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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원은 도시가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 지나친 도시
확장을 제어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집행1)여부와
관계없이 공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달
리 집행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공공자금 유입의 후순위로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실효제2)가 도입됨에 따라 오랫동안 미뤄온 미집행공원을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재정된 『민간공원법』3)은 부족한 공공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다. 하지만 『민간공원법』은 10만㎡이상 규모를 가진 도시공원으로 적
용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상당수의 소규모 근린공원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 소규모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민간이 조성할 시 수익
보장 과정에서 특혜 의혹 시비가 발생하고, 주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민간 개발보다는 국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공공
자금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이는 현재 소규모 미집
행 근린공원의 조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공원수의 감소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성된 공원의 분포가 평준화되지 아니하여 송파구, 강남
구 일대와 같이 충분한 공원이 조성된 지역과 달리 공원이 전무한 지역
에 미집행 공원이 위치함에 따라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증가시킬 우려
가 상당히 높다. 이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더욱 악
1)“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시설의 설치 및 부지 매입이 이뤄지
지 않은 도시 공원”을 말한다.
2) “결정실효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
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3)『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2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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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 시킨다. 도시공
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여 도시민 일상의 여가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이는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법안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
이기 때문에 현행법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 하지만 제정 당시 차용한 일
본의『민간설립공원제도』와 달리『민간공원법』은 10만㎡ 미만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원의 지역
적·위치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상당히 낮춘다. 따라서 공원별 특성
에 따른 면적 기준의 예외 적용은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민간공원법』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구축하고자 10만
㎡ 미만 근린공원이 현행법에서 제외된 원인을 파악하고,『민간공원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
다. 즉 『민간공원법』은 공원 면적의 일부를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
로 공원의 일부 면적을 용도 전환하여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산지형
공원의 경우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도시 난개발
을 제어하기 위해 산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민간공원법』적용이 가능한
미집행공원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집행 근린
공원의 유형을 구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환경에 불리한 공원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제한하고 『민간공원법』적용
이 가능한 공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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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에 있어 10만㎡미만 면적 규제에 대
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미집행 공원을 공공이 모두 수용하기엔 자
본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민간자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
안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집행 근린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수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을 대상으
로 2011년에 고시된 『민간공원법』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
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일 뿐이다.. 해당 지자체
는 공공 자금의 확보 및 시민의 기부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민간공원, 미집행공원, 소규모 근린공원, 실효제, 일몰제,
❚학 번 : 2010-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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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미집행공원 집행 필요성의 인식부족
도시 공원은 지나친 도시 확장을 제어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할 뿐 아
니라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서울시 공원 전체 면적의 약
81.6%가 ”미집행 공원1)”이다. 도로,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2)의
미집행율이 5% 내외임을 감안하였을 때 공원의 미집행을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표 1-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구분

공원

도로

학교

전체면적 116,857,921 84,255,154 18,370,460

녹지
3,874,673

광장

기타시설

계

5,934,345 23,709,487 253,002,040

미집행
시설면적

95,320,000

5,116,971

656,626

602,675

116,525

미집행율

81.6%

6.1%

3.6%

15.6%

2.0%

1,516,991 103,329,788
6.4%

41%

출처 :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1)“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시설의 설치 및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 공원”을 말한다. 장인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2)“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청사, 광장, 시장 등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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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도시가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산림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특성상 집행여부 판단이 불
가하고, 집행여부 관계없이 공원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공공자금 유입의 후순위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나,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수익 발생이 어렵다
는 한계가 있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공원 집행의 시급성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시민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의 효율성
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바람직하나, 사유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제약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3) 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
법 불합치 결정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
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해당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
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하여 2000년 1월 『도시계획법』개정을 통하여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제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실효제 (이
후 실효제)를 도입하였다.

[그림 1-2] 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공원의 경우 2015년 실효제에 의해 공원지정이 해지”4)된다. 이를
3) 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 바 26 결정
4) “결정실효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
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
하여야 하며,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는 201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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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동안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 해소
가 가능해졌지만 실효제 이후 공원지정에서 해지된 공원 부지의 무분별
한 개발이 예상된다. 공원 지정 목적이 대부분 기존 산림을 보호를 목적
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 공원 지정이 해
지됨에 의해 예상되는 도시 난개발 문제는 심각하다. 도시의 건전한 발달
과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현시점에서의 미집행 문제 해결
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1-2] 도시공원 결정 실효제 시기
(출처: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p13)

❚ 민간공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
재정여건 약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연된 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2009년‘도시 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규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이하 민간공원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이 도
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5)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2005년 10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부산발전 연구원,『부산광역시 미집
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부산:부산발전연구원,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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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수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
록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완화 규정은 도시공원을
조성,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다. 하지만 민간공원법은 10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원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기 미집행공원은 그 규모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근린공원6)이다. 민간공원법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공공
자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의 자본 투입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즉 현재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 미집행 해결 가
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궁극적
으로 달성하고 현재 당면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이하의
공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장치 및 해결방안이 필요하다.”7)

[그림 1-3] 민간공원법 제외 근린공원
5) “기부채납”이란 해당 토지소유자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
공기관에게 공공시설을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즉 민간 또는 단체가 그의 재
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칭한다. (장재영,2005:p14 참조)
6) “소규모 근린공원”이란「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한 근린공원
중 생활권 근린공원에 포함하는 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써 10만㎡이하의 규모의 근린
공원을 지칭한다.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10만㎡ 이하의 공
원에 대한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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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민간공원법에서 제시하는 적용기준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에서 제외된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
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그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근린공원 민간공원법 적용을 위한 논리를 구축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그 규모가 공공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
울 만큼 커짐에 따라 민간 자본을 투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해왔다. 소규모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특혜 의혹 시비 및 주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간 개발보다는 국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
이 가장 합당하나 공공자금의 부족으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사실
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사법의 비교·검토 및 현행법의 문
제점을 검토하여 소규모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구축한다.
둘째, 현행법에서 제외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작업을 시행한다. 이는 민간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민간공
원법 적용범위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민간공원법은 10만㎡ 미만의 근린공
원에 대한 민간자본 도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법의 적용 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문제점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원을 선정하여 민간공
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민간공원법 적용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일정 범위의 주민들의 공원 이용성
이 향상된다. 따라서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민간자본의 도입 시 효과를
가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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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선정
1. 선행 연구의 검토
미집행 공원의 집행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 양이 방대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한 연구만을 선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연구는 미집행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공원법의 개정
전후로 연구의 방향이 크게 전환된다. 해당법이 고시된 2011년 12월 기준
으로 이전의 선행연구는 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용가능한 다양
한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그에 반해 고시 후 진행된 연구의 특징
은 민간공원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및 구체적 지침 설정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실효성이 높은 선행 연구를 선
정하여 연구 방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영향력이 높은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미시설 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 방안』, 2010년『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은 미집행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민간의 자금 및 세율조정 등의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 2008년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공원녹
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
는 등 그 제안의 범위가 다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
간공원법의 고시 후 연구는 법의 효용성 검토 및 운영을 위한 연구로 그
연구의 경향이 크게 구체화되는데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에
시행한『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1년에 수행한『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
리적 운영방안 연구』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서울시의 현황을 분석하
고 민간공원법 적용의 실질적 범위를

판단함으로써 민간공원법 가치평

가를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10만㎡ 이상의 공원 중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을 선별하고 민간자본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행법 고시 후
그 기간이 짧아 민간공원법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아직 미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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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범적 기준에서 제외된 공원 또한 실효제에 대한 대응을 목
적으로 민간공원제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연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8)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민간공
원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민간참여 방안과 비교·분석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적합성을 함께 제시하
였다.

[그림 1-4] 선형 연구와의 차별성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
원,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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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10만㎡미만의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뉜다. 첫째, 미집행 공원의 영
향력 평가를 통한 “지정된 공원의 유지 필요성 분석” 과정과 둘째, “민간공
원법 적용 시 개발 가능한 대상지 분석” 과정으로 나뉜다. 영향력 평가를 통
해 선정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민간공원법을 통해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을 선정하였다.
[표 1-2] 연구의 흐름
필요성 분석

개발가능성 분석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한

영향력 분석

공원의 유형 분석

제2장 현행법에서 제외된

제3장 법제도의 검토

미집행공원 분류

제4장 미집행 근린공원
유형 분류 및 분석

1. 10만㎡미만의 공원 중

1. 법의 필요성

1. 미집행 공원 유형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

2. 유사법 검토 및 민간공원법

분류

선정
2. 10만㎡이상의 공원 중
10만㎡이하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

2. 유형별 특성분석

3. 민간공원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
로써 민간공원법 제외 범위
선정

⇩

⇩

미집행 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미집행 공원유형 선정
⇩
민간공원법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선정

1. 민간공원법 적용 공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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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상된 영향력 범위

제2장 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 현황
1 절 조사방법
1. 조사범위의 설정
실효제 대상 도시고원을 집행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행된 민간공원법은 10
만㎡이상 면적의 도시공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한 이유로 2011년 서
울시정연구원에는『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법
적 테두리에 포함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전연구에서 제외된 10만㎡ 미만의 서울시 모든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
로 민간공원제도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표 2-1] 연구의 조사 범위
기 조사된 범위
[현행법]

10만㎡이상의 도시공원

10만㎡이상의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조사기관: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공원
▼

본 연구의 조사범위

민간공원 대상

10만㎡미만의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한 근린공원의 분류
[표 2-2]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검토하면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이 본 연
구에 해당한다. 해당 공원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도시민을 대상으
로 일상의 여가 활동을 담당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민간공원법은 이를 제외한
도시 외곽 자연녹지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일상적 삶의 질을 담당하는 공
원은 실효제에 대응한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일상의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근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
한 적극적 대안으로써 민간자본 활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 어린이 공원, 소공원의 경우 기능상 시민의 일상을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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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범위와 동일하나 면적이 적어서 실효적 방안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공원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추가적으로 10만
㎡이상의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으로 현행법상 민간공원법의 적용이 가능하
나 사유지 면적이 10만㎡ 미만으로 민간공원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근린공
원의 경우도 추가 검토하였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1] 연구의 범위

[표 2-2] 공원 분류방법에 의한 연구범위

도
시
공
원

생
활
권
공
원
주
제
공
원

공원의 분류
도시자연
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
도시지역권
광역권
어 린 이
소 공 원
체
육
묘
지
문
화
역
사
수 변
도시농업공원

규모
1만㎡이상
3만㎡이상
10만㎡이상
100만㎡이상
250m 이하
제한 없음
1만㎡이상
10만㎡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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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적용범위
●
×
×
●
●
×
×
●
●
●
●
●
●

연구범위
●
●
●
(사유지10만㎡미만)

2. 기존자료 분석을 통한 조사방법 설정
현재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서울시 공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미조성 근린
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 88개로 확인되며, 미조성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
은 16개로 집계된다.
[표 2-3] 서울시 미집행 공원의 현황 (2013년)
계
공원수
합
계
2,714
계
2,119
도시자연
20
근
린
392
생 근린생활권
254
활
도보권
55
권 도시지역권
71
도
광역권
12
공
시
1,297
원 어 린 이
공
소 공 원
346
원
체
육
4
주 묘
지
4
제 문
화
39
사
11
공 역
수
변
5
원
생 태
1
자연공원(국립공원)
1
계
594
기
유 원 지
2
타
강변공원
50
공
마을마당
374
원
기
타
168
공

원 별

획
조
면적(㎡)
공원수
169,125,415.37
2,082
115,938,489.24
1,496
65,564,357.40
12
44,057,870.64
288
2,937,269.54
185
3,033,794.60
36
20,787,385.90
56
17,299,420.60
11
2,216,049.03
1,084
456,918.65
83
133,425.60
3
2,416,122.00
3
592,882.72
15
414,112.70
7
35,264.50
51,486.00
1
37,345,000.00
1
15,841,926.13
585
285,430.00
11,540,524.08
50
218,247.64
374
3,797,724.41
161

성
면적(㎡)
146,472,884.78
93,587,214.05
51,332,038.80
37,530,352.94
2,080,032.44
2,028,146.90
17,436,424.90
15,985,748.70
1,636,036.52
85,536.79
99,606.60
2,288,286.00
307,285.50
256,584.90
51,486
37,345,000.00
15,540,670.73
11,540,524.08
218,247.64
3,781,899.01

공원수
632
623
8
104
69
19
15
1
213
263
1
1
24
4
5
9
2
7

미조성
면적(㎡)
22,652,530.59
22,351,275.19
14,232,318.60
6,527,517.70
857,237.10
1,005,647.70
3,350,961.00
1,313,671.90
580,012.51
371,381.86
33,819.00
127,836.00
285,597.22
157,527.80
35,264.50
301,255.40
285,430.00
15,825.40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미시설 공원이란『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혹은 공원조성
은 수립되었으나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자
료는 시설여부에 대한 부류로써 사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미조성된 공원 뿐 아니라 기조성된 경우
도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효제 이후 공원지정이 해지된다. 현
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당량의 공원이 사유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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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효제 이후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 자료는 현황 파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다음
의 분류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효제의 영향 하에 있는 근린공원을 파악하였
다.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4] 집행여부 판단기준
1.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은 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해당 공원은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미시설 공원으로 분
류된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공유지일 경우 실효제 영향에서 제외됨으로 미집행 시설에서
는 제외되어야 한다.
2.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은 시설여부를 떠나 미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시설공원의 경우
조성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유지를 포함하여 실효제의 대상이 된다.
3. 도시계획에 의해 추후 조성될 공원은 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위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근린공원의 경우 추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실효제의 영향에서 제외된다.

[그림 2-2] 집행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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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현행법에서 제외된 미집행 근린공원 현황
1. 10만 ㎡이하의 도보권 ·생활권 근린공원 현황
1.1 특징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은 조성 기준이 근린생활권 1만㎡이상, 도보권 3만
㎡이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기준인 10만㎡이상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공
원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지정되어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
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10만㎡이상의 공원인 불암산, 계
양산 관악산 등의 도시· 광역권 근린공원이 도시외곽을 둘러싸는 것이 특징인
반면, 해당 공원은 도시화가 심한 도심에 분포하며 도심 속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각 관할구
청에서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2-3] 서울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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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행공원 현황조사
❚ 도시계획에 포함된 공원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등의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의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일괄 조성된다. 이에 반해 해당 개
발이 무산될 경우 지정된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성가치가 사라진다. 즉 해
당공원은 현재 사유지라 할지라도 실효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2-4] 도시계획에 포함된 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서울시 대규모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은 총 73개소로 집계되었다.
· 최근 계획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무분별하게 확장된 구 도심지와 달리
도시공원과 연결 녹지 등을 통해 주변 녹지를 고려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강서마곡 도시개발구역, 은평 도시개발구역 등의 대형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경
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 구도심 재정비 구역의 경우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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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용산역 정비사업, 국제빌딩정비 사업 등의 도시 정비구역은 통합계획을 수립하
면서 체계적으로 공원을 지정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 연계를 도모한다.

· 대부분의 공원은 공원지정이 2005년도 이후로 최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도시계획
청진7 정비구역
돈의문 뉴타운
국제빌딩정비
용산역정비
왕십리뉴타운
행당주택재개발
청량리/ 용두 정비
전농 재개발
답십리재개발
전농 재개발
이문주택재개발

공 원 명

청진
종로구
돈의
버들개
용산구
한강로
왕십리뉴타운
성동구
행당6구역
용두도시환경정비
전농7주택재개발
동대
답십리16재개발
문구
전농제3주택재개발
이문,휘경재정비
신내3 지구택지개발
중랑구
신내택지개발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남령(장위8 구역)
아랫말(장위6구역)
장위재정비지구
장시(장위11구역)
성북구
푸석(장위14구역)
명덕(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
보문3 재개발
노원구
상계뉴타운
상계뉴타운
중앙
가재울정비구역
북가좌 115-97
서대
문구
복주산
북아현 재정비
금화(냉천동)
상암 택지개발
부엉이
마포구
아현재정비 촉진
하늘공원
은평뉴타운 제3호
은평뉴타운 제4호
은평뉴타운 제5호
은평뉴타운 제6호
은평뉴타운도시개발
은평뉴타운 제7호
은평뉴타운 제8호
은평뉴타운 제9호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10호
은평뉴타운 제11호
수색,증산재정비1호
수색증산 재정비
수색,증산재정비2호
수색,증산재정비3호
녹번제1구역3지구1
녹번 주택재개발
녹번제1구역3지구2
녹번제1구역3지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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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청진동 177
신문2가 37
한강로3가 63-113
한강로2가 363-1
상왕십리 54-12
행당동130-125 일대
용두 52-7
전농 553-1
답십리 294-69
답십리 산1-9 일대
이문동 138-1
신내동 234
망우동 산23
장위동 76-59 일대
월계동479-4일대
장위동66-150 일대
장위동46-371 일대
장위동19-223 일대
보문6가 209
상계6-28
북가좌동 105-8
북가좌동 115-97
북아현동113-61일대
냉천동 일대
상암 879
염리동 24-1일대
진관동11-16일원
진관동 13-20일원
진관동 31-5일원
진관동산98-4일원
진관동 산100-44일원
진관동 179-5일원
진관동 206-21 일원
진관동 산106-17일원
진관동 125-22 일원
수색동 324-7 일대
수색동 160-1
증산동 207-8 일대
녹번동 4-314 일대
녹번동 4-343 일대
녹번동 20-59 일대

면적

공원지정

3,341.00 77,06,29
10,039.40 06,04,13
16,671.70 06,04,20
8,740.40 06,01,19
2,517.00 050804
14,488.90 08,12,18
1,567.10 000131
5,283.00 060216
9,026.00 060216
2,658.00 731201
12,612.00 061019
65,029.20 770709
45,784.00 111111
15,944.00 2008403
23,538.00 2008403
21,910.00 2008403
33,636.00 2008403
18,041.00 2008403
6,187.00 061009
18,447.00 20080911
10,856.00 070322
5,085.00 070412
40,477.10 080205
17,231.00 080205
17,612.00 060907
15,747.00 051229
4,749.80
16,176.10
5,569.10
4,550.60
147,441.60
7,202.80
12,018.20
128,953.70
45,039.50
10,295.00 080522
4,933.00 080522
19,504.00 080522
241.00 070816
140.00 070816
107.00 070816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
발산
신정3 보금자리
연의
가리봉 재정비
가리봉동
연지
천왕도시개발
천완동 1
천왕
메낙골1
메낙골2
신길주택재개발
메낙골3
메낙골(조성)
흑석 1,2,4,5,9
흑석재정비
흑석 3,4
우면2근린-1
우면 보금자리
우면2근린-2
우면2근린-3
수서택지1(대모산)
수서 택지개발
수서택지2(광평공원)
가락시영주택
가락1(시영아파트)
향유
나무그늘
거여/마천 재정비
솔향
널문(기조성)
글샘(기조성)
문정도시
한우물(기조성)
개발구역
글샘작은(기조성)
둔촌주공1호
둔촌주공재건축
둔촌주공2호
고덕주공주택재건축
고덕주공2 단지
마곡도시개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곡동 255-1
방화동 210-1
공항동 1220
내발산동 358-1
외발산 67-3
신정3 산125-27
가리봉동 125-35
천왕동 132-1
천왕동 산13
천왕동 233-2 일대
신길동223-17일대
신길동243-58일대
신길동314-33일대
신길 4934-4
흑석동 58-11일대
흑석동69-163일대
우면291-1일원
우면328-3일원
우면451일원
일원동 732-3
수서동733-3
가락동 479
거여동 200-4일대
마천동 331-1일대
마천동 199-3일대
마천동 229-3
문정동 621,625
문정동 626,633
문정동 631
둔촌동 170-1
둔촌동 180-1
고덕동 217

498,059.00
18,620.00
25,501.00
16,914.00
17,825.50
37,520.00
28,644.00
44,478.00
60,976.00
33,677.00
10,259.00
14,146.00
9,089.00
57,703.60
17,474.00
12,035.00
26,228.00
15,583.00
56,439.00
11,588.60
7,569.10
28,702.00
10,832.00
17,961.00
10,042.00
24,128.00
27,289.90
11,385.80
10,209.90
24,767.70
14,440.50
10,525.00

071228
071228
071228
071228
검토
검토
20060427
20041120
20061113
20041120
071129
071129
071129
400312
080911
080911
050913
050913
050913
960730
960730
060914
080828
080828
080828
050507
041125
041125
041125
061102
061102

❚ 공유지에 조성된 미시설 근린공원
미시설 근린공원 중 대상지의 토지 소유가 공유지인 경우 해당공원은 실효제
의 영향과는 무관하다. 해당 공원은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막대할 것이 예
상되는 경우로, 단순 시설 공사비 뿐 아니라 기 조성되어 있는 건축물 보상비
문제에 의해 그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다. 현재 공원시설이 없어 공원이용은 불
가능하나 사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추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조성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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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선 숲길 근린공원은 폐지된 기차선로를 이용해 선형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이다. 2011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할
계획에 있다.

· 숭인1, 창신 근린공원의 경우 현재 국가 소유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위치하여 있
다. 청계천과 연접하여 국가소유의 부지를 200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청계천
과 연계성 향상을 위해 설정하였으나, 노후화된 아파트재정비 시기를 고려하여 보
상 문제가 필요한 공원이다. 막대한 보상비가 예상되어 그 집행의 시기는 알 수 없
으나 실효제와 연관성은 없다.

· 선 숲길 근린공원, 보신각, 창신 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고려는 무시하였다. 해당 사유지는 토지보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

· 보신각 근린공원은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종로구 종각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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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공 원 명

위치

시

선숲길

마포구 대흥동 일대

종로구

구로구
강남구
금천구

면적합계
101,668.00

구기

구기 139-16

5,369.00

보신각

관철 45-5

4,735.80

창신

창신 400-4

3,515.00

숭인1

숭인 1435

4,485.00

창신2

창신 23-345 일대

52,812.00

고척성화단지
수서2
압구정478
독산 2

고척동 316-17
수서 749
압구정동 428
독산 441-6

17,464.00
44,587.50
13,968.30
10,578.00

토지소유별면적
공
101,645.60
사
22.40
공
5,369.00
공
4,720.30
사
15.50
공
3,450.90
사
64.10
공
4,485.00
공
5,1702.60
사
1,109.40
공
17,464.00
공
44,587.50
공
13,968.30
공
10,578.00

공원지정
20111229
030409
050825
070111
070111
100422
20100513
890321
041105
990320

1.3 미집행공원 현황조사
❚ 미조성 근린공원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지정을 할 때는 공유지를 선정하여 토지보상
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위치적,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사유지에 지정
된 근린공원 중 어떠한 조경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실효제에 의
해 공원지정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북창동근린
공원, 수표동 근린공원등 9개의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 산지형 공원인 경우 미시설 공원일지라도 이용객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산림이
존재하고 보행이 많은 등산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책로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도구머리 근린공원, 노고산 근린공원 등
이 대표적인 미시설 이용공원이다.

· 해당 공원 중 북창동, 수표동 등 상업지 주변에 지정된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필
요에 의해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비가 높아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닌
일부 외국인 전용시설이다. 공원이 지녀야 하는 공공성에 어긋나 해당공원은 미시
설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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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사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표 2-7] 사유지 미시설 근린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중구청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공 원 명

위치

면적합계

북창동

북창 73-1

1,400.00

수표동

수표 11-9

1,368.30

한남

한남 678

28,197.00

샛터

성산2 산37-1

31,100.00

노고산

노고산 2-2

52,936.00

망원자매

망원 232-30

24,999.00

등마루

화곡 산199

74,299.00

개봉

개봉1 산21-5

19,992.00

항동
구로본
백제요지
남태령
도구머리
방배동
돌산

항동 산12
구로본 625-31
남현 산67-1
남현동 산 69-7
방배 산75-1
방배 산102-20
세곡 산1

85,848.00
10,369.00
15,950.00
13,500.00
69,578.40
7,003.00
98,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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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별면적 임야면적
공
480.90
사
919.10
공
200.6
사
1167.70
공
40.00
1,026.00
사
28,157.00
공
3,371.00
사
27,729.00 27,881.00
공
3,191.90 46,610.10
사
49,744.10
공
15,739.00
1,711.00
사
4,297.00
공
1,923.00
사
72,376.00 42,980.00
공
2,158.00 19,992.00
사
17,834.00
공
118.00 67,826.00
사
85,730.00 15,423.00
사
10,369.00
사
15,950.00 13,968.00
사
13,500.00 13,500.00
공
15,190.00
사
54,388.40
사
7,003.00
7,003.00
사
98,417.00 89,500.00

공원지정
(조성계획)
050216 (×)
40726 (×)
400312 (×)
970709
(930813)
400312
(930813)
741230
(031220)
770709
(020709)
710806 (×)
710806 (×)
980319 (×)
770709
(990903)
81226 (×)
780216
(031215)
000229 (×)
710807 (×)

❚ 조성 근린공원
주민 휴식, 운동기능을 위한 공원시설이 설치된 시설 근린공원일지라도 일부
공원은 사유지를 포함한다. 해당공원은 실효제 이후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지
정으로부터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지이다. 해
당공원의 경우 현재 개인과 공공사이의 부적절한 재산침해가 심각하며 실효제
이후 현 공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공원은 거주민들에게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욱 심각할 수 있는데, 실효제 이후 사유지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일부지역이
시설지로 개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 이용자들의 이용성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민원발생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그림 2-7] 사유지 시설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역촌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등의 산지형 근린공원은 산책로 등의 시설이 기설
치되어 있다. 하지만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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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 피해가 높으며 실효제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
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양화폭포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 일부만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
을 가능하게 한 경우이다. 해당 공원은 개인소유지 땅을 이용한 상업시설 등이 들
어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토지 보상 없이 일부의 면적을 방치한 채
공유지만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파악된다.
[표 2-8] 사유지 시설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공 원 명

위치

면적합계

토지소유별면적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사

48,555.20
4913.8
2,476.90
7527.7
1,788.00
1,779.20
24,637.60
31103.1
35,646.00
11,225.00
14,583.00
24,790.00
23,642.00
28,858.00
11,357.00
20,943.00
210.00
5,355.00
17,052.90
2451.0
7,925.00
5,075.00
66,840.00
13,307.00
33,419.00
57,541.00
11,803.80

050103

9,664.34
4,959.30
12,442.70
48,212.1
11,134.90

041109

6637.90

741206

5007.00

741206

숭인

숭인 58

53,469.00

원서

원서181

10,004.60

수송

수송 80-7

용산구

동빙고

용산6가 9-163

55,740.70

성동구

달맞이

옥수, 금호4 가

46,871.00

녹번동

녹번 산40-1

18,447.00

역촌

갈현 산145-29

39,373.00

구산

구산 산47-13

52,500.00

구로구

덕의

고척동214-4

5,565.00

영등

신길

신길341-3

19503.90

포구

양화폭포

양화 153-2

13,000.0

동작구

용봉정

본동 산 3-9

80,147.00

관악구

신림

신림 산195-2

90,960.0

반포2근린

반포동18-21외

11,803.80

반포3근린

반포동 20-14

9,664.34

청수

청담134-13

17,402.00

청담

청담 66

59,347.00

벚꽃

잠실 27-7

6637.90

사
공
사
공
사
사

새내

신천7-7

5007.00

사

종로구

은평구

서초구

3,567.20

강남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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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면적
4,064.8

