기 어려웠다.
사례신도시는 모두 서울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1989년 분당의 중밀도개발 이후 2003년 판교에서는 녹지지역
해제 수준의 저밀도로 개발이 되었으나 2008년 위례에서는 호수밀도와 용적률
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분양
가격 규제에 따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상승을 통해 단위면적 당 토지
비를 줄여야 하는 개발여건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요약하면

전반적으로는 환경적 지속성은 향상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전

개되었지만 시장적 요인부분도 아직은 영향력이 남아있어 명확하게 전환되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서 환경 분야의 발전은 김은종(2010)의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은 환경분야 제도의 강화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신도시개발이 잠재적인 휴식기
를 가지면서 발생한 준농림지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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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
1) 주민참여
가. 주민참여 관련제도 변화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1995년 지자체장 직선 등 지
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주민참여 확대요구가
증가하면서 강조되었다. 특히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참여를 강조하였다(유성용, 2005, p126).

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도시와 주변 지역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므로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관
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나,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비공식적,
비제도적으로 흐르게 된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반
대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식은 높아진 데 비해 이
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윤병구,
1994, p168).

시위, 농성, 점거100) 등의 비제도적 참여형태가 전반적인 개발사

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사회적 정당
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사업의 개발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절차는 크게 지구지
정단계, 계획단계(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시행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
부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데 지구지정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환경
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법률에 의한 검토를 거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경
우 관련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공람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1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동법 제3

100) 이와 같은 시위나 농성은 대부분 계획안 자체 보다는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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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장관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 등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예정지구
지정대상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101) 하여 시장 등은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접적인 참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지

구지정시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과 함께 기초지자체 의견도 함께 첨부토록
하고 있어 의견수렴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
견까지 수렴하게 된다. 한편 관계부처 협의시 환경부와의 협의는 환경정책기
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하게 되는 데, 환경부는 지구지정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환경시민단
체에게 의뢰하여 검토하게 되어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신도시 규
모인 지구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지구지정 이전10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동 위원회의 심의는 택지개발사업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차원의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외에 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
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해제시 주택정책심의위
원회103)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계획단계에서는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상 30만㎡ 이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의무화되
어 있어 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주민공람, 설명
101) 이와 같은 제도적 열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102) 지구면적 0.3-1㎢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수립이전에, 0.3㎢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
가(실제 실시계획 승인 전) 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103) 동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과 주택정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 103 -

회,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는 1990년 시행된 환
경정책기본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을 최종 평가서에 반영104)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3년 12월 시행된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는 주민의견수렴에 관련된 제반절차를 구체화 하여 주민설명회 개
최를 의무화 하고 주민의 공청회 개최요구권, 공람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표 4-9)

표 4-9. 신도시개발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제도

지구지정
(입안)단계

택지개발관련

환경 관련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1999)
(지자체 의견청취 시 광역의회
및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
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200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1981)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정책평가연구
원 등의 전문가 참여(1999)

총괄계획가(MP)제도(2004)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주민공람(1990)
주민설명회의무화 및 공청회요구권
등(1993),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단계

이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계획단계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는 주민공람
뿐이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105)시 거치는 공청회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
어진 주민공람 및 공청회 요구권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수립은 도시기본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
렴 절차로서 공청회는 필요하며, 주민공람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가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만, 제출된 의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제출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 절차적 합
104) 이 당시 언론에서는 단 한차례의 주민공람으로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김귀곤 교수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05) 도시계획분야에서는 1981년 법 개정 시부터 주민참여가 시작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적극적인 참여형태로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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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만을 유지하고 있다(유성용, 2005, p136).
나. 사례 신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변화
(1) 분당

신도시계획 시 현행 제도상의 대표적인 주민참여는 지구지정단계 주민공람
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는데 분당신도시가 계획
된 1989년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수립되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주민공람
제도는 1999년1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한 환경
영향평가법은 1993년12월에 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
한 주민의견을 최종평가서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1990년 시행된 환경정책기
본법에서 도입되어 주민들은 한 차례의 공람이 가능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1989년 6월 성남YMCA와 기독교교회
협의회 주최로 성남시 단대동 주민교회에서 ‘분당 새도시건설에 대한 공청회’
가 열렸다106).

이후 신도시계획을 담당한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신도시개발계

획에 관한 공청회’가 1989년 7월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의 공청회는
이틀 전 정부가 신도시 개발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개최되어 계획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거쳐야 하는 통과의
례로서 정부의 추인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당시 언론의 논평107)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정부의 급한 일정에 맞추고자 하는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라’ 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와 관료
적 편의주의, 그리고 국민경시의 풍조가 남아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공청회 개최는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부가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6) 분당 주민대표 이해학 목사, 일산 주민대표 이강민씨, 대구대 최병두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참가하
여 신도시개발 필요성, 인구집중과 교통문제, 개발이익의 주민공유, 이주자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07) 1989.7.26 동아일보 6면 기자의 눈 ‘반대의견 막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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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교

김영삼 정부에서 신도시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 했던 분위기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준농림지 난개발에 대응하여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정비되기 전
까지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수용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광역교통시설을 정부재
정의 부담 없이 조성할 수 있는 신도시개발이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판교신도
시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게 된다.
2000년 12월1일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 시 ‘판교벤처벨리’ 조성을 건의하고,
12월 2일 민간단체인 21세기 분당포럼에서“ 판교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의 발표와 학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토론회가 열리
게 된다. 다음해인 2001년 2월14일 ‘수도권살리기 시민단체’ 주관 신도시 토론
회가 개최되어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과장이 참석하였으나 판교주민의 소요로
중단하였으며, 2월20일에는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수도권 정책 및 신도시개
발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수도권 신
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6월4일은 실무 당정회의에서 건설
교통부안인 주거 100만평, 벤처 10만평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후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자회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당·환경단체·건교부의 의견조율, 당 최고위원회의,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01년 9월 28일 당정회의에서 첨단업종으로 제한하는 벤
처단지 20만평을 포함하는 개발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
국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사업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접수하게 된다. 즉 사업
을 제안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에서 기본적인 개발구상안이 확정된 것이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초저밀도로 발표된 기본구상으로는 토지공
급가격의 상승과 광역교통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밀도 상향을 골자로 하
는 개발구상안 공청회를 2003년 3월21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 그리
하여 당초 주택 19,700호, 인구 59,000명, 밀도 64인/ha에서 상향조정된 주택
29,700호, 인구 89,000명, 밀도 96인/ha의 내용으로 2003년 12월30일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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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득하게 된다. 한편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토지보상대책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원만
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판교신도시는 성남시, 분당경찰서, 한국토지공사 등은

신도시 내 U시티 구축사업에 따른 CCTV 설치와 인권침해문제 등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약하였다는 사회여론이
있었다. 이후 1990년대 초 지방의회의 부활과 자치단체장 민선 등 지방화와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에서 다양한 NGO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문제를 도시개발과
정에 반영하여 판교신도시는 NGO 자문단, 신도시자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그
룹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 행정지시에 의한 총괄계획가
(MP : Master Planner) 제도가 운영되었다.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신도시 자
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신도시
사업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러한 사전적 의미의 시민참여에서 나아가 판교신도시에서는 사후관리까지 주
민들이 참여하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종래 개발사업에서 볼 수 없
었던 ‘시민참여형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해 사업시행자와 환경정의 등 5개 시민
환경단체(NGO)가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단계부터 건설단계, 사후관리단계까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사업전반에
반영하였다. 이는 그간 개발사업자와 시민환경단체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발생되어 왔던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는 대안108)으로 채택
되었다. 이렇게 시민환경단체가 설계단계부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개발사업 완료 후, 공원 및 공공시설을
시민들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한층 성숙된 시민문화를 만들 수 있어 사회적

108) ‘모니터링 위원회’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연대하여 환경교육공간인 ‘판교 생태학
습원’을 건립하여 민관합동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학습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
지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공해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친환경 도시개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
다.

- 107 -

측면에서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3) 위례

위례신도시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의 하나로 강남지
역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
었다. 이후 7차의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와 2회의 차관급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2005년 12월26일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한 후 2005년 12월27일 관
계부처 장관회의 개최하여 위례신도시 개발방안을 확정․발표한다.

2006년 1

월3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에 착수하였으나 송파구(1.3), 하남시(1.25), 성
남시(1.31)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현안사항 해결 등을 요구하며 주민공람
절차 이행을 지연한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할 수 있
도록 관련법령 개정109)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발표 당시 명칭은 송파거여 신도시였으나 사업지구가 경기도
하남시와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남시와 하남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도시명칭 공모를 통해 다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위례신도
시는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입지한 이유로 태생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발계획안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각 시의회별로 보고회를 가
졌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을 심의110)하기 위해 2006년 6월1일 수도권 광
역도시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득하였다.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006년 7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완료하고 2006년 7월21일 예정지구
10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 3.9일 공포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지자체의 이해관련 사
항을 요구하기 위해 주민공람이라는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공람 본래의 취지
가 악용된 사례였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주장할 적절한 다
른 방법이 없었기 떄문이라고 주장한다.
110) 위례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인정 받는 절차가 필요하
였는 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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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행정절차를 위한 의견 수렴 외에 MP 자문단회의가 22회 운
영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에 따라 수립하
게 된 환경생태계획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환경생태계획 자문단이 구성·운
영111)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참여형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 5월 15-16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대책위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회의의 주
요 내용은 개발계획(안)에 관한 설명 및 질의응답112)으로 이루어졌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80년대 말 분당신도시
개발시까지 성장위주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개발사업에 주민참여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제의 도입, 1995년 지자체장 직선 등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참여 확대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1993년
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요구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신도시개발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분당 신도시가
마무리된 1999년에야 법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단계 주민공람 의무화가 도입된
다.
이후 2003년에는 지구지정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었
으며, 신도시계획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MP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주민 참여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으로 왜곡된 참여과정으
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여 개발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113)가 공존
111) MP 자문회의는 2007년 1월 시작되어 평균 월 1회 개최 되었고, 환경생태계획 자문단 회의는 2회
개최되었다.
112)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의 위치, 자족기능의 확보, 복정사거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신도시내
군아파트 재고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113) 독일의 경우 친기업적 성격의 독일정부는 계획과정의 간소화란 명목 하에 주민참여 부분을 계획과
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2008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켜 국

- 109 -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사업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
야 한다. 그러한 대안으로 협력적 계획114) 방식 등이 시도되고 있다.
사례신도시의 주민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분당신도시는 시대적 분위기, 제도
미비, 급속한 사업일정으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참여의 한계가 있었다.

이후

판교신도시부터는 지방화, 민주화에 의한 사회분위기 변화와 택지개발촉진법
과 환경관련법에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
며 특히 ‘환경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사업관리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
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위례신도시는 판교신도시에서 운영하던 MP제도에
서 나아가 체계적인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환경생태자문단이
구성·운영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 이후 시민사회는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후 국민의 정
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참여가 발달하였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
달로 참여형태도 다양해졌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분당신도시가 정부주
도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달리 판교신도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NGO 자문단, 신도시자문위원회, 신도시 포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계획과정은 내실화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었다. 분당신도시가 발표(‘89.4)에서 아파트분양(’89.11)까지 7
개월 소요된 반면, 판교신도시는 발표(‘01.6)에서 분양(’06.3)까지 약 5년이 소
요되었다. 이는 분당신도시개발 이후 새로이 도입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광역
교통대책협의에 추가기간이 소요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의도 종전의
형식적 수준에서 실질적 협의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통

상 1년 정도 소요되었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그리고 환경·교통·재해 등의 제
책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권용석외, 2011)
114) 협력적 계획이란 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
정으로 상호학습과정, 합의 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0년
대 협력적 계획의 등장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계획과정에 참여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이 들
의 의견을 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획모델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기존의 종합적이고 합
리적인 계획이 과연 계획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도전에서 부터 시작 되었다(이경환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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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도 내실 있게 진행되면서 기간단축이 어렵게 되었다. 과거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주민, 관계기관, NG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절차적 내실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표
4-10)

표 4-10. 사례 신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변화
시대적 상황
분
당

판
교

문민정부
군사정권 잔재 권위주의
민주화 운동 지속

정책과 제도

계획 반영

지구지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981)

환경평가 공청회 : 보상관련 시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무

기본구상 공청회 개최(주민주최1회, 국

화/ 주민의견 반영(1990)

토개발연구원1회)
주민공람/주택정책심의위원회

환경평가시 주민설명회 의무화/

개발방향 토론회(경제학회)

국민의 정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도입, 공

개발구상 공청회(국토연구원)

지방자치제 부활(1991)

청회 개최 요구권 부여(1993)

환경평가 초안 공청회(주민시위)

지자단체체장 민선(1995)

지구지정시 주민공람(1999)

NGO 자문단, 신도시자문위원회

총괄계획가(MP) 제도 (2004)

NGO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MP회의

참여정부

위 831부동산대책의 중대형
례 공급 기능 + 서민주거안
정

주민공람/주택정책심의위원회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중도위 심의 2회(GB해제, 지구지정)

(2005) : 주민참여 기준 없음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송파구의회·성남

지구지정시 중도위 심의(2003)

시의회 설명회
MP회의, 환경생태계획 자문단

2) 사회적 혼합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관심도 증가하
였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영구임대주택이 집단적으로 분리되어 공급되면서
사회적 분리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었다. 신도시
의 사회적 지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계층의 혼합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 소득별, 소유관계별 계층의 혼합방법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 사회적 혼합 관련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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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합에 대해 재개발사업 시 총 공급 세대의 17%이상 임대주택 확보,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공급주택의 일정비율 임대주택 의무화 등의
의무규정이 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서 사회적 혼합은 도시전체로는
주택건설용지의 배분과 주택의 평형별 배분, 그리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비율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규칙과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단지규모
단위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분당신도시 계획 시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조사된 주택수요를 중심으로
주택계획을 수립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1995년 제정된 이후 많은 변
경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비율과 공급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1996년 소형주택의 배분비율을 축소·완화하였으며, 1997년 임대주
택 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였다. 1998년과 1999년 지역의 주택수요를 고
려하여 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 배분기준이 2차례 조정되었다. 이후 2004년에
는 중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에
는 중대형 수요 충족을 위해 중대형 주택용지 배분비율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의 주택건설용지는 1995년에는 공동주택용지를 90% 이상, 단독주택용
지 10%이하를 확보토록 하였으나 1999년 개정되어 아파트용지를 60%이상, 연
립주택은 20%이하, 단독주택용지는 20%이하로 조정하였다. 이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상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현황을 반영
하여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주택유형의 다양화에 근본적인
한계115)가 있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내 규모별 배분기준을 보면 1995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
하의 주택용지를 70%이상 확보토록 하였으나 이후 1998년에는 50%이상으로
축소하였다가, 2001년 6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중 60㎡이하의 주택건설용
지를 30%이상 확보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침의 변화는 당시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였다. 소형주택의 공급이 과다해지면 그 비율을 축소하였으며,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15) 택지개발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배분비율이 조정 가
능하여 단독주택용지를 40% 까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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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60% 이상 확보되도록 하였다.(표 4-11) 이를 토대로 신도시 규모의 사
업에서는 별도로 지속가능한 계획기준116)을 적용하고 있는 데 신도시 개발지
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였다.

표 4-11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별 배분기준 변화(수도권 지역)
주택건설용지

1995년 제정시

1996.2 개정

1998.12 개정

2001.8 개정

60㎡이하

5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85㎡이하(60이하포함)

70% 이상

70% 이상

50% 이상

60% 이상

85㎡초과 용지

30% 미만

30% 미만

50% 미만

40% 미만

자료 : 김은종(2010)에서 재정리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신도시계획에서 사회적 혼합 목적의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의 일환으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제, 택지개발
시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용지의 의무확보 규정, 정비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정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분
양주택 공급과 함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강제하여 차상위 계층과의 혼합거
주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주진 외, 2005).
선진 여러 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지원책이 구분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계
층혼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와 HOPE ⅥI117)프로그램이 있으며,
간접적 지원책으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인 LIHTC118) 제도
116) 부록2 참조
117) 1990년대 초 미국 대도시의 황폐화된 공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의회에서 3억불 규
모의 공동주택 재건프로그램(HOPE Ⅵ : Housing Opportunities for People Everywhere Ⅵ) 승인
118) 미국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은 저소
득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토지비 등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고정자본
을 제외한 개발 비용이나 기존 주택 매입비의 일정비율(9% 또는 4%)에 대해 10년 간 세액을 공제
해 준다. 세액감면 권리는 유동화시켜 투자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이 도
입된 1987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에서 공급된 민간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량의 15% 수준에
달한다.(아시아경제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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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도는 주택개발시 사업시행
자가 의무적으로 시장가격 이하의 주택을 6-15% 포함토록 하고 대신 법정 용
적률보다 많은 밀도 보너스를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HOPE Ⅵ 프로그램은 슬럼화된 공공주택단지를 지속가능한 혼합단지
로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용과 서비스 시설이 설치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을 한다. LIHTC는 보조금의 일종이지만 여타의 보조금과 다른 점은 저소
득층 주택을 개발하거나 매입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소득 및 취득세를 면
제해주는 세금보조의 형태이다(천현숙, 2009).
영국의 PPG3(Planning Policy Guideline 3) 란 개발자가 지방정부 계획청으
로 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단지 계획시 준수해야할 지침이다(김주진,
2008). PPG3는 ‘혼합되고 균형 잡힌 커뮤니티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승인
기준에 저렴주택 수요, 대중교통의 접근성, 공공시설과 보행·자전거 연계성 등
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119).
일본의 경우는 서구사회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현상이 극심하
지 않지만 1990년대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빈곤층
과 노령층만 남는 ‘잔여화 상황‘에 대응하여 미국의 HOPE Ⅵ와 유사한 임대
주택 재건축시 혼합을 유도하는 공영주택병설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은
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
우는 임대주택단지의 고령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 되면서 고령가구와 청
장년층의 혼합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경우도 소득계층의 혼합 외에 다양한
계층의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천현숙, 2009).
임대주택 혼합비율은 영국 PPG3 정책의 경우 사회주택의 혼합비율을 지자
체별로 25-40%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의 경우 25% 수준, 몽고
메리 카운티의 경우 12.5-15%의 혼합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공급방식도
다양화하여 임대 대 분양이라는 이분법적인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계층,
119) 동 지침은 1980년대 민영화정책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처분될 당시, 일정주택의 지불가능주택의 제
고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Tiesdell, 2004; 김주진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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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주거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사례 신도시계획의 사회적 혼합 변화
(1) 분당

1988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1988-1992)에는 분양주택이 150만호,
임대주택이 50만호가 계획되었으며, 이중 영구임대주택120)이 25만호가 포함되
었다. 분당신도시 계획시에는 ‘사회적 혼합’이라는 개념보다121)는 ‘균형있는 인
구구성’을 목표로 하여 ‘분당·일산 신도시계획을 위한 주택수요조사’에 의해
조사된 입주예상 인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중
심으로 주택계획이 수립되었다.
주거유형별로 단독 : 연립 : 아파트 용지의 비율을 11.4% : 12.4% : 76.2%로
대부분이 아파트용지로 배분되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용 택지로서 주로
전철역 주변에 배치되었다. (표 4-12)
표 4-12. 분당신도시 주택건설계획
구분

대지면적(천㎡) 세대수(세대)

인구(인)

밀도(인/ha)

평형(평)

용적율(%)

단독주택

725.297(11.4%)

3,010

12,040

166

60-70

100

연립주택

790.190(12.4%)

6,468

25,872

329

38.7

100

11,479

45,916

1,139

16.0

151

46,434

185,736

850

25.5

179

30,189

120,756

535

43.6

193

88,102

352,408

727(평균)

30.6(평균)

184

97,580

390,320

614(평균)

-

-

임대
402.465
아파트 국민
2,181.301
+
분양
2,253.392
복합
계 4,837.159(76.2%)
합계

6,352.647

자료 :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공동주택용지는 규모별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의 비율을 33.1%
120)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3-36㎡ 규모였다.
121) 1980년대 말 부터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배제 현상으로 나타
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적 혼합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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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34.3%로 배분하였다. 임대주택은 세대수 기준 13%이며 혼합되지 않
은 임대주택만 독립형으로 계획되었다. 그 규모는 평균평형 13-19평 규모이었
으며, 대부분이 13평 규모였다. 가장 많이 공급된 아파트 평형은 24평형과 31
평형이었다.(표 4-13)

표 4-13.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복합용도) 유형별 형태 및 평형기준
평형별아파트(세대수)
구분
계
임대
국민
분양

세대수
88,102(100%)
11,479(13.0%)
46,434(52.7%)
30,189(34.3%)

8~12

12~18

18~25.7

26.7~31

31~41

41평 이상

(13)

(19)

(28)

(36)

(44)

(56평)