공원지정
770709
831223
840528
770709

41,593.00

400312

39,373.00

770714

51,985.00

770714

32,300.00

770714
011027

1992.00

400331
970331

434.00

770709

8,277.00

710800

820125
29,883.00

710807

2. 10만 ㎡이하 사유지를 포함한 도시권 ·광역권 근린공원 현황
2.1 특징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은 규모가 10만㎡이상으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근린공원이다. 해당공원은 민간공원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10만㎡를 충족하여
민간자본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공원 중 사유지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미집행 근린공원 중 10만㎡미만의 사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 현황을 파
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공원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효제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근린공원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2-8]은 실효제
영향하의 모든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현황이다. 하지만 해당기준 미달되는
공원은 배봉산, 답십리 등 총 22개의 근린공원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림 2-8] 현행법 제외범위 검토(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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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집행공원 현황조사
현행법에서 제외된 10만㎡ 미만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도시권·광역권 근린공
원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공원은 조성여부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사유지의 규모는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하여 점으로 표현하거나 모든 공원을 표
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서울시는 타 도시에 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하는
의지가 높다. 지정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대부분을 공유화하여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서울숲, 선유도, 북서울숲 등의 대형공원을 조성함
으로써 타도시에 비해 도시공원 조성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 미집행된
공원은 최근에 지정되거나 산림의 형태를 가진다. 본 연구에 포함된 10만㎡ 미
만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10만㎡미만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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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성 근린공원
사유지를 포함한 미조성된 공원은 갈현 도시농업 체험원을 포함한 총 3개의
근린공원이다. 이는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으로 기시설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사
근린공원과 성산근린공원의 경우 기존의 우수한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산책로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존재한다.
[표 2-9] 사유지 미조성 근린공원(10만㎡이하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공 원 명

위

치

면적합계㎡

갈현도시
농업체험원

불광동 458-1일대

24,516.00

신사

신사 산80-4 일대

111,650.00

성산

성산1동 산 11-1외

103,961.70

토지 소유별면적(㎡)
공
사
공
사
공
사

16,585.00
7931.00
60,735.00
50,915.00
70,173.7
33,788.00

임야면적

관리청
서부

43,963.00
48,489.00

은평구
마포구

❚ 조성 근린공원
사유지가 10만㎡이하인 시관할 근린공원으로 기시설을 보유한 도시권·광역
권 근린공원이 이에 포함된다. 남산을 포함하여 19개의 공원이 이에 포함되었
다.
공동, 배봉산, 답십리 근린공원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산지형 근린공원은 실
효제로 인해 10만㎡미만의 사유지 면적이 개발될 시 기존산림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 염창, 답십리, 와룡 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규모가 크지 않고, 사유지 면적
이 공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지하여 실효제 이후 사유지로 토지이용 전환 시
상당한 환경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해 푸른 수목원, 어린이 대공원
등은 기존 시설 중 일부 면적이 개인 사유지로 인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성면적 자체가 상당하여 현 상황으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조성된 공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한 목적 및 미집행 원인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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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사유지 조성 근린공원(10만㎡이하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공 원 명

위

치

합계(㎡)

남대문로5 가 461

604,178.00

장충동2가산6-6

289,209.00

동숭동 산2-1

198,376.60

돈암 618-1

49,336.00

푸른수목원

항동 10-3 일대

100,809.00

어린이대공원

능동 18

560,552.00

사직

사직 1-28

168,099.80

삼청

삼청 산2-1

372,418.40

와룡

명륜3가 산2-14

204,369.00

동대문성곽

종로6가70일대

11,519.70

신당 산37

107,694.60

한남 산8-1

187,604.00

응봉,금호,행당,옥수

329,964.00

남산

낙산

응봉

금호 1 가 1-72

75,570.00

배봉산

전농3 산32-20

265,582.00

답십리

답십리4 산2-9

157,761.10

월곡 산2-1

183,461.00

하월곡동산2-147

46,598.00

불광

불광 산33-1

131,471.00

궁동

연희 산118

126,026.00

신정 44-2

440,173.00

고척2 산8

158,814.00

고척

고척2 산9-14

108,120.00

염창

염창 산24-1

112,070.00

노량진

상도 7-55

415,610.00

천마

천마 산1-1

185,295.00

오동

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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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별
임야 면적(㎡)
관리청
면적(㎡)
공 599,696.00
459,171.00
중부사업
사
4,482.00
공 286,338.00
144,648.00
중부사업
사
2,871.00
공 158,833.70
중부사업
80,028.90
사
39,542.90
공
37,800.90
성북
사
11,535.10
공
92,014.00
서부사업
6,168.00
사
8,795.00
공 536,089.00
시설 관리
50,752.00
사
24,463.50
공 155,442.00
종로구
112,884.00
사
12,658.00
공
365,166
종로구
196,783.00
7,252.10
사
공
190,212
종로구
9,458.00
14,157.40
사
공
8,999.40
종로구
2520.3
사
공 107,674.60
중구
65390.00
사
20.00
공 166,673.00
용산구
133,643.00
20,931.00
사
공 328,112.00
성동구
382,533.00
사
1852.00
공
75,570.00
동부
공 209,844.00
동대문
217,846.00
사
55,738.00
공
86,685.10
동대문
138,259.10
사
71,076.00
공 169,676.40
성북구
사
13,784.60
공
7,891.96
성북구
사
38,696.04
공 105,807.00
127,985.00
은평구
사
25,664.00
공 107,974.00
서대문
13,827.00
사
18,052.00
공 440,157.00
양천구
사
16.00
공 143,185.00
구로구
158,814.00
사
15,629.00
공 105,915.00
구로구
93,127.00
사
2205.00
공
15,581.00
강서구
29,080.00
96,489.00
사
공 374,438.00
동작구
179,347.00
사
41,172.00
시 171,495.00
55,782.00
송파구
(GB:185,295)
사
13,800.00
※ GB: Green Belt지역 내 임야면적

3. 현황의 종합
분류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효제 영향하의 공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10만㎡미만 근린공원 중 사유지를 보유한 공원
2. 10만㎡이상의 근린공원 중 사유지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근린공원

[그림 2-10] 실효제의 영향하의 근린공원 종합
[표 2-11] 실효제의 영향하의 근린공원 집계
구분
도보권
/근린권

도시권
/광역권
합계

개수

면적합계

미조성

15

534,956.70

조성

19

599,010.44

미조성

3

240,127.70

조성

19

5,590,681.20

56

6964776

토지소유별면적
공
42,412.40
사
187,536.6
공
341,304.00
사
257,706.44
공
147,493.70
사
92,634.00
공
4,875,775.06
사
714,906.14
공
5,406,985.16
사
1,557,790.88

임야면적
347,420.10
209,901.80
92,452.00
2,655,526.00
(GB:185,295)
3,305,299.9
(GB:185,295)

※ GB: Green Belt지역 내 임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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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검토
미집행 근린공원의 조성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이는 공원 폐지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기준의 설정
1.1 영향력 범위설정
10만㎡이하 근린공원 조성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 범위를 설
정하였다. 영향력 범위는 공원의 규모에 따라 이용객이 공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이용의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는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 제15조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근거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3-12] 도시공원 설치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소공원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근린생활권
생활권 근
제한 없음
도보권
공원 린
공 도시지역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원
광역권

유치거리
제한 없음
250m 이하
500m 이하

규모
제한 없음
1,500㎡
1만㎡이상

1천m 이하

3만㎡이상

제한 없음

10만㎡이상
100만㎡이상

출처: 「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본 연구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도보권 공원으로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은 각 유치거리 기준
인 1,000m와 500m를 적용하였다.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은 그 대상을 도시
및 광역권 규모로 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역할 또한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치거리 1,000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으로써 보유한 공원의 기능은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주변 공원
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실효제로 공원지정이 해지될 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
원으로써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 불가능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여
영향력을 범위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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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향력 평가기준
2010년『부산발전 연구원』에서 부산시 소규모 미집행공원의 존치 및 폐지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제시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기준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 평가기준
30,000㎡이하의 근린생활권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이 시가지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공
원조성이 필요하지만, 재원투자 및 조성 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필요성, 용이성, 이용가
능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존치 및 폐지를 검토하였다.
1. 필요성은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과 산림과의 거리에 따라 평가하였다.
2. 용이성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평가하였다. 해당 부지에 특
별한 식생, 시설물, 건물 등이 있어 협의 및 보상이 필요한 공원을 검토하였다. 평가 기준
중 인공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의 공원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에 포함하였다.
3. 이용가능성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유치권내의 주거지 비율과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출처: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원의 조성방안 pp40~44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필요성 평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영향력
평가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조성된 도시 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과 산림과의 거리를 평가 하였다. “주변에 공원이 없거나 부족한 곳은 필
요성이 높고 주변에 기존의 공원이 많은 지역은 필요성이 낮도록 평가하였다.
또한 공원으로 대치될 수 있는 산림과의 거리를 보조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9) 기준에서 제시하는 용이성 및 이용가능성 평가는 본 연구 제4장
에서 미집행 근린공원 유형화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필요성 평가기준
구분

방 법

적합(○)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30% 미만인 토지로서 산림에서 5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공원

보통(△)
불량(×)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30~70% 미만인 토지로서 산림에서
5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공원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70%이상인 공원
출처: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9) 부산발전 연구원,『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부산:부산발전연구원, 2010)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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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 평가
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1에서 제시한 유치
기준 범위에 따라 영향력을 표현하였다. 주변 근린공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지 조성 공원(기집행 조성 근린공원)을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2-11]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세부 평가 방법]
1. 공유지에 조성된 미시설 근린공원과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은 유치
권 중복율 검토 시 배제하였다. 이는 해당공원이 실효제 영향에서 벗어난 공원
이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고 조성된 공원으로 해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휴식 및 여가를 위한 장소로서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공원과
달리 관악산, 청계산 등의 도시 자연공원은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방문객
이 이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은 일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공원으로 지정된 근린공원 중 도시형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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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연접하여 시설 근린공원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중복율 검토 시 도시형 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은 제외하였다.
3. 갈현도시 농업체험원, 푸른수목원 등과 같이 공원의 조성 목적이 주제공원
과 유사한 특징을 보유한 경우 유치권의 중복율에서 제외하였다.
❚ 영향력이 높은 경우
도심지내 산지형 미집행 근린공원이 위치한 경우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미집행시 영향력이 높다. 이러한 지역은 구도심지로 우수한 산
림의 구릉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원지정 후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
우다. 이러한 공원은 시설여부를 떠나 이용이 빈번한 특징이 있다. 특히 와우
근린공원은 시설지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많아 2012년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
였다. 하지만 대부분 산지형 공원은 사유지를 상당량 보유한다.

[그림 2-12] 영향력이 높은 사례 1

[그림 2-13] 영향력이 높은 사례 2

· [그림 2-12] 의 경우 도심지를 형성한 중심부에 지정된 공원이 없고 외곽으로
조성된 산림에 지정된 공원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공원 또한 모두 사유지를 포
함하여 미집행에 의해 공원이용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13]의 경우 망원자매 근린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이 산지형 근린공원
이다. 해당구역은 우수한 산림을 도심지에 보유하지만 대부분 사유지를 포함하여
환경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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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낮은 경우
서울시 일부 지역은 도보·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균일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영향력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지역으로
도시 계획에 의해 조성된 강남구, 송파구 일대와 노원구, 강동구 일대가 이에
포함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도시 개발 여부에 따라 공원 분포가 극명하게 차
이를 보인다. 이는 구심지의 일부지역만이 도시재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공원을
일괄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14] 영향력이 낮은 사례 1

[그림 2-15] 영향력이 낮은 사례 2

·[그림 2-15] 의 경우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의 10만㎡ 이상의 도시권 근린공원
뿐 아니라 지역에 균일하게 소규모 근린공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어린이 공원도 균일하게 분포하여 삶의 여유를 즐기
고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한다. 현재 미집행된 근린공원 중 벚꽃공원
은 주변의 근린공원과 영향력이 중복되어 미집행시 대체 가능한 범위다.

· [그림2-14]의 경우 [그림 2-15]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된 공원이 적지만 서울
시 타 지역에 비해 공원 분포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청담근린공원의 경우 미
집행시 영향력을 미치지만 영향력이 높은 지역에 비해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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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5] 실효제의 영향력 평가
구분

미
시
설

도
보
권/
근
린
권
시
설

미
시
설

공 원 명
북창동
수표동
한남
샛터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항동
구로본
백제요지
남태령
도구머리
방배동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녹번동
역촌
구산
덕의
신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수
청담
벚꽃
새내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
낙산
푸른수목원
어린이 대공원
사직
삼청
와룡
동대문

도
시
권/
광
역
권

시
설

응봉
배봉산
답십리
오동
불광
궁동
계남
고척
염창
노량진
천마

위치
북창73-1
수표11-9
한남678
성산2산37-1
노고산2-2
망원232-30
화곡산199
개봉1산21-5
항동산12
구로본625-31
남현산67-1
남현동산69-7
방배산75-1
방배산102-20
세곡산1
숭인58
원서181
수송80-7
용산6가69-163
옥수,금호4가
녹번산40-1
갈현산145-29
구산산47-13
고척동214-4일대
신실341-3
양화153-2
본동산3-9
신림산195-2
반포동18-21 외
반포동20-14
청담134-13
청담66
잠실27-7
신천7-7
불광동 458-1일대
신사산80-4 일대
성산1동산11-1외
남대문로5가461
장충동2가산6-6
동숭동산2-1
돈암618-1
항동10-3일대
능동18
사직1-28
삼청산2-1
명륜3가산2-14
종로6가70일대
신당산37
한남산8-1
응봉,금호,행당,옥수
금호1가1-72
전농3산32-20
답십리4산2-9
월곡산2-1
하월곡동산2-147
불광산33-1
연희산118
신정44-2
고척2산8
고척2산9-14
염창산24-1
상도7-55
천마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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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합계
1,400.00
1,368.30
28,197.00
31,100.00
52,936.00
24,999.00
74,299.00
19,992.00
85,848.00
10,369.00
15,950.00
13,500.00
69,578.40
7,003.00
98,417.00
53,469.00
10,004.60
3,567.20
55,740.70
46,871.00
18,447.00
39,373.00
52,500.00
5,565.00
19503.9
13,000.00
80,147.00
90,960.00
11,803.80
9,664.34
17,402.00
59,347.00
6637.9
5007.00
24,516.00
111,650.00
103,961.70
604,178.00
289,209.00
198,376.60
49,336.00
100,809.00
560,552.00
168,099.80
372,418.40
204,369.00
11,519.70
107,694.60
187,604.00
329,964.00
75,570.00
265,582.00
157,761.10
183,461.00
46,598.00
131,471.00
126,026.00
440,173.00
158,814.00
108,120.00
112,070.00
415,610.00
185,295.00

영향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절 소결
1. 미집행공원의 집행 필요성
❚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시민들에
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위치적 조건
에서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근린공원의 분포 특징은 송파구, 강남
구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미집행 공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구도심의 경우 지정된 공원의 수가 적고, 관
악구,

은평구 등은 기존 산림지역이 우수할지라도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지 않

아 실효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별 공원 이용기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표 2-16] 집행 영향력의 비교

[영향력이 큰 지역]

[영향력이 약한 지역]

미집행 근린공원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조성된 공원이 지역 전반에 분포하며 대

대부분이 산지형 근린공원으로 집행여부를

부분이 집행된 공유지로 실효제에 의한 영

떠나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라 미집행시 주

향을 거의 받지 않음

민들의 공원 이용 기회가 현저히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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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근린공원이 실효제에 의해 공원지정에서 해지될 시 문제가 심각한 것
은 단순히 공원수의 감소가 아니라, 미집행 근린공원 대부분이 조성된 공원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삶의 질의 격차를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
는 점에 있다. 이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열악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도시공원은 도시
에서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상실되기 쉬운 삶의 여유와
주거민 모두하게 동등하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효제 이후 공원 조성의 어려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10)에 의하면 조건을 갖춘 주민이 공
원 조성계획을 요청할시 공공은 그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즉 실효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공원으로 인해 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면 공공은 그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시점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
원조성을 위한 공공의 의무는 더욱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표2-17]에서 확

인해보면 서울시에 접수된 도시시설 민원의 약 45%가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이다. 이는 현재 조성된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실효제 이후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표 2-17] 도시계획시설관련 민원 현황
공원 조성

공원조성계획
변경, 폐지

매수청구

보상요구

해제,보상

기타

합계

44

10

17

23

2

2

98

1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
의 요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 도
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4 -

[그림 2-16] 도시계획시설관련 민원 현황 (※2005년 1월 ~ 2009년 4월)
(출처: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민원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규모 미집행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지형 공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이 미집행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림2-16] 좌측 그림을 확인해보면 실효제로 인해 기지
정된 공원이 해지될 시 해당지역은 조성된 공원이 현저히 적어 추후 공원 확충
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효제 이후 공원을 조성하
고자 할 때 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평지에 공원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미집행 공원 소유주의 입장에서 오래된 보상 지연
과 공원지정에서 해지될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에 의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높지만 현시점에서의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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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별 미집행공원 특성분석
❚ 영향력이 낮은(× ) 공원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은 주변에 기조성된 근린공원에 의해 대체 가능한 위
치에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규모가 1,000㎡이상의 생활권 근린공
원으로 영향력이 도보권 근린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원이 이에 포함된
다. 공원지정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의 경우 영향력이 낮은 공원이
전무하며, 공원 조성비가 높은 일부지역 5개 공원이 이에 포함된다. 공원의 지
정은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낮은 공원은 많지 않다.

[그림 2-17]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
[표 2-18]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생활권

5

해당 공원
남태령, 방배동, 덕의, 청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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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보통인(▲ ) 공원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의 경우 기조성된 공원과의 중복율이 아닌 인접한
미집행공원과 영향력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역촌공원, 구산공원의 사례가 대표
적인데 인접하여 미집행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추후 집행 여부에 의해 영향력
판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 따라서 이에 해당공원을 영향력 보통으로 분류
하였다.

[그림 2-18]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표 2-19]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생활권

5

도시권,광역권

6(7)

해당 공원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11(12)

합계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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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높은(● ) 공원
서울시의 경우 공원 지정 뿐 아니라 집행공원의 분포가 평준화되지 아니하여
영향력이 높은 공원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주변
에 조성된 공원이 전무하여 해당공원의 미집행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림 2-19]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표 2-20]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
생활권

24

도시권,
광역권

16
(20)

합계

해당 공원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로본, 백제
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길, 양화
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담, 새내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충동2가), 푸
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
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동), 불광, 궁동, 염
창, 노량진, 천마
40(44)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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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집행 공원의 영향력에 따른 집계
실효제의 영향하의 56개소의 공원 (도시권·근린공원 주소지에 따라 근린공
원 분리 시 61개소)의 영향력 정도를 검토한 결과 총40(44)의 공원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샛터공원을 포함한 11개소(12개 중복) 공원이 영향력
이 보통으로 구분되었으며, 남태령 등 5개의 공원이 중복율이 높아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향력의 높고 낮음은 공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 집
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표 2-21]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분류 총괄
영향력

규모

개수

해당 공원

도보권,생활권

24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
로본, 백제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
린, 청담, 새내

도시권,광역권

16
(20)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
충동2가), 푸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
곡), 오동(하월곡동), 불광, 궁동, 염창, 노량진, 천마

도보권,생활권

5

도시권,광역권

6(7)

도보권,생활권

5

●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

×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남태령, 방배동, 덕의, 청수, 벚꽃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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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간공원법의 적용가능성
1 절 법의 필요성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중 [표 3-1]에 해당하는 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내
골프장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프장은 일반적인 공원시설과
달리 수익을 발생시키며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원시설과
설치 목적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공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골프장을
설치하고자『도시공원법시행규칙』11)을 통해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타
공원시설과 달리 민원 발생이 높은 시설이라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점
에서 공공성이 다소 낮은 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 3-1]에 포
함된 골프장은 합법적 근거 하에 설치12)되었지만 개인이 공원시설을 운영한다
는 점에서 공공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근린공원 사유지내 골프장 설치사례
공원유형
광역권/ 도시권
근린/도보권

공원명
답십리 근린공원
청담 근린공원
동빙고 근린공원

면적(㎡)
157,761.10
59,347.00
55,740.7

도입시설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그림 3-1] 근린공원 사유지내 골프장 설치사례 (좌:답십리, 우:청담)
11) 골프연습장은 종전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지역주민이 골프장의 소음·조명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99년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거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지역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8조 제7항 및 별표 4 신설).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은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다. 골프장은 이에 포함되어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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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제도의 문제점 : 동빙고근린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1.1 공공 공간의 사유화
❚ 공원시설 명분으로 조성된 사유지내 수익시설
동빙고 근린공원은 1977년 조성된 대표적 민자 공원 사례이다. 대상지는 토
지이용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주도 개인 목적으로 어떠한 개발
도 불가능13) 하지만 소유주는 대상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주는 조건으로 전시관,
운동시설 부대시설 등 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하지만 공원시설이라는 공원조성 취지와는 별개로 골프장 및 음식
점 등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2] 동빙고 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특히 골프장의 경우 지역 주민이 소음·조명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99년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거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14)을 정하여 지
13) 『국토계획법』제 6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종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 소
유의 토지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 까지 시설 예정부지
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변경금
지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공원 내 골프장 설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중략~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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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8조 제7항
및 별표 4 신설). 이러한 점에서 동빙고 근린공원은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이 마
련되기 전 조성된 공원 시설로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

❚ 공원 시설의 불법 용도전환
동빙고 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용도로 설치된 골프장 부대시설이 음식
점으로[그림 3-3 좌측] 공공 전시장이 개인 자료 전시장으로 [그림 3-3 우측]
불법 용도전환 후 이용 중이다. 전자의 경우 상업 시설로 용도 전환하여 공원
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개인 소유의 자료실로 운영 중
이며 공원건물 앞 주차장 또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림 3-3] 동빙고 공원 용도전환 시설 (좌:골프장 부대시설, 우:전시장)

토지 소유주는 대상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해지자『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의거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
료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원 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한
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기준에는 합당하다.
하지만 현재 공원시설로 지정된 두 개의 건축물은 초기에 내세운 조성 명분과
달리 수익 시설 및 개인 소유의 시설로 불법 전환되어 있다. 동일법에 의거하
여 “10만㎡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
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시설 안에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조서에서 내세우
는 시설과 현행 이용은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시설은 공
원시설로써 개인이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용도 전환을 단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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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소유
주에게 무조건적 피해를 요구하는 무리가 있다. 공원이 보유해야하는 공공성의
확보는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의 침해가 발생하면서, 불법 용도전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쉽지 않다.

1.2 사유재산의 침해
❚ 민간 자본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동빙고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1977년 최초 조성되었으며, 민간에 의
해 관리, 운영 중이다. 물론 일부 시설이 소유주에 의해 불법 전환되거나 이용
자를 제한하여 공원의 기능과 반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의 부지는 공공에
게 개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공원으로 용도지정 후 관할구청과 공공
성을 명분으로 조성한바 공공 공원으로써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개인이 공원
을 조성함에 있어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
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공성의 확보는 사유재산의 보호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림 3-4] 민간에 의해 조성된 동빙고 근린공원 현황 (좌:평면도, 우: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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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주의 미집행 공원 조성 의지
현재 동빙고 근린공원은『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공원변경 심의 과정에 있
다. 현재 토지주의 요구는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시설 즉 골
프장을 철거한 후, 문화시설과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부서 및 주민 반대로 심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3-5] 심의 진행 중인 동빙고 근린공원 초기계획안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개인의 땅을 활용하여 법이 제시하는 범위에서 공
원조성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해당 부
지는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은 공유지에 조성하는 공원과 동일한 조건의 공공성
을 요구하고 있다. 사유지에 대한 공공의 요구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다.
[표 3-2]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 심의 개요 및 한계점

공원심의 상정안건 개요
□ 추진경위
1977. 07. 09 :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지정(건설부 고시 제 138호) –최초
1989. 11. 27 :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 499호)-최초
1993. 08. 02 :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지정 (서울시 고시 제 229호)-최종
1993. 08. 02 :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 229호)-최종

□ 변경안건 개요
변경사유 : 현재 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철거와 접근성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원 본래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복원, 재생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함

▼ 심의 불허
1. 서울시 심의 자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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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반대 심각

1.3 제도의 부재
2013년 현재 토지소유주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협상 및 조성 허가 신
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은 쉽사리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여원인을 분석하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계획
자료, 회의록 검토를 통해 제도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토지 소유주의 입장
[토지 소유주의 조성 명분]
관할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원의 경우 공원 조성 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상된 공원계획 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동빙고 근린공원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관할
구청, 주민들과 이익 상충이 발생한다. 물론 토지 소유주는 공원 조성목적으로
공공성을 표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하지 않
는다는 민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동빙고 근린공원의 재조성 명분
(출처: 내부 보고자료)

아래의 [표 3-3]는 동빙고 근린공원 심의 조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동빙고
근린공원의 조성목적을 확인하면, 시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휴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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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성, 문화·운동시설을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성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바 조성 계획안에서 확인되는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
항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3] 동빙고 공원 조성 목적

조성 목적
공원 시설이 골프 연습장 위주로 설치되어 소수이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낮은 활용도의
폐쇄적 공원시설로 인해 근린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기존 골프장 철거 후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 기여 하고자 공원을 재조성하고자 함
출처:근린공원 심의 조서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항]
앞의 [그림 3-6] 에서 제시하는 공원 조성 명분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주의 요
구사항 즉 공원 조성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주의 이익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의거 체육센터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원조성 시 발생한 지출을 환수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소유주는 공원과 연접한 온누리 교회로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시
달리고 있는바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말에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지 주차장을 대여하고 있어 상당량의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그림 3-7]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 (동빙고공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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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의견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공원의 심의접수를 불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
간에 의해 운영되었던 기존의 공원시설이 허가한 시설로 운영되지 아니함에 따
라, 추후 토지주가 건설하고자 하는 공원 건축물 또한 용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인 온누리 교회 측은
늘어나는 신도수를 수용할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따른 우려로 서울시
는 공원 내 건물이 종교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심의 전 주민공청회
를 진행하고 공원 내 설치하는 건물의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8] 공공기관의 입장 (동빙고공원 심의)
[표 3-4] 동빙고 공원 내부 회의록
회의 날짜: 2013. 10. 08
회의 관계자 : 서울시청 공원녹지과 2인, 용산구 공원녹지과 2인, 설계사
1. 공원 부지 안에 신축건물 시설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조금 더 확보 되어야 함.
>> 신축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해소(공원심의 접수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으로 주민설득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함,)
>> 문화회관이 생김에 따른 교통유발에 대한 검토 필요
>> 건물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2. 건축물의 용도(운영계획)에 대한 정리가 더 필요함.
>> 종교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와 토지주의 긴밀한 협약이 필요함.
3. 공원 계획시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공원계획 중 사업체가 없어 졌을 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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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필자의 것임)