7,095
7,095
-

22,079
4,384
17,695
-

28,739
28,739
-

6,769
6,769

18,648
18,648

4,772
4,772

자료. 한국토지공사(1997) 분당신도시 개발사

(2) 판교

김영삼 정부 이후 지속적인 서민주거대책이 강화되었다. 1995년5월 서민주
거안정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를 제안하였고, 2000년1월 서민주택 전
세자금 지원 확대, 2000년8월 공공개발택지에 임대주택용지 우선공급비율 확
대, 2001년5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2003년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2005년6월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정책방안을 개편하여 국민임대
평형과 매입임대 등의 공급방식 다양화 그리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에 사회적
혼합(Social Mix)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판교신도시에 시범 적용하였다.
이에 전체 아파트 36개 단지, 2만2414가구 중 14개 단지, 6,964가구를 사회
적 혼합단지로 지정했다. 판교신도시에 도입된 사회적 혼합의 형태는 2가지였
다. 임대 단지와 분양 단지를 구분해 각각의 단지에 평형만 섞어 짓는 방식(13
개 단지, 이중 6개는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 7개는 소형과 중소형 혼합)과 임
대·분양 주택을 같은 단지에 혼합하는 방식이다. 판교신도시는 주거유형별로
단독 : 연립 : 아파트의 비율을 31.4% : 4.1% : 64.5%로 배분하였으며 친환경
적 개발을 위해 산림주변부에 단독주택용지를 배치하였다. 공동주택용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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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별로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의 비율을 25.5% : 37.8% : 36.7%로
배분하였으며,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30%이상 확보하였다. 그리고 계
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평형을 혼합하여 배치하였다.(표 4-14)

표 4-14. 판교신도시 주택건설계획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부지면적
(㎡)

비율
(%)

세대수
(호)

인구
(인)

평균평형
(평)

용적률
(%)

2,631,559

100

29,700

89,100

-

-

826,428

31.4

2,726

8,178

70-185

100

일반단독

552,139

2,224

6,672

70-100

100

블럭형단독

274,289

502

1,506

145-187

100

25,711

77,133

20-50

80-180

527

1,581

50

80

공동주택

1,700,699

연립

108,858

4.1

60㎡이하

-

-

-

-

-

60～85㎡이하

-

-

-

-

-

85㎡초과
아파트

108,858
1,591,841

60.5

527

1,581

50

80

25,184

75,552

-

120-180

60㎡이하

434,516

9,501

28,503

20-22

137-155

60～85㎡이하

642,791

10,103

30,309

30

140-170

85㎡초과

514,534

5,580

16,740

45

120-180

1,263

3,789

50

200

-

-

-

주상복합
60㎡이하

104,432
-

60～85㎡이하

-

85㎡초과

104,432

4.0

1,263

-

-

-

3,789

50

200

*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8) 판교신도시 2단계 백서

이와 같은 판교의 사회적 혼합 사례는 중대형 공공임대122)와 중소형 공공분
양주택을 한 단지에서 혼합하였는데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은 5년 후에는 분양
주택단지로 전환되고 분양가도 높아 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자 하
는 당초의 계획의도와 달리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사
회적 혼합 정책에 부응하고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었

122) 4개 블록 약 2,00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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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언론에서는 형식적인 혼합123)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3) 위례

2005년 건설교통부의 신도시계획기준이 수립되어 위례신도시는 동 기준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 주민센터, 학교 등의 커뮤니티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
며 노인시설을 별도로 계획하여 도시단위에서 세대간 혼합을 계획하였다. 주
택유형별, 공동주택 평형별 주택계획은 다음과 같다. 위례신도시의 총 세대수
는 43,580호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용지(주상복합)에서 각각 700호
와 38,204호, 3,067호를 분담하며, 주상복합 형태로 계획된 복합용지 내 1,609
세대를 수용하였다.(표 4-15) 이를 토대로 산정한 수용인구는 108,950인이며,
세대 당 인구는 2.5인을 적용하였다.
표 4-15. 위례신도시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계

단독주택

43,580호
(100%)

700
(1.6)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 계

60㎡ 이하

60～85㎡

85㎡ 초과

38,204
(87.7)

12,849
(29.5)

10,925
(25.1)

14,430
(33.1)

준주거
복합
4,676 (10.7)
3,067
1,609
(7.0)
(3.7)

※ 공동주택중 보금자리주택 : 22,374호 (60㎡ 이하 : 12,199 , 60～85㎡ : 10,175)
*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8) 위례신도시 백서(1단계)

공동주택용지(아파트)는 38,204세대, 95,510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아파트의 규모별 용지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60㎡ 이하 33.6%, 60~85㎡ 이하
28.6%, 85㎡ 초과의 비율은 37.8%이다.(표 4-16)

3개 블록(A1-10,11, A2-2) 약

5,800세대가 소형과 중소형 혼합단지로, A1-9 1개 블록 약 1,500세대가 소형,
중소형, 중대형 전 평형이 혼합되었다. 이중 2개 블록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혼
합되었다.

트랜짓 몰이 계획된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85㎡ 이하의 중ㆍ소형

공동주택용지를 적절히 배치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주상

123) A-19블럭의 경우 중소형분양과 중대형 임대(10년후 분양전환)의 혼합이었으나 계층간의 혼합이라
할 수 없는 단순한 소유관계 혼합으로 언론(2005년 9월8일 서울경제 등)의 비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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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은 역세권에, 외곽부에는 85㎡ 초과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하였다.

표 4-16. 위례신도시 아파트 평형별 배분계획
공동주택계

민간

보금자리

구분
38,204

15,830 (41.5%)

22,374 (58.5%)

소 계

38,204(100%)

분양
24,648
(64.5%)

임대
13,556
(35.5%)

분양
13,764

임대
2,066

분양
10,884

임대
11,490

60㎡이하

12,849(33.6%)

3,437

9,412

-

650

3,437

8,762

60-85㎡

10,925(28.6%)

7,447

3,478

-

750

7,447

2,728

85㎡초과

14,430(37.8%)

13,764

666

13,764

666

-

-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제6차 변경승인서, 2012.12

다. 소결

사회적 혼합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수단이다. 1971년
서울 개봉동에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989년부터 4년간 약 19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저소득
층이 집단화되어 분리되었으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이미지저하로 사회적 배제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주거유형,
공동주택의 평형별 혼합, 소유관계별 혼합 등의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규모
의 사회적 혼합기준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단지단위규모의 사회적 혼합은 입주민의 갈등을 유발하여 제도화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혼합방식으로 단지 분리형과 단지 내 혼합형이 있고,
단지 내 혼합형은 다시 동별 혼합, 군집형 혼합, 주거동내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서민임대주택이 분리형으로 배치된 경우가 혼
합형배치 보다 사회적 배제가 심하였으며 혼합형 중에는 동별 혼합방식이 사
회통합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주진 외, 2005)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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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개발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사회적 혼합개발은 사회통합
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사회적 혼합이 임대주택단
지의 고립화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와 범죄발생, 사회적 배제 등을 개선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나강렬, 2007).
사례신도시의 사회적 혼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주거유형별 주택건설용지
혼합을 보면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이 분당에서는 11.4% 수준이었으나 판교에서
는 31.4%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당초 저밀개발이라는 개발목표를
유지하고 교통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존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지 물량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서는 정부의
8.15 부동산 대책에서 할당된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파
트용지의 확보가 필요하여 단독주택의 비율도 8%로 최소화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지 않았다. 이는 단독주택용지를 20%이상 확보
토록 하고 있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24)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판교에서
다양화되었던 주택유형이 위례에서 아파트 위주로 단순화되었다.
사례 신도시의 아파트 평형별 배분으로 소형 : 중소형 : 중대형 아파트의 비
율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규정과 계획 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분당은 33.1 : 32.6 : 34.3 이고 판교는 25.5 : 37.8 : 36.7이였다. 그리고 위례신
도시는 최초 계획 시에는 당시 수요를 고려하여 중대형 평형비율이 58%로 계
획되었으나 2012년에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33.6 :
28.6 : 37.8로 조정되었다. 사례신도시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평
형별 배분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사례신도시의 입지가 유사하고, 판교와
위례는 중소형 주택을 60% 이상 확보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례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분당 13.6%, 판교 25.6%, 위례 35.5%로 지속
적으로 증가125)하였다. 그러나 분당신도시와 달리 판교와 위례(666세대)에서는
5년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중대형 임대가 다수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도시전
124)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125) 사회적 혼합을 위한 임대주택 적정비율에 대한 설문조사(천현숙, 2009) 결과 혼합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균 2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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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례신
도시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계획과 노인시설 등 도시단위의 연
령별 혼합을 시도하였다. 한편, 단지 내 사회적 혼합은 신도시사례에서 시범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지침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표 4-17. 사례 신도시계획의 사회적 혼합 변화
시대적 상황

정책과 제도

계획 반영
단독 : 연립 : 아파트용지

분
당

강남 중산층 수요에 부응

임대주택 최소화, 중대형평형 확대

사회적 혼합 개념보다 다

도시단위 평형별, 주택유형별 균

양한 주택의 공급

형배분

11.4 : 12.4 : 76.2%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33 : 33: 34%
임대 13,6% (분리형)

판
교

90년대 대규모 영구임대주
택공급 사회적 분리 문제
나타남

강남 중대형 공급 최대화

위 서민주택 관심증가
례

기 시행된 사회적 혼합에
불만 여론 나타남.

사회적 혼합 의무화하고 판교 시
범지구로 발표(2005)
평형별 혼합, 임대+ 분양의 단순
혼합

단독 : 연립 : 아파트용지
31.4 : 4.1 : 64.5%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26 : 38 : 36%
임대 25.6% (단지 내 혼합)
커뮤니티 시설계획, 연령혼합시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수립
(사회적 혼합 기준 포함)
단지단위 혼합기준 미반영

단독 : 연립 : 아파트용지
8 : 0 : 92%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33.6 : 28.6: 37.8
임대 35.5% (단지 내 혼합)

3) 사례 신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변화
사례신도시의 사회적 지속성을 중점지표인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을 중심
으로 경제사회발전과 지속성과의 관계,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변화에 제도
의 역할 등의 관점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적 지속성과 관계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1980년대 신도시 보다 2000년대 계획된 신도시가 제
도도 발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향상되므로 그에 따라 주민참여가 증가하
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분당신도시에 비해 판교, 위례신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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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다양해지고 내실화126)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
교 신도시의 모니터링위원회, NGO 협의회, MP 제도 등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의한 간접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었으며, 위례신도시에서는 환경생태에 대한 자
문단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 NGO, 공
무원, 학자들이 대표로 참여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
방식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표출 기회로 악용되어 기피되어 왔으나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확대과정에서 인허가일정 및 심의과정의 내실화
로 분당보다 판교, 위례 신도시의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이는 분당신도
시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추진된 것이지 타 사례신도시가 주민참여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사회적 혼합의 발달은 신도시 전체 규모의 혼합비율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었으나 단지규모의 혼합은 그 방법에서 진화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임대와 분양주택의 단순혼합으로 그 한계가 있었다. 도시전체 혼
합의 형태나 임대주택의 다양성은 증가하였으나 주택유형 별로는 단독이나 연
립이 적고 아파트 중심의 계획이 되어 주택유형의 다양성은 감소하였다. 특히
위례에서는 아파트 용지의 비율이 92%가 되었다.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분당
13.6%에서 판교 25.6%로, 위례에서는 3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지

단위의 혼합은 분당은 분리형으로 계획되었으나 판교에서는 소형과 중소형 또
는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으로 발전하였으며 위례에서는 소형·중소형·중대형
모두가 혼합된 블록이 계획127)되어 혼합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126)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의 정부정책 추진과정의 변화를 보면, 형식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 온정주의적 모델인 분당신도시 사례에서 발전하여, 다수
의 이해당사자 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갈등모델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합의형성모델로 변화해 왔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7).
127) 판교는 소형과 중소형 혼합이 7개 블록,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이 6개 블록이었으며 위례에서는 소
형과 중소형 혼합블록이 3개, 소형·중소형·중대형 모두가 혼합된 블록이 1개소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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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지속성 변화와 제도의 역할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주민참여의 확대가 관련 제도개선이 선
행되어 가능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사례연구 결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와 관련하여 분당신도시 계획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공청회 제도
가 있었으며, 판교신도시 계획 당시에는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반
면 주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주
민참여제도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않아 2005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사회적 지속성 부문에서 주민참여에 관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택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유성용, 2005).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참여요구
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때문에 제도화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
야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혼합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혼합은 관련 제도개선
이 선행된 이후에 가능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사례연구 결과, 도시단위의 혼
합은 제도가 선행되었으나 작은 규모의 주거 단지수준에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제도적으로 계층혼합이 강화되어 왔고 그에 따라 도시단위에서의
혼합은 확보되었으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단지단위에서의 혼합은 외국의 사
례와 같이 확고하지 않고 실험단계일 뿐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혼합이 이론
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
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판교신
도시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중대형 임대와 중소형 분양아파트와의 혼합이 시
험적으로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혼합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다양한 혼합방식에 대한 세심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증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사회적 지속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한계점도 있다. 신도시개발을 담당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목적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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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많은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법과 환경평가관련법에 의존하여 따라가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양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현 시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면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허용에 대
한 반대 의견도 있으나, 주민공람의 내실화, 공청회 결과의 모니터링 등을 통
해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사업초기 부터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
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민협의회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력적 계획방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128)‘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혼합은 거주지의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지속성 증가를
위한 수단이다. 도시단위 혼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단지단위 혼합의 제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혼합이 실제적인 사회적 교류와 도움을 주
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
제로 재개발지역의 뉴타운 개발 시 사회계층의 혼합지침을 만들어 이를 강제
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지만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어129) 실현성은 낮게 나타나
고 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주민이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강제혼합을 유
도할 수 있으며 단지단위에서 혼합적 주거유형이 시범적으로 계획되었다.

특

히 단지 내 사회계층혼합이 서로 돕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가능성보다
는 갈등이 유발되어 당장의 분양성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명료한 지
침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128) 사회적 자본은 신뢰, 구성원 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경환 외, 2007)
129)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단지내 임대와 분양아파트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사태도 발생하였
다(아시아경제 2012.8.17). 2기 신도시 입주한 혼합단지의 문제점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측면에서 주민대표회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정, 쓰레기처리 등에 대해 입주민들의 서로
처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입주 전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12.15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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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1) 자족성 관련 제도 변화
수도권 신도시 내 자족시설 확보와 관련된 제도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
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자족시설의 규모와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가. 수도권 규제변화

1970년대까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실시된 여러 가지 정책이 큰 성과가
없었다. 이에 건설부는 ‘수도권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을 1982
년 발표하고

이후 각종 대책을 종합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제정

하고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을 5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를 권역별로
차등하여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육성을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보다 지방을 포함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5개 권역130)을 과
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131), 자연보전권역132)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을 차등 규제하였으며, 공장과 대학은
개별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 부
130)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등으로 구분하고 타권역의
시설을 개발유도권역으로 이전하는 개념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13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지나치게 인구집중이 초래되
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성
장관리권역 역시 과밀억제권역처럼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ㆍ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나 그 허가 등이 금지된다.
132)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ㆍ공업 용지ㆍ관광지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개발사업,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
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ㆍ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행위는 물론 그 허가 등
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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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을 도입하여 물리적 규제를 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업체 입
지규제가 이때부터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작성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01)은 첨단 대기업에 대해 제한적
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하였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첨단업종으로 변경을 혀용
하고,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증설을 허용하였다. 1998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
법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 대학이전에 대한 심의를 폐지하고, 당시 벤
처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분담금을 면제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
이와 같은 수도권규제의 핵심은 제조업의 입지규제이다. 1990년대까지 지속적
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이후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에 대해 완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완화133)되었다(이현주외, 2011).
현행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산집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사례대상지가 입지한 성남시는 공업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제한 정비권역에
서 1994년 법개정 이후 과밀억제권역134)으로 전환되었다. 동 권역 내에서는
(표 4-18)에서와 같이 행위제한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면적 100만㎡ 이상 개발사
업(공업단지 포함시 30만㎡ 이상)인 경우 인구영향평가제도135)를 도입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도시 규모인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
133)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신증설을 전 업종에 걸쳐 허용하고,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에 대해 증설 또는 이전을 허용하였다. 이 지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
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ㆍ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 이에 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ㆍ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법률에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134) 서울반경 40km 이내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3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
측 평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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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 한다. 외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인구영향평가의 도입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22조)이
포함되면서 법적인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으며, 198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
다.
표 4-1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구분
대
학

행위제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 후 권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심의 후 권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로서 심의 후 허용

연수시설
(연면적 3,000㎡이상)

금지(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공장

총량(산집법에서 규제)

택지조성

100만㎡ 이상 심의후 허용

공업지역지정

위치변경만 허용

공업용지조성

30만㎡ 이상 심의후 허용

관광지조성

10만㎡ 이상 심의후 허용

자료: 박헌수(2004), p36 내용을 재정리

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자족시설용지 발전과정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되는 시설을 수용
하기 위한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 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택지
를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나누고, 공공시설용지는 다시 간선시설용
지와 생활편익시설용지, 그리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용지로 나누면서,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용지“의 범위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원예관련시설 일부를 들고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지속가능

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는 자족시설용지를 ”신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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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
시설, 문화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업무․유통시설 등의 입
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을 판매계(백화점, 쇼핑센타
등), 업무계(오피스텔, 컨벤션센터, 청사 등), 연구계(대학, 연구소, 연수원 등),
유통계(배송센타, 창고 등), 공장계(도시형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관광계(유원
지, 휴양호텔 등)로 나누었다.

그리고 용지확보 기준은

다음 비율을 기준으

로 하되, 주변 여건 및 기존 산업의 입지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9.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의한 자족시설용지 비율(2005)
신도시 규모

자족시설용지 비율

면적 990만㎡이상 또는 인구규모 20만명 이상

15%이상

면적 990만㎡미만 또는 인구규모 20만명 미만

10%이상

신도시개발시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일
반적으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용지를 전체면적의 10%이내
에서(특별한 경우 20% 이내) 확보토록 하여 자족용지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
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는 규모 990만㎡미만은 10% 이상, 그 이
상 규모의 신도시는 15% 이상의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토록 하여 자족용지의
하한선을 규정136)하고 있다.(표 4-19)
자족용지 규모에 대해 처음 규정한 1995년에는 100만㎡ 이상 사업지구에 중
소기업용 도시형공장용지에 지구면적의 2% 범위 내에서 한정되었다. 판교신도
시를 초기 입안한 2000년에는 관련 규정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개
발사업의 규모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자족기능의 규모가 지구면적의 3%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였다. 당시 판교신도시와 함께 추진 중이던 동탄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2001.12.19일 지침을 개정하여 수도권 지역 330만㎡이상

136) 그러나 이들 기준은 자족시설용지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신도시의 다양한 입지, 인구규모,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서종대, 2011 :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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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택지지구는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자
족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자족시설용지 내 중소기업만 가능하
던 규제를 철폐하여 대기업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표 4-20)
표 4-2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자족기능용지의 설치규모의 변천(2005 이전)
구 분

자족기능용지의 종류

자족기능용지의규모

1995.8.10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용지

-100만 ㎡이상 지구에 한정

제정
1997.7.23
개정

변경 없음

-지구면적의2% 기준(5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택지개발지구 규모제한 폐지
-지구면적의3% 범위 내(1%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1999.6.24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용지

-택지개발지구 규모제한 폐지

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용지

-지구면적의3% 범위 내(1% 포인트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시설용지
2001.12.19
개정

2004.3.25
개정

-수도권지역 330만㎡ 이상 지구: 지구면적의 10% 범위내
변경 없음

-그 외 지구 지구면적의 5%범위 내
-대체농지확보용 농업관련용지는 별도

도시형공장용지
벤처기업집적시설용지

변경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시설용지

2) 사례 신도시계획의 자족성 변화
가. 분당

앞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분당신도시가 계획된 1989년은 88올림픽 이후 주택
과 토지가격이 급등하여 당시 격렬해지고 있던 민주화 운동, 노사분쟁과 겹쳐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였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정부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사례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는 공업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제한정비권역으로서 인
구집중시설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새주택도시’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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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137)하였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 2차 산업의 유치가 어려워 서울
의 업무기능 일부를 유치하여 서울의 부족한 업무시설을 해결하고 신도시의 재
정능력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중 정보지식 산업을 이전138)해 특화를 시도하였다.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면적의
3%였으며, 그 용도형태가 모호한 위락용지 10%를 합치면 13%나 되었다. 이후
국토연구원의 제안에 의해 위락용지는 업무용지로의 전환되었으나 일련의 정
부조치13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진정됨에 따라 업무용지 수요가 급락하여 백
궁지구 일부 업무용지는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 되었다. 최종적으로 상업업
무용지는 상업용지140) 4.6% 업무용지 3.7%를 포함한 8.3%로 조정되었다.
이 당시 자족성 관련제도를 살펴보면 신도시개발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
진되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상위 계획인 수도권정
비계획에 의거 고용효과가 높은 대학, 공장 등 2차 산업, 대형업무시설 등의
유치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지공장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이 도입되었다. 40만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 공장들도 일부 포함
되어야 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던 관계로 공업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궁여지책141)으로 도입된 대안이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내 입지한 신도시는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
며, 주택난 등 도시문제 해결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기에 본질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족 보다는 “모도시에 기생하는 한정된 경제적 자족과 충분한 도시서
비스 기능의 자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37) 이는 신도시 반대론자에게 고용과 산업을 유발하지 않는 주택도시를 건설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반대 여론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서울 동남부의 업무 거점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138)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통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분당으로 이전하
였다.
139) 토지공개념의 실시와 더불어 토지초과이득세가 징수되기 시작함에 따라 강남권의 나대지가 급속 개
발되었으며 88조치에 의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부동산매입자금 출처조사 등
140) 상업용지는 지나친 고밀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용적률은 감소시키고 대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아
파트 단지내 판매시설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141) 기존 공장의 이전 및 도시인구를 지원할 도시형공장 건립을 위해 우선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정 가능
한 근린상업용지로 지정하고 후일 세부용도로 아파트형공장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도권
정비계획과의 상충관계를 피하고자 하였다(안건혁,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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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판적 평가로 전명진
(2000), 윤인하 외(2003), 문희구(1995) 등은 신도시가 초기에 목적했던 자족성
확보에 성공적이지 못하고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직주분리를 심화시켜 통근거
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주거지와 직장간의 원격화 심화 등 부의 경
제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입주 초기의 자족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
화하게 된다.