❚ 주민의 입장
현재 동빙고 공원은 총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주시할 점은
공원이 교회 전용 공간이 될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이다. 특히 넓은 잔디마당
은 주말에 주차장으로 점령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온누리 교회
방문객의 증가로 발생한 교통체증 및 주차부족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공공에서 조성한 공원과 주민 요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공공의 우려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5] 동빙고 공원 주민설명회 2차 회의록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2013.11.05(화) 18:00~20:30
1.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관한 의견
① 공원 재정비 앞서 교통체증, 주차문제 해결 선행 필요
② 교통체증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 재정비 필요
2. 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① 체육시설의 경우, 교통문제를 더 유발할 것 같음. 문제를 해결한 뒤 시설 설치 필요
② 교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필요.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유발이 우려됨
③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
공원계획에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
④ 현재 지역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 설치 필요
⑤ 아동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교육시설(학교 등) 필요
⑥ 현재 건축물 계획 위치에 주차장으로 조성 필요
3. 공원 운영에 관한 의견
① 공원이 교회전용의 공간이 될까 우려. 운영을 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협의 필요
(밑줄은 필자의 것임)

[그림 3-9] 주민의 우려사항 (동빙고공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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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조성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5) 이는
그 조성 주체가 민간일지라도 법에서 정의하는 조성 목적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공원을 조성하는 개인은 공공의 요구에 대응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동빙고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시설을 개인이 조성
하는 과정에서 이익 상충이 발생한다. 민간은 공원 조성 후 투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주민은 개인 사유지임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만을 요구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
공공간의 사유화를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동일한 토지를 이용하
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자의 이익 상충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법의 역할
현재 미집행 근린공원은 공공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도시문제
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공은 민간 자본의 투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이다. 대표적인 예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10만㎡미만의 공원은 그 규모가
협소하여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만㎡미만의 공원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러한 이유로 동빙고 공원은 도시공원법(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적용
하는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규정이 아
닌) 을 준수하여 공원 조성을 시도하였다. 도시공원법은 공공이 공원을 조성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정된 법률인바 공원 내 시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지만
민간은 공원 조성 이후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는 아니다.
공공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투자자는 공원을 조성할 합당한 제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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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없어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공원조성을
위한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
련하고,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 즉 공공과 민간의 이익의 상충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0] 합리적 제도의 필요성

민간 공원조성을 위한 법의 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은 지속적 공원 소유권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도시공원법의 경우 개인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개
인이 보유함으로써 실효제 이후 공원시설의 용도전환 및 공원의 사유화가 가능
해진다. 따라서 실효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과 공공의 상충된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법의 도입으로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상충을 해결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적용한 법안은 공
공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써 민간이 공원 조성 시 발생하는 손
실에 대한 이익 환수를 고려한 법안이 아니다.
셋째,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공공공간의 사유화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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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유사법 비교를 통한 민간공원법의 선정
1. 민간 공원조성의 법적근거
1.1 민간투자법의 검토
❚ 정의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을 국
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이 담당해 왔으나, 투자 규모가 공공의 재원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커짐에 따라 민간 자본을 투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통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개발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로 인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장 제3조의 시범사업, 제3장 제12조 녹지 활용 계약, 13
조 녹화 계약 등의 관련규정을 통해 민간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3-6] 민간사업 추진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 방식은 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에 의하면 민간사업 추진
방식을 6개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TO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BTL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
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OO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
한 방식
(밑줄은 필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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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사례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그 성과가 미
미하다. 공원 조성을 위한“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이 BTO, BOO, BTL사업으
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것은 계획의 구체성
미비, 용지매입의 어려움, 주민의 반대의견 등에서 기인”16)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사례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원재정비 사업으로 BTO, BTL방식
이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매입이 지자체에 의해 보상이 완
료된 경우이다.
BTO [Build-Transfer-and-Oper_민간 투자법 제4조 1]
면적 2천㎡이상의 공원 중 인근의 주택가나 상업시설이 들어서 주차수요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지어도 공원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난
을 해소하고 오래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BTO방식의 민간투자법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구의공원 재조성 공사

17)

· 위

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2

· 면

적: 10,464㎡

· 연 면 적: 55,725㎡

· 사업내용: 공원, 판매시설, 주차장 시설이 결합된 복합도시계획시설
[표 3-7] 구의공원 조성개요
구분

시설

운영 주체

지상1층

구의공원

광진구 운영

지하1~2층

편의시설

사업시행자 운영

지하3~6층

주차장(1010대)

사업시행자 운영

BTL [Build-Transfer-and-Lease_민간 투자법 제4조 2]
민간투자방식 중 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BTL방식은 막대한 시설비가 예
상되는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원 시설은
수익 발생이 힘들지만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은 시설 이용료를 통해 투자금 환수
가 가능하다.
16) 한국개발연구원,『공원녹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시:한국개발연구원. 2008) p35
17) http://news.heraldcorp.com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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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생활 체육공원 18)
민간투자비 128억원으로 조성된 천안생활 체육공원은 2011년 3월 10만 5000
여㎡ 터에 시설면적 5만여㎡ 규모로 설치되었다. 이 공원에는 축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뿐 아니라, X-Game장, 야외공연장 등의 편익시설도 갖추고 있어 시
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한다. 시설은 준공과 함께 천안시에 귀속되고 시는 민간
사업자인 천안건강마당㈜에 20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보전한다.

[그림 3-11] 천안 생활체육공원 (출처: http://www.cheonan.go.kr)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19)
2008년 7월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방식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시행사 대치리버파크, 운영사 두잉 씨앤에스와 민간 투자자로 구성된
해당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총 투자비 190억 8900만원을 대고 강남구청이 이자
를 포함해 20년간 매년 24억원의 사업 지원비를 보상해 주는 조건이었다.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체육공원 지하에
6,000톤 규모의 지하 탱크를 설치하고, 총 8만 4,000㎡의 부지에 국제공인 규격
의 인조 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였다. 대상지에
위치한 축구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3-12]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출처:http://blog.naver.com)
18)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를 참고하여 요약함.
19) 김경운, “악취 풍기던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으로,”「서울신문」(2008년 7월 15일, p.12)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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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 공원법의 검토
❚ 정의
도시 공원은“도시계획시설의 과다한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20)있는 실
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자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이하 민간공원법)이 신설되었다.
개정된『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 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 채납할
경우 공원부지 일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양해각서(MOU) 체결사례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각 지자체는 그동안 해결
하지 못한 공원조성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된 공원을 살펴보면 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수익
성 보장이 확실하고, 공원 옆에 수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사업성이 향상될 가
능성이 높은 경우다.
[표 3-8] 민간공원제도 양해각서 체결사례
사례

원주
중앙공원

체결 현황
·면적 46만 2천여㎡의 중앙공원
·10년 전부터 공원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400억원의 부지매입비로 인해 추
진에 어려움을 겪음
·(주) 이너션파이너스앤 컴퍼니는 은행, 건설업체등이 참여하는 PFV(프로젝
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 아파트 신축비 등 총 사업비 3천 920억원
·공원시설 38만7천여㎡, 공동주택 7만2천500㎡, 업무시설2천200㎡
·면적 123만 8천여㎡ 중앙공원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

·신간산업개발관리(주)는 공사비는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매입비는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출자하여 사업추진
·1300억원의 부지매입비 5,290억원의 건설비 등 7천680억원을 투자 계획
·공원의 70%이상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20%이하는 수익시설부지
참고: 뉴스검색을 통한 요약

20) 김성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 논
문, 미간행,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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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법 비교를 통한 민간공원법의 선정
2.1 선정 근거
실효제 영향하의 소규모 근린공원에 적용 가능한 법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
구 제3장 2절에서 제시한“민간 공원조성 법적근거”(p51)를 비교 검토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제3장 1절에서 확인되는“법의 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
과”(p50)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합당한 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 민간자본 투입방식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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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공원을 조성한 대표적 사례인 BTO, BTL 방식을 우선적으로 비교 검
토한다. BOO방식은 추진 사례는 없으나 사전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함께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시공사례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시도 중인 민간공원법을 비교 평가하여 적용가능성을 비교하였다.
[표 3-9] 민간투자 관련법의 특성 비교표
구분

민간 투자법 활용
BTO
건설하여

특성

BTL

BOO

민간공원법

소유권 건설하여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시 실효제를 위한 대응으로

양도한 뒤 관리운 양도한 뒤 관리운 설 소유권을 영원 신설된 법으로 개인이 사
영권 부여받아 운 영권 또는 무상사 히 보유
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영 관리
용·수권 부여 후
공공에 기부체납하고 일부
해당 시설을 임대
함

면적은 용도 전환하여 수
익시설 설치

공원시설 설치 및 해당시설 소유권 공원시설설치 및 개인 사유지의 70~ 80%
이전
무상공유
조성 후 기부채납
기여방식
공공의

민간의
수익방식

시설 운영시 사용 임대기한 동안 임 공원에 대한 소 사유지의 일부 면적 용도
유권 및 시설 운 전환으로 인한 이익 발생
료 부과 가능
대료 수입

사례 특징 공원 주차장 설립 체육공원 설치
장점

단점

시설 설치비 절감

영시 사용료 부과
시공사례 없음
민간자본의 유입
토지보상비가 지급 불필요
가능성 높음

토지보상비용으로 인하여 정부의 임 개인에 의한 공원 10만㎡ 이하의 공원에 적
대료지급에 대한 부담 가능성21)있으 조성 후 운영 및 용을 위한 현행법 조정 필
며, 공원시설의 일부를 유상 이용하 소유권 위임
여야 함

요하며, 특혜시비가 우려
됨22)

공원 조성 시 용지비의 해결은 지자 공공성 저해, 민 개발의 압력이 높고 토지
이전
연구의
평가

21)
22)
23)
24)
25)

체에서 해결하고 공원 내 수익시설 간의 수익 특혜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 필요23)가 있 시각은 편견 일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음.
수 있음24)
의 경우에는 민간추진자제
도를 적극적으로
필요가 있음25)

한국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34
위의 책 p257
위의 책 p257
위의 책 p257
부산발전 연구원, 앞에 든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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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2.2 적용 가능한 법의 선정
❚ 현행 문제 해결가능성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도시공원법과 달리 민간이 공공을 조성할 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공
원법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소유권을 분리한 경우로 상호 간
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표 3-10] 현행문제 해결가능성 비교표
민간 투자법 활용
BTO
BTL
BOO
공공성
●
●
▲
공공부지의 사유화
●
●
×
일정기간 민간이 운영 민간이 공원을 소유 운
한후 공공에 양도함에 영함으로써 공공성어
평가
따라 시기적으로 분리되 저하되고 개인에 의해
어 소유권을 가짐
사유화 가능성 높음
* ● : 공공에게 유리, ▲: 보통 × 민간에서 유리
구분

민간공원법
●
●
사유지와 공유
지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해결가능

❚실효제 해결가능성 검토
미집행 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적용 가능한 법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구입비 해결여부의 판단이다. BTO, BTL 방식은 시설
설치비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토지구입을 공공에서 해결해야하는 점에서 적용
이 불리하다. 이에 반해 민간공원법은 실효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된 법으로 공공에서의 자금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다.
[표 3-11] 실효제 해결가능성 비교표
구분
토지구입비
시설설치비
소유권
평가

민간 투자법 활용
BTO
BTL
BOO
×
×
●
●
●
×
●
●
×
미집행 근린공원의 토지보상 문제 의식의 부족
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자금이

필요하여 실효제 해결 불가
* ● : 공공에게 유리, ▲: 보통 × 민간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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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이
어려움

민간공원법
●
●
●
공공에서 지출
되는
비용일
발생하지 않음

3 절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 검토
1. 민간공원법 검토
민간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발생 여부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공원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공원 일부를 용도 전환
하여 시설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민간투자 가
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BTO, BTL방식과 달리 민간투자자가 토지 수
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로 민간의 수익 발생 범위를 확대
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에
규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요약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민간공원법 세부지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2)
구 분

기

공원부지 규모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 공원면적의
20% 이하
․녹지지역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공원 면적의 30% 미만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 가능)

시설
기준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해당용도지역 혹은 인접 용도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
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

관리
기준

시행
방법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
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설치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기부
체납

비공원
시설 26)
(수익
시설)

준

협약
체결
공동
시행

․․지자체 장은 수익시설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결정 할 수 있
음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자체의 장과 조성공원의 기부채납시기, 공동
시행할 경우 그 시행방법,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와 시설부지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야 함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8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음. 이경우 토지매입비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부담

26)“비공원 시설”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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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의 검토
해당 법규는 비공원 시설 즉 기부체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공원시설 설치”와“비공원시설 설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의 비율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바 그에 따른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원시설 설치 시 적용 법규]
공원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용도변경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다. 하지
만 토지구획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 채납된 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지 면
적에 대해서는『도시공원법』에 제시된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즉 도시공
원법에서는 층고제한을 4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녹
지지역으로서 제시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표 3-13] 민간공원법 (공원시설의 설치 적용)
구분
기부 채납

비
공원
시설

시설
종류

조항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

해당법
도시공원법
제21조의2

·휴양시설 중 경로당
·교양시설 중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미술관, 과학
관,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공원의 규
모와 상관 없음.

도시공원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에 규모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원시설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
원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
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시행규칙
제11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회관ㆍ청소년수련
시설ㆍ노인복지회관ㆍ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
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공원
시설

건폐율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용적율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시설면적

100분의 40이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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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시설 설치시 적용 법규]
인접한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설치가능하게 하는 조항에 의해 대
부분 공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이 변경이 가능하
다. 이에 따른 추가 이익은 기부체납 비율로 조정되어 있으며,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법규가 추가 적용된다.
[표 3-14] 민간공원법 (비공원시설의 설치 적용)
구분

조항

해당법

기부 채납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
려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

도시공원
법제21조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

국토계획

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주거지역:단독주택 공동주택,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슈퍼
마켓,일반음식점,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등 )

이용에

시설
종류

상업지역: 단독, 공동주택,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 등

건폐율

비
공원
시설

/
용적율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

및
관한
법률제6
장제76조

“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
일반상업지역

판매, 업무, 숙박, 의료, 운동, 위락,종교, 운수, 장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공개
공지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서울시
건축조례
제4장
제26조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
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
터 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공원
시설

시설
면적

제11조
[별표 4]

100분의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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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법의 이익환수 방법
『국토계획법』제5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제시함으로써 개발이
익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법』의 이익 환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4] 민간공원법 이익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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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확대 제안
본격적으로『민간공원법』설치기준에서 명시한 공원면적 기준의 확대 가능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법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10만㎡이상의 도시
지역권 공원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적용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 3-15] 민간공원법 확대제안
기존

제안

10만㎡ 이상의

10만㎡ 이상

도시지역권 규모의 공원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지자체 요청 시 미만 가능
근거: 일본 민간설립공원제도

2.1 일본 민간공원설립제도의 검토
일본의 『민간공원설립제도(이하 민설제도)』는 『민간공원법』의 모태가 된
제도이다. 따라서 민설제도의 특성 및 국내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의
“동경도 민설제도는 공원조성에 민간(기업 혹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종래의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에 공원정비사업 이외에 새롭게 민간의 활력을 도
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제도이다.”27) 민설제도는 공
원 내에서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30%이하 부지에 수익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최소 35년
무료 개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도의 적용범위는 10ha(10만㎡) 이상의 도시
공원·녹지 구역으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의 국·공유지가 아닌 부지, 또는
10ha미만의 도시공원·녹지 구역으로 국·공유지가 아닌 부지 중 기초 자치단
체의 사업실시 요청이 있는 부지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조성을 위한 최소기준
은 공원적 공간 1ha(1만㎡) 이상 즉 국내법과 비교하였을 시 도시공원법 분류상
도보·근린생활권 근린공원도 동일하게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
27) 한국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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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도교도 민설공원 사업실시 요강 (번역본 출처:부산발전연구원)
[도쿄도 민설공원(民設公園) 사업실시요강]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종래의 공공에
의한 정비 외에 새롭게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기에 공원적 공간으로 정비⋅관리
하는 “민설공원”의 적절한 정비와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도쿄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민설공원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 정의 2.1“민설공원”이라 함은 이 요강에 근거하여 지사가 인정하는 계획에 의해 정비
및 관리 되는 공원적 공간을 말한다.
2.2“공원적 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도시공원에 준하는 기능
을 갖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 요강이 정하는 수준의 정비와 관리가 실시되어 녹의 영속성⋅공
개성⋅네트워크성이 담보되는 공간을 말한다.
~중략~
제4조 인정기 민설공원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민설공원사업의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해당 사업계획의 목적은 공원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행정계획 이념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에 기여할 것
4.2 민설공원의 정비 및 관리의 담보 민설공원은 다음 4.4항과 4.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
켜 불특정 다수 도민의 이용에 기본적으로 제약이 없고 도시공원의 사업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공개 개시의 날로부터 35년 이상) 무상공개를 담보할 것, 다만, 조기에 해당 도
시공원의 사 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지사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대상구역
가. 10ha 이상의 도시공원⋅녹지구역 내에서 원칙으로서 “도시공원·녹지 정비방침”(도시기
반 제683호 결정 ; 2006.03.17)에 의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이하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
역”이라 한다.)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일 것. 다만, 특별구의 경우
도쿄도 지역방재계획(총무국, 2003년)상 피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또는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것.
나. 10ha 미만의 도시공원⋅녹지구역으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 중 자치구의 민설공원사업 실시 요청이 있을 것. 다만, 특별 구
의 경우 도쿄도 지역방재계획 상 피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또는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것.
4.4 정비 기준
가. 공개되는 공원적 공간은 1ha 이상일 것
나. 공개되는 공원적 공간의 녹화면적비율, 포장면적, 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양호한 풍치 및 녹지 환경을 유지할 것.
다. 건축물(비공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획부지의 30% 미만인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는 방재시설에 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물(비공개 건축물을 포함)은 주변 시가지 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형태 및 용도일 것
[밑줄은 필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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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마공원]

28)

[표 3-17] 하기야마 공원 개요 및 사진
· 부지면적: 14,900㎡
· 공원면적: 10,430㎡ (70%)
· 사업면적: 4,470㎡
· 건축면적: 지상 11층, 지하1층,
184세대 규모의 집합주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하기야마공원 구역 내 테니스코트 부지는 세이
부 철도가 소유한 부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2006년 민설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공원조성의
민간사업자는 2008년 총 부지면적 약14,900㎡의 30%에 해당하는 4,470㎡에 지
상11층, 지하1층 총184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10,430
㎡의 부지를 하기야마 사계절 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원하였다. 본 공동주택
의 경우 조경 면적 조성의무 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공원관리 부담금을 입주민
들이 부담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지역은 지구계획에 의한 건축물 규제를 추가적으로 검
토하여 국내법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18] 지구계획에 의한 건축물 규제
구분
용도
용적율
건폐율
부지면적
벽면위치
제한
최고높이

건축물 규제 내용
주택, 주택겸용 사무소 점포 등, 기숙사, 하숙소, 학교, 도서관 궁, 신사,
사원 교회 등, 양로원, 탁아소, 장앤인 복지센터 등, 공중목욕탕, 진료소,
병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자동차차고(공동주택 부설 제외)
100% 이하
30% 이하
1만㎡ 이상, 단 시장이 공익상 내지 양호한 공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도로경계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또는 기둥면까지의 거
리는 북쪽으로 50m, 동쪽과 남쪽으로 6m 이상으로 함,
지반면으로부터 35m
자료: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28) 국토해양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서울: 국토해양부,
2011), p87를 참고하여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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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민설제도와 국내법의 비교
국내의 민간공원법은 공원 조성 시 민간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
로 일본의 민설제도를 착안하여 그 골격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사
점을 가진다. 하지만 민설제도가 낙후된 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재정된 법률인
데 반해 민간공원법은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결대안으로써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표 3-19] 민간공원설립제도와 민간공원법의 법규사항 비교표
구분

민설제도(김성용, 2010)

민간공원법

사업성격

공원적 공간 조성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결대안

관련근거

도쿄도의 민설공원 사업실시요강 및
세부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대상
공원
사업
규모

기술
기준

우선정비구역 외의 사유지 특별구의
경우 피난 장소 지정 (예정)
1. 10ha이상: 국·공유지가 아닌 민
간소유 토지
2. 10ha이하: 해당 구·시·정에 의
해 민설공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
는 지역에 적용

손익
보상

건축물 규제완화

시설
종류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건축
물등

비공개 건축물 포함 건축물 부지는
계획부지의 30% 미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공공
공지

시설부지면적의 50% 이상 녹화면적
확보, 포장면적 최소면적 확보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를 해당면적 이상 소유한 공원

기부채납의 형식
- 공원시설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 비공원 시설
서울시 건축조례 참조
- 주거지역: 60%이하
- 상업지역: 50%이하
- 녹지지역: 20%이하
서울시 건축조례 참조
-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 녹지율에 대한 기준

첫째, 국내법은 민간투자자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영원히 양도한
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민간사업부지 내 건축물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민간사업
으로 조성된 공원을 해당 사업자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
방하는 임시적 이용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공공에서 공원을 조성할 공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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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에게 조기에 공원적인 공간으로 정비하여 공개하고자 추
후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민간에서 조성하고 운영하게 하는 임시적 조
치인 셈이다. 따라서 국내법은 기부채납에 대한 손실을 보상 범위가 크기 때문
에 일본의 민설제도에 비해 건축물 규제 완화가 크다.
둘째, 일본의 민설제도는 그 적용 범위가 유연한데 반해 국내의 경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적용 가능하다. 국내법은 일본 민설제도의 면적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였지만, 일본의 민설제도와 달리 10만㎡이하의 면적에 대한 예외
기준을 제외하여 적용기준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22만
㎡, 탑골 공원 19만㎡임을 감안하면 해당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초기 목적과
달리 상당량의 공원이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10만㎡미
만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민간자본투자를 요청하였을 시 그 가능성을 열어둠으
로써 유연성을 발휘한다. 일본의 민설제도의 경우 일괄 적응으로 인해 발생 가
능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지역적·위치적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둠으
로써 법의 효욜성이 높다.

2.2 현 민간공원법의 한계점
“민간공원법은 현재 법규상으로 10만㎡이상의 도시공원에 한정되어 적용받도
록 되어있어 공원의 입지 및 특성에 따라 제도의 적용 가능성 및 적절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힘들며 도입여부·제도적용의 한계성을 지닌다.”29) 본 연구
의 대상인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중 10만㎡ 이상의 공원은 도시지역권, 광역
권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원과 서울 외곽의 산지인 도시자연공원이 이에 포함된
다. 하지만“10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민간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30) 민간공원제도가 적용 될 수 있는 10만㎡의 도시공원은
상당수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목 상 임야이다. 특히 [그림3-15] 10만㎡ 이상의
미집행 공원 비오톱 유형평가31)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이 81.8%이며 2등급지역
2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p140
30) 위의 책 p 81
31) 비오톱 유형평가도는 비오톱 유형가치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비오톱 유형에 따라 자연보호 목
적으로 하였을 경우 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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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2%로 우수한 환경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전체의 90%에 달한다. 근린공원의
경우 1등급 지역이 70.3%로 도시자연공원의 87.0%에 비해 낮은 편이나 2등급지
역이 14.2%로 1~2등급이 전체의 84.5%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으로 “양
호한 생태환경을 고려하면 비공원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
이 따를 것이다.”32) 현행법은 각 도시의 특수성 및 공원의 입지에 대한 개별
적 특성을 수용할 예외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적용이 가능한 서울
시 미집행 공원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행법은 제정 의도와 달리 실질적 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낮다.

[그림 3-15] 10만㎡이상의 미집행공원 비오톱 유형평가
출처: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표 3-20] 10만㎡이상의 미집행공원 비오톱 유형평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로
하천
총합계

근린공원
면적(천㎡)
구성비%
20,529
70.3
4,164
14.2
2,225
7.6
900
3.1
831
2.8
512
1.8
61
0.2
29,221
100.0

도시자연공원
공원전체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56,400
87.0
76,928
81.8
3,513
5.4
7,676
8.2
3,047
4.7
5,273
5.6
373
0.6
1,273
1.4
868
1.3
1,699
1.8
607
0.9
1,118
1.2
21
0.0
82
0.1
64,829
100.0
94,050
100.0
출처: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32)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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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 시 기대효과
민간공원법은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는 해
당 법을 제정한 목적이 그와 동일하여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항
을 포함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은 본법을 제정할 시 차용한 민설공원제도와
달리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도시의
지역적·위치적 특성에 의한 공원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집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집행 공원의 입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의 유연성 있는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민간공원법 면적 기준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해당 조항이 현행법에서 제외된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본 제안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도
록 한다. 민간공원법 면적의 확대적용 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공원법을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례에서 확인 되듯이 민간
자본 유입은 공원의 위치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지형 특성상
현행법의 적용범위인 10만㎡이상의 공원은 도시외곽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민간
자본 유입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10만
㎡미만의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으로 제안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법의 유연성을 통해 법제정시 고려하지 못한 도시공원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의 범위인 서울시의 경우 10만㎡이상의
미집행 근린공원의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등급지역이 면적76,928천㎡으로 전체
공원의 81.8%를 차지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시 자연훼손이 불가피 하며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이 상당하여 민간투자자의 개발지 확
보가 쉽지 않다. 즉, 현행법은 서울시의 도시공원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적용범
위가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일본의 민설공원법과 같이 법의 유연성을 제안함으
로써 미집행 해결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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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설정
1 절 적용범위 설정의 필요성
본 연구는 민간공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면적 10만㎡이하 소규모 근린공원
의 민간공원법 적용을 제안하기 위해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제처에서
는 민간공원법 제정 당시 고시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만 면적 규제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의 여지를 가진다.
[표 4-1]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 시 문제점

도심의 공원 공간의 잠식과
(도시) 난개발을 가속시키는 악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대 안 책 : 민간공원법 적용 시 도시환경에 불리한 공원을 파악하여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

민간이 공원의 일부를 조성하여 기부체납을 할 경우 공원 지정 부지의 일부
를 주변 토지이용으로 용도 전환하여 민간의 의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즉
해당 공원이 산지일 경우 일부의 산림 훼손은 불가피 하다. 해당 연구에서 제
안하는 10만㎡ 이하의 근린공원 즉“도심지에 위치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중소규모의 근린공원 등 도심지 내 위치하는 공원은 (민간자본의 유입 가능성
이 높아) 개발 가능성이 높으나 도심의 공원 공간의 잠식과 난개발을 가속시키
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33) 이는 국내의 경우 공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지역으로 우수한 자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공원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일
부 공원은 단순히 시민의 이용을 위해 공원을 지정하는 등 그 목적이 상이한바
개발 시 도시환경에 불리한 공원을 파악하여 민간공원 조성을 제한하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원은 민간을 통한 집행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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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적용범위의 설정
1.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화
1.1 유형화 목적 및 방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근린공원을 판단하기 위해 공원 지정 목적에 따른
유형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공원일지라도 공원 지
정 목적에 따라 조성 방향이 상이하여 민간자본의 유입가능성 판단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의 형태적 특성 뿐 아니라 지정 목적을 추가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공원의 지형적 조건이 공원의 지정 목적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형적 특
성은 공원으로의 접근성 등 다양한 공원 환경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지형적 특
성에 따라 구분된 유형에 따라 공원 환경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4-2] 미집행 근린공원 평가기준 비교
구분
목적
도시공원
필요성

선행 연구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
유치권 중복율
산림과의 거리
시설지 여부

용이성

이용
가능성

인공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본 연구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 가능한 공원 판단
선행연구와 동일 (p33)
선행연구와 동일 (p33)
부지 매입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으로 민간자본
투입 가능성 판단과는 무관함.
민간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원을
판단하여 제외하는 기준으로 활용
1. 인공녹지 즉 기조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분
2. 생태등급을 확인하여 산림의 우수성 판단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의 방법 참조 p83)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

부산발전 연구원에서 2010에 시행한『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
안』은 미집행 근린공원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성, 용이성,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연구는 이를 차용하여 변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
본 장의 평가항목인 근린공원의 도입여부 판단기준은 “용이성”에 대한 기준 설
정이며 설정된 유형별 특성에 따른“이용가능성”을 검토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
한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분석은 선행 연구의 “필요성”과 그 목적이 동일
하다.(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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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은 크게 산림 연접형, 산지형, 평지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구분은 공원의 지형특성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는 도시 난개발로 인한 녹
지공간 잠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공원지정의 목적이 지
형적 특성에 의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

· 산림 연접형은 기존 산림에 연접하여 근린공원을 설정한 경우로써 도시자연공
원의 일부를 인근 주민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정한 공원이다.

· 산지형은 도심 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으로써 시
민의 휴식 및 산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 평지형은 도심지에 시민의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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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민간공원법 적용범위 설정
2.1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이 유형은 도시 자연공원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인근주민을 위한 시
설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형태이다.

[그림 4-2]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특성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지정이 수월하고 지가가 낮은 산림지에 근린
공원을 지정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 및 여가장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자연공원과 구별된 시설형 공원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 이 유형은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이용자의 접근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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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고 생태성이 불량하여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점에 지정되기 때문에 산림훼
손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와 이격 거리가 있어 도로에서의 접근
성은 불리하지만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이 높아 보행 위주의 잠재 이용자는 높
다.
[표 4-3]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특성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대부분 주거지 및 학교시설로 유치권내 주거지 비
율이 높다. 기존산림과 연접하기 때문에 주변 면적
50%내외가 공원이지만 공원의 지정 목적이 상이하
다.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연접하여 위치하며 도로와의
거리가 다소 있어 접근성은 불리한 편이다.

이용
가능성

민간 자본 유입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첫째, 인공녹지 여부 판단 즉
본 연구에서는 조성여부에 따른 구분에 의한 판단과 둘째, 비오톱 유형을 확인
하여 산림 생태의 우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유형은 생태성이
낮은 지역에 지정된 공원으로 비오톱 유형 평가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유형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을 확인한 결과 비오톱 유형 2등급 이하의 근린공원
만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조성여부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민간공원법 적용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 조성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미집행 근린공원의 조성여부를 확인하면 크게 미조성과 조성공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산림형 근린공원은 조성된 공원일지라도 시설 형태에 따라 특
성이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성된 공원의 대부분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존 산림을 일부 벌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휴식시설 등의 최소 시
설만을 보유한 경우(이하 산림형)가 많다. 이에 반해 산림의 외곽에 시설형 근
린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하는 형태(이후 시설형)가 있다. 결
과적으로 시설형은 민간자본의 시설지 도입을 위한 가용지가 없어 민간자본의
도입이 불가능한데 비해 산림형은 기시설지 일지라도 가용지가 충분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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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성여부에 따른 분류

최종적으로 본 유형의 평가기준은 기존 시설의 유무를 판단하되 시설의 형태
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
과적으로 미조성 공원과 기 조성되었으나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산림형 공원만
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하다.
[표 4-4]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조성여부

특성

미조성

연관성 없음
시설형

기조성
산림형

1, 기 조성되어 토지보상 문제만 존재함
2. 민간시설 도입을 위한 가용지가 없음
기존산림의 벌목을 통해 조성된 산책로
위주의 시설로 가용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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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
×
●

2.2 산지형 근린공원
산지형 근린공원은 도심지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유형이다. 따
라서 구릉지에 따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은 수용하나, 기존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즉 실효제 이후 공원
지정이 해지되었을 때 도심지에 위치한 유형의 특성상 사유지의 난개발이 예상
되며 우수한 기존 산림의 훼손으로 경관의 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유형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 산림형 근린공원의 특성

산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유치권 내 주거지 비율은 높지만 접근성은 불리한데
이는 산림과 연접하여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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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산지형 공원의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이용
가능성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특성
대부분 주거지 및 학교시설로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은 높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연접하여 위치하며, 도로와의
거리가 다소 있어 접근성은 불리한 편이다.

민간자본 유입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성여부에 따른 특성과 생태등급
에 따른 판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유형의 경우 구릉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근린공원으로 기시설된 경우 산책로 등만으로 조성된 형태로써 민
간자본 유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 반면 도심 속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수한 산림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훼손 가능성 여부 판단은 중요하다. 따
라서 비오톱 유형평가는 도시 녹지의 잠식 및 도시 난개발을 제한 여부를 판단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비오톱 34)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생태환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
오톱 평가가 모두 1등급 지역"35)일 경우 절대 보존지역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녹
지 잠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비오톱 유형평가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정개
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민간개발 가능 지역을 추출할 시 1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원을 민간공원법의 가능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비오톱 평가 등급의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보존을 기존으로 하며 매우 제한적인 개발 및 활용이 가능
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옳지만 산지형 근린공원 대부분이
생태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 대상에서 2등급을 제외할 경우 민간자본에 의
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비오톱 1등급 지역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토 대상지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비공원시설의 입지가능 검토 대상지를 매우
유연하게 확대 ”36)하여 실효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4) 비오톱 유형평가는 비오톱 유형가치 평가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비오톱 유형에 따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번호가 낮을수록 비오톱이 우수하고 높을수록 비오
톱이 낮다.
3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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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지형 근린공원의 최종 평가 기준은 비오톱 유형에 따라 1등급, 2등
급, 3등급이하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2등급의 경우 민간자본의 의한 개발은
허용하지만 지역 내 산림불량 지역을 활용하여 비시설지를 설치하는 산림을 보
호하기 위해 민간 개발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표 4-6] 산지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비오톱 유형
1등급

2등급
3등급 이상

특 성
해당 공원은 개발로 인한 공원의 잠식과 난개발을 막기위
하여 해당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세부적으로 일부 지역의 훼손 및 산림 불량 지역을 활용하
여 민간자본의 개발지로 활용 할 수 있다.
공원내 훼손된 산림지로써 민간개발에 유리한 지역이다.

가능여부
×

●
●

산림형 근린공원의 비오톱 유형을 평가한 결과, 근린·보도권의 경우 대부분
의 공원이 2등급 산림을 보유한 반면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1~3등급
까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훼손 없이
보존된 우수한 산림과 시설의 난립으로 낮은 등급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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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지형 근린공원
서울의 경우 도시화가 심각하여 도심에 가까울수록 산림 면적이 현저히 감
소한다. 따라서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에 지역주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평지형
공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공원의 유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 주민의 일상
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5] 평지형 근린공원의 특성

지형적 조건에 의해 지정되는 산지형 근린공원과 달리 평지형 근린공원은
유치권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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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평지형 공원의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이용
가능성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특성
대부분 주거지, 상업지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지정한 공원이다.
산지형과 달리 주변에 도로와 연접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지정한 공원이다.

산지형 공원과 달리 평지형 근린공원은 지정 목적이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 조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바 분류작업을 시행하였
다. 또한 평지형의 경우 기조성된 공원의 조성 주체자에 의해 조성목적에 영향
을 미치는 바 이에 따른 판단을 시행하였다. 평지형에서는 비오톱 영향평가는
상관성이 없다.
[표 4-8] 평지형 근린공원 평가기준의 분류

조성 목적에 따른 분류
1. 역사적 가치로 지정
2. 도시계획을 위해 지정
3.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지정

조성 여부에 따른 분류
기조성
조
성
주
체

1. 공공
2. 대기업
3. 민간

미조성

❚ 공원 지정목적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역사적 가치]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 중 지역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한 근
린공원 유형이다. 문화재를 보유한 대부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백제요지
근린공원의 경우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4-6] 역사적 가치로 지정된 근린공원 사례 (백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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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계획과의 연관성 ]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근린공원은 구심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지정한 경우로써 앞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범위인 도시재정비사업(p14)과는 구
별된다. 해당 공원은 기존의 사유지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만 도시재
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자에 의해 일괄 조성된다.
[그림 4-7] 서울시 녹지축 계획

[그림 4-8] 북창동 상위계획

자료: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 기본계획

자료: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보고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림4-7] 동빙고 근린공원은 서울시 녹지축 계획에서 2008
년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비록 소규모 근린공원이지만 도시 녹지흐름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4-8]의 북창동 근린공원은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조성목적에 따른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평지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조성목적

판단

내용

근린이용

●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입 가능

도시계획

●

민간자본 유입가능 (단, 도시계획 방향을 준수할 것)

역사적 가치

×

역사시설 보호차원에서 민간투입 불가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은 근린주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토지이
용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된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에 의해 설정된 공원은 이와
무관하다. 또한 민간자본 도입 시 역사적 가치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린 이용, 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된 공원만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한
공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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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주체자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공공에 의해 조성된 공원]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면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해당공원은 사유
지 보상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에 의해 사유 재산을 침해가 발생함에 따
라 공공에서는 민간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사유지내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림 4-9] 공공에 의해 조성된 근린공원 사례 (원서)

[ 대기업에 의해 조성된 공원 ]
공공에게 단순 기여를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원서
근린공원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
룹 사옥을 지으며 연접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와 조성 목적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기업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에 의한 이익환
원의 방법으로 소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원은
사유지일지라도 공원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그림 4-10] 대기업이 조성한 근린공원 사례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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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 ]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
하는 개인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익 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다. 현재 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표3-1]은 합법적 근거 내에서 공원을 조
성하였으나, 공원 부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조성함에 따라 용
도의 불법전환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공원시설 위주로 조성된 특징이
있다. 즉 공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공공성이 저해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1] 민간이 조성한 근린공원 사례 (동빙고)

조성주체자에 따른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평지형공원의 조성주체자에 따른 분류

기조성

조성여부

판단

내용

미조성

●

조성된 시설이 없는 경우

공공

×

일부 부지의 토지 보상 해결 필요

대기업

×

공공의 공원으로 충분히 기능함

민간

●

민간에 의해 사유화 되어 공원의 기능 상실

평지형 공원에 포함된 기조성 공원은 공원부지의 대부분이 시설된 경우로 다
양한 조성 주체가 존재한다. 민간, 공공, 대기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공과
대기업에서 조성한 공원의 경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에 반해 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공공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서 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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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을 통해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법적 수익 구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집행 공원 중 기시설이 없거나, 개인
에 의해 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공원법을 통해 공원조성을 제안할 수 있
다.

[그림 4-12] 평지형공원의 조성 주체자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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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소결
민간공원법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현재 지정된 공원의 일부
면적을 용도 전환하여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산지형의 공원은 산림훼손이 불
가피하다. 그러한 이유로“도시녹지의 잠식 및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간자본 도입가능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을 구
분하였다. 공원의 유형은 크게 산립 연접형, 산지형, 평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는 공원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공원 지정 목적에 의한 분류 방법이
다. 산림 연접형은 기존의 우수한 산림에 연접하여 지정한 공원으로 일부 산림
을 시설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산지형 근린공원은 평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도심지에 위치한 구릉지의 잠식 및
난개발을 우려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공원의 개발가능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표 4-11] 민간공원법 적용 평가기준의 종합
공원
유형
산림
연접형

판단 기준
비오톱 유형
2등급 이하
(훼손된 지역
에 설정된 유형)

조성여부와 형태
판단
필요

산지형

평지형

●
●

기조성(시설형)

×
×

( 기 조성된 경우
산림형으로 조성됨)

2등급
3등급

판단

이하

필요

무관

미조성
기조성(산림형)

판단 불필요

1등급
판단
필요

도입
가능성

판단
필요

●

기조성(산림형)

●

기조성(시설형)

×

기조성
(조성주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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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가능한
시설지가 없음
공원의 잠식 및
난개발 우려

●

미조성

미조성
(지정목적
판단)

비고

조성 가능한
시설지가 없음
역사유물의 보호
필요

역사가치

×

도시계획
근린이용
공공

●
●
×

현상태 유지 가능

대기업

×

현상태 유지 가능

민간

●

민간자본 도입 판단을 위한 기준은 [표4-11] 로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자본의 도입 판단기준은 크게 “비오톱 유형 평가”와
“기조성 여부 판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비오톱 유형은 민간공원법을 적용할 경우 비공원시설의 설치로 발생가
능한 문제점 즉 도시녹지의 잠식 및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산
지형의 경우 도심지 내 유일한 구릉지로 공원의 지정목적이 기존 산림의 보호
에 있어 비오톱 유형 평가가 중요하다. 즉 산지형 공원 중 비오톱 유형이 1등
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원의 잠식 및 난개발의 우려를 고려하여 해당공원의
필요성이 높을지라도 민간자본의 투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산림
연접형의 경우 개발이 유리한 지역을 선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1
등급의 산림은 없고, 평지평의 경우 산림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오톱
유형의 판단이 무의미 하다.
둘재, 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민간공원법 적용 시 비공원
시설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기 조성된 경우 비공원 시설 설치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 조성된 경우 일지라도 산림
형 시설 즉 산책로 등의 운동 시설만이 설치된 경우 이와 무관하다. 추가적으
로 평지형의 경우 조성주체, 조성목적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지
형의 경우 산지형과 달리 지정 목적이 다양하고, 조성 주체가 상이하여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 그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경우 역사 가치를 보
유한 경우 기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민간의 유입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조성된 경우 민간공원법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민간에 의해 조성된 공원이 공
공성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민간공원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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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선정
민간공원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미집행 공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미집행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서울
시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의 유형
을 파악하였다.
[표 5-1] 민간공원법 적용범위 선정과정

미집행 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 유형 선정
⇩

민간공원법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범위는 본 연구 제2장 영향력 평가에서 추출된 영향력이 높
은 지역과 보통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경우 인접
한 미집행 근린공원의 집행 여부에 따라 해당공원의 필요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
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
규모
도보권,
생활권

도시권,
광역권

개수

해당 공원

29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로본,
백제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
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담, 새내,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22
(27)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충동2
가), 푸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
동), 불광, 궁동, 염창, 노량진, 천마,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
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51(56)

합계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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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린공원의 유형검토 및 평가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표5-2]에 포함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근린공원
유형을 평가하였다.

[그림 5-1] 미집행 소규모 근린공원의 유형분류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은 서울시 도시 녹지축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형은 서울시 강서, 강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일한 도시
녹지이다. 평지형은 산림형과 유사하게 도심지에 위치하지만 산림이 부족한 지
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중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을 추출하였다. 평
가 범위내 공원의 비오톱 유형은 2등급 이하로 기조성 여부의 판단 및 기조성
시설의 유형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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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평가
구분

조성여부
미조성

도보권/
생활권
기조성
미조성

공 원 명
등마루
항동
방배동
돌산
역촌
구산
덕의
신림
갈현농업체험원
남산

광역권/
도시권

기조성

응봉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천마

위

치

화곡 산199
항동 산12
방배 산102-20
세곡 산1
갈현 산145-29
구산 산47-13
고척동214-4 일대
신림 산195-2
불광동 458-1일대
남대문로5가 461
장충동2가산6-6
금호 1가 1-72
사직 1-28
삼청 산2-1
명륜3가 산2-14
신정 44-2
고척2 산8
고척2 산9-14
천마 산1-1

면적 (㎡)
74,299.00
85,848.00
7,003.00
98,417.00
39,373.00
52,500.00
5,565.00
90,960.0
24,516.00
604,178.00
289,2709.0
75,570.00
168,099.80
372,418.40
204,369.00
440,173.00
158,814.00
108,120.00
185,295.00

시설유형

평가

-

●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시설형
시설형
시설형
시설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시설형
산림형

●
●
●
●
●
×
×
×
×
●
●
●
●
×
●

❚ 산림형 근린공원
산림형 공원의 경우 비오톱 영향평가를 통해 집행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4] 산림형 근린공원의 평가
구분

조성여부
미조성

근린/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

미조성

공 원 명
샛터
노고산
개봉
도구머리
숭인
달맞이
녹번동
용봉정
청담
신사
성산
낙산
응봉

광역권/
도시권

기조성

배봉산
답십리
오동
불광
궁동
염창

위

치

성산2 산37-1
노고산 2-2
개봉1 산21-5
방배 산75-1
숭인 58
옥수, 금호4가
녹번 산40-1
본동 산 3-9
청담 66
신사 산80-4 일대
성산1동 산 11-1외
동숭동 산2-1
돈암 618-1
신당 산37
한남 산8-1
응봉,금호,행당,옥수
전농3 산32-20
답십리4 산2-9
월곡 산2-1
하월곡동 산2-147
불광 산33-1
연희 산118
염창 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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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합계(㎡)
31,100.00
52,936.00
19,992.00
69,578.40
53,469.00
46,871.00
18,447.00
80,147.00
59,347.00
111,650.00
103,961.70
198,376.60
49,336.00
107,694.60
187,604.00
329,964.00
265,582.00
157,761.10
183,461.00
46,598.00
131,471.00
126,026.00
112,070.00

비오톱 유형 평가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이하
1등급
1등급
3등급이하
3등급이하
3등급이하
1등급
3등급이하
1등급
3등급이하
2~3등급
2~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평지형 공원
평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조성여부 및 조성목적을 검토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조성목적” 판단에 의해 백제요지 근린공원은 역
사 가치를 보유하여 민간공원법의 적용이 불가하고, “조성여부”의 판단에 의
해 기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에 이해 조성된 동빙고 근린공원이 민간
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5] 평지형 근린공원의 평가
조성여부

조성목적

규모

도시계획

근린/도보권

근린이용

근린/도보권

역사가치

근린/도보권

미조성

광역권/도시권
대
기
기조성

근린이용

업

민간
공공

근린/도보권

근린이용
역사가치
도시계획

근린/도보권
광역권/도시권
근린/도보권
근린/도보권

해당공원
북창동,
수표동
망원자매
한남,
구로본,
백제요지
푸른 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노량진
원서
신길
반포2,
반포3근린,
청수,
벚꽃,
새내
동빙고
동대문성곽
수송
양화폭포

주소
북창 73-1
수표 11-9
망원 232-30
한남 678
구로본 625-31
남현 산67-1
항동 10-3 일대
능동 18
상도 7-55
원서181
신길341-3
반포동18-21외
반포동 20-14
청담134-13
잠실 27-7
신천7-7
용산6가 69-163
종로6가70일대
수송 80-7
양화 153-2

면적
평가
1,400.00 ●
1,368.30 ●
24,999.00 ●
8,197.00 ●
10,369.00 ●
15,950.00 ×
100,809.00 ×
560,552.00 ×
415,610.00 ×
10,004.60 ×
19503.9 ×
11,803.80 ×
9,664.34 ×
17,402.00 ×
6637.90 ×
5007.00 ×
55,740.7 ●
11,519.70 ×
3,567.20 ×
13,000.0 ×

최종적으로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은 10만㎡이상의 기조성된 시설형 근린
공원 5개소를 제외한 근린공원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다. 도심에 위치한
구릉지인“산림형 근린공원”은 10만㎡이상의 4개 공원을 제외하고 비오톱 2등
급 이하의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다.“평지형 근린
공원”의 경우 민간 자본의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지만 기조성된 경
우가 많고, 대부분이 시설된 공원으로 6개의 공원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
다. 특히 10만㎡이상의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입은 불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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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법 제안이 가능한 공원은 36개소(동일한 공원내 주소지
가 다른 경우를 분리하였을 시 39)가 선정되었다. 해당 공원 중 도보권·생활권
경우는 24개, 도시권·광역권 12개(15)의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표 5-6]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규모

도보권·생활권

도시권·광역권

개수

24

유형

해당 공원

산림
연접형

등마루, 항동, 방배동, 돌산, 역촌, 구산, 덕의,
신림
샛터, 노고산, 개봉, 도구머리, 숭인, 달맞이,
녹번동, 용봉정, 청담

산림형

12
(15)

평지형

북창동, 수표동, 망원자매, 한남, 구로본, 동빙고

산림
연접형

갈현농업체험원, 삼청, 와룡, 계남, 천마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응봉(신당), 응봉(응봉,
금호,행당,옥수),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
동), 불광, 궁동, 염창
36(39)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산림형

합계

미집행시 영향력이 낮은 5개의 공원은 폐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남태령 근린공원과 덕의 근린공원의 경우 인접 근린공원이 민간자본 유
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수, 벚꽃 근린공원은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에서 조성한 공
원으로 실효제 이후 현 상태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다.
[표 5-7] 집행여부 판단이 필요한 공원
구분
미조성
도보권
·
생활권

조성

공원명

주소

면적

비고
백 제요 지 공 원 이
불가하여 대체

남태령

남현동산69-7

13,500.00

방배동

방배산102-20

7,003.00

폐지 검토
고척(시)공원이
불가하여 대체

덕의

고척동214-4일대

5,565.00

청수

청담134-13

17,402.00

벚꽃

잠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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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9

현상태 유지
“

❚ 민간공원법 적용시 공원이용성 향상범위
본 연구의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시 기대 가능한 공원 이용성 향
상 범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공원 영향력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림 5-2] 민간공원법 적용시 공원이용성 향상범위

소규모 근린공원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
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원의 지정 및 집행에 있어 불
균형이 심해 실효제 이후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소규모 근린공원에 민간공원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
로 은평구 및 종로구, 구로구,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성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주변에 기 조성된 공원을 거의 보유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 자본 확보
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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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사유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아니한다. 근린·도보권 근린공원의 규모가 작아 공원의 특성이 단일하
지만,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특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통계자료는 공원 내 임야면적의 소유주 관계에 대한 조
사가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였다.
둘째, 민간자본의 유입을 한정하는 공원의 최소규모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민설제도에서는 1ha를 공원적 공간의 최소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혹은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셋째, 전체 공원에서 사유지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라 조성여부를 판단할 필
요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공원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기조성된 공원의 비율이 전체 공원의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조성된 공원으로 인식되는바 조성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범위의 공원은 현행법과 달리 규모가 작아 비시설지 지정 과
정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본 연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2에서 규정한 도시공
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10만㎡미만 면적에 대한 규제에 의문
을 가지고 연구에 시작하였다. 미집행 근린공원의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공공의
자본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민간자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미집행 근린공원 해결을 위한 연구는 수년간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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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2011년에 고시된 민간공원법 적용을 목적으로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을
검토한 연구가 전무하여 그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법상 민간공원법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지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공원을 추출하기위해 10
만㎡미만의 소규모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실효제 영향하의 공원을 찾아내는 작
업을 시행하였다.
둘째, 공원조성 사업의 한정된 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공원법 적용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모든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미집행 공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민간공원법 적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이를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민간공원법을 통해 조성 가능한 대상지를 추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10만㎡미만의 모든 근린공원을 검토하여 조성 요구
도를 검토하고, 분류작업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
한 공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의 요구도가 높은 공원 중 해당 범
위에서 제외된 경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공원법 적용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집행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방안의 제시일 뿐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공공 자금의
확보 및 시민의 기부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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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for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in Seoul
Yu-mi,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s are one of the preliminary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prevents
overexpans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public life standards.
Unexecuted parks nearby urban forests, unlike general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free public access with the lower necessity and awareness
for the reformation, delaying the public bidding engagement. Long time
unexecuted parks now require mandatory solution in parallel to the recent
execution of Nullification Act which attempts t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driven by the long-term unexecuted parks.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is

an

alternative

act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in public funding by privatizing the bidding
process of parks. Prescribed restriction for their range of 10ha, however,
denominates

not

a

few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Small

neighborhood parks which are usually more accessible in urban districts
have had monopolized park services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bribery
and suspicion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rivatization. Public funding
itself as well brings uncertainty to parks’ renegotiation inferring the slim
chance of developing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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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decreasing number of the parks, equitable allocative device is
absent among towns. Seoul city, by its highly unequalized distribution of
the green area and parks, has brought subdivided distinctions in local life
standards. Unlike Song-pa and Gang-nam gu which have bountiful park
area, less benefited districts with fewer parks comparatively have bigger
number

of

unexecuted

parks.

This

drives

unequal

development

and

therefore undermines urban conflicts, aggravating self-deprivation of the
less serviced residents. Urban parks are equal grounds for citizens to be
provided

with

well-equipped

leisurely

life.

Due

to

their

increased

accessibility(usually less than 10 minutes through the streets) and high
potential of leisurely accommodation,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directly influence the quality of urban life and therefore poses timely
requirement for their re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the range of targeted park area
designated by the Act.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has the
highest feasibility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unexecuted parks which
its intention to raise the opportunity of private bidding system ensures
several clearly recognizable benefits for the privatized parks. However,
unlike the originally referenced private park establishment system of Japan,
the law had excluded small parks with their area less than 10ha which
have lowered its feasibility by restricting the applicable area and ignoring
socio-geographical characteristics. Reformation of such restriction through
the separate exceptions to be made for their application has brought in this
research the broader and appropriate scheme to manage unexecuted parks.

For validity, the study has explained the cause of such restriction in the
current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 plans to the concern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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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its range enlargement. Mountain type unexecuted parks are especially
vulnerable in further deterioration since the act premises the land donation
of allocated park area for utilizing converted districts. Therefore, this study
has set the applicable data range of mountain type unexecuted parks which
was once built to prevent overdevelop and conserve the natural assets. By
sorted types of unexecuted parks, inadequate and restriction required type
of parks for the privatization were selected, leaving the final presumable
selection of the law-applicable parks with suitability.

This study first raised the doubts on the range restriction rule of the
current act. Since the privatization of unexecuted parks is one of the most
vital

alternatives

for

complementing

the

present

lacking

resource,

multilateral approaches on the privatization should be opened to the policy
makers,

private

firms

and

doners,

municipal

authorities

and

residents.

Related studies on utilizing and managing the unexecuted parks, although
discussed for years, had no clear appraisal on the feasibility scope of the
enacted act in 2011 regarding the privately invested park development.
Although this study intensively measured its scale of feasibility, it is also
one of many methodologies for managing and utilizing unexecuted parks.
Municipal

authorities

and

public

affair

sectors

should

collectively

be

engaged in restoring the public funding system and promoting alternatives
such as voluntary donation and contributions.