통근통행 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수준 평

가에 관한 장준상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5개 신도시의 고용 자족성이 양적
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의 성향에 적합하게 공
급되고 있음을 밝혔고, 김현수(2010)는 신도시의 생활기반 자족성에 해당되는
유통시설, 교육시설 등의 자족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어 분당신도시의 서울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전반적인 자족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2009)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수행된 연구
에 의하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분당신도시의 직주균형지수는 입주 초기
(1996년)에 0.50 미만으로 신도시의 자족성 논란(베드타운)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속히 개선되어 2007년에 0.92의 직주균형지수가 확보되어 직주
균형지수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공급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보다 일자리 공급에 따른 종사자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
으로 분석되었다.
나. 판교

2000년이 시작되면서 주택 경기는 회복하여 김대중 정부 후반부인 2001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시
장 안정 대책142)과 함께 판교 신도시개발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역균

형발전143)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선지방육성-후수도권 자율화’ 원칙을 기
142) 투기 조짐 우려 지역과 과열 지역을 지정해 발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
시가를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시기 조정심의도 강화했다.
143)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주요 계획들을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수립('99.8), 제4차국토
종합개발계획과 10대광역권계획의 수립(‘00.1), 건설교통부에 지방이전지원센터 설치('00.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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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삼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교신도
시의 자족성 확보에 경기도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 의한 경
기도의 역차별, 분당 신도시 업무지구의 용도변경 등으로 취약해진 경기 남부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벤처업무단지 입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초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벤처단지의 규모에 대하
여 서로 대립된 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 주장하는 벤처단지의 중심
내용은 저밀도의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조성, 교통문제 최소화, 지역균형발전
과 수도권 집중완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 규모인 10만평144) 조성을 제안하였
다. 이에 반하여 경기도에서는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00만평 이상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가 나중에는 60만평으로 축소 주장하였다.(표 4-21)
이러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은 당정협의를 거쳐 판교신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목표로 20만평을 조성하여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거점으로 육성하
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표 4-21. 판교 벤처단지 규모의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안 비교
건 설 교 통 부 안

경 기 도 안
․첨단 벤처단지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60만평 : 5천개(업체당 250평)

․10만평(최초)→20만평(확정)

※경기도는 당초 181개의 연구소 부지

․수도권 집중방지

(21.6만평)와 10개 대학부지(14.6만평)

․교통문제 최소화

포함하여 100만평 요구

․지역균형 개발

․벤처 수요로 자족기능 강화

*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2) 판교신도시 백서

이와 같은 벤처단지의 입지를 위해 정부는 당초 사업지구면적의 3% 범위
내에서 자족기능용지를 확보토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001.12월 개정
하여 수도권 지역 330만㎡ 이상 지구는 지구면적의 10%범위 내, 그 외 택지개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00.5) 등을 들 수 있다.
144) 건설교통부는 6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가 입지하면 거주주민 들보다 벤처단지 입주자들의 교통발생
량이 커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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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구는 5%범위 내에서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 용도도 중소기
업용 도시형 공장만 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
어사업시설을 추가토록 하였다.

벤처단지는 이후 판교 테크노벨리145)라는 명

칭으로 바뀌었으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반영되어 사업지
구 면적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업무용지 3.0%를 포함하여 7.6%의 자족
기능용지가 계획되었다.
다. 위례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의 8.15 부동산대책에 의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
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 수도권의 규제완
화가 지방분권정책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지방에 피
해를 주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
는 정책을 택하여 수도권에 10개가 넘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사
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40개에 달하도록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자족성 관련 제도변화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3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신도시네 대기업의 도시형공장도 입지가 가능토록 하였
으며, 2005년 4월 건설교통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 수립되어 990만㎡
이상 신도시에 15% 이상, 그 미만은 10% 이상의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토록 하
였다. 이러한 자족시설용지 확보의 목적은 단순 주거기능위주의 신도시개발에
서 탈피함으로써 모도시와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신도시에 기존의 주거․상업 기능 이외에 업무․연구․문
화․공업 등 모든 도시적 용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성과 자족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래의 도시변화와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45) 판교테크노 벨리는 2012년 6월 현재 건물의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120개 기업이 입주하였으
며 2015년 까지 1000개 기업 약 3만 6천명의 종업원이 입주하게 되면 판교신도시의 자족성은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입주 후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9천억원, 고
용유발효과 4만8천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기신문,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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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는 자족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필요한 상업업무시설을 계획하
는 데서 나아가 주변지역의 자족기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

집적도, 국가전략산업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향후 위례신도시 주변에 조
성될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타운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례신도시에 도입 가
능한 산업 클러스터로 의료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시설을 주요 자족기능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의료업은 상위계획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사회
적 현상을 볼 때 대상지역에 적합한 기능으로 검토되어 의료 바이오밸리, 노
인전문병원, 도심형 실버타운 등의 시설용지가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지
원시설용지 2.1%를 포함하여 상업업무용지 6.6%가 계획되었다.
라. 소결

선행 연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분당신도시가 평촌 등
다른 신도시보다 자족성확보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
도시의 자족성확보를 위해 모도시로부터의 거리와 신도시의 인구규모가 중요
한 데,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모도시와의 거리가 멀고(30km 이상) 인구규
모가 클수록(20만 명 이상) 자족성 확보가 용이하였다.
신도시의 자족성확보는 직주비를 높여 외부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저감함으로서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
는 자족성확보를 위해 1995년 사업지구의 2%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용지면적과 시설의 종류를 확대
하였다. 2005년에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하여 990만㎡이상 대규
모 신도시에서 사업지구면적의 15%이상 확보토록 하여 꾸준히 자족시설용지
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390,000명, 86,000명, 115,000명이
며 서울 중심부에서 거리는 분당과 판교는 약 20km 남측, 위례는 16km 동남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시기는 1989년, 2003년, 2008년으로 분당과 판교가
약 14년, 판교와 위례는 약 5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정책은 문민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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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정부는 ‘선지방육성-후수도권 규제완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과 수도권
의 공동 발전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례신도시계획의 자족성 변화를 살펴보는 잣대로 전체
면적에서 자족시설기능을 하는 상업업무용지와 자족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
로 하여 사례도시를 비교한 결과 분당 8.3%, 판교 7.6%, 위례 8.7%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제도개선146), 개발시기, 신도시 규모, 모도시로 부터
의 거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족시설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순수

자족시설용지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판교 4.6%에서 위례는 2.1%로 감소하였다.
표 4-22. 사례 신도시계획의 자족성 변화
시대적 상황
분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균형악화

당

제한정비권역 수도권규제
신도시 자족성 요구 증가

판 분당 업무용지 용도변경으로
교 직주비 저하
경기도 벤처 100만평 주장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정책과 제도
자족용지 확보 제도 미반영
대학, 대형업무시설 설치불가
공장용지 불가, 업무용 제한

계획 반영
상업업무용지 : 8.3%(업무3.7%)
* 아파트형공장(이주대책)반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업업무용지 : 3.0%(복합 1%)

제도개선 : 지구면적의 10%

도시지원시설용지 : 4.6%

자족용지 가능

* 판교테크노벨리

자족용지에 대기업

위

등으로 지역균형정책 추진

도시형공장도 가능

례

서울시와 연접하여 생산시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입지 한계

수립(자족성 기준 포함)

상업업무용지 : 6.6%(복합2.8%)
도시지원시설용지 : 2.1%
* 의료바이오 벨리(성남시)

3) 사례 신도시계획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변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떄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980년대 신도시 보다 2000년대 초반에 계획된 신도시가 제도도 발달하
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향상되므로 그에 따라 자족성이 증가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경제사회발전과 신도시계획의 자족성확보와의 관련성을
146) 정부에서는 분당신도시 개발 이후 1995년 사업지구의 2%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용지
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하여 990만㎡ 이상 대규
모 신도시에서 사업지구면적의 15% 이상 확보토록 하여 꾸준히 시설의 종류 확대와 자족시설용지
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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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사례도시 모두가 모도시로부터 근접(20km 이내)한 지
역에 위치하고, 인구 규모도 판교와 위례는 10만명 내외로 자족성 확보가 어
려운 한계147)로 인하여 위례신도시가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당이나
판교보다 위례 신도시계획에서 자족성 확보노력이 진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
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제조업 등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토지의 공급가격
이 낮아야 경쟁력이 있는 데 택지개발사업의 용지공급체계 상 낮은 가격으로
많은 용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것148)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자족성과 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담보되는 가?”의 관점에
서 평가한 결과,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선행되
어야 했다. 분당 계획 당시에는 제도가 미비하여 편법으로 아파트형 공장 부
지를 근린상업용지로 계획하였다.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완화가 단
계적으로 개선되어 자족시설용지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판교의 사례
로 제도개선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정협의 즉 정치권과 행정부의 사전 합의에
의해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자족용지에 대한 제도개선과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도시에 근접한 위성도시에서는 자족
용지가 확보되더라도 외부통행량이 많아 자족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제도적으로 자족용지가 확보되더라도 신도시 거주민에 맞는 직
업이 유치되지 않는다면 자족비는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 유치대안 또는 제도149)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신도시의 입지 특성과 주변지역과 연계한 자족기능을 고려하여 신도
시의 자족성확보계획과 신도시의 장기 고용성장을 관리하는 자족성 관리계획
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47)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모도시와의 거리가 멀고(30km 이상) 인구규모가 클수록(20만명 이
상) 자족성 확보가 용이하였다.
148) 판교 테크노벨리는 경기도에서 판교 조성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였다.
149) 예를 들면 현재는 지역 거주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는 데,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 소
재 직장인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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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변화 종합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신도시의 개발배경은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1989년에 계획된 분당신도시는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대표 신도시로서,
2008년의 위례신도시는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중대형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2003년의 판교는 개
발목표가 강남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그 배경은 다른 두 신도시와 달리
성남시 남단녹지 건축해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어 2기 신도시의 대표 신도
시로서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를 개발구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분당신도시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개발되어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있었으며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었다. 판교는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되어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환경
단체 등 NGO의 역할이 커졌으며, 위례는 분배정의를 외친 참여정부에서 지
방화, 민주화가 가속화되어 증가된 정치참여 욕구가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으
로 계획에 반영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분당, 판교, 위례가 각각 약 5,500달러, 약
13,000달러, 약 19,000달러로 지속적으로 경제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
안 가구당 계획인구가 각각 4인, 3인, 2.5인으로 감소하여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도시계획의 목표도 분당신도시는 ‘공해 없고, 편
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판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수도권 동남부 업무거점도시’로, 위례신도시는 ‘첨단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
화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반시설의 기술수준도 발전하였
다. 분당에서 단순한 보행자도로가, 판교에서 생활가로의 개념으로, 위례에서
는 건강과 연계한 휴먼링(건강가로)로 진화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과 정보
화의 발달에 따라 판교 신도시부터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도입되고, 지역
난방·발전·하수처리·쓰레기 소각 등이 통합적으로 처리되어 에너지 효율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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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에 한 걸음 진보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정보도시
인 유비쿼터스 도시개념이 판교신도시에서부터 도입되어 도시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표 4-23)