Keywords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Student Number:2010-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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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원은 도시가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 지나친 도시
확장을 제어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집행1)여부와
관계없이 공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달
리 집행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공공자금 유입의 후순위로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실효제2)가 도입됨에 따라 오랫동안 미뤄온 미집행공원을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재정된 『민간공원법』3)은 부족한 공공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다. 하지만 『민간공원법』은 10만㎡이상 규모를 가진 도시공원으로 적
용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상당수의 소규모 근린공원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 소규모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민간이 조성할 시 수익
보장 과정에서 특혜 의혹 시비가 발생하고, 주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민간 개발보다는 국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공공
자금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이는 현재 소규모 미집
행 근린공원의 조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공원수의 감소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성된 공원의 분포가 평준화되지 아니하여 송파구, 강남
구 일대와 같이 충분한 공원이 조성된 지역과 달리 공원이 전무한 지역
에 미집행 공원이 위치함에 따라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증가시킬 우려
가 상당히 높다. 이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더욱 악
1)“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시설의 설치 및 부지 매입이 이뤄지
지 않은 도시 공원”을 말한다.
2) “결정실효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
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3)『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2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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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 시킨다. 도시공
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여 도시민 일상의 여가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삶의 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이는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법안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
이기 때문에 현행법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 하지만 제정 당시 차용한 일
본의『민간설립공원제도』와 달리『민간공원법』은 10만㎡ 미만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원의 지역
적·위치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상당히 낮춘다. 따라서 공원별 특성
에 따른 면적 기준의 예외 적용은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에『민간공원법』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구축하고자 10만
㎡ 미만 근린공원이 현행법에서 제외된 원인을 파악하고,『민간공원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
다. 즉 『민간공원법』은 공원 면적의 일부를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
로 공원의 일부 면적을 용도 전환하여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산지형
공원의 경우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도시 난개발
을 제어하기 위해 산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민간공원법』적용이 가능한
미집행공원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집행 근린
공원의 유형을 구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환경에 불리한 공원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제한하고 『민간공원법』적용
이 가능한 공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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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민간공원법』적용범위에 있어 10만㎡미만 면적 규제에 대
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미집행 공원을 공공이 모두 수용하기엔 자
본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민간자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
안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집행 근린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수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을 대상으
로 2011년에 고시된 『민간공원법』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는 전무하
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제시일 뿐이다.. 해당 지자체
는 공공 자금의 확보 및 시민의 기부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민간공원, 미집행공원, 소규모 근린공원, 실효제, 일몰제,
❚학 번 : 2010-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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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미집행공원 집행 필요성의 인식부족
도시 공원은 지나친 도시 확장을 제어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할 뿐 아
니라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서울시 공원 전체 면적의 약
81.6%가 ”미집행 공원1)”이다. 도로,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2)의
미집행율이 5% 내외임을 감안하였을 때 공원의 미집행을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표 1-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현황
구분

공원

도로

학교

전체면적 116,857,921 84,255,154 18,370,460

녹지
3,874,673

광장

기타시설

계

5,934,345 23,709,487 253,002,040

미집행
시설면적

95,320,000

5,116,971

656,626

602,675

116,525

미집행율

81.6%

6.1%

3.6%

15.6%

2.0%

1,516,991 103,329,788
6.4%

41%

출처 :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1)“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시설의 설치 및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 공원”을 말한다. 장인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2)“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청사, 광장, 시장 등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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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도시가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산림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특성상 집행여부 판단이 불
가하고, 집행여부 관계없이 공원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공공자금 유입의 후순위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나,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수익 발생이 어렵다
는 한계가 있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공원 집행의 시급성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시민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의 효율성
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바람직하나, 사유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제약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3) 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
법 불합치 결정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
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해당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
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하여 2000년 1월 『도시계획법』개정을 통하여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제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실효제 (이
후 실효제)를 도입하였다.

[그림 1-2] 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공원의 경우 2015년 실효제에 의해 공원지정이 해지”4)된다. 이를
3) 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 바 26 결정
4) “결정실효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
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
하여야 하며,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는 201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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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동안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 해소
가 가능해졌지만 실효제 이후 공원지정에서 해지된 공원 부지의 무분별
한 개발이 예상된다. 공원 지정 목적이 대부분 기존 산림을 보호를 목적
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 공원 지정이 해
지됨에 의해 예상되는 도시 난개발 문제는 심각하다. 도시의 건전한 발달
과 도시민의 쾌적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현시점에서의 미집행 문제 해결
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1-2] 도시공원 결정 실효제 시기
(출처: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p13)

❚ 민간공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
재정여건 약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연된 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2009년‘도시 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규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이하 민간공원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이 도
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5)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2005년 10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의 경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부산발전 연구원,『부산광역시 미집
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부산:부산발전연구원,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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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수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
록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완화 규정은 도시공원을
조성,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다. 하지만 민간공원법은 10만㎡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원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기 미집행공원은 그 규모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근린공원6)이다. 민간공원법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공공
자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의 자본 투입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즉 현재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 미집행 해결 가
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궁극적
으로 달성하고 현재 당면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이하의
공원에 대한 별도의 제도장치 및 해결방안이 필요하다.”7)

[그림 1-3] 민간공원법 제외 근린공원
5) “기부채납”이란 해당 토지소유자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
공기관에게 공공시설을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즉 민간 또는 단체가 그의 재
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칭한다. (장재영,2005:p14 참조)
6) “소규모 근린공원”이란「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한 근린공원
중 생활권 근린공원에 포함하는 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써 10만㎡이하의 규모의 근린
공원을 지칭한다.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10만㎡ 이하의 공
원에 대한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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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민간공원법에서 제시하는 적용기준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에서 제외된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
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그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근린공원 민간공원법 적용을 위한 논리를 구축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그 규모가 공공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
울 만큼 커짐에 따라 민간 자본을 투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해왔다. 소규모 근린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특혜 의혹 시비 및 주변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간 개발보다는 국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
이 가장 합당하나 공공자금의 부족으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사실
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사법의 비교·검토 및 현행법의 문
제점을 검토하여 소규모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구축한다.
둘째, 현행법에서 제외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작업을 시행한다. 이는 민간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민간공
원법 적용범위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민간공원법은 10만㎡ 미만의 근린공
원에 대한 민간자본 도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법의 적용 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문제점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원을 선정하여 민간공
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민간공원법 적용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일정 범위의 주민들의 공원 이용성
이 향상된다. 따라서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민간자본의 도입 시 효과를
가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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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선정
1. 선행 연구의 검토
미집행 공원의 집행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 양이 방대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한 연구만을 선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 연구는 미집행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공원법의 개정
전후로 연구의 방향이 크게 전환된다. 해당법이 고시된 2011년 12월 기준
으로 이전의 선행연구는 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용가능한 다양
한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그에 반해 고시 후 진행된 연구의 특징
은 민간공원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및 구체적 지침 설정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실효성이 높은 선행 연구를 선
정하여 연구 방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영향력이 높은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미시설 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 방안』, 2010년『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은 미집행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민간의 자금 및 세율조정 등의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 2008년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공원녹
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
는 등 그 제안의 범위가 다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
간공원법의 고시 후 연구는 법의 효용성 검토 및 운영을 위한 연구로 그
연구의 경향이 크게 구체화되는데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에
시행한『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1년에 수행한『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
리적 운영방안 연구』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서울시의 현황을 분석하
고 민간공원법 적용의 실질적 범위를

판단함으로써 민간공원법 가치평

가를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10만㎡ 이상의 공원 중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을 선별하고 민간자본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현행법 고시 후
그 기간이 짧아 민간공원법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아직 미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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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범적 기준에서 제외된 공원 또한 실효제에 대한 대응을 목
적으로 민간공원제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연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8)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민간공
원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민간참여 방안과 비교·분석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적합성을 함께 제시하
였다.

[그림 1-4] 선형 연구와의 차별성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
원,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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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10만㎡미만의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뉜다. 첫째, 미집행 공원의 영
향력 평가를 통한 “지정된 공원의 유지 필요성 분석” 과정과 둘째, “민간공
원법 적용 시 개발 가능한 대상지 분석” 과정으로 나뉜다. 영향력 평가를 통
해 선정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민간공원법을 통해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을 선정하였다.
[표 1-2] 연구의 흐름
필요성 분석

개발가능성 분석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한

영향력 분석

공원의 유형 분석

제2장 현행법에서 제외된

제3장 법제도의 검토

미집행공원 분류

제4장 미집행 근린공원
유형 분류 및 분석

1. 10만㎡미만의 공원 중

1. 법의 필요성

1. 미집행 공원 유형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

2. 유사법 검토 및 민간공원법

분류

선정
2. 10만㎡이상의 공원 중
10만㎡이하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

2. 유형별 특성분석

3. 민간공원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
로써 민간공원법 제외 범위
선정

⇩

⇩

미집행 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미집행 공원유형 선정
⇩
민간공원법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선정

1. 민간공원법 적용 공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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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상된 영향력 범위

제2장 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 현황
1 절 조사방법
1. 조사범위의 설정
실효제 대상 도시고원을 집행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행된 민간공원법은 10
만㎡이상 면적의 도시공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한 이유로 2011년 서
울시정연구원에는『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법
적 테두리에 포함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전연구에서 제외된 10만㎡ 미만의 서울시 모든 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
로 민간공원제도 적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표 2-1] 연구의 조사 범위
기 조사된 범위
[현행법]

10만㎡이상의 도시공원

10만㎡이상의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조사기관: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공원
▼

본 연구의 조사범위

민간공원 대상

10만㎡미만의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한 근린공원의 분류
[표 2-2]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검토하면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이 본 연
구에 해당한다. 해당 공원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도시민을 대상으
로 일상의 여가 활동을 담당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민간공원법은 이를 제외한
도시 외곽 자연녹지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일상적 삶의 질을 담당하는 공
원은 실효제에 대응한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일상의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근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
한 적극적 대안으로써 민간자본 활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 어린이 공원, 소공원의 경우 기능상 시민의 일상을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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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범위와 동일하나 면적이 적어서 실효적 방안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공원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추가적으로 10만
㎡이상의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으로 현행법상 민간공원법의 적용이 가능하
나 사유지 면적이 10만㎡ 미만으로 민간공원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근린공
원의 경우도 추가 검토하였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1] 연구의 범위

[표 2-2] 공원 분류방법에 의한 연구범위

도
시
공
원

생
활
권
공
원
주
제
공
원

공원의 분류
도시자연
근린생활권
도보권
근린
도시지역권
광역권
어 린 이
소 공 원
체
육
묘
지
문
화
역
사
수 변
도시농업공원

규모
1만㎡이상
3만㎡이상
10만㎡이상
100만㎡이상
250m 이하
제한 없음
1만㎡이상
10만㎡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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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적용범위
●
×
×
●
●
×
×
●
●
●
●
●
●

연구범위
●
●
●
(사유지10만㎡미만)

2. 기존자료 분석을 통한 조사방법 설정
현재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서울시 공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미조성 근린
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 88개로 확인되며, 미조성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
은 16개로 집계된다.
[표 2-3] 서울시 미집행 공원의 현황 (2013년)
계
공원수
합
계
2,714
계
2,119
도시자연
20
근
린
392
생 근린생활권
254
활
도보권
55
권 도시지역권
71
도
광역권
12
공
시
1,297
원 어 린 이
공
소 공 원
346
원
체
육
4
주 묘
지
4
제 문
화
39
사
11
공 역
수
변
5
원
생 태
1
자연공원(국립공원)
1
계
594
기
유 원 지
2
타
강변공원
50
공
마을마당
374
원
기
타
168
공

원 별

획
조
면적(㎡)
공원수
169,125,415.37
2,082
115,938,489.24
1,496
65,564,357.40
12
44,057,870.64
288
2,937,269.54
185
3,033,794.60
36
20,787,385.90
56
17,299,420.60
11
2,216,049.03
1,084
456,918.65
83
133,425.60
3
2,416,122.00
3
592,882.72
15
414,112.70
7
35,264.50
51,486.00
1
37,345,000.00
1
15,841,926.13
585
285,430.00
11,540,524.08
50
218,247.64
374
3,797,724.41
161

성
면적(㎡)
146,472,884.78
93,587,214.05
51,332,038.80
37,530,352.94
2,080,032.44
2,028,146.90
17,436,424.90
15,985,748.70
1,636,036.52
85,536.79
99,606.60
2,288,286.00
307,285.50
256,584.90
51,486
37,345,000.00
15,540,670.73
11,540,524.08
218,247.64
3,781,899.01

공원수
632
623
8
104
69
19
15
1
213
263
1
1
24
4
5
9
2
7

미조성
면적(㎡)
22,652,530.59
22,351,275.19
14,232,318.60
6,527,517.70
857,237.10
1,005,647.70
3,350,961.00
1,313,671.90
580,012.51
371,381.86
33,819.00
127,836.00
285,597.22
157,527.80
35,264.50
301,255.40
285,430.00
15,825.40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미시설 공원이란『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혹은 공원조성
은 수립되었으나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자
료는 시설여부에 대한 부류로써 사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미조성된 공원 뿐 아니라 기조성된 경우
도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효제 이후 공원지정이 해지된다. 현
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당량의 공원이 사유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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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효제 이후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 자료는 현황 파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바 다음
의 분류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효제의 영향 하에 있는 근린공원을 파악하였
다.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4] 집행여부 판단기준
1.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은 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해당 공원은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미시설 공원으로 분
류된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공유지일 경우 실효제 영향에서 제외됨으로 미집행 시설에서
는 제외되어야 한다.
2.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은 시설여부를 떠나 미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시설공원의 경우
조성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유지를 포함하여 실효제의 대상이 된다.
3. 도시계획에 의해 추후 조성될 공원은 집행공원으로 편입한다. 위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근린공원의 경우 추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실효제의 영향에서 제외된다.

[그림 2-2] 집행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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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현행법에서 제외된 미집행 근린공원 현황
1. 10만 ㎡이하의 도보권 ·생활권 근린공원 현황
1.1 특징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은 조성 기준이 근린생활권 1만㎡이상, 도보권 3만
㎡이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기준인 10만㎡이상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공
원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지정되어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
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10만㎡이상의 공원인 불암산, 계
양산 관악산 등의 도시· 광역권 근린공원이 도시외곽을 둘러싸는 것이 특징인
반면, 해당 공원은 도시화가 심한 도심에 분포하며 도심 속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각 관할구
청에서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2-3] 서울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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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행공원 현황조사
❚ 도시계획에 포함된 공원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등의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의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일괄 조성된다. 이에 반해 해당 개
발이 무산될 경우 지정된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성가치가 사라진다. 즉 해
당공원은 현재 사유지라 할지라도 실효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2-4] 도시계획에 포함된 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서울시 대규모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은 총 73개소로 집계되었다.
· 최근 계획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무분별하게 확장된 구 도심지와 달리
도시공원과 연결 녹지 등을 통해 주변 녹지를 고려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강서마곡 도시개발구역, 은평 도시개발구역 등의 대형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경
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 구도심 재정비 구역의 경우 일부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 14 -

개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용산역 정비사업, 국제빌딩정비 사업 등의 도시 정비구역은 통합계획을 수립하
면서 체계적으로 공원을 지정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 연계를 도모한다.

· 대부분의 공원은 공원지정이 2005년도 이후로 최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도시계획
청진7 정비구역
돈의문 뉴타운
국제빌딩정비
용산역정비
왕십리뉴타운
행당주택재개발
청량리/ 용두 정비
전농 재개발
답십리재개발
전농 재개발
이문주택재개발

공 원 명

청진
종로구
돈의
버들개
용산구
한강로
왕십리뉴타운
성동구
행당6구역
용두도시환경정비
전농7주택재개발
동대
답십리16재개발
문구
전농제3주택재개발
이문,휘경재정비
신내3 지구택지개발
중랑구
신내택지개발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남령(장위8 구역)
아랫말(장위6구역)
장위재정비지구
장시(장위11구역)
성북구
푸석(장위14구역)
명덕(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
보문3 재개발
노원구
상계뉴타운
상계뉴타운
중앙
가재울정비구역
북가좌 115-97
서대
문구
복주산
북아현 재정비
금화(냉천동)
상암 택지개발
부엉이
마포구
아현재정비 촉진
하늘공원
은평뉴타운 제3호
은평뉴타운 제4호
은평뉴타운 제5호
은평뉴타운 제6호
은평뉴타운도시개발
은평뉴타운 제7호
은평뉴타운 제8호
은평뉴타운 제9호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10호
은평뉴타운 제11호
수색,증산재정비1호
수색증산 재정비
수색,증산재정비2호
수색,증산재정비3호
녹번제1구역3지구1
녹번 주택재개발
녹번제1구역3지구2
녹번제1구역3지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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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청진동 177
신문2가 37
한강로3가 63-113
한강로2가 363-1
상왕십리 54-12
행당동130-125 일대
용두 52-7
전농 553-1
답십리 294-69
답십리 산1-9 일대
이문동 138-1
신내동 234
망우동 산23
장위동 76-59 일대
월계동479-4일대
장위동66-150 일대
장위동46-371 일대
장위동19-223 일대
보문6가 209
상계6-28
북가좌동 105-8
북가좌동 115-97
북아현동113-61일대
냉천동 일대
상암 879
염리동 24-1일대
진관동11-16일원
진관동 13-20일원
진관동 31-5일원
진관동산98-4일원
진관동 산100-44일원
진관동 179-5일원
진관동 206-21 일원
진관동 산106-17일원
진관동 125-22 일원
수색동 324-7 일대
수색동 160-1
증산동 207-8 일대
녹번동 4-314 일대
녹번동 4-343 일대
녹번동 20-59 일대

면적

공원지정

3,341.00 77,06,29
10,039.40 06,04,13
16,671.70 06,04,20
8,740.40 06,01,19
2,517.00 050804
14,488.90 08,12,18
1,567.10 000131
5,283.00 060216
9,026.00 060216
2,658.00 731201
12,612.00 061019
65,029.20 770709
45,784.00 111111
15,944.00 2008403
23,538.00 2008403
21,910.00 2008403
33,636.00 2008403
18,041.00 2008403
6,187.00 061009
18,447.00 20080911
10,856.00 070322
5,085.00 070412
40,477.10 080205
17,231.00 080205
17,612.00 060907
15,747.00 051229
4,749.80
16,176.10
5,569.10
4,550.60
147,441.60
7,202.80
12,018.20
128,953.70
45,039.50
10,295.00 080522
4,933.00 080522
19,504.00 080522
241.00 070816
140.00 070816
107.00 070816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
발산
신정3 보금자리
연의
가리봉 재정비
가리봉동
연지
천왕도시개발
천완동 1
천왕
메낙골1
메낙골2
신길주택재개발
메낙골3
메낙골(조성)
흑석 1,2,4,5,9
흑석재정비
흑석 3,4
우면2근린-1
우면 보금자리
우면2근린-2
우면2근린-3
수서택지1(대모산)
수서 택지개발
수서택지2(광평공원)
가락시영주택
가락1(시영아파트)
향유
나무그늘
거여/마천 재정비
솔향
널문(기조성)
글샘(기조성)
문정도시
한우물(기조성)
개발구역
글샘작은(기조성)
둔촌주공1호
둔촌주공재건축
둔촌주공2호
고덕주공주택재건축
고덕주공2 단지
마곡도시개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곡동 255-1
방화동 210-1
공항동 1220
내발산동 358-1
외발산 67-3
신정3 산125-27
가리봉동 125-35
천왕동 132-1
천왕동 산13
천왕동 233-2 일대
신길동223-17일대
신길동243-58일대
신길동314-33일대
신길 4934-4
흑석동 58-11일대
흑석동69-163일대
우면291-1일원
우면328-3일원
우면451일원
일원동 732-3
수서동733-3
가락동 479
거여동 200-4일대
마천동 331-1일대
마천동 199-3일대
마천동 229-3
문정동 621,625
문정동 626,633
문정동 631
둔촌동 170-1
둔촌동 180-1
고덕동 217

498,059.00
18,620.00
25,501.00
16,914.00
17,825.50
37,520.00
28,644.00
44,478.00
60,976.00
33,677.00
10,259.00
14,146.00
9,089.00
57,703.60
17,474.00
12,035.00
26,228.00
15,583.00
56,439.00
11,588.60
7,569.10
28,702.00
10,832.00
17,961.00
10,042.00
24,128.00
27,289.90
11,385.80
10,209.90
24,767.70
14,440.50
10,525.00

071228
071228
071228
071228
검토
검토
20060427
20041120
20061113
20041120
071129
071129
071129
400312
080911
080911
050913
050913
050913
960730
960730
060914
080828
080828
080828
050507
041125
041125
041125
061102
061102

❚ 공유지에 조성된 미시설 근린공원
미시설 근린공원 중 대상지의 토지 소유가 공유지인 경우 해당공원은 실효제
의 영향과는 무관하다. 해당 공원은 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막대할 것이 예
상되는 경우로, 단순 시설 공사비 뿐 아니라 기 조성되어 있는 건축물 보상비
문제에 의해 그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다. 현재 공원시설이 없어 공원이용은 불
가능하나 사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추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조성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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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선 숲길 근린공원은 폐지된 기차선로를 이용해 선형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이다. 2011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할
계획에 있다.

· 숭인1, 창신 근린공원의 경우 현재 국가 소유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위치하여 있
다. 청계천과 연접하여 국가소유의 부지를 200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청계천
과 연계성 향상을 위해 설정하였으나, 노후화된 아파트재정비 시기를 고려하여 보
상 문제가 필요한 공원이다. 막대한 보상비가 예상되어 그 집행의 시기는 알 수 없
으나 실효제와 연관성은 없다.

· 선 숲길 근린공원, 보신각, 창신 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고려는 무시하였다. 해당 사유지는 토지보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

· 보신각 근린공원은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종로구 종각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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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공 원 명

위치

시

선숲길

마포구 대흥동 일대

종로구

구로구
강남구
금천구

면적합계
101,668.00

구기

구기 139-16

5,369.00

보신각

관철 45-5

4,735.80

창신

창신 400-4

3,515.00

숭인1

숭인 1435

4,485.00

창신2

창신 23-345 일대

52,812.00

고척성화단지
수서2
압구정478
독산 2

고척동 316-17
수서 749
압구정동 428
독산 441-6

17,464.00
44,587.50
13,968.30
10,578.00

토지소유별면적
공
101,645.60
사
22.40
공
5,369.00
공
4,720.30
사
15.50
공
3,450.90
사
64.10
공
4,485.00
공
5,1702.60
사
1,109.40
공
17,464.00
공
44,587.50
공
13,968.30
공
10,578.00

공원지정
20111229
030409
050825
070111
070111
100422
20100513
890321
041105
990320

1.3 미집행공원 현황조사
❚ 미조성 근린공원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지정을 할 때는 공유지를 선정하여 토지보상
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위치적,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사유지에 지정
된 근린공원 중 어떠한 조경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실효제에 의
해 공원지정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북창동근린
공원, 수표동 근린공원등 9개의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 산지형 공원인 경우 미시설 공원일지라도 이용객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산림이
존재하고 보행이 많은 등산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책로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도구머리 근린공원, 노고산 근린공원 등
이 대표적인 미시설 이용공원이다.

· 해당 공원 중 북창동, 수표동 등 상업지 주변에 지정된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필
요에 의해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비가 높아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닌
일부 외국인 전용시설이다. 공원이 지녀야 하는 공공성에 어긋나 해당공원은 미시
설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8 -

[그림 2-6] 사유지 미시설 근린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표 2-7] 사유지 미시설 근린공원 (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중구청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공 원 명

위치

면적합계

북창동

북창 73-1

1,400.00

수표동

수표 11-9

1,368.30

한남

한남 678

28,197.00

샛터

성산2 산37-1

31,100.00

노고산

노고산 2-2

52,936.00

망원자매

망원 232-30

24,999.00

등마루

화곡 산199

74,299.00

개봉

개봉1 산21-5

19,992.00

항동
구로본
백제요지
남태령
도구머리
방배동
돌산

항동 산12
구로본 625-31
남현 산67-1
남현동 산 69-7
방배 산75-1
방배 산102-20
세곡 산1

85,848.00
10,369.00
15,950.00
13,500.00
69,578.40
7,003.00
98,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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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별면적 임야면적
공
480.90
사
919.10
공
200.6
사
1167.70
공
40.00
1,026.00
사
28,157.00
공
3,371.00
사
27,729.00 27,881.00
공
3,191.90 46,610.10
사
49,744.10
공
15,739.00
1,711.00
사
4,297.00
공
1,923.00
사
72,376.00 42,980.00
공
2,158.00 19,992.00
사
17,834.00
공
118.00 67,826.00
사
85,730.00 15,423.00
사
10,369.00
사
15,950.00 13,968.00
사
13,500.00 13,500.00
공
15,190.00
사
54,388.40
사
7,003.00
7,003.00
사
98,417.00 89,500.00

공원지정
(조성계획)
050216 (×)
40726 (×)
400312 (×)
970709
(930813)
400312
(930813)
741230
(031220)
770709
(020709)
710806 (×)
710806 (×)
980319 (×)
770709
(990903)
81226 (×)
780216
(031215)
000229 (×)
710807 (×)

❚ 조성 근린공원
주민 휴식, 운동기능을 위한 공원시설이 설치된 시설 근린공원일지라도 일부
공원은 사유지를 포함한다. 해당공원은 실효제 이후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지
정으로부터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지이다. 해
당공원의 경우 현재 개인과 공공사이의 부적절한 재산침해가 심각하며 실효제
이후 현 공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공원은 거주민들에게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욱 심각할 수 있는데, 실효제 이후 사유지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일부지역이
시설지로 개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 이용자들의 이용성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민원발생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그림 2-7] 사유지 시설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 역촌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등의 산지형 근린공원은 산책로 등의 시설이 기설
치되어 있다. 하지만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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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사유재산 피해가 높으며 실효제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
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양화폭포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 일부만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
을 가능하게 한 경우이다. 해당 공원은 개인소유지 땅을 이용한 상업시설 등이 들
어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토지 보상 없이 일부의 면적을 방치한 채
공유지만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파악된다.
[표 2-8] 사유지 시설공원(10만㎡이하의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관활

공 원 명

위치

면적합계

토지소유별면적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공
사
사

48,555.20
4913.8
2,476.90
7527.7
1,788.00
1,779.20
24,637.60
31103.1
35,646.00
11,225.00
14,583.00
24,790.00
23,642.00
28,858.00
11,357.00
20,943.00
210.00
5,355.00
17,052.90
2451.0
7,925.00
5,075.00
66,840.00
13,307.00
33,419.00
57,541.00
11,803.80

050103

9,664.34
4,959.30
12,442.70
48,212.1
11,134.90

041109

6637.90

741206

5007.00

741206

숭인

숭인 58

53,469.00

원서

원서181

10,004.60

수송

수송 80-7

용산구

동빙고

용산6가 9-163

55,740.70

성동구

달맞이

옥수, 금호4 가

46,871.00

녹번동

녹번 산40-1

18,447.00

역촌

갈현 산145-29

39,373.00

구산

구산 산47-13

52,500.00

구로구

덕의

고척동214-4

5,565.00

영등

신길

신길341-3

19503.90

포구

양화폭포

양화 153-2

13,000.0

동작구

용봉정

본동 산 3-9

80,147.00

관악구

신림

신림 산195-2

90,960.0

반포2근린

반포동18-21외

11,803.80

반포3근린

반포동 20-14

9,664.34

청수

청담134-13

17,402.00

청담

청담 66

59,347.00

벚꽃

잠실 27-7

6637.90

사
공
사
공
사
사

새내

신천7-7

5007.00

사

종로구

은평구

서초구

3,567.20

강남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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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면적
4,064.8

공원지정
770709
831223
840528
770709

41,593.00

400312

39,373.00

770714

51,985.00

770714

32,300.00

770714
011027

1992.00

400331
970331

434.00

770709

8,277.00

710800

820125
29,883.00

710807

2. 10만 ㎡이하 사유지를 포함한 도시권 ·광역권 근린공원 현황
2.1 특징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은 규모가 10만㎡이상으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근린공원이다. 해당공원은 민간공원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10만㎡를 충족하여
민간자본 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공원 중 사유지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미집행 근린공원 중 10만㎡미만의 사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 현황을 파
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공원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효제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근린공원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2-8]은 실효제
영향하의 모든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현황이다. 하지만 해당기준 미달되는
공원은 배봉산, 답십리 등 총 22개의 근린공원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림 2-8] 현행법 제외범위 검토(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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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집행공원 현황조사
현행법에서 제외된 10만㎡ 미만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도시권·광역권 근린공
원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공원은 조성여부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사유지의 규모는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하여 점으로 표현하거나 모든 공원을 표
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서울시는 타 도시에 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하는
의지가 높다. 지정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대부분을 공유화하여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서울숲, 선유도, 북서울숲 등의 대형공원을 조성함
으로써 타도시에 비해 도시공원 조성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 미집행된
공원은 최근에 지정되거나 산림의 형태를 가진다. 본 연구에 포함된 10만㎡ 미
만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은 다음과 같다.

[그림 2-9] 10만㎡미만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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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성 근린공원
사유지를 포함한 미조성된 공원은 갈현 도시농업 체험원을 포함한 총 3개의
근린공원이다. 이는 사유지를 포함한 공원으로 기시설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사
근린공원과 성산근린공원의 경우 기존의 우수한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산책로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존재한다.
[표 2-9] 사유지 미조성 근린공원(10만㎡이하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공 원 명

위

치

면적합계㎡

갈현도시
농업체험원

불광동 458-1일대

24,516.00

신사

신사 산80-4 일대

111,650.00

성산

성산1동 산 11-1외

103,961.70

토지 소유별면적(㎡)
공
사
공
사
공
사

16,585.00
7931.00
60,735.00
50,915.00
70,173.7
33,788.00

임야면적

관리청
서부

43,963.00
48,489.00

은평구
마포구

❚ 조성 근린공원
사유지가 10만㎡이하인 시관할 근린공원으로 기시설을 보유한 도시권·광역
권 근린공원이 이에 포함된다. 남산을 포함하여 19개의 공원이 이에 포함되었
다.
공동, 배봉산, 답십리 근린공원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산지형 근린공원은 실
효제로 인해 10만㎡미만의 사유지 면적이 개발될 시 기존산림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 염창, 답십리, 와룡 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규모가 크지 않고, 사유지 면적
이 공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지하여 실효제 이후 사유지로 토지이용 전환 시
상당한 환경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해 푸른 수목원, 어린이 대공원
등은 기존 시설 중 일부 면적이 개인 사유지로 인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성면적 자체가 상당하여 현 상황으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조성된 공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한 목적 및 미집행 원인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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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사유지 조성 근린공원(10만㎡이하 사유지포함한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
공 원 명

위

치

합계(㎡)

남대문로5 가 461

604,178.00

장충동2가산6-6

289,209.00

동숭동 산2-1

198,376.60

돈암 618-1

49,336.00

푸른수목원

항동 10-3 일대

100,809.00

어린이대공원

능동 18

560,552.00

사직

사직 1-28

168,099.80

삼청

삼청 산2-1

372,418.40

와룡

명륜3가 산2-14

204,369.00

동대문성곽

종로6가70일대

11,519.70

신당 산37

107,694.60

한남 산8-1

187,604.00

응봉,금호,행당,옥수

329,964.00

남산

낙산

응봉

금호 1 가 1-72

75,570.00

배봉산

전농3 산32-20

265,582.00

답십리

답십리4 산2-9

157,761.10

월곡 산2-1

183,461.00

하월곡동산2-147

46,598.00

불광

불광 산33-1

131,471.00

궁동

연희 산118

126,026.00

신정 44-2

440,173.00

고척2 산8

158,814.00

고척

고척2 산9-14

108,120.00

염창

염창 산24-1

112,070.00

노량진

상도 7-55

415,610.00

천마

천마 산1-1

185,295.00

오동

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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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별
임야 면적(㎡)
관리청
면적(㎡)
공 599,696.00
459,171.00
중부사업
사
4,482.00
공 286,338.00
144,648.00
중부사업
사
2,871.00
공 158,833.70
중부사업
80,028.90
사
39,542.90
공
37,800.90
성북
사
11,535.10
공
92,014.00
서부사업
6,168.00
사
8,795.00
공 536,089.00
시설 관리
50,752.00
사
24,463.50
공 155,442.00
종로구
112,884.00
사
12,658.00
공
365,166
종로구
196,783.00
7,252.10
사
공
190,212
종로구
9,458.00
14,157.40
사
공
8,999.40
종로구
2520.3
사
공 107,674.60
중구
65390.00
사
20.00
공 166,673.00
용산구
133,643.00
20,931.00
사
공 328,112.00
성동구
382,533.00
사
1852.00
공
75,570.00
동부
공 209,844.00
동대문
217,846.00
사
55,738.00
공
86,685.10
동대문
138,259.10
사
71,076.00
공 169,676.40
성북구
사
13,784.60
공
7,891.96
성북구
사
38,696.04
공 105,807.00
127,985.00
은평구
사
25,664.00
공 107,974.00
서대문
13,827.00
사
18,052.00
공 440,157.00
양천구
사
16.00
공 143,185.00
구로구
158,814.00
사
15,629.00
공 105,915.00
구로구
93,127.00
사
2205.00
공
15,581.00
강서구
29,080.00
96,489.00
사
공 374,438.00
동작구
179,347.00
사
41,172.00
시 171,495.00
55,782.00
송파구
(GB:185,295)
사
13,800.00
※ GB: Green Belt지역 내 임야면적

3. 현황의 종합
분류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효제 영향하의 공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10만㎡미만 근린공원 중 사유지를 보유한 공원
2. 10만㎡이상의 근린공원 중 사유지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근린공원

[그림 2-10] 실효제의 영향하의 근린공원 종합
[표 2-11] 실효제의 영향하의 근린공원 집계
구분
도보권
/근린권

도시권
/광역권
합계

개수

면적합계

미조성

15

534,956.70

조성

19

599,010.44

미조성

3

240,127.70

조성

19

5,590,681.20

56

6964776

토지소유별면적
공
42,412.40
사
187,536.6
공
341,304.00
사
257,706.44
공
147,493.70
사
92,634.00
공
4,875,775.06
사
714,906.14
공
5,406,985.16
사
1,557,790.88

임야면적
347,420.10
209,901.80
92,452.00
2,655,526.00
(GB:185,295)
3,305,299.9
(GB:185,295)

※ GB: Green Belt지역 내 임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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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검토
미집행 근린공원의 조성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이는 공원 폐지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기준의 설정
1.1 영향력 범위설정
10만㎡이하 근린공원 조성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 범위를 설
정하였다. 영향력 범위는 공원의 규모에 따라 이용객이 공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이용의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는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 제15조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근거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3-12] 도시공원 설치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소공원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근린생활권
생활권 근
제한 없음
도보권
공원 린
공 도시지역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원
광역권

유치거리
제한 없음
250m 이하
500m 이하

규모
제한 없음
1,500㎡
1만㎡이상

1천m 이하

3만㎡이상

제한 없음

10만㎡이상
100만㎡이상

출처: 「도시공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본 연구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도보권 공원으로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은 각 유치거리 기준
인 1,000m와 500m를 적용하였다.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은 그 대상을 도시
및 광역권 규모로 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도보권·생활권 근린공원 역할 또한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치거리 1,000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도시권·광역권
근린공원으로써 보유한 공원의 기능은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주변 공원
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실효제로 공원지정이 해지될 시 도보권·생활권 근린공
원으로써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 불가능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여
영향력을 범위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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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향력 평가기준
2010년『부산발전 연구원』에서 부산시 소규모 미집행공원의 존치 및 폐지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제시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의 평가기준
소규모 미집행 도시공원 평가기준
30,000㎡이하의 근린생활권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이 시가지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공
원조성이 필요하지만, 재원투자 및 조성 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필요성, 용이성, 이용가
능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존치 및 폐지를 검토하였다.
1. 필요성은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과 산림과의 거리에 따라 평가하였다.
2. 용이성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평가하였다. 해당 부지에 특
별한 식생, 시설물, 건물 등이 있어 협의 및 보상이 필요한 공원을 검토하였다. 평가 기준
중 인공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의 공원여부를 검토하여 판단에 포함하였다.
3. 이용가능성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유치권내의 주거지 비율과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출처: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원의 조성방안 pp40~44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필요성 평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영향력
평가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조성된 도시 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과 산림과의 거리를 평가 하였다. “주변에 공원이 없거나 부족한 곳은 필
요성이 높고 주변에 기존의 공원이 많은 지역은 필요성이 낮도록 평가하였다.
또한 공원으로 대치될 수 있는 산림과의 거리를 보조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사
용하였다.”9) 기준에서 제시하는 용이성 및 이용가능성 평가는 본 연구 제4장
에서 미집행 근린공원 유형화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필요성 평가기준
구분

방 법

적합(○)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30% 미만인 토지로서 산림에서 5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공원

보통(△)
불량(×)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30~70% 미만인 토지로서 산림에서
50m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공원
조성된 도시공원과의 유치권 중복율이 70%이상인 공원
출처: 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

9) 부산발전 연구원,『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안』(부산:부산발전연구원, 2010)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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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 평가
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1에서 제시한 유치
기준 범위에 따라 영향력을 표현하였다. 주변 근린공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지 조성 공원(기집행 조성 근린공원)을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2-11]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세부 평가 방법]
1. 공유지에 조성된 미시설 근린공원과 도시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은 유치
권 중복율 검토 시 배제하였다. 이는 해당공원이 실효제 영향에서 벗어난 공원
이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고 조성된 공원으로 해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휴식 및 여가를 위한 장소로서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공원과
달리 관악산, 청계산 등의 도시 자연공원은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방문객
이 이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은 일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공원으로 지정된 근린공원 중 도시형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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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연접하여 시설 근린공원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중복율 검토 시 도시형 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은 제외하였다.
3. 갈현도시 농업체험원, 푸른수목원 등과 같이 공원의 조성 목적이 주제공원
과 유사한 특징을 보유한 경우 유치권의 중복율에서 제외하였다.
❚ 영향력이 높은 경우
도심지내 산지형 미집행 근린공원이 위치한 경우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미집행시 영향력이 높다. 이러한 지역은 구도심지로 우수한 산
림의 구릉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원지정 후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
우다. 이러한 공원은 시설여부를 떠나 이용이 빈번한 특징이 있다. 특히 와우
근린공원은 시설지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많아 2012년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
였다. 하지만 대부분 산지형 공원은 사유지를 상당량 보유한다.

[그림 2-12] 영향력이 높은 사례 1

[그림 2-13] 영향력이 높은 사례 2

· [그림 2-12] 의 경우 도심지를 형성한 중심부에 지정된 공원이 없고 외곽으로
조성된 산림에 지정된 공원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공원 또한 모두 사유지를 포
함하여 미집행에 의해 공원이용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13]의 경우 망원자매 근린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이 산지형 근린공원
이다. 해당구역은 우수한 산림을 도심지에 보유하지만 대부분 사유지를 포함하여
환경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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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낮은 경우
서울시 일부 지역은 도보·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균일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영향력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지역으로
도시 계획에 의해 조성된 강남구, 송파구 일대와 노원구, 강동구 일대가 이에
포함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도시 개발 여부에 따라 공원 분포가 극명하게 차
이를 보인다. 이는 구심지의 일부지역만이 도시재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공원을
일괄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14] 영향력이 낮은 사례 1

[그림 2-15] 영향력이 낮은 사례 2

·[그림 2-15] 의 경우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의 10만㎡ 이상의 도시권 근린공원
뿐 아니라 지역에 균일하게 소규모 근린공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난 소규모, 어린이 공원도 균일하게 분포하여 삶의 여유를 즐기
고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한다. 현재 미집행된 근린공원 중 벚꽃공원
은 주변의 근린공원과 영향력이 중복되어 미집행시 대체 가능한 범위다.

· [그림2-14]의 경우 [그림 2-15]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된 공원이 적지만 서울
시 타 지역에 비해 공원 분포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청담근린공원의 경우 미
집행시 영향력을 미치지만 영향력이 높은 지역에 비해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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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 영향하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5] 실효제의 영향력 평가
구분

미
시
설

도
보
권/
근
린
권
시
설

미
시
설

공 원 명
북창동
수표동
한남
샛터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항동
구로본
백제요지
남태령
도구머리
방배동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녹번동
역촌
구산
덕의
신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수
청담
벚꽃
새내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
낙산
푸른수목원
어린이 대공원
사직
삼청
와룡
동대문

도
시
권/
광
역
권

시
설

응봉
배봉산
답십리
오동
불광
궁동
계남
고척
염창
노량진
천마

위치
북창73-1
수표11-9
한남678
성산2산37-1
노고산2-2
망원232-30
화곡산199
개봉1산21-5
항동산12
구로본625-31
남현산67-1
남현동산69-7
방배산75-1
방배산102-20
세곡산1
숭인58
원서181
수송80-7
용산6가69-163
옥수,금호4가
녹번산40-1
갈현산145-29
구산산47-13
고척동214-4일대
신실341-3
양화153-2
본동산3-9
신림산195-2
반포동18-21 외
반포동20-14
청담134-13
청담66
잠실27-7
신천7-7
불광동 458-1일대
신사산80-4 일대
성산1동산11-1외
남대문로5가461
장충동2가산6-6
동숭동산2-1
돈암618-1
항동10-3일대
능동18
사직1-28
삼청산2-1
명륜3가산2-14
종로6가70일대
신당산37
한남산8-1
응봉,금호,행당,옥수
금호1가1-72
전농3산32-20
답십리4산2-9
월곡산2-1
하월곡동산2-147
불광산33-1
연희산118
신정44-2
고척2산8
고척2산9-14
염창산24-1
상도7-55
천마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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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합계
1,400.00
1,368.30
28,197.00
31,100.00
52,936.00
24,999.00
74,299.00
19,992.00
85,848.00
10,369.00
15,950.00
13,500.00
69,578.40
7,003.00
98,417.00
53,469.00
10,004.60
3,567.20
55,740.70
46,871.00
18,447.00
39,373.00
52,500.00
5,565.00
19503.9
13,000.00
80,147.00
90,960.00
11,803.80
9,664.34
17,402.00
59,347.00
6637.9
5007.00
24,516.00
111,650.00
103,961.70
604,178.00
289,209.00
198,376.60
49,336.00
100,809.00
560,552.00
168,099.80
372,418.40
204,369.00
11,519.70
107,694.60
187,604.00
329,964.00
75,570.00
265,582.00
157,761.10
183,461.00
46,598.00
131,471.00
126,026.00
440,173.00
158,814.00
108,120.00
112,070.00
415,610.00
185,295.00

영향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절 소결
1. 미집행공원의 집행 필요성
❚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시민들에
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위치적 조건
에서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근린공원의 분포 특징은 송파구, 강남
구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미집행 공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구도심의 경우 지정된 공원의 수가 적고, 관
악구,

은평구 등은 기존 산림지역이 우수할지라도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지 않

아 실효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별 공원 이용기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표 2-16] 집행 영향력의 비교

[영향력이 큰 지역]

[영향력이 약한 지역]

미집행 근린공원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조성된 공원이 지역 전반에 분포하며 대

대부분이 산지형 근린공원으로 집행여부를

부분이 집행된 공유지로 실효제에 의한 영

떠나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라 미집행시 주

향을 거의 받지 않음

민들의 공원 이용 기회가 현저히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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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근린공원이 실효제에 의해 공원지정에서 해지될 시 문제가 심각한 것
은 단순히 공원수의 감소가 아니라, 미집행 근린공원 대부분이 조성된 공원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삶의 질의 격차를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
는 점에 있다. 이는 지역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열악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도시공원은 도시
에서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상실되기 쉬운 삶의 여유와
주거민 모두하게 동등하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효제 이후 공원 조성의 어려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10)에 의하면 조건을 갖춘 주민이 공
원 조성계획을 요청할시 공공은 그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즉 실효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공원으로 인해 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면 공공은 그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시점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
원조성을 위한 공공의 의무는 더욱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표2-17]에서 확

인해보면 서울시에 접수된 도시시설 민원의 약 45%가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
이다. 이는 현재 조성된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실효제 이후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표 2-17] 도시계획시설관련 민원 현황
공원 조성

공원조성계획
변경, 폐지

매수청구

보상요구

해제,보상

기타

합계

44

10

17

23

2

2

98

1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
의 요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 도
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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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도시계획시설관련 민원 현황 (※2005년 1월 ~ 2009년 4월)
(출처: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민원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규모 미집행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지형 공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이 미집행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림2-16] 좌측 그림을 확인해보면 실효제로 인해 기지
정된 공원이 해지될 시 해당지역은 조성된 공원이 현저히 적어 추후 공원 확충
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효제 이후 공원을 조성하
고자 할 때 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평지에 공원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미집행 공원 소유주의 입장에서 오래된 보상 지연
과 공원지정에서 해지될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에 의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높지만 현시점에서의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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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별 미집행공원 특성분석
❚ 영향력이 낮은(× ) 공원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은 주변에 기조성된 근린공원에 의해 대체 가능한 위
치에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규모가 1,000㎡이상의 생활권 근린공
원으로 영향력이 도보권 근린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원이 이에 포함된
다. 공원지정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의 경우 영향력이 낮은 공원이
전무하며, 공원 조성비가 높은 일부지역 5개 공원이 이에 포함된다. 공원의 지
정은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낮은 공원은 많지 않다.

[그림 2-17]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
[표 2-18] 영향력이 낮은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생활권

5

해당 공원
남태령, 방배동, 덕의, 청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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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보통인(▲ ) 공원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의 경우 기조성된 공원과의 중복율이 아닌 인접한
미집행공원과 영향력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역촌공원, 구산공원의 사례가 대표
적인데 인접하여 미집행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추후 집행 여부에 의해 영향력
판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 따라서 이에 해당공원을 영향력 보통으로 분류
하였다.

[그림 2-18]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표 2-19]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생활권

5

도시권,광역권

6(7)

해당 공원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11(12)

합계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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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이 높은(● ) 공원
서울시의 경우 공원 지정 뿐 아니라 집행공원의 분포가 평준화되지 아니하여
영향력이 높은 공원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주변
에 조성된 공원이 전무하여 해당공원의 미집행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림 2-19]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표 2-20]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규모

개수

도보권,
생활권

24

도시권,
광역권

16
(20)

합계

해당 공원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로본, 백제
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길, 양화
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담, 새내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충동2가), 푸
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
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동), 불광, 궁동, 염
창, 노량진, 천마
40(44)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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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집행 공원의 영향력에 따른 집계
실효제의 영향하의 56개소의 공원 (도시권·근린공원 주소지에 따라 근린공
원 분리 시 61개소)의 영향력 정도를 검토한 결과 총40(44)의 공원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샛터공원을 포함한 11개소(12개 중복) 공원이 영향력
이 보통으로 구분되었으며, 남태령 등 5개의 공원이 중복율이 높아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향력의 높고 낮음은 공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 집
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표 2-21]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분류 총괄
영향력

규모

개수

해당 공원

도보권,생활권

24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
로본, 백제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
린, 청담, 새내

도시권,광역권

16
(20)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
충동2가), 푸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
곡), 오동(하월곡동), 불광, 궁동, 염창, 노량진, 천마

도보권,생활권

5

도시권,광역권

6(7)

도보권,생활권

5

●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

×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남태령, 방배동, 덕의, 청수, 벚꽃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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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간공원법의 적용가능성
1 절 법의 필요성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중 [표 3-1]에 해당하는 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내
골프장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프장은 일반적인 공원시설과
달리 수익을 발생시키며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원시설과
설치 목적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공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골프장을
설치하고자『도시공원법시행규칙』11)을 통해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타
공원시설과 달리 민원 발생이 높은 시설이라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점
에서 공공성이 다소 낮은 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 3-1]에 포
함된 골프장은 합법적 근거 하에 설치12)되었지만 개인이 공원시설을 운영한다
는 점에서 공공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근린공원 사유지내 골프장 설치사례
공원유형
광역권/ 도시권
근린/도보권

공원명
답십리 근린공원
청담 근린공원
동빙고 근린공원

면적(㎡)
157,761.10
59,347.00
55,740.7

도입시설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그림 3-1] 근린공원 사유지내 골프장 설치사례 (좌:답십리, 우:청담)
11) 골프연습장은 종전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지역주민이 골프장의 소음·조명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99년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거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지역주
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8조 제7항 및 별표 4 신설).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은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다. 골프장은 이에 포함되어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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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제도의 문제점 : 동빙고근린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1.1 공공 공간의 사유화
❚ 공원시설 명분으로 조성된 사유지내 수익시설
동빙고 근린공원은 1977년 조성된 대표적 민자 공원 사례이다. 대상지는 토
지이용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주도 개인 목적으로 어떠한 개발
도 불가능13) 하지만 소유주는 대상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주는 조건으로 전시관,
운동시설 부대시설 등 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하지만 공원시설이라는 공원조성 취지와는 별개로 골프장 및 음식
점 등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2] 동빙고 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특히 골프장의 경우 지역 주민이 소음·조명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1999년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거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14)을 정하여 지
13) 『국토계획법』제 6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종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 소
유의 토지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 까지 시설 예정부지
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변경금
지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공원 내 골프장 설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중략~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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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8조 제7항
및 별표 4 신설). 이러한 점에서 동빙고 근린공원은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이 마
련되기 전 조성된 공원 시설로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

❚ 공원 시설의 불법 용도전환
동빙고 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용도로 설치된 골프장 부대시설이 음식
점으로[그림 3-3 좌측] 공공 전시장이 개인 자료 전시장으로 [그림 3-3 우측]
불법 용도전환 후 이용 중이다. 전자의 경우 상업 시설로 용도 전환하여 공원
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개인 소유의 자료실로 운영 중
이며 공원건물 앞 주차장 또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림 3-3] 동빙고 공원 용도전환 시설 (좌:골프장 부대시설, 우:전시장)

토지 소유주는 대상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해지자『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의거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
료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원 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한
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기준에는 합당하다.
하지만 현재 공원시설로 지정된 두 개의 건축물은 초기에 내세운 조성 명분과
달리 수익 시설 및 개인 소유의 시설로 불법 전환되어 있다. 동일법에 의거하
여 “10만㎡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
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시설 안에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조서에서 내세우
는 시설과 현행 이용은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시설은 공
원시설로써 개인이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용도 전환을 단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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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소유
주에게 무조건적 피해를 요구하는 무리가 있다. 공원이 보유해야하는 공공성의
확보는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의 침해가 발생하면서, 불법 용도전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쉽지 않다.

1.2 사유재산의 침해
❚ 민간 자본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동빙고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1977년 최초 조성되었으며, 민간에 의
해 관리, 운영 중이다. 물론 일부 시설이 소유주에 의해 불법 전환되거나 이용
자를 제한하여 공원의 기능과 반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의 부지는 공공에
게 개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공원으로 용도지정 후 관할구청과 공공
성을 명분으로 조성한바 공공 공원으로써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개인이 공원
을 조성함에 있어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
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공성의 확보는 사유재산의 보호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림 3-4] 민간에 의해 조성된 동빙고 근린공원 현황 (좌:평면도, 우: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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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주의 미집행 공원 조성 의지
현재 동빙고 근린공원은『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공원변경 심의 과정에 있
다. 현재 토지주의 요구는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시설 즉 골
프장을 철거한 후, 문화시설과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부서 및 주민 반대로 심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3-5] 심의 진행 중인 동빙고 근린공원 초기계획안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개인의 땅을 활용하여 법이 제시하는 범위에서 공
원조성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해당 부
지는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은 공유지에 조성하는 공원과 동일한 조건의 공공성
을 요구하고 있다. 사유지에 대한 공공의 요구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다.
[표 3-2]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 심의 개요 및 한계점

공원심의 상정안건 개요
□ 추진경위
1977. 07. 09 :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지정(건설부 고시 제 138호) –최초
1989. 11. 27 :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 499호)-최초
1993. 08. 02 : 동빙고 근린공원 공원지정 (서울시 고시 제 229호)-최종
1993. 08. 02 :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 229호)-최종

□ 변경안건 개요
변경사유 : 현재 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철거와 접근성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원 본래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복원, 재생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함

▼ 심의 불허
1. 서울시 심의 자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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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반대 심각

1.3 제도의 부재
2013년 현재 토지소유주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협상 및 조성 허가 신
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은 쉽사리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여원인을 분석하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계획
자료, 회의록 검토를 통해 제도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토지 소유주의 입장
[토지 소유주의 조성 명분]
관할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원의 경우 공원 조성 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상된 공원계획 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동빙고 근린공원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관할
구청, 주민들과 이익 상충이 발생한다. 물론 토지 소유주는 공원 조성목적으로
공공성을 표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하지 않
는다는 민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동빙고 근린공원의 재조성 명분
(출처: 내부 보고자료)

아래의 [표 3-3]는 동빙고 근린공원 심의 조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동빙고
근린공원의 조성목적을 확인하면, 시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휴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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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성, 문화·운동시설을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성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바 조성 계획안에서 확인되는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
항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3] 동빙고 공원 조성 목적

조성 목적
공원 시설이 골프 연습장 위주로 설치되어 소수이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낮은 활용도의
폐쇄적 공원시설로 인해 근린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기존 골프장 철거 후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 기여 하고자 공원을 재조성하고자 함
출처:근린공원 심의 조서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항]
앞의 [그림 3-6] 에서 제시하는 공원 조성 명분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주의 요
구사항 즉 공원 조성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주의 이익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의거 체육센터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원조성 시 발생한 지출을 환수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소유주는 공원과 연접한 온누리 교회로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시
달리고 있는바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말에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지 주차장을 대여하고 있어 상당량의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그림 3-7]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 (동빙고공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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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의견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공원의 심의접수를 불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
간에 의해 운영되었던 기존의 공원시설이 허가한 시설로 운영되지 아니함에 따
라, 추후 토지주가 건설하고자 하는 공원 건축물 또한 용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인 온누리 교회 측은
늘어나는 신도수를 수용할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따른 우려로 서울시
는 공원 내 건물이 종교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심의 전 주민공청회
를 진행하고 공원 내 설치하는 건물의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8] 공공기관의 입장 (동빙고공원 심의)
[표 3-4] 동빙고 공원 내부 회의록
회의 날짜: 2013. 10. 08
회의 관계자 : 서울시청 공원녹지과 2인, 용산구 공원녹지과 2인, 설계사
1. 공원 부지 안에 신축건물 시설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조금 더 확보 되어야 함.
>> 신축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해소(공원심의 접수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으로 주민설득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함,)
>> 문화회관이 생김에 따른 교통유발에 대한 검토 필요
>> 건물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2. 건축물의 용도(운영계획)에 대한 정리가 더 필요함.
>> 종교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와 토지주의 긴밀한 협약이 필요함.
3. 공원 계획시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공원계획 중 사업체가 없어 졌을 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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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필자의 것임)

❚ 주민의 입장
현재 동빙고 공원은 총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주시할 점은
공원이 교회 전용 공간이 될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이다. 특히 넓은 잔디마당
은 주말에 주차장으로 점령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온누리 교회
방문객의 증가로 발생한 교통체증 및 주차부족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공공에서 조성한 공원과 주민 요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공공의 우려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5] 동빙고 공원 주민설명회 2차 회의록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2013.11.05(화) 18:00~20:30
1.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관한 의견
① 공원 재정비 앞서 교통체증, 주차문제 해결 선행 필요
② 교통체증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 재정비 필요
2. 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① 체육시설의 경우, 교통문제를 더 유발할 것 같음. 문제를 해결한 뒤 시설 설치 필요
② 교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필요.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유발이 우려됨
③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
공원계획에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
④ 현재 지역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 설치 필요
⑤ 아동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교육시설(학교 등) 필요
⑥ 현재 건축물 계획 위치에 주차장으로 조성 필요
3. 공원 운영에 관한 의견
① 공원이 교회전용의 공간이 될까 우려. 운영을 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협의 필요
(밑줄은 필자의 것임)