표 4-23. 사례 신도시의 시대적 배경과 개발계획

경제사회
정치현황

내용

분당

판교

위례

계획시기
(일인당GNP)
정부

1989년($5,556)

2003년($13,460)

2008년($19,161)

노태우 문민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정치동향

민주화운동

김대중 국민의 정부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목표

성장지상주의

환경운동연합 NGO
경제민주화

주택분양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개발목표

강남수요흡수

난개발방지 +
강남수요흡수

공해없고 편리하고

친환경도시, 동남부

주거안정
첨단생태, 역사문화,

계획가구원

안전한 도시
4인/가구
보행자전용도로

업무거점도시
3인/가구
생활가로

상생도시
2.5인/가구
건강가로(휴먼링)

환경디자인

슈퍼블럭

소규모 블록

트랜짓 몰

일자형 아파트
지역난방, 하수처리,

중정형아파트
지역난방+하수처리+쓰

아파트형태 다양화
지역난방, 하수처리,

쓰레기 소각장 분리

레기소각 복합 활용,

쓰레기소각 분리,

쓰레기 자동집하

쓰레기 자동집하,

U시티

U시티

계획목표

개발계획

기반시설

tele-port

참여정치/ 지방화
분배정의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
강남수요흡수+서민

1)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관계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발전과정 속에 분당, 판교, 위례 신도시계획의 지속
가능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환경적 지속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환경생태의 질적 측면은 분당에서
판교,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분당
은 가용 토지 확보를 위해 하천을 직강화하고 평면적인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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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판교는 바람통로와 녹지자연도를 고려한 친환경계획으로, 그리고 위
례는 블루네트워크와 생태면적률을 도입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변화에 의한 환경단체 및 환경부의 기능 강화, 조경․생태 분야 전문가들
의 역할이 있었다.
공원녹지의 양적 측면에서는 판교가 분당보다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으나
이후 위례신도시에서는 다시 판교보다 공원녹지율이 감소되었다. 개발밀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개발밀도는 인구밀도와 건축밀도 즉 용적률로 측정
되는 데, 판교신도시의 개발밀도는 분당보다 상당히 낮아졌으나 위례신도시에
서 다시 분당신도시 보다 높아졌다. 이는 판교의 개발 배경이 난개발에 대응
하는 저밀도 친환경주거단지로 출발했던 데 반해, 위례신도시는 강남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가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8.3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압축고밀개발로 개발목표를 설정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지속성 측면에서 신도시계획의 주민참여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던 분당에 비해 국민의 정부 판교, 참여정부의 위례 신도시에서 지속적
으로 주민참여가 내실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공람이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제도적 참여 외에 판교 신도시에서는 모니터링위
원회, NGO 협의회, MP 제도 등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의한 간접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었으며, 위례에서는 이들 제도 외에 환경생태계획을 위한 자문단150)
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주민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나 계획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합 측면에서 신도시계획 변화과정을 고찰한 결과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혼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었다.

계획세대 중 임대아파트 비율

이 증가하고 혼합방법이 다양해졌다.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분당 13.6%에서 판
교 25.6%로, 위례에서는 3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혼합의 형태도 분당
150) MP가 도시, 건축, 교통, 조경 분야의 전문가로, 환경생태자문단은 환경, 조경, 경관 전문가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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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임대단지가 분리형으로 계획되었으나 판교신도시에서 사회적 혼합이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소형과 중소형 또는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으로 발전하였
으며, 나아가 위례에서는 소형·중소형·중대형 모두가 혼합된 블록이 계획151)되
어 혼합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평형별 배분은 사례신도시가
서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택 유형별 배분도 위례에서는 아파트
용지의 비율이 92%나 계획되어 다양성이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속성인 자족성 측면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사회적 발달과 신도시계획의 자족성 증가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신도시의 위치가 모도시로부터 30km 이상, 인구규
모 20만 명 이상일 경우 자족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사례
도시 모두가 자족기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모도시로부터 근접(20km 이내)
한 지역에 위치하고, 인구규모도 분당을 제외한 판교와 위례는 10만 명 내외
로 자족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152)로 인하여 일인당 국민소득 약 19,000불 시
대 계획된 위례신도시가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5,500불 시대의 분당
이나 13,000불 시대의 판교신도시 보다 자족성 확보가 진전되었다고 보기 어
려웠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제사회적 발달에 따라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확보노
력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
합 등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민주화·지방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꾸준히 발
전하였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중 환경생태분야도 리우환경회의 등 국
제적 관심, 국내 언론과 NGO의 역할, 개발독주에 대한 환경부의 견제 등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족성의 경우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례도시 모두 약 7-8%
의 자족기능의 용지를 계획하고 있어 신도시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택지
151) 판교는 소형과 중소형 혼합이 7개 블록,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이 6개 블록이었으며 위례에서는 소
형과 중소형 혼합블록이 3개, 소형·중소형·중대형 모두가 혼합된 블록이 1개소로 계획되었다.
152)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모도시와의 거리가 멀고(30km 이상) 인구규모가 클수록(20만명 이
상) 자족성 확보가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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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촉진법상 자족시설용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개발밀도의 경우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보다 전반
적으로 개발밀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교에서 급속히 낮아졌던 밀도와
용적률이 위례에서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개발밀도가 낮아지고 자족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신도시의 입지 특
성과 분양성 등 경제적 요인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4-24)

표 4-24. 사례 신도시계획의 시대변화와 지속가능성 연계
지
표

분당

판교

선개발-후환경

선환경-후개발계획

공원녹지율

녹지자연도

환
경
생
환

태

경

하천직강화

자연형 친수하천
바람통로

위례
환경생태계획 수립
생태+건강+역사문화
생태면적률
블루그린 네트워크

시범단지

생태시범마을

환경생태시범단지

고밀 압축

중고밀 적정밀도

고밀도 회귀

195인/ha(50호/ha)

95인/ha(32호/ha)

160인/ha((68호/ha)

도

용적율 184%

159%

200%

환경영향평가

지구지정 공람 등

중도위 심의 등

주

공람 참여, 하향식

제도적 주민참여

제도적 주민참여

개
발
밀

민

시대변화와 연계

주민설명회

시대변화에
따라
생태환경의
질적
측면 지속성 증가

시대연계 미흡
입지특성과 경제요
인 영향

시대연계 참여형태
다양화

형식적 공청회

개발구상 공청회

분야별 자문위원

총괄계획가(MP)제도
NGO 협의회
모니터링위원회

환경생태 자문단

임대주택 최소

사회적 혼합 강조

세대간 혼합시도

도시내 평형 혼합

시범사업

커뮤니티 공간계획

혼

임대비율 13.6%

임대비율 25.6%

임대비율 35.5%

합

분리형
상업업무+

단지내 혼합
상업업무+

단지내 혼합 다양화
상업업무+

경

자

시대연계 미흡

아파트형공장

테크노벨리

바이오벨리/의료시설

제

족

입지특성과 인구규

8.3%

7.6%

8.7%

참
사

여

회
사
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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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설명회
MP + MLA

실효성 있는 직접
주민참여 한계

시대연계 혼합방식
다양화 전개,
아파트위주 주택유
형 한계

모 영향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제도의 역할
공공사업인 신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과 제도가 새
로이 생성되고 변천되었다. 이에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 변화에 이러한 정
책과 제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25)는 사례신도시의 개발시기와
관련 제도의 변화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환경적 지속성 측면에서 신도시의 환경생태 발전에는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제도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분당의 경우 기존의 공원녹지법과 신
시가지 계획지침을 참고로 하여 공원녹지 등 환경계획이 수립되었다. 판교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범적 사업 시도가
있었으며, 시행된 내용을 보완하여 후에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으로 제
도화되었다. 즉 선 시범사업 후 제도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는 정부정책사
업153)인 신도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관계기관 및 의회와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밀도와 관련하여 용적률은 용도지역과 지구에 따라 건축법과 도시계획
법에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도시 유형별로 인구밀도의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도시의 개발밀도에 대한 연구가 국토연구원에서
수차례 있었으나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적정밀도의 범위를 제시하
고 있으며, 2005년 건설교통부 기준에서도 신도시 규모에 따른 최대밀도를 제
한하고 있었다. 신도시의 개발밀도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개발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신도시의 개발목표, 분양성, 주민선호 등에 의한 변수
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지속성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MP제
도와 같은 간접적 주민참여는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주
민참여의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2005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지속가능