[그림 3-9] 주민의 우려사항 (동빙고공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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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조성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5) 이는
그 조성 주체가 민간일지라도 법에서 정의하는 조성 목적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공원을 조성하는 개인은 공공의 요구에 대응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동빙고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시설을 개인이 조성
하는 과정에서 이익 상충이 발생한다. 민간은 공원 조성 후 투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주민은 개인 사유지임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성만을 요구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
공공간의 사유화를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동일한 토지를 이용하
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자의 이익 상충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법의 역할
현재 미집행 근린공원은 공공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도시문제
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공은 민간 자본의 투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이다. 대표적인 예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10만㎡미만의 공원은 그 규모가
협소하여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만㎡미만의 공원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러한 이유로 동빙고 공원은 도시공원법(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적용
하는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규정이 아
닌) 을 준수하여 공원 조성을 시도하였다. 도시공원법은 공공이 공원을 조성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정된 법률인바 공원 내 시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지만
민간은 공원 조성 이후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는 아니다.
공공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투자자는 공원을 조성할 합당한 제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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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없어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공원조성을
위한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
련하고,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 즉 공공과 민간의 이익의 상충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0] 합리적 제도의 필요성

민간 공원조성을 위한 법의 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은 지속적 공원 소유권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도시공원법의 경우 개인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개
인이 보유함으로써 실효제 이후 공원시설의 용도전환 및 공원의 사유화가 가능
해진다. 따라서 실효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과 공공의 상충된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법의 도입으로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상충을 해결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적용한 법안은 공
공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써 민간이 공원 조성 시 발생하는 손
실에 대한 이익 환수를 고려한 법안이 아니다.
셋째,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시 공공공간의 사유화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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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유사법 비교를 통한 민간공원법의 선정
1. 민간 공원조성의 법적근거
1.1 민간투자법의 검토
❚ 정의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을 국
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이 담당해 왔으나, 투자 규모가 공공의 재원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커짐에 따라 민간 자본을 투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통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개발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로 인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장 제3조의 시범사업, 제3장 제12조 녹지 활용 계약, 13
조 녹화 계약 등의 관련규정을 통해 민간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3-6] 민간사업 추진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 방식은 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에 의하면 민간사업 추진
방식을 6개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TO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BTL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
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OO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
한 방식
(밑줄은 필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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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사례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그 성과가 미
미하다. 공원 조성을 위한“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이 BTO, BOO, BTL사업으
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것은 계획의 구체성
미비, 용지매입의 어려움, 주민의 반대의견 등에서 기인”16)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사례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원재정비 사업으로 BTO, BTL방식
이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매입이 지자체에 의해 보상이 완
료된 경우이다.
BTO [Build-Transfer-and-Oper_민간 투자법 제4조 1]
면적 2천㎡이상의 공원 중 인근의 주택가나 상업시설이 들어서 주차수요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지어도 공원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난
을 해소하고 오래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BTO방식의 민간투자법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구의공원 재조성 공사

17)

· 위

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2

· 면

적: 10,464㎡

· 연 면 적: 55,725㎡

· 사업내용: 공원, 판매시설, 주차장 시설이 결합된 복합도시계획시설
[표 3-7] 구의공원 조성개요
구분

시설

운영 주체

지상1층

구의공원

광진구 운영

지하1~2층

편의시설

사업시행자 운영

지하3~6층

주차장(1010대)

사업시행자 운영

BTL [Build-Transfer-and-Lease_민간 투자법 제4조 2]
민간투자방식 중 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BTL방식은 막대한 시설비가 예
상되는 체육공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원 시설은
수익 발생이 힘들지만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은 시설 이용료를 통해 투자금 환수
가 가능하다.
16) 한국개발연구원,『공원녹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시:한국개발연구원. 2008) p35
17) http://news.heraldcorp.com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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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생활 체육공원 18)
민간투자비 128억원으로 조성된 천안생활 체육공원은 2011년 3월 10만 5000
여㎡ 터에 시설면적 5만여㎡ 규모로 설치되었다. 이 공원에는 축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뿐 아니라, X-Game장, 야외공연장 등의 편익시설도 갖추고 있어 시
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한다. 시설은 준공과 함께 천안시에 귀속되고 시는 민간
사업자인 천안건강마당㈜에 20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보전한다.

[그림 3-11] 천안 생활체육공원 (출처: http://www.cheonan.go.kr)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19)
2008년 7월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방식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시행사 대치리버파크, 운영사 두잉 씨앤에스와 민간 투자자로 구성된
해당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총 투자비 190억 8900만원을 대고 강남구청이 이자
를 포함해 20년간 매년 24억원의 사업 지원비를 보상해 주는 조건이었다.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체육공원 지하에
6,000톤 규모의 지하 탱크를 설치하고, 총 8만 4,000㎡의 부지에 국제공인 규격
의 인조 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였다. 대상지에
위치한 축구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3-12]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출처:http://blog.naver.com)
18)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를 참고하여 요약함.
19) 김경운, “악취 풍기던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으로,”「서울신문」(2008년 7월 15일, p.12)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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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 공원법의 검토
❚ 정의
도시 공원은“도시계획시설의 과다한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20)있는 실
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자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이하 민간공원법)이 신설되었다.
개정된『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 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 채납할
경우 공원부지 일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양해각서(MOU) 체결사례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각 지자체는 그동안 해결
하지 못한 공원조성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된 공원을 살펴보면 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수익
성 보장이 확실하고, 공원 옆에 수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사업성이 향상될 가
능성이 높은 경우다.
[표 3-8] 민간공원제도 양해각서 체결사례
사례

원주
중앙공원

체결 현황
·면적 46만 2천여㎡의 중앙공원
·10년 전부터 공원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400억원의 부지매입비로 인해 추
진에 어려움을 겪음
·(주) 이너션파이너스앤 컴퍼니는 은행, 건설업체등이 참여하는 PFV(프로젝
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 아파트 신축비 등 총 사업비 3천 920억원
·공원시설 38만7천여㎡, 공동주택 7만2천500㎡, 업무시설2천200㎡
·면적 123만 8천여㎡ 중앙공원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

·신간산업개발관리(주)는 공사비는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매입비는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출자하여 사업추진
·1300억원의 부지매입비 5,290억원의 건설비 등 7천680억원을 투자 계획
·공원의 70%이상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20%이하는 수익시설부지
참고: 뉴스검색을 통한 요약

20) 김성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 논
문, 미간행,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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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법 비교를 통한 민간공원법의 선정
2.1 선정 근거
실효제 영향하의 소규모 근린공원에 적용 가능한 법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
구 제3장 2절에서 제시한“민간 공원조성 법적근거”(p51)를 비교 검토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제3장 1절에서 확인되는“법의 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
과”(p50)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합당한 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 민간자본 투입방식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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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공원을 조성한 대표적 사례인 BTO, BTL 방식을 우선적으로 비교 검
토한다. BOO방식은 추진 사례는 없으나 사전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함께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시공사례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시도 중인 민간공원법을 비교 평가하여 적용가능성을 비교하였다.
[표 3-9] 민간투자 관련법의 특성 비교표
구분

민간 투자법 활용
BTO
건설하여

특성

BTL

BOO

민간공원법

소유권 건설하여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시 실효제를 위한 대응으로

양도한 뒤 관리운 양도한 뒤 관리운 설 소유권을 영원 신설된 법으로 개인이 사
영권 부여받아 운 영권 또는 무상사 히 보유
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영 관리
용·수권 부여 후
공공에 기부체납하고 일부
해당 시설을 임대
함

면적은 용도 전환하여 수
익시설 설치

공원시설 설치 및 해당시설 소유권 공원시설설치 및 개인 사유지의 70~ 80%
이전
무상공유
조성 후 기부채납
기여방식
공공의

민간의
수익방식

시설 운영시 사용 임대기한 동안 임 공원에 대한 소 사유지의 일부 면적 용도
유권 및 시설 운 전환으로 인한 이익 발생
료 부과 가능
대료 수입

사례 특징 공원 주차장 설립 체육공원 설치
장점

단점

시설 설치비 절감

영시 사용료 부과
시공사례 없음
민간자본의 유입
토지보상비가 지급 불필요
가능성 높음

토지보상비용으로 인하여 정부의 임 개인에 의한 공원 10만㎡ 이하의 공원에 적
대료지급에 대한 부담 가능성21)있으 조성 후 운영 및 용을 위한 현행법 조정 필
며, 공원시설의 일부를 유상 이용하 소유권 위임
여야 함

요하며, 특혜시비가 우려
됨22)

공원 조성 시 용지비의 해결은 지자 공공성 저해, 민 개발의 압력이 높고 토지
이전
연구의
평가

21)
22)
23)
24)
25)

체에서 해결하고 공원 내 수익시설 간의 수익 특혜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
허용, 용적률 상향 조정 필요23)가 있 시각은 편견 일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음.
수 있음24)
의 경우에는 민간추진자제
도를 적극적으로
필요가 있음25)

한국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34
위의 책 p257
위의 책 p257
위의 책 p257
부산발전 연구원, 앞에 든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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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2.2 적용 가능한 법의 선정
❚ 현행 문제 해결가능성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도시공원법과 달리 민간이 공공을 조성할 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공
원법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소유권을 분리한 경우로 상호 간
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표 3-10] 현행문제 해결가능성 비교표
민간 투자법 활용
BTO
BTL
BOO
공공성
●
●
▲
공공부지의 사유화
●
●
×
일정기간 민간이 운영 민간이 공원을 소유 운
한후 공공에 양도함에 영함으로써 공공성어
평가
따라 시기적으로 분리되 저하되고 개인에 의해
어 소유권을 가짐
사유화 가능성 높음
* ● : 공공에게 유리, ▲: 보통 × 민간에서 유리
구분

민간공원법
●
●
사유지와 공유
지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해결가능

❚실효제 해결가능성 검토
미집행 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적용 가능한 법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구입비 해결여부의 판단이다. BTO, BTL 방식은 시설
설치비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토지구입을 공공에서 해결해야하는 점에서 적용
이 불리하다. 이에 반해 민간공원법은 실효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된 법으로 공공에서의 자금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다.
[표 3-11] 실효제 해결가능성 비교표
구분
토지구입비
시설설치비
소유권
평가

민간 투자법 활용
BTO
BTL
BOO
×
×
●
●
●
×
●
●
×
미집행 근린공원의 토지보상 문제 의식의 부족
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자금이

필요하여 실효제 해결 불가
* ● : 공공에게 유리, ▲: 보통 × 민간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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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이
어려움

민간공원법
●
●
●
공공에서 지출
되는
비용일
발생하지 않음

3 절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 검토
1. 민간공원법 검토
민간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발생 여부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공원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공원 일부를 용도 전환
하여 시설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민간투자 가
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BTO, BTL방식과 달리 민간투자자가 토지 수
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로 민간의 수익 발생 범위를 확대
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에
규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요약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민간공원법 세부지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2)
구 분

기

공원부지 규모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 공원면적의
20% 이하
․녹지지역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공원 면적의 30% 미만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 가능)

시설
기준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해당용도지역 혹은 인접 용도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
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

관리
기준

시행
방법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
관리청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설치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기부
체납

비공원
시설 26)
(수익
시설)

준

협약
체결
공동
시행

․․지자체 장은 수익시설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결정 할 수 있
음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자체의 장과 조성공원의 기부채납시기, 공동
시행할 경우 그 시행방법,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와 시설부지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야 함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8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음. 이경우 토지매입비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부담

26)“비공원 시설”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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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의 검토
해당 법규는 비공원 시설 즉 기부체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공원시설 설치”와“비공원시설 설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의 비율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바 그에 따른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원시설 설치 시 적용 법규]
공원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용도변경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다. 하지
만 토지구획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 채납된 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지 면
적에 대해서는『도시공원법』에 제시된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즉 도시공
원법에서는 층고제한을 4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녹
지지역으로서 제시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표 3-13] 민간공원법 (공원시설의 설치 적용)
구분
기부 채납

비
공원
시설

시설
종류

조항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

해당법
도시공원법
제21조의2

·휴양시설 중 경로당
·교양시설 중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미술관, 과학
관,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공원의 규
모와 상관 없음.

도시공원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에 규모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원시설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
원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
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시행규칙
제11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회관ㆍ청소년수련
시설ㆍ노인복지회관ㆍ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
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공원
시설

건폐율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용적율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시설면적

100분의 40이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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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시설 설치시 적용 법규]
인접한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설치가능하게 하는 조항에 의해 대
부분 공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이 변경이 가능하
다. 이에 따른 추가 이익은 기부체납 비율로 조정되어 있으며,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법규가 추가 적용된다.
[표 3-14] 민간공원법 (비공원시설의 설치 적용)
구분

조항

해당법

기부 채납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
려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

도시공원
법제21조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

국토계획

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주거지역:단독주택 공동주택,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슈퍼
마켓,일반음식점,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등 )

이용에

시설
종류

상업지역: 단독, 공동주택,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 등

건폐율

비
공원
시설

/
용적율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

및
관한
법률제6
장제76조

“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
일반상업지역

판매, 업무, 숙박, 의료, 운동, 위락,종교, 운수, 장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공개
공지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서울시
건축조례
제4장
제26조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
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
터 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공원
시설

시설
면적

제11조
[별표 4]

100분의 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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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법의 이익환수 방법
『국토계획법』제5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제시함으로써 개발이
익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법』의 이익 환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4] 민간공원법 이익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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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확대 제안
본격적으로『민간공원법』설치기준에서 명시한 공원면적 기준의 확대 가능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법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10만㎡이상의 도시
지역권 공원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적용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 3-15] 민간공원법 확대제안
기존

제안

10만㎡ 이상의

10만㎡ 이상

도시지역권 규모의 공원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지자체 요청 시 미만 가능
근거: 일본 민간설립공원제도

2.1 일본 민간공원설립제도의 검토
일본의 『민간공원설립제도(이하 민설제도)』는 『민간공원법』의 모태가 된
제도이다. 따라서 민설제도의 특성 및 국내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의
“동경도 민설제도는 공원조성에 민간(기업 혹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종래의 지자체 등의 공적기관에 공원정비사업 이외에 새롭게 민간의 활력을 도
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제도이다.”27) 민설제도는 공
원 내에서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30%이하 부지에 수익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최소 35년
무료 개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도의 적용범위는 10ha(10만㎡) 이상의 도시
공원·녹지 구역으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의 국·공유지가 아닌 부지, 또는
10ha미만의 도시공원·녹지 구역으로 국·공유지가 아닌 부지 중 기초 자치단
체의 사업실시 요청이 있는 부지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조성을 위한 최소기준
은 공원적 공간 1ha(1만㎡) 이상 즉 국내법과 비교하였을 시 도시공원법 분류상
도보·근린생활권 근린공원도 동일하게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
27) 한국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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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도교도 민설공원 사업실시 요강 (번역본 출처:부산발전연구원)
[도쿄도 민설공원(民設公園) 사업실시요강]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종래의 공공에
의한 정비 외에 새롭게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기에 공원적 공간으로 정비⋅관리
하는 “민설공원”의 적절한 정비와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도쿄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민설공원사업의 실시 및 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 정의 2.1“민설공원”이라 함은 이 요강에 근거하여 지사가 인정하는 계획에 의해 정비
및 관리 되는 공원적 공간을 말한다.
2.2“공원적 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도시공원에 준하는 기능
을 갖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 요강이 정하는 수준의 정비와 관리가 실시되어 녹의 영속성⋅공
개성⋅네트워크성이 담보되는 공간을 말한다.
~중략~
제4조 인정기 민설공원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민설공원사업의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해당 사업계획의 목적은 공원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행정계획 이념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에 기여할 것
4.2 민설공원의 정비 및 관리의 담보 민설공원은 다음 4.4항과 4.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
켜 불특정 다수 도민의 이용에 기본적으로 제약이 없고 도시공원의 사업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공개 개시의 날로부터 35년 이상) 무상공개를 담보할 것, 다만, 조기에 해당 도
시공원의 사 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지사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대상구역
가. 10ha 이상의 도시공원⋅녹지구역 내에서 원칙으로서 “도시공원·녹지 정비방침”(도시기
반 제683호 결정 ; 2006.03.17)에 의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이하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
역”이라 한다.)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일 것. 다만, 특별구의 경우
도쿄도 지역방재계획(총무국, 2003년)상 피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또는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것.
나. 10ha 미만의 도시공원⋅녹지구역으로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 중 자치구의 민설공원사업 실시 요청이 있을 것. 다만, 특별 구
의 경우 도쿄도 지역방재계획 상 피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또는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것.
4.4 정비 기준
가. 공개되는 공원적 공간은 1ha 이상일 것
나. 공개되는 공원적 공간의 녹화면적비율, 포장면적, 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양호한 풍치 및 녹지 환경을 유지할 것.
다. 건축물(비공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획부지의 30% 미만인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는 방재시설에 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물(비공개 건축물을 포함)은 주변 시가지 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형태 및 용도일 것
[밑줄은 필자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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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마공원]

28)

[표 3-17] 하기야마 공원 개요 및 사진
· 부지면적: 14,900㎡
· 공원면적: 10,430㎡ (70%)
· 사업면적: 4,470㎡
· 건축면적: 지상 11층, 지하1층,
184세대 규모의 집합주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하기야마공원 구역 내 테니스코트 부지는 세이
부 철도가 소유한 부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2006년 민설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공원조성의
민간사업자는 2008년 총 부지면적 약14,900㎡의 30%에 해당하는 4,470㎡에 지
상11층, 지하1층 총184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10,430
㎡의 부지를 하기야마 사계절 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원하였다. 본 공동주택
의 경우 조경 면적 조성의무 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공원관리 부담금을 입주민
들이 부담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지역은 지구계획에 의한 건축물 규제를 추가적으로 검
토하여 국내법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18] 지구계획에 의한 건축물 규제
구분
용도
용적율
건폐율
부지면적
벽면위치
제한
최고높이

건축물 규제 내용
주택, 주택겸용 사무소 점포 등, 기숙사, 하숙소, 학교, 도서관 궁, 신사,
사원 교회 등, 양로원, 탁아소, 장앤인 복지센터 등, 공중목욕탕, 진료소,
병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자동차차고(공동주택 부설 제외)
100% 이하
30% 이하
1만㎡ 이상, 단 시장이 공익상 내지 양호한 공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도로경계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또는 기둥면까지의 거
리는 북쪽으로 50m, 동쪽과 남쪽으로 6m 이상으로 함,
지반면으로부터 35m
자료: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28) 국토해양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서울: 국토해양부,
2011), p87를 참고하여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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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민설제도와 국내법의 비교
국내의 민간공원법은 공원 조성 시 민간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
로 일본의 민설제도를 착안하여 그 골격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사
점을 가진다. 하지만 민설제도가 낙후된 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재정된 법률인
데 반해 민간공원법은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결대안으로써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표 3-19] 민간공원설립제도와 민간공원법의 법규사항 비교표
구분

민설제도(김성용, 2010)

민간공원법

사업성격

공원적 공간 조성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결대안

관련근거

도쿄도의 민설공원 사업실시요강 및
세부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대상
공원
사업
규모

기술
기준

우선정비구역 외의 사유지 특별구의
경우 피난 장소 지정 (예정)
1. 10ha이상: 국·공유지가 아닌 민
간소유 토지
2. 10ha이하: 해당 구·시·정에 의
해 민설공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
는 지역에 적용

손익
보상

건축물 규제완화

시설
종류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건축
물등

비공개 건축물 포함 건축물 부지는
계획부지의 30% 미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공공
공지

시설부지면적의 50% 이상 녹화면적
확보, 포장면적 최소면적 확보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를 해당면적 이상 소유한 공원

기부채납의 형식
- 공원시설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 비공원 시설
서울시 건축조례 참조
- 주거지역: 60%이하
- 상업지역: 50%이하
- 녹지지역: 20%이하
서울시 건축조례 참조
-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 녹지율에 대한 기준

첫째, 국내법은 민간투자자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영원히 양도한
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민간사업부지 내 건축물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민간사업
으로 조성된 공원을 해당 사업자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
방하는 임시적 이용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공공에서 공원을 조성할 공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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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에게 조기에 공원적인 공간으로 정비하여 공개하고자 추
후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민간에서 조성하고 운영하게 하는 임시적 조
치인 셈이다. 따라서 국내법은 기부채납에 대한 손실을 보상 범위가 크기 때문
에 일본의 민설제도에 비해 건축물 규제 완화가 크다.
둘째, 일본의 민설제도는 그 적용 범위가 유연한데 반해 국내의 경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적용 가능하다. 국내법은 일본 민설제도의 면적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였지만, 일본의 민설제도와 달리 10만㎡이하의 면적에 대한 예외
기준을 제외하여 적용기준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22만
㎡, 탑골 공원 19만㎡임을 감안하면 해당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초기 목적과
달리 상당량의 공원이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10만㎡미
만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민간자본투자를 요청하였을 시 그 가능성을 열어둠으
로써 유연성을 발휘한다. 일본의 민설제도의 경우 일괄 적응으로 인해 발생 가
능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지역적·위치적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둠으
로써 법의 효욜성이 높다.

2.2 현 민간공원법의 한계점
“민간공원법은 현재 법규상으로 10만㎡이상의 도시공원에 한정되어 적용받도
록 되어있어 공원의 입지 및 특성에 따라 제도의 적용 가능성 및 적절한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힘들며 도입여부·제도적용의 한계성을 지닌다.”29) 본 연구
의 대상인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중 10만㎡ 이상의 공원은 도시지역권, 광역
권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원과 서울 외곽의 산지인 도시자연공원이 이에 포함된
다. 하지만“10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민간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30) 민간공원제도가 적용 될 수 있는 10만㎡의 도시공원은
상당수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목 상 임야이다. 특히 [그림3-15] 10만㎡ 이상의
미집행 공원 비오톱 유형평가31)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이 81.8%이며 2등급지역
2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p140
30) 위의 책 p 81
31) 비오톱 유형평가도는 비오톱 유형가치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비오톱 유형에 따라 자연보호 목
적으로 하였을 경우 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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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2%로 우수한 환경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전체의 90%에 달한다. 근린공원의
경우 1등급 지역이 70.3%로 도시자연공원의 87.0%에 비해 낮은 편이나 2등급지
역이 14.2%로 1~2등급이 전체의 84.5%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으로 “양
호한 생태환경을 고려하면 비공원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
이 따를 것이다.”32) 현행법은 각 도시의 특수성 및 공원의 입지에 대한 개별
적 특성을 수용할 예외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적용이 가능한 서울
시 미집행 공원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행법은 제정 의도와 달리 실질적 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낮다.

[그림 3-15] 10만㎡이상의 미집행공원 비오톱 유형평가
출처: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표 3-20] 10만㎡이상의 미집행공원 비오톱 유형평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로
하천
총합계

근린공원
면적(천㎡)
구성비%
20,529
70.3
4,164
14.2
2,225
7.6
900
3.1
831
2.8
512
1.8
61
0.2
29,221
100.0

도시자연공원
공원전체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56,400
87.0
76,928
81.8
3,513
5.4
7,676
8.2
3,047
4.7
5,273
5.6
373
0.6
1,273
1.4
868
1.3
1,699
1.8
607
0.9
1,118
1.2
21
0.0
82
0.1
64,829
100.0
94,050
100.0
출처: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32)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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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 시 기대효과
민간공원법은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는 해
당 법을 제정한 목적이 그와 동일하여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항
을 포함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은 본법을 제정할 시 차용한 민설공원제도와
달리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투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도시의
지역적·위치적 특성에 의한 공원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집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집행 공원의 입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의 유연성 있는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민간공원법 면적 기준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해당 조항이 현행법에서 제외된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본 제안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도
록 한다. 민간공원법 면적의 확대적용 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공원법을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례에서 확인 되듯이 민간
자본 유입은 공원의 위치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지형 특성상
현행법의 적용범위인 10만㎡이상의 공원은 도시외곽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민간
자본 유입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10만
㎡미만의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으로 제안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현행법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법의 유연성을 통해 법제정시 고려하지 못한 도시공원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의 범위인 서울시의 경우 10만㎡이상의
미집행 근린공원의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등급지역이 면적76,928천㎡으로 전체
공원의 81.8%를 차지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시 자연훼손이 불가피 하며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이 상당하여 민간투자자의 개발지 확
보가 쉽지 않다. 즉, 현행법은 서울시의 도시공원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적용범
위가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일본의 민설공원법과 같이 법의 유연성을 제안함으
로써 미집행 해결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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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간공원법 적용범위의 설정
1 절 적용범위 설정의 필요성
본 연구는 민간공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면적 10만㎡이하 소규모 근린공원
의 민간공원법 적용을 제안하기 위해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법제처에서
는 민간공원법 제정 당시 고시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만 면적 규제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의 여지를 가진다.
[표 4-1] 민간공원법 확대 적용 시 문제점

도심의 공원 공간의 잠식과
(도시) 난개발을 가속시키는 악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대 안 책 : 민간공원법 적용 시 도시환경에 불리한 공원을 파악하여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킴.

민간이 공원의 일부를 조성하여 기부체납을 할 경우 공원 지정 부지의 일부
를 주변 토지이용으로 용도 전환하여 민간의 의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즉
해당 공원이 산지일 경우 일부의 산림 훼손은 불가피 하다. 해당 연구에서 제
안하는 10만㎡ 이하의 근린공원 즉“도심지에 위치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중소규모의 근린공원 등 도심지 내 위치하는 공원은 (민간자본의 유입 가능성
이 높아) 개발 가능성이 높으나 도심의 공원 공간의 잠식과 난개발을 가속시키
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33) 이는 국내의 경우 공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지역으로 우수한 자연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공원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하지만 일
부 공원은 단순히 시민의 이용을 위해 공원을 지정하는 등 그 목적이 상이한바
개발 시 도시환경에 불리한 공원을 파악하여 민간공원 조성을 제한하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원은 민간을 통한 집행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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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적용범위의 설정
1.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화
1.1 유형화 목적 및 방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근린공원을 판단하기 위해 공원 지정 목적에 따른
유형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공원일지라도 공원 지
정 목적에 따라 조성 방향이 상이하여 민간자본의 유입가능성 판단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의 형태적 특성 뿐 아니라 지정 목적을 추가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공원의 지형적 조건이 공원의 지정 목적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형적 특
성은 공원으로의 접근성 등 다양한 공원 환경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지형적 특
성에 따라 구분된 유형에 따라 공원 환경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4-2] 미집행 근린공원 평가기준 비교
구분
목적
도시공원
필요성

선행 연구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
유치권 중복율
산림과의 거리
시설지 여부

용이성

이용
가능성

인공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본 연구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 가능한 공원 판단
선행연구와 동일 (p33)
선행연구와 동일 (p33)
부지 매입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으로 민간자본
투입 가능성 판단과는 무관함.
민간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원을
판단하여 제외하는 기준으로 활용
1. 인공녹지 즉 기조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분
2. 생태등급을 확인하여 산림의 우수성 판단
(『서울시 민간공원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의 방법 참조 p83)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분

부산발전 연구원에서 2010에 시행한『부산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방
안』은 미집행 근린공원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성, 용이성,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연구는 이를 차용하여 변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
본 장의 평가항목인 근린공원의 도입여부 판단기준은 “용이성”에 대한 기준 설
정이며 설정된 유형별 특성에 따른“이용가능성”을 검토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
한 미집행 근린공원의 영향력 분석은 선행 연구의 “필요성”과 그 목적이 동일
하다.(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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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은 크게 산림 연접형, 산지형, 평지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구분은 공원의 지형특성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는 도시 난개발로 인한 녹
지공간 잠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공원지정의 목적이 지
형적 특성에 의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

· 산림 연접형은 기존 산림에 연접하여 근린공원을 설정한 경우로써 도시자연공
원의 일부를 인근 주민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정한 공원이다.

· 산지형은 도심 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으로써 시
민의 휴식 및 산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 평지형은 도심지에 시민의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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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민간공원법 적용범위 설정
2.1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이 유형은 도시 자연공원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인근주민을 위한 시
설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형태이다.

[그림 4-2]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특성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지정이 수월하고 지가가 낮은 산림지에 근린
공원을 지정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 및 여가장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자연공원과 구별된 시설형 공원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 이 유형은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이용자의 접근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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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고 생태성이 불량하여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점에 지정되기 때문에 산림훼
손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와 이격 거리가 있어 도로에서의 접근
성은 불리하지만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이 높아 보행 위주의 잠재 이용자는 높
다.
[표 4-3]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특성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대부분 주거지 및 학교시설로 유치권내 주거지 비
율이 높다. 기존산림과 연접하기 때문에 주변 면적
50%내외가 공원이지만 공원의 지정 목적이 상이하
다.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연접하여 위치하며 도로와의
거리가 다소 있어 접근성은 불리한 편이다.

이용
가능성

민간 자본 유입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첫째, 인공녹지 여부 판단 즉
본 연구에서는 조성여부에 따른 구분에 의한 판단과 둘째, 비오톱 유형을 확인
하여 산림 생태의 우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유형은 생태성이
낮은 지역에 지정된 공원으로 비오톱 유형 평가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유형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을 확인한 결과 비오톱 유형 2등급 이하의 근린공원
만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조성여부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민간공원법 적용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 조성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미집행 근린공원의 조성여부를 확인하면 크게 미조성과 조성공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산림형 근린공원은 조성된 공원일지라도 시설 형태에 따라 특
성이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성된 공원의 대부분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존 산림을 일부 벌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휴식시설 등의 최소 시
설만을 보유한 경우(이하 산림형)가 많다. 이에 반해 산림의 외곽에 시설형 근
린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하는 형태(이후 시설형)가 있다. 결
과적으로 시설형은 민간자본의 시설지 도입을 위한 가용지가 없어 민간자본의
도입이 불가능한데 비해 산림형은 기시설지 일지라도 가용지가 충분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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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성여부에 따른 분류

최종적으로 본 유형의 평가기준은 기존 시설의 유무를 판단하되 시설의 형태
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
과적으로 미조성 공원과 기 조성되었으나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산림형 공원만
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하다.
[표 4-4]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조성여부

특성

미조성

연관성 없음
시설형

기조성
산림형

1, 기 조성되어 토지보상 문제만 존재함
2. 민간시설 도입을 위한 가용지가 없음
기존산림의 벌목을 통해 조성된 산책로
위주의 시설로 가용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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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
×
●

2.2 산지형 근린공원
산지형 근린공원은 도심지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유형이다. 따
라서 구릉지에 따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은 수용하나, 기존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즉 실효제 이후 공원
지정이 해지되었을 때 도심지에 위치한 유형의 특성상 사유지의 난개발이 예상
되며 우수한 기존 산림의 훼손으로 경관의 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유형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 산림형 근린공원의 특성

산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유치권 내 주거지 비율은 높지만 접근성은 불리한데
이는 산림과 연접하여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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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산지형 공원의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이용
가능성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특성
대부분 주거지 및 학교시설로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은 높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연접하여 위치하며, 도로와의
거리가 다소 있어 접근성은 불리한 편이다.

민간자본 유입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성여부에 따른 특성과 생태등급
에 따른 판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유형의 경우 구릉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근린공원으로 기시설된 경우 산책로 등만으로 조성된 형태로써 민
간자본 유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 반면 도심 속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수한 산림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훼손 가능성 여부 판단은 중요하다. 따
라서 비오톱 유형평가는 도시 녹지의 잠식 및 도시 난개발을 제한 여부를 판단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비오톱 34)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생태환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
오톱 평가가 모두 1등급 지역"35)일 경우 절대 보존지역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녹
지 잠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비오톱 유형평가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정개
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민간개발 가능 지역을 추출할 시 1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원을 민간공원법의 가능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비오톱 평가 등급의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또한 보존을 기존으로 하며 매우 제한적인 개발 및 활용이 가능
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옳지만 산지형 근린공원 대부분이
생태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 대상에서 2등급을 제외할 경우 민간자본에 의
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비오톱 1등급 지역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토 대상지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비공원시설의 입지가능 검토 대상지를 매우
유연하게 확대 ”36)하여 실효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4) 비오톱 유형평가는 비오톱 유형가치 평가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비오톱 유형에 따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번호가 낮을수록 비오톱이 우수하고 높을수록 비오
톱이 낮다.
3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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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지형 근린공원의 최종 평가 기준은 비오톱 유형에 따라 1등급, 2등
급, 3등급이하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2등급의 경우 민간자본의 의한 개발은
허용하지만 지역 내 산림불량 지역을 활용하여 비시설지를 설치하는 산림을 보
호하기 위해 민간 개발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표 4-6] 산지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비오톱 유형
1등급

2등급
3등급 이상

특 성
해당 공원은 개발로 인한 공원의 잠식과 난개발을 막기위
하여 해당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세부적으로 일부 지역의 훼손 및 산림 불량 지역을 활용하
여 민간자본의 개발지로 활용 할 수 있다.
공원내 훼손된 산림지로써 민간개발에 유리한 지역이다.

가능여부
×

●
●

산림형 근린공원의 비오톱 유형을 평가한 결과, 근린·보도권의 경우 대부분
의 공원이 2등급 산림을 보유한 반면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1~3등급
까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훼손 없이
보존된 우수한 산림과 시설의 난립으로 낮은 등급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앞에 든 책,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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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지형 근린공원
서울의 경우 도시화가 심각하여 도심에 가까울수록 산림 면적이 현저히 감
소한다. 따라서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에 지역주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평지형
공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공원의 유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 주민의 일상
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5] 평지형 근린공원의 특성

지형적 조건에 의해 지정되는 산지형 근린공원과 달리 평지형 근린공원은
유치권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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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평지형 공원의 이용가능성 평가
구분
이용
가능성

유치권내 주거지 비율
도로와의 인접 및
접근성

특성
대부분 주거지, 상업지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지정한 공원이다.
산지형과 달리 주변에 도로와 연접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지정한 공원이다.

산지형 공원과 달리 평지형 근린공원은 지정 목적이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 조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바 분류작업을 시행하였
다. 또한 평지형의 경우 기조성된 공원의 조성 주체자에 의해 조성목적에 영향
을 미치는 바 이에 따른 판단을 시행하였다. 평지형에서는 비오톱 영향평가는
상관성이 없다.
[표 4-8] 평지형 근린공원 평가기준의 분류

조성 목적에 따른 분류
1. 역사적 가치로 지정
2. 도시계획을 위해 지정
3.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지정

조성 여부에 따른 분류
기조성
조
성
주
체

1. 공공
2. 대기업
3. 민간

미조성

❚ 공원 지정목적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역사적 가치]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 중 지역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한 근
린공원 유형이다. 문화재를 보유한 대부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백제요지
근린공원의 경우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4-6] 역사적 가치로 지정된 근린공원 사례 (백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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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계획과의 연관성 ]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근린공원은 구심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지정한 경우로써 앞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범위인 도시재정비사업(p14)과는 구
별된다. 해당 공원은 기존의 사유지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만 도시재
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자에 의해 일괄 조성된다.
[그림 4-7] 서울시 녹지축 계획

[그림 4-8] 북창동 상위계획

자료: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 기본계획

자료: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보고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림4-7] 동빙고 근린공원은 서울시 녹지축 계획에서 2008
년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비록 소규모 근린공원이지만 도시 녹지흐름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4-8]의 북창동 근린공원은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조성목적에 따른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평지형 근린공원의 평가기준
조성목적

판단

내용

근린이용

●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입 가능

도시계획

●

민간자본 유입가능 (단, 도시계획 방향을 준수할 것)

역사적 가치

×

역사시설 보호차원에서 민간투입 불가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은 근린주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토지이
용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된다. 하지만 역사적 가치에 의해 설정된 공원은 이와
무관하다. 또한 민간자본 도입 시 역사적 가치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근린 이용, 도시계획에 의해 설정된 공원만이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한
공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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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주체자에 따른 평가기준 판단
[공공에 의해 조성된 공원]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면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해당공원은 사유
지 보상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에 의해 사유 재산을 침해가 발생함에 따
라 공공에서는 민간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사유지내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림 4-9] 공공에 의해 조성된 근린공원 사례 (원서)

[ 대기업에 의해 조성된 공원 ]
공공에게 단순 기여를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원서
근린공원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
룹 사옥을 지으며 연접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와 조성 목적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기업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에 의한 이익환
원의 방법으로 소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원은
사유지일지라도 공원이 가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그림 4-10] 대기업이 조성한 근린공원 사례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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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 ]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
하는 개인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익 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다. 현재 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표3-1]은 합법적 근거 내에서 공원을 조
성하였으나, 공원 부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조성함에 따라 용
도의 불법전환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공원시설 위주로 조성된 특징이
있다. 즉 공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공공성이 저해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1] 민간이 조성한 근린공원 사례 (동빙고)

조성주체자에 따른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평지형공원의 조성주체자에 따른 분류

기조성

조성여부

판단

내용

미조성

●

조성된 시설이 없는 경우

공공

×

일부 부지의 토지 보상 해결 필요

대기업

×

공공의 공원으로 충분히 기능함

민간

●

민간에 의해 사유화 되어 공원의 기능 상실

평지형 공원에 포함된 기조성 공원은 공원부지의 대부분이 시설된 경우로 다
양한 조성 주체가 존재한다. 민간, 공공, 대기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공과
대기업에서 조성한 공원의 경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에 반해 개인에 의해 조성된 공원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공공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서 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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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을 통해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법적 수익 구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집행 공원 중 기시설이 없거나, 개인
에 의해 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공원법을 통해 공원조성을 제안할 수 있
다.

[그림 4-12] 평지형공원의 조성 주체자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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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소결
민간공원법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경우 현재 지정된 공원의 일부
면적을 용도 전환하여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산지형의 공원은 산림훼손이 불
가피하다. 그러한 이유로“도시녹지의 잠식 및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간자본 도입가능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의 유형을 구
분하였다. 공원의 유형은 크게 산립 연접형, 산지형, 평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는 공원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공원 지정 목적에 의한 분류 방법이
다. 산림 연접형은 기존의 우수한 산림에 연접하여 지정한 공원으로 일부 산림
을 시설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산지형 근린공원은 평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도심지에 위치한 구릉지의 잠식 및
난개발을 우려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공원의 개발가능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표 4-11] 민간공원법 적용 평가기준의 종합
공원
유형
산림
연접형

판단 기준
비오톱 유형
2등급 이하
(훼손된 지역
에 설정된 유형)

조성여부와 형태
판단
필요

산지형

평지형

●
●

기조성(시설형)

×
×

( 기 조성된 경우
산림형으로 조성됨)

2등급
3등급

판단

이하

필요

무관

미조성
기조성(산림형)

판단 불필요

1등급
판단
필요

도입
가능성

판단
필요

●

기조성(산림형)

●

기조성(시설형)

×

기조성
(조성주체
판단)

- 84 -

조성 가능한
시설지가 없음
공원의 잠식 및
난개발 우려

●

미조성

미조성
(지정목적
판단)

비고

조성 가능한
시설지가 없음
역사유물의 보호
필요

역사가치

×

도시계획
근린이용
공공

●
●
×

현상태 유지 가능

대기업

×

현상태 유지 가능

민간

●

민간자본 도입 판단을 위한 기준은 [표4-11] 로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자본의 도입 판단기준은 크게 “비오톱 유형 평가”와
“기조성 여부 판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비오톱 유형은 민간공원법을 적용할 경우 비공원시설의 설치로 발생가
능한 문제점 즉 도시녹지의 잠식 및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산
지형의 경우 도심지 내 유일한 구릉지로 공원의 지정목적이 기존 산림의 보호
에 있어 비오톱 유형 평가가 중요하다. 즉 산지형 공원 중 비오톱 유형이 1등
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원의 잠식 및 난개발의 우려를 고려하여 해당공원의
필요성이 높을지라도 민간자본의 투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산림
연접형의 경우 개발이 유리한 지역을 선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1
등급의 산림은 없고, 평지평의 경우 산림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오톱
유형의 판단이 무의미 하다.
둘재, 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민간공원법 적용 시 비공원
시설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기 조성된 경우 비공원 시설 설치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 조성된 경우 일지라도 산림
형 시설 즉 산책로 등의 운동 시설만이 설치된 경우 이와 무관하다. 추가적으
로 평지형의 경우 조성주체, 조성목적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지
형의 경우 산지형과 달리 지정 목적이 다양하고, 조성 주체가 상이하여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 그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경우 역사 가치를 보
유한 경우 기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민간의 유입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조성된 경우 민간공원법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민간에 의해 조성된 공원이 공
공성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민간공원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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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선정
민간공원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미집행 공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미집행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서울
시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의 유형
을 파악하였다.
[표 5-1] 민간공원법 적용범위 선정과정

미집행 시 영향력이 높은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 유형 선정
⇩

민간공원법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서울시 미집행 근린공원 선정

민간공원법 적용범위는 본 연구 제2장 영향력 평가에서 추출된 영향력이 높
은 지역과 보통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영향력이 보통인 근린공원 경우 인접
한 미집행 근린공원의 집행 여부에 따라 해당공원의 필요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
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
규모
도보권,
생활권

도시권,
광역권

개수

해당 공원

29

북창동, 수표동, 한남, 노고산, 망원자매, 등마루, 개봉, 구로본,
백제요지, 도구머리, 돌산, 숭인, 원서, 수송, 동빙고, 달맞이, 신
길, 양화폭포, 용봉정, 신림, 반포2근린, 반포3근린, 청담, 새내,
샛터, 항동, 녹번동, 역촌, 구산

22
(27)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신사, 성산, 남산(남대문로), 남산(장충동2
가), 푸른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동대문, 응봉(신당), 응봉(한남),
응봉(금호,행당,옥수), 배봉산,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
동), 불광, 궁동, 염창, 노량진, 천마,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사
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51(56)

합계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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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린공원의 유형검토 및 평가
민간공원법 적용의 평가범위[표5-2]에 포함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근린공원
유형을 평가하였다.

[그림 5-1] 미집행 소규모 근린공원의 유형분류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은 서울시 도시 녹지축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형은 서울시 강서, 강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일한 도시
녹지이다. 평지형은 산림형과 유사하게 도심지에 위치하지만 산림이 부족한 지
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 중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공원을 추출하였다. 평
가 범위내 공원의 비오톱 유형은 2등급 이하로 기조성 여부의 판단 및 기조성
시설의 유형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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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의 평가
구분

조성여부
미조성

도보권/
생활권
기조성
미조성

공 원 명
등마루
항동
방배동
돌산
역촌
구산
덕의
신림
갈현농업체험원
남산

광역권/
도시권

기조성

응봉
사직
삼청
와룡
계남
고척
천마

위

치

화곡 산199
항동 산12
방배 산102-20
세곡 산1
갈현 산145-29
구산 산47-13
고척동214-4 일대
신림 산195-2
불광동 458-1일대
남대문로5가 461
장충동2가산6-6
금호 1가 1-72
사직 1-28
삼청 산2-1
명륜3가 산2-14
신정 44-2
고척2 산8
고척2 산9-14
천마 산1-1

면적 (㎡)
74,299.00
85,848.00
7,003.00
98,417.00
39,373.00
52,500.00
5,565.00
90,960.0
24,516.00
604,178.00
289,2709.0
75,570.00
168,099.80
372,418.40
204,369.00
440,173.00
158,814.00
108,120.00
185,295.00

시설유형

평가

-

●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시설형
시설형
시설형
시설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산림형
시설형
산림형

●
●
●
●
●
×
×
×
×
●
●
●
●
×
●

❚ 산림형 근린공원
산림형 공원의 경우 비오톱 영향평가를 통해 집행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4] 산림형 근린공원의 평가
구분

조성여부
미조성

근린/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

미조성

공 원 명
샛터
노고산
개봉
도구머리
숭인
달맞이
녹번동
용봉정
청담
신사
성산
낙산
응봉

광역권/
도시권

기조성

배봉산
답십리
오동
불광
궁동
염창

위

치

성산2 산37-1
노고산 2-2
개봉1 산21-5
방배 산75-1
숭인 58
옥수, 금호4가
녹번 산40-1
본동 산 3-9
청담 66
신사 산80-4 일대
성산1동 산 11-1외
동숭동 산2-1
돈암 618-1
신당 산37
한남 산8-1
응봉,금호,행당,옥수
전농3 산32-20
답십리4 산2-9
월곡 산2-1
하월곡동 산2-147
불광 산33-1
연희 산118
염창 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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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합계(㎡)
31,100.00
52,936.00
19,992.00
69,578.40
53,469.00
46,871.00
18,447.00
80,147.00
59,347.00
111,650.00
103,961.70
198,376.60
49,336.00
107,694.60
187,604.00
329,964.00
265,582.00
157,761.10
183,461.00
46,598.00
131,471.00
126,026.00
112,070.00

비오톱 유형 평가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이하
1등급
1등급
3등급이하
3등급이하
3등급이하
1등급
3등급이하
1등급
3등급이하
2~3등급
2~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평지형 공원
평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조성여부 및 조성목적을 검토하여 민간공원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조성목적” 판단에 의해 백제요지 근린공원은 역
사 가치를 보유하여 민간공원법의 적용이 불가하고, “조성여부”의 판단에 의
해 기조성된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에 이해 조성된 동빙고 근린공원이 민간
공원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5] 평지형 근린공원의 평가
조성여부

조성목적

규모

도시계획

근린/도보권

근린이용

근린/도보권

역사가치

근린/도보권

미조성

광역권/도시권
대
기
기조성

근린이용

업

민간
공공

근린/도보권

근린이용
역사가치
도시계획

근린/도보권
광역권/도시권
근린/도보권
근린/도보권

해당공원
북창동,
수표동
망원자매
한남,
구로본,
백제요지
푸른 수목원
어린이대공원
노량진
원서
신길
반포2,
반포3근린,
청수,
벚꽃,
새내
동빙고
동대문성곽
수송
양화폭포

주소
북창 73-1
수표 11-9
망원 232-30
한남 678
구로본 625-31
남현 산67-1
항동 10-3 일대
능동 18
상도 7-55
원서181
신길341-3
반포동18-21외
반포동 20-14
청담134-13
잠실 27-7
신천7-7
용산6가 69-163
종로6가70일대
수송 80-7
양화 153-2

면적
평가
1,400.00 ●
1,368.30 ●
24,999.00 ●
8,197.00 ●
10,369.00 ●
15,950.00 ×
100,809.00 ×
560,552.00 ×
415,610.00 ×
10,004.60 ×
19503.9 ×
11,803.80 ×
9,664.34 ×
17,402.00 ×
6637.90 ×
5007.00 ×
55,740.7 ●
11,519.70 ×
3,567.20 ×
13,000.0 ×

최종적으로 “산림 연접형 근린공원”은 10만㎡이상의 기조성된 시설형 근린
공원 5개소를 제외한 근린공원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다. 도심에 위치한
구릉지인“산림형 근린공원”은 10만㎡이상의 4개 공원을 제외하고 비오톱 2등
급 이하의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다.“평지형 근린
공원”의 경우 민간 자본의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지만 기조성된 경
우가 많고, 대부분이 시설된 공원으로 6개의 공원이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하
다. 특히 10만㎡이상의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입은 불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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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법 제안이 가능한 공원은 36개소(동일한 공원내 주소지
가 다른 경우를 분리하였을 시 39)가 선정되었다. 해당 공원 중 도보권·생활권
경우는 24개, 도시권·광역권 12개(15)의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표 5-6] 민간공원법 적용공원
규모

도보권·생활권

도시권·광역권

개수

24

유형

해당 공원

산림
연접형

등마루, 항동, 방배동, 돌산, 역촌, 구산, 덕의,
신림
샛터, 노고산, 개봉, 도구머리, 숭인, 달맞이,
녹번동, 용봉정, 청담

산림형

12
(15)

평지형

북창동, 수표동, 망원자매, 한남, 구로본, 동빙고

산림
연접형

갈현농업체험원, 삼청, 와룡, 계남, 천마
낙산(동숭동), 낙산(돈암), 응봉(신당), 응봉(응봉,
금호,행당,옥수), 답십리, 오동(월곡), 오동(하월곡
동), 불광, 궁동, 염창
36(39)
※ ( )동일 공원의 사유지 위치를 구별한 경우

산림형

합계

미집행시 영향력이 낮은 5개의 공원은 폐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남태령 근린공원과 덕의 근린공원의 경우 인접 근린공원이 민간자본 유
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수, 벚꽃 근린공원은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에서 조성한 공
원으로 실효제 이후 현 상태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다.
[표 5-7] 집행여부 판단이 필요한 공원
구분
미조성
도보권
·
생활권

조성

공원명

주소

면적

비고
백 제요 지 공 원 이
불가하여 대체

남태령

남현동산69-7

13,500.00

방배동

방배산102-20

7,003.00

폐지 검토
고척(시)공원이
불가하여 대체

덕의

고척동214-4일대

5,565.00

청수

청담134-13

17,402.00

벚꽃

잠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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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9

현상태 유지
“

❚ 민간공원법 적용시 공원이용성 향상범위
본 연구의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공원법 적용 시 기대 가능한 공원 이용성 향
상 범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공원 영향력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림 5-2] 민간공원법 적용시 공원이용성 향상범위

소규모 근린공원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
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원의 지정 및 집행에 있어 불
균형이 심해 실효제 이후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소규모 근린공원에 민간공원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
로 은평구 및 종로구, 구로구,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성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주변에 기 조성된 공원을 거의 보유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민간 자본 확보
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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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사유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아니한다. 근린·도보권 근린공원의 규모가 작아 공원의 특성이 단일하
지만, 광역권·도시권 근린공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특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통계자료는 공원 내 임야면적의 소유주 관계에 대한 조
사가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였다.
둘째, 민간자본의 유입을 한정하는 공원의 최소규모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민설제도에서는 1ha를 공원적 공간의 최소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혹은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셋째, 전체 공원에서 사유지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라 조성여부를 판단할 필
요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공원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기조성된 공원의 비율이 전체 공원의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조성된 공원으로 인식되는바 조성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 범위의 공원은 현행법과 달리 규모가 작아 비시설지 지정 과
정에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본 연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2에서 규정한 도시공
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10만㎡미만 면적에 대한 규제에 의문
을 가지고 연구에 시작하였다. 미집행 근린공원의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공공의
자본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민간자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근린공원의 민간공원법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미집행 근린공원 해결을 위한 연구는 수년간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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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2011년에 고시된 민간공원법 적용을 목적으로 10만㎡미만의 근린공원을
검토한 연구가 전무하여 그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법상 민간공원법 적용이 불가능한 대상지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공원을 추출하기위해 10
만㎡미만의 소규모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실효제 영향하의 공원을 찾아내는 작
업을 시행하였다.
둘째, 공원조성 사업의 한정된 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공원법 적용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모든
미집행 근린공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미집행 공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민간공원법 적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이를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민간공원법을 통해 조성 가능한 대상지를 추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10만㎡미만의 모든 근린공원을 검토하여 조성 요구
도를 검토하고, 분류작업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민간공원법 적용이 가능
한 공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의 요구도가 높은 공원 중 해당 범
위에서 제외된 경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미집행 근린공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공원법 적용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집행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방안의 제시일 뿐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공공 자금의
확보 및 시민의 기부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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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for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in Seoul
Yu-mi,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s are one of the preliminary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prevents
overexpansion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public life standards.
Unexecuted parks nearby urban forests, unlike general urban planning
facilities, have free public access with the lower necessity and awareness
for the reformation, delaying the public bidding engagement. Long time
unexecuted parks now require mandatory solution in parallel to the recent
execution of Nullification Act which attempts t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driven by the long-term unexecuted parks.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is

an

alternative

act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in public funding by privatizing the bidding
process of parks. Prescribed restriction for their range of 10ha, however,
denominates

not

a

few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Small

neighborhood parks which are usually more accessible in urban districts
have had monopolized park services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bribery
and suspicion among contracting parties for the privatization. Public funding
itself as well brings uncertainty to parks’ renegotiation inferring the slim
chance of developing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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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decreasing number of the parks, equitable allocative device is
absent among towns. Seoul city, by its highly unequalized distribution of
the green area and parks, has brought subdivided distinctions in local life
standards. Unlike Song-pa and Gang-nam gu which have bountiful park
area, less benefited districts with fewer parks comparatively have bigger
number

of

unexecuted

parks.

This

drives

unequal

development

and

therefore undermines urban conflicts, aggravating self-deprivation of the
less serviced residents. Urban parks are equal grounds for citizens to be
provided

with

well-equipped

leisurely

life.

Due

to

their

increased

accessibility(usually less than 10 minutes through the streets) and high
potential of leisurely accommodation, small unexecuted neighborhood parks
directly influence the quality of urban life and therefore poses timely
requirement for their re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nlargement of the range of targeted park area
designated by the Act. Privately-invested park development law has the
highest feasibility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unexecuted parks which
its intention to raise the opportunity of private bidding system ensures
several clearly recognizable benefits for the privatized parks. However,
unlike the originally referenced private park establishment system of Japan,
the law had excluded small parks with their area less than 10ha which
have lowered its feasibility by restricting the applicable area and ignoring
socio-geographical characteristics. Reformation of such restriction through
the separate exceptions to be made for their application has brought in this
research the broader and appropriate scheme to manage unexecuted parks.

For validity, the study has explained the cause of such restriction in the
current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 plans to the concern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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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its range enlargement. Mountain type unexecuted parks are especially
vulnerable in further deterioration since the act premises the land donation
of allocated park area for utilizing converted districts. Therefore, this study
has set the applicable data range of mountain type unexecuted parks which
was once built to prevent overdevelop and conserve the natural assets. By
sorted types of unexecuted parks, inadequate and restriction required type
of parks for the privatization were selected, leaving the final presumable
selection of the law-applicable parks with suitability.

This study first raised the doubts on the range restriction rule of the
current act. Since the privatization of unexecuted parks is one of the most
vital

alternatives

for

complementing

the

present

lacking

resource,

multilateral approaches on the privatization should be opened to the policy
makers,

private

firms

and

doners,

municipal

authorities

and

residents.

Related studies on utilizing and managing the unexecuted parks, although
discussed for years, had no clear appraisal on the feasibility scope of the
enacted act in 2011 regarding the privately invested park development.
Although this study intensively measured its scale of feasibility, it is also
one of many methodologies for managing and utilizing unexecuted parks.
Municipal

authorities

and

public

affair

sectors

should

collectively

be

engaged in restoring the public funding system and promoting alternatives
such as voluntary donation and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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