153)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이여서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선시범사업
후제도화가 가능하였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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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도시계획기준’의 사회적 지속성 부문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
되지 않았다. 반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분당신도시 계획 시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공청회 제도가 있었으며, 판교신도시 계획 시
에는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
입장에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면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되어 개발목표 달성
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비제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주민참여 즉, 전문가 및 NGO의 자
문위원회, 환경모니터링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참여는 정부와 사업
시행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로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효
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혼합의 경우는 도시규모에서는 혼합의 원칙과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단지규모에서는 구체적인 혼합방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화
되지 않았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에서 사
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유형태, 평형, 주택유형별 혼합기준을 정하였으나
단지별 혼합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간의 갈등, 분양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소극
적인 혼합에 머물고 있었다. 분양과 임대의 혼합방법에 있어 판교 신도시에서
시범적154)으로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혼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과 다양한 혼합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족성 측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 상 과밀억제권역 신도
시에 생산기능의 자족성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족
시설용지 확보에 대한 제도가 없었던 분당의 경우 신도시내 공장용지를 확보
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근린상업용지로 계획하고 용
도만 부여하였다. 이후 자족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속에서, 자족기능의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신도시 계획에 자족시설용지가 확대·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54) 혼합의 내용은 5년 후 분양 전환되는 중대형 임대와 중소형 분양아파트와의 혼합이 되어 실제로는
분양아파트의 혼합이 되어 일부 언론에서 형식적 혼합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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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정협의 즉 정치권과 행
정부의 사전 합의에 의해 벤처단지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된 후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다.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역할을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같이 규제완화가 요구되거나, 주민
참여와 같이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혼합과 같이 제도적 강제성
이 없다면 실행이 어려운 지표들의 경우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발밀
도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제도가 소극적으로 마
련되었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환경생태 분야의 제도화는 ‘선시범사업-후제도
화’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항목별 규제방식이 아닌 포괄적인 환경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제적 지속성 분야, 사회적 지속성분야에도 적용되어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 사회통합계획 등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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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신도시계획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제도의 변화 종합
신도시
1977
1980
1981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택촉법

1982

도시공원법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1)

도시계획법 주민참여(‘81)

/인국영향평가(‘82)
택촉법 개정: 토지이용계획

1987
1989

경제적 지속성 관련

환경보전법 제정

분당발표

수립 시 용도 세분화
택지소유상한법

지구지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계획

개발이익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1990

초안 주민공람제도 도입
총리 훈령제정-사전환경성

1993

검토 시행
초안 주민설명회 의무화
자족용지 최초 반영(중소기업

1995

지자체장 직선,

도시형공장용지),

지구면적

2% 이내
1997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1999

개정-사

전환경성검토 제도 정착
환경교통재해평가법

2001

판교발표
지구지정
(12.26)

공람제도 도입

2004
2005

프트웨어) 및 면적 확대(지구
면적 3% 이내)
자족기능 면적 확대 : 지구면

제출 의무화

적 10%이내(12.19)

전환경성검토

개정-사

도시계획법과

협의내용

국토이용관리

법 통합

구체화
2003

자족용지 종류 추가(벤처, 소

광역교통체계/환경검토서

환경정책기본법
2002

택촉법 : 지구지정시 주민

판교

지구지정시

개발계획

의무화, MP제도 도입

중도위

심의
자족용지내 대기업 도시형공

판교
실시계획

장 가능

위례발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

지속가능한

(8.31)

준 수립(환경계획 등)

준 수립(사회적 혼합 등)

수립(자족용지 확보 등)

환경생태자문단

수도권 대기업입지규제 완화

2006

위례지정

2008

위례

환경생태계획수립지침

이후

개발계획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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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계획기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표 4-26. 시대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제도와 계획 내용의 변화 종합
분당
목표

시
대
적
상
황

판교

위례

공해없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친환경 업무거점도시

첨단생태, 역사문화, 상생도시

생
태

1기 신도시 선도적 역할
개발 가용지 최대 확보
자연순응형 개발 노력

환경 NGO 환경부 역할 강화
난개발 사회문제/녹지해제상황의 대안
준농림지 난개발 대응

개발제한 구역 일부해제 지역 개발
군부대 지방 이전 부지 활용
압축도시 개념의 고밀개발

밀
도

주택 및 토지가격 급등
주택 2백만 호 건설

경부고속도로 교통부하 최소화
녹지상태 해제수준으로 저밀개발

831부동산 대책 발표
공급물량(중대형 중심) 최대 확보

참
여

문민정부. 군사정권 잔재
급등하는 서울 주택값 안정목표

국민의 정부. 지방자지제 실시,
95년 지자체장 직선제

참여정부. 831부동산대책의 공급물량
확보, 중대형 공급필요

혼
합

강남 중산층 수요에 부응
신규 주택건설용지 고갈

90년대 대규모 영구임대주택공급 사
회문제 대두, 혼합 필요성 공감

강남수요 중대형 평형 공급
서민주택 관심증가

자
족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균형발전 악화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규제강화

경기도 : 벤처단지 100만평 주장
분당 업무용지 용도변경 대응

지역균형정책 적극 추진
서울시 연접 : 생산시설 입지 한계

생
태

공원녹지법
수동적인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
생태환경 시범단지
선환경계획-후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05)
환경생태계획 수립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국토개발연구원(1985)신시가지 계획지침

환경부(2002) 환경친화적 계획도시 지
침

건설교통부(2005)지속가능한
계획기준수립

지구지정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198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무화/ 주민
의견 반영(1990)

환경평가시 주민설명회 의무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요구권 부여(1993)
지구지정시 주민공람(1999)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주민
참여 미반영
지구지정 시 중도위 심의 의무화
(2003), MP(2004)

임대 주택 최소화
중대형 평형 확대

사회적 혼합 의무화(2005)
판교를 시범지구로 발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수립(사
회적 혼합 기준 포함)

자
족

자족용지 확보 제도 미반영
제한정비권역 시설입지 제한

제도개선 : 지구면적의 10% 자족용지
가능

자족용지에 대기업 도시형공장 가능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수립

생
태

탄천직강화, 공원녹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녹지율 19.3%,일인당 공원 9.6㎡

친환경 자연형 하천
바람통로 모델링, 생태시범단지
공원녹지율 36.8%,일인당 공원 39.7㎡

생태면적률 도입, 생태주거단지
건강가로(휴먼링), 소하천살리기
공원녹지율 24.9%,일인당공원15.4㎡

밀
도

고밀 압축개발
총밀도: 195인/ha, 호수밀도: 50호/ha
주택용지비율 : 32.3%
순밀도 : 612인/ha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184%

중저밀 고압축개발
총밀도 : 95인/ha, 호수밀도 : 32인/ha
주택용지비율 : 25.7%
순밀도 : 376인/ha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159%

중고밀 압축개발
총밀도: 169인/ha,호수밀도: 68인/ha
주택용지비율 : 38.9%
순밀도 : 412인/ha
공동주택 평균 용적률 : 200%

환경평가공청회: 보상 시위로 변질
공청회개최(주민주최1회, 국토개발연구원
1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민공람/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발방향 토론회(경제학회)
개발구상 공청회(국토연구원)
환경평가 초안 공청회(주민시위)
NGO 자문단, 신도시자문위원회
NGO 환경모니터링 위원회
MP회의

주민공람/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광역도시계획 중도위 심의 2회(GB해
제, 지구지정)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송파구의회·성
남시의회 설명회
MP회의, 환경생태계획 자문단

혼
합

단독11.4: 연립12.4: 아파트용지76.2%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33 : 33: 34%
임대 13,6% (분리형)

단독31.4: 연립4.1 : 아파트용지64.5%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26 : 38 : 36%
임대 25.6%(단지내 혼합)

단독 8: 연립 0: 아파트용지92%
평형(60이하 : 60-85 : 85초과)
33.6 : 28.6: 37.8
임대 35.5%(단지내 혼합)

자
족

상업업무용지 : 8.3%(업무3.7%)
* 아파트형공장(이주대책)반영

상업업무용지 : 3.0%(복합 1%)
도시지원시설용지 : 4.6%
* 판교테크노벨리

상업업무용지 : 6.6%(복합2.8%)
도시지원시설용지 : 2.1%
* 의료바이오 벨리(성남시)

밀
정 도
책
과 참
제 여
도
혼
합

계
획
참
반
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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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V. 결 론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60년대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가 1970-80년
대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
으며, 2000년대 들어서 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
남 등 개발도상국 들은 수년전부터 신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
도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물로 사회경제적 개발여건이 변화하면 이에 대응
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도 다르게 설정되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각 분야별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가 위치하는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보는 잣대로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신도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계획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도
시개발에 대한 평가가 각각의 측면에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통합적
인 시각으로 신도시계획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의 중점 지표를 선정한 후, 분
당, 판교,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의 변화과정의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1. 연구결과
경제사회 발전과 신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신도시 계획의 사회적 지속성과 환경생태 분야는 사회 발전과 비례하여 지속
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등은 시대적 변화와의 연관성을 발
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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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지속성 측면에서 분당신도시에서 판교, 그리고 위례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공원녹지의 확보에서, 친환경계획으로, 그리고 종합
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밀도의
경우 판교는 분당보다 낮아졌으나 위례에서 다시 밀도가 높아져 시대변화와
비례하지 않았다. 신도시계획의 환경생태 변화는 1990년대 난개발의 반작용으
로 환경보존의 공감대 증가, 이로 인한 환경부의 역할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개발밀도는 분양가
와 연계한 민간부문의 수익성과 관계되어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
지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개발밀도도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압축개발의 효용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밀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입지특성과 분양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속성 측면에서 신도시의 주민참여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확대되었다. 형식적인 주민공람에서, 주민설명회로, 그리고 계획에서 관리
단계까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간접참여의 형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괄계획가(MP)로, 그리고 환경생태자문단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신도시계획과정에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
효성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장치들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이 필요하였다. 이는 적극적 주민참여가 갈등을 유발하여 신도시사업이 지연
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신도시계획의 사회적 혼합은 분리형
에서 단지 내 혼합으로 발전되었으나 그 혼합의 내용이 임대와 분양의 이분법
적이며 그 내용도 중대형 임대와 중소형 분양의 혼합으로 당초 저소득층의 사
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시도
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기법을 발굴하여 사회적 혼
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족성 측면에서 사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자족용지 확보비율이
유사하여 시대변화와 자족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사례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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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가 모도시인 서울로 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인구규모도 판교와
위례는 10만명 이하로 차별화된 자족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업시행
자의 입장에서 낮은 토지가격이 요구되는 벤처단지를 과도하게 공급하기 어려
운 점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정부 정책사업인 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과 제도가 새로이
생성․변화되었다. 사례신도시는 각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한 신도시로서 관
계기관 협의에 의해 신도시계획에 우선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가 만들어
진 사례가 있었다. 환경적 지속성 분야에서 환경생태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
가 마련되었다. 판교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환경
계획이 새롭게 시도되었으며, 시행된 내용을 보완하여 후에 제도화155)되었다.
개발밀도는 권장 지침으로 운영되었다. 2005년 건설교통부 기준에서도 신도시
규모에 따른 최대밀도의 범위를 제안하여 사회경제적 발달에 따라 형식적으로
는 제도화되었지만, 명료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밀도결정 요
인이 개발목표, 분양성, 주민선호 등에 의한 변수가 많아 신도시 특성별 기준
제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개발밀도가 낮은 것이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동일한 밀도에서는 압축도시와 같이 주거용지 고밀개발을 통해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개발밀도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크게 작용하여,

현재 정부기준에서 환경 분야로 분류된 개발밀도가 경제적 지속성 분야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적 지속성 측면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제도는 개발을 담당하는 택지개
발촉진법에서 보다 환경관련 제도인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정
되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도 주민참여와 관련된 지표는 포함되
지 않았다. 그러나 자문기구 등 비제도적 간접적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었다. 사
례신도시의 주민참여가 내실화되면서 사업기간도 장기화되었다. 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은 사업수익성과 연계되어 주민참여의 적극적 제도화에 한계

155)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이여서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선시범사업
후제도화가 가능하였지만 민간사업시행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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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가 되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합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준은 제시되
었으나 단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판교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혼합방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
회적 혼합이나 개발밀도와 같이 제도화가 되어도 주민민원과 시장기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지표는 제도화 합의가 어렵거나 제도화가 되어도 실
현에 한계가 있으며, 실현이 가능한 지표는 주민의견이나 시장기제에 영향이
적은 지표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혼합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
합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구체적인 지침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
다.
경제적 자족성은 사례신도시 개발이 택지공급을 주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촉
진법으로 추진되어 적극적인 자족기능 유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침개정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
였다. 그러나 사례신도시에서는 자족기능 용지규모의 차이가 없었으며 기능유
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도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표 5-1.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화 수준과 제도 실현성에 대한 결론 종합
지속가능성

환
경

사
회

경
제

패러다임의 변화방향

제도화 수준

제도 실현성

자연
생태

평면적 공원녹지에서
환경생태계획 수립으로 발전
시대 연계하여 발전적 변화

환경생태계획 수립
의무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높아 계획
수립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실현
성도 높음

개발
밀도

중고밀에서 중저밀, 압축고밀
로 변화
시대적 변화와 연계성 약함

총밀도, 용적률 등
상한선 권장

개발당시의 주택시장과 수요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어서 규제제
도화와 실현성이 유동적임

주민
참여

시대변화와 연계하여 주민참
여 다양화

주민공람,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의무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도화와
실현성 높음

임대분리에서
분양아파트와
단순혼합으로 발전
시대변화 연계하여 다양화
자족시설의 제도는 발전,
계획반영은 사례도시 간 차이
없음

도시단위 혼합기준
의무화,
단지단위 혼합권장

입주자등 주민 간 갈등으로 단지
단위혼합을 위한 규제제도화와
실현 어려움
자족시설용지 수요에 의존하므로
규제제도화가 되어 있으나 아직
실현은 불확실(지속적 관찰필요)

사회적
혼합
자족
기능

자족시설용지 규모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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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본 연구결과 나타난 향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과 같이 주민갈등이 우려되는 지표는 구
체적 지침제정에 앞서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밀도계획’과 같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큰 분야
는 단기적이고 급격하게 반영시키기 보다는, 시장여건을 보면서 인센티브 제
공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
하면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신도시 관련 정부 부처의 상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환경생태계획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방적인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있었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여론과 학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계획수립지침의 작성 등 제도화
가 조기에 진행되었다. 반면 계획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화,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인식되었으나 주민참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역
할부재 등이 적극적인 제도화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환경적 지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 강화
를 위해 현재 개발계획과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자족성 확보계획’과 ‘사회통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지침제시가 아닌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융
통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족성 확보나 사회적 통합문제
도 일률적인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것보다 부문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통합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상업무로 국한된
민원업무에서 벗어나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156)을 위해 사업시
행자와 해당 지자체에 전문 인력과 조직157)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56) 현재 개발계획 수립 시 사회적 혼합에 관한 사항은 인구 및 주택계획에서 평형별 배분계획과 유형
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 언급될 뿐 이다.
157) 현재 환경분야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와 사회통
합 분야는 용지 보상부서에서 담당하여 기존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신도시 정착을 위해 체계적
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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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이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상 갈등으
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은
공식적인 공청회 기간 이외에도,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협력적 계획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을 위한 제도나 기준은 국가여건과 시대
적 상황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기구 등
서구의 잣대로 수립된 기준을 참조로 국내에서 다양한 지속가능한 도시지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여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거나 폐지되었다. 2005년에 마련된 정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도 국내의 계획여건을 고려하여 수차례 조정되었다.

3. 연구의 의의 및 과제
신도시계획 변천에 대한 그 간의 연구들이 대부분 단지계획에 대한 변화과
정이나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로 평가하여 계획
변화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신도시
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측면
에서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정성적, 경험적으
로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사회적 개발여건과의 관계, 신도시계획
지속가능성 변화와 정부정책의 역할과의 상호관계 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신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신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국가의 정치사회적 인과관계를
고려한 신도시계획의 수립과 해당 국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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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도시개발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알제
리 5개 신도시, 베트남 하노이 등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활
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얻은 교훈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거지계(覆車之戒), 즉,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신도
시개발이 앞서간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후발국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시시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거형태에서 최근 선진국들의 다
양한 첨단기능에 이르기 까지 주거환경에서도 욕구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발전단계에서 선진국의 도시는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의 정점에 서 있
는 자아실현의 욕구인 감성적 욕구 충족에 그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개발도
상국은 안전의 욕구단계에서 기본적인 기반시설만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신도시계획은 그 시대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술수준, 경제
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신도시계획의 향후 과제로는 민주화, 분권화
등 정치발전과 병행하여 주민참여나 사회적 통합 등 신도시의 사회적 지속성
을 높이는 데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적
지속성은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지원으로 환경계획을 의무
적으로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어 신도시계획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효
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전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다양한 여론
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만들고, 아울러 사회통합의 도구인
사회적 혼합방법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이분법적인 혼합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노인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연령대의 주민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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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owns are inevitable outcomes made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and Japan, who has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earlier than Korea, had completed their new
towns decades ago. In the mean time, new towns in developing countries
came into existence in recent years.
With the fast urbanization around the globe, Korea has developed several
new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SMA) : Ansan in 1977 and
Gwacheon in 1979 for decentralization of population and administrative
function. Also, 5 new towns were built as part of the 1st phase SMA New
Town Project such as Bundang and Ilsan in late 1980’s. In 2000's, Korea is
now building 12 new towns for the 2nd phase SMA New Town Project
such as Hwasung and Pan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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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ime passed, the goals and the contents of the new towns have
changed correspondently with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s.
The new town planning has made and revised according to various
policies and legislations.
Hen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review the
transition of SMA New Towns in terms of an environmental, social,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at means the harmony of past, and
present and future. Another objective is to draw a planning lesson by
assessing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 but a role of legislation for the
evolution of sustainabilit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auther's
experience of SMA new town planning.
I reviewed the SMA New Town planning focusing on Bundang New
Town planned in 1989, Pangyo in 2003, and Wirye in 2008 in terms of five
indicators of the sustainability: ecologic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ensity

as

participation

an

environmental

as

a

social

dimension,

dimension,

social

mix

self-sufficiency

as

and

resident’s

an

economic

dimen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reviewing the sustainability by socio-economic improvement,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has improved with the changes of
times: from simply forming a park and green space to ecological circulation
system in ecological environment; from perfunctory public hearing to
planning discussion with inhabitants' meeting in resident’s participation;
from segregated type to mixed-in-a-complex type in social mix of public
rental housings.
Self-sufficiency and development density, however, had a weak relation
to the advancement in socio-economic condition for new town planning.
Self-sufficiency and development density are thought to be more influenced
by distance from the mother city, population size and development goal of
the new town, land price, and market feasibility than by socio-economic
improvements with simple chronolog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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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n regard to the role of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ustainability,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 has gone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fter the pro-pilot
project. For development density, only the upper limit recommendation has
been suggested rather than concrete guideline. Also, self-sufficiency required
to be institutionalized to invit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new towns
under the population control regulation in SMA.
The city-level guideline for social mix has been prepared; block-level
guideline for mixing was not regulated because of weak consensus of the
mixing method. For resident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fearing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eveloper and local residents that might result
in the delay the new town development process, has been reluctant to
institutionalize the direct participation while the indirect participation by
the professionals has advanced considerably over the years.
These findings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new town planning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indicators of sustainability with more effect
of community opinion or market condition such as social mix and
development

density

have

lower

chance

of

institutionaliz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draw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positive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prior to regulating social mix, and to provide
development density guideline with high practical possibility through the
simulation and incentives in consideration of market condition.
Next, in order to implement the sustainability,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is necessary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because indicators
have high legitimacy such as ecological enviro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layed

a

great

role

in

improv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curbing excesses of the development department.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rect resident participation with no counterpart
has been delayed.
Last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Integration Pl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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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fficiency Plan' at the stage of preparing a new town master plan as
'Environment Plan(Green Plan)'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public sector. It
will be helpful to make an oblig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king a
plan for social integration and self sufficiency will be more helpful to the
flexible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a rigid and
detailed guideline, as 'green plan‘ did in consideration of local ecological
condition.
The earlier studies based on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evaluation on
new town development, which focused on site planning and sustainability
at certain times of the period, was har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ological background and sustainable paradigm shift: yet, this study
focused on interpret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new town planning
by qualitative and descriptive method, looking into a development goal, a
role of institution and the backdrop of the age .
In these days, more Korean corporations are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new town project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build up our new town experience and share it with them.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reduce their process of trial and error during the
new town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by providing our planning
lessons in terms of sustainability.

key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evolution of new town planning,
ecological environment, development density, residents participation,
social mix, self-sufficiency
Student Number : 989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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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례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1. 분당(분당신도시 개발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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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교 (성남판교지구 2단계 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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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례(위례신도시 개발백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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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회적 혼합을 위한 주택건설기준(국토해양부, 2010)

사회적 지속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층, 소득별, 소유관계별 계층의 혼합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타 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주거유형별 주택건설용지 혼합
주거유형별 용지의 혼합은 다음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되, 주거 수요의 추세를 고려
하여 공동주택의 비율을 점차 조정한다.
《단독 : 연립 및 다세대 : 아파트 = 20-30 : 5-10 : 60-75》
(2) 공동주택 세대수의 평형별 혼합
공동주택 세대수의 평형별 배분은 다음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되, 평형별 시장상황
및 주택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블록내에서는 가급적 2개 유형 이상이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25-35 : 35-45 : 25-35》
(3) 공동주택 세대수의 소유관계별 혼합비율
① 공동주택 세대수의 소유관계별 혼합은 다음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에
의한 의식변화와 주택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국민임대주
택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분양주택 : 임대주택 = 70 : 30》
② 임대주택 세대수의 평형별 배분은 다음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50-60 : 20-30 : 10-20》
(4) 주거유형 및 평형규모별 용적률
주거유형 및 평형규모별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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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규모별 배치도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제6차 변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